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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 고등교육을 실시하여 창조적 인간

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광동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

다.

      1.  군산중앙중학교

      2.  군산중앙고등학교

      3.  군장공업전문대학(교명은 군장대학교라 한다)

      4.  국제사이버대학교

제3조의 2(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 법인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

3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군장원격교육원(이하“원격교육

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번지에 둔         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        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

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에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

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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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

다.

      (2)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3)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9조의 2(예산․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회 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하며 이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설치) 삭제

제14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회의) 삭제

제17조(위원회의 간사등)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 포함)

       2. 감사  2인(추천 감사 1인 포함)

      (2) 제1항의 임원 중 상근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3) 상근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 할 수 있

다.

제1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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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2) 임기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 한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

나 이를 방조한 때

       5. 이 법인의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 하거나 이

를 방조한 때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7.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

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 등의 추천 및 선임방법) (1) 이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

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내에 추천이 개방이사의 추

천이 없을 경우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3)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경우 이 법인 및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추천위원회는 군장대학교 평의원회에 둔다.

       (2) 추천위원회의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4인.

       (3) 각 학교의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위원수는 국

제사이버대학교 1명, 군장대학교 1명, 군산중앙고등학교 1명, 군산중앙중학교 1명으로 한다.

       (4) 제2항제2호의 추천위원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

영되고 이 법인 및 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5)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6) 그 밖의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이사회 구성에 있어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정수의 4분의1 이내로 한다.

       (3)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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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5)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

어야 한다.

       (6)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라야 한다.

       (7) 이 법인의 건학 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

니 된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다.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삭제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 자 지정)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 하는 이사

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삭제

제25조(감사의 직무)  삭제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삭제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인사규정 및 변경사항

          7.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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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1) 이사회는 회의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 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 할 때 에는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관계 되는 사

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 고 그 의장

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

다.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 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

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

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3(평의원회 구성 등) (1) 평의원회 평의원은 당해 대학 교원․직원․학생을 대표할 수 있

는 자와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

이 상실될 경우 해임 및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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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이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4(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

로써 그 자격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3인 : 전임교원 이상

       2. 직원 3인 : 사무직원중 3년이상 근속자

       3. 학생 2인 : 재학생중 대표

       4.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2인

       5. 학부모 1인<신설>

제31조의5(평의원회의 의장 등) (1)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2)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3)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

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6(평의원회의 소집) (1) 평의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의장이 소집한다.

       (2) 평의원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31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

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절 사학윤리위원회

제31조의8(사학윤리강령 준수) (1)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

다. 

       (2) 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

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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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사업

      4. 의료사업

      5. 유통업

      6. 식품제조업

      7. 용역업

      8. 소매업

      9. 전산정보․건설․유통․식품제조․용역․프랜차이즈․소매․출판디자인업에 출자

     10.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장을 경영한다.

       1. 학교법인 광동학원 사업소

       2. 법인이 출자한 주식회사 군장매니지먼트컴퍼니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소의 주소는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번지에 

둔다.

제35조(관리인)  (1)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

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

제39조(임면) (1)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교감은 당 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

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이 정년에 이르기 전 학교의 장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용 발령을 받지 못할 시에 는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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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

사장이 임면 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4) 국제사이버대학교의 부총장, 처․단장 등의 보직과, 군장대학교의 부총장, 처․단장, 

도서관장, 창조교육개발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임면한다. 

       (5) 제 1항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 에는 임면

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학교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1호, 2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39조의 2(임시교원)  삭제

제39조의 3(정년)  (1)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의 교원

정년 규정을 준용하고 대학기관의 경우 교원이 재임용 발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본문의 정년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

다.

       (2) 삭제

       (3)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정년퇴직 할 때에

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 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1) 인사위원회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 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2)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위

한 심사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3) 심사위원회의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이사회의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9조의 5(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39조의 6(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삭제

제39조의 7(교원의 계약제 임용등) (1) 정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관 39조의 3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

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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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교수 : 정관 39조의 3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

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업무의 곤란성,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39조의 8(신규채용등)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이사장은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

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6)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 9(종전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

용) (1) 2002 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  수 : 정관 39조의 3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4년.

        4. 삭제

     (2) 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인 지의 여부

를 심사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4) 삭제

     (5) 삭제

     (6)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7) 이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

여야 한다.

     (8) 대학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9조의 10(특별채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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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

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

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내지 제12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 취학전 아동)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2.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법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 40조 제 2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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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한다.

        3. 제 40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 40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 40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 40조 제 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

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7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입양자녀 1인당 6개월 이

내로 한다.

        7. 제 40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 40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 4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10. 제 40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제4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한

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1)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

여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제 40조 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1) 제 40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그 휴

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 8할로 지급하며, 공무

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 한다. (2) 제 40조 제 5호의 규

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3) 제 40조 제 2호 내지 제 4호와 제 6호 내지 제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

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1)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

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제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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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 1항 또는 제 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

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5) 임면권자는 제 2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

를 명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7) 제2항 제 1호와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한다.

        (8)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보수) 중등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고, 대학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1)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

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 2(명예퇴직수당) (1) 법인 및 경영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 정

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가 정년퇴직일 전에 자진 퇴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

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고등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을,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및 대학교육기관의 교직원은 따로 정한다.

        (3) 대학 및 중․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 3(후임자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

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 4(중,고등학교 간 전보) 임면권자는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사를 

중학교에, 중학교 교사를 고등학교에 전보 배치할 수 있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1)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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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에는 학교장의 제청

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

항

        2. 대학교육 기관의 장이 부총장, 처․단장 등의 보직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보직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수의 정년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변경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관 제39조의 9의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39조의7의 제1항 제4호를, 정관 제39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9의 제6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임용 기간 중 연구실적이 불량한 자는 인사위원장의 보고를 받아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1)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조직하되, 교원위원이 2분의 1이 상이 되도

록 한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1)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 한다.

        (3)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1)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2) 제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1)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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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1)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2)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회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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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

람

       (3)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조 및 제55조의1에서 “외부위원” 이라 한

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

람이 아닐 것   

       (4)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 2 (1)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5조 제4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1)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

로 선출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 한다.

       (3)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

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

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 2(위원의 기피등)  (1)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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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못한다. 

       (3) 제 58조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 위원

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

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 3(징계의결요구 사유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

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1)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교원징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제60조(징계의결)  (1)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행하여야한다.

       (2)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한다.

       (3) 임면권자가 제 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4)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5)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

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한다.

제61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년(금

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1)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를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

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삭    제

제64조 내지 제7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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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 무 직 원

제78조(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원, 고용원 등을 포함한

다.  이하 “일반직원” 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            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

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3)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9조(임용)(1)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특별승진, 승급, 근속승진, 전직,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 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3)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

어야한다.

       (4) 일반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 사무직원으로 임명할 때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일반직원의 인사규정 제정 및 변경 시에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하다.

제79조의1(일반직원의 계약제 임용 등) (1) 신규임용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제

로 임용한다.

       (2)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기

간을 정하여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다.

제80조(복무) (1)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2) 중등학교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81조(보수) (1)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등을 고려하여 직무

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정한다.

       (2) 중등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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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2) 중등학교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83조(정년) (1) 사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삭제>

       (3) 중등학교 사무직원의 정년 및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84조(징계 및 재심청구)  (1)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한다.

       (2)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3) 중등학교 사무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5조(법인사무조직)  (1)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

여 및 부참여로 보한다.

       (2)  법인 사무국에는 서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및 부참사로 보한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한다.

제 2 절 국제사이버대학교

제86조(총장) (1) 국제사이버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2)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국제사이

버대학교를 대표한다.

       (3) 국제사이버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4)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7조(하부조직) (1) 국제사이버대학교에는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e-러닝센터 및 산업교육

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인 국제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

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e-러닝센터소장, 산학협력단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

는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부속시설) (1) 국제사이버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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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

한다.

       (3)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

을 지휘, 감독한다.

       (4)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일반직원으

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군장대학교

제89조(총장 등)  (1)  군장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2)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

한다.

       (3)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하부조직) (1) 군장대학교에 기획관리처, 교학처, 행정안전지원처, 산학협력처 및 산업

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인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평생직업교육본부를 둔다.

       (2)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

직업본부장 등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 및 비전임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3) 기획관리처, 교학처, 행정안전지원처, 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 등 각처에는 과장을 

둘 수 있으며 과장은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부속시설)  (1) 군장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2) 부속시설에 장을 둘 수 있으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한다.

       (3)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4)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도서관) (1) 도서관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과장을 둘 수 있으며 과

장은 부참사로 한다.  

제92조의2(창조교육개발원) (1) 창조교육개발원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과장

을 둘 수 있으며 과장은 부참사로 한다.  

제  4 절   고 등 학 교

제93조(교장등)  (1)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2)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  

       고 학교를 대표한다.

       (3)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4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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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다.

제  5 절  중  학   교

제95조(교장등)  (1)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2)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

표한다.

       (3)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6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를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

한다.

제  6 절   정      원

제97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1  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98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

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9조(위원의 선출 등) (1)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3배수로 추

천한 교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3)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

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

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5)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

지 선출한다.

       (6)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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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1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2)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

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3)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 행정업

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

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로 한다.

        (4)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2조(위원의 의무 등)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 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 용하여 재

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3조(위원의 자격상실) (1)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2)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104조(기능 등)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25 -

       13.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한다

제105조(시행 의무 등) (1)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00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3  절   운영 경비 등

제106조(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

다.

제107조(이사장의 조언, 권고, 지도 등)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부당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8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9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4

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10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1)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 에 동의하

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2)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여야한

다.

       (3)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

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

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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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 위원․학부

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3)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2조(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3조(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5조(회의개최 등) (1)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2)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

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16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

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 에게 즉

시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

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

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

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

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9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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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1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121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신문에 공고한다.

제12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3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이규태 1901년 3월 3일 4년 전북 옥구군 미면 신풍리 1286
이 사 김성희 1920년12월28일 4년 전북 군산시 흥남동 349

〃 강태종 1921년10월25일 4년 전북 군산시 미원동 292
〃 이종덕 1925년 4월18일 4년 전북 옥구군 미면 소룡리 1293
〃 김판술 1927년11월17일 2년 전북 옥구군 옥산면 325
〃 문중환 1921년 1월11일 2년 전북 군산시 영화동 23
〃 정우준 1923년10월 1일 2년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64
〃 백현기 1923년 2월18일 2년 전북 군산시 영화동 19

◆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195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6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목적) 제 3조(설치학교)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명칭) 재단법인으로 조직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0조 2항(이사회개최 및 의결정족수)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3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 합병하여 개성학원을 흡수통합)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주소)변경 군산 월명 101번지를 군산시 수송동 474번지로)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설치학교)군산 수송고를 군산 중앙고로 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을 197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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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32,35-1조로 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설치학교)군산북중을 군산중앙중으로 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7조 제 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시행이후 6월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겸직사유 해당자)

(3)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보되 차후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4)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목적) 및 제 2조(설치학교)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4조(수익사업의 종류) 제 25조(수익사업의 명칭) 제 26조(수익사업체의 주

소)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4,25,26조 수익사업 조항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학교의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

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 부터 기산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10,22,34조 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

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7조, 28조, 29조 수익사업 조항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 및 고

용직직원(기능직으로 전환경우 포함)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근무기간이 3

년 미만인 자로서 기능직으로 직종 이 전환되지 아니한 고용직은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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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2월 7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2 제 3항 중앙중 기능직 정원 변경)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군장공업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하여 “군장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

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

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9 제5항 내지 제8항

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제39조의8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3)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제39조의8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공

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2년 12 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최초로 구성되는 디지털대학교 인사위원회 조직의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

성되는 디지털대학교 인사위원회의 조직은 정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

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기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유지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시 행 일) 이 정관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사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회 정수가 9인 이상인 경우에

는 제18조 제1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 등으로 이사회 정수가 8

인이 될 때 까지는 이사회 정수가 9인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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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사학법 제14조 및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3)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

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2007. 7. 27(사립학교법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

으로 인하여 궐위 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중등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중등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내용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군장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군장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1항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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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11 명

                        ◀  일 반 직 계     7명

                           

                           3급(부참여)      1 명

                           4급(참사)        2 명

                           5급(부참사)        명

                           6급(주사)        2 명

                           7급(주사보)      2 명

                           8급(서기)          명

                           9급(부서기)        명

                        ◀  기 능 직 계     4 명

                            7  등  급       1 명

                            8  등  급       1 명

                            9  등  급       2 명

                           1 0  등 급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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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  교  일  반  직  원  정  원

1)  일반직

정 원 수

직 급 중 앙 중 중 앙 고 군장대학교
국제사이버
대학교

계

3 급 1 1

4 급 1 1 2

5 급 1 1 1 3

6 급 1 1

29 13 52
7 급

8 급 1 1

9 급 3 3

계 5 6 32 15 58

2) 기술직(대학에 한함)

기술직

학교별
4 급 5 급 6 급 7 급 8급 9 급 계

국제사이버
대학교

5 5

군장대학교 5 5

계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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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私學倫理綱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은 나라와 겨레의 發展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傳統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的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

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知識基盤 社會를 선도할 創意的이고 道德的으로 成熟된 

人材를 養成할 歷史的 責務를 附與받고 있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 일동은 敎育立國의 使命感f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의 公

共性 과 自律性을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倫理綱領을 採擇한다.

 우리는 良心과 矜持를 가지고 이 綱領을 遵守하며, 이에 違背되는 경우에는 勸勉과 

制裁로 이를 自律的으로 是正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建學精神 : 우리는 私學의 뿌리가 崇高한 建學精神에 있음을 銘心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하고 實現하는 일에 獻身한다.

○ 公共性 : 우리는 私學經營에 있어서 學園內外의 個人이나 集團의 사사로운 利害關

係를 초월하여 公共性의 原則을 尊重함으로써 敎育福祉理念을 具現하는데 最善을 다

한다.

○ 自主性 : 우리는 敎育의 自主性과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한 憲法精神에 立

脚하여, 私學의 本質을 侵害하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도 단호하게 排擊하며, 自律的으

로 敎育方針을 實踐하여 私學의 特殊性을 昻揚한다.

○ 經營合理化 : 우리는 私學經營을 合理化․效率化하고, 모든 敎育資源을 極大化하는 

일에 우선적인 努力을 傾注한다.

○ 和合․協力 : 우리는 私學 構成員 모두가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獻身할 수 있도록 和

合․協力하는 敎育環境을 助成하며, 모든 構成員의 正當한 權益이 尊重되도록 努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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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군장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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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대학교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동학원(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3절에 

의해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되는 대학교평의원회의 기

능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1.04.)

제2조(명칭) 이 대학평의원회는 군장대학교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라 칭

한다.(개정2016.01.04.)

제3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본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2016.01.04.)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2016.01.04.)

       5.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2016.01.04.)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01.04.)

제4조(구성)정관 31조의 4(평의회 자격 및 정수)의 근거에 따라 

      ①평의원회 평의원은 본 대학교 교원․직원․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대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학부모로 구성하며, 총 11인으로 구성한

다. (개정2018.02.28.)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3인 : 전임교원 이상

      2. 직원 3인 : 사무직원중 3년이상 근속자

      3. 학생 2인 : 재학생중 대표

      4.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2인

      5. 학부모 : 1명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2018.02.28.) 

제5조(조직)(개정2018.02.28.)

      ①평의원회 의장, 부의장 각 1인과 간사를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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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본 대학교의 

정규 직원으로 한다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간사는 평의원회 의원 중에서 겸직할 수 있다.

제6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학생평의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개정2018.02.28.)

제7조(선출)(개정2018.02.28.)

     ①평의회 후보자 추천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 추천일로부터 10일 이내  평

의원 추천

     ②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임교원 이상으로 교수회에서 추천 하는 자

     ③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3년이상 근속자 중에서 노사위원회에서 추천하

는 자

     ④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자

     ⑤학교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평의원은 총장이 추천하는 자

     ⑥학부모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8조(회의소집)(개정2018.02.28.)

     ①평의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전에 회의 안건 및 일자를 명시하여 학교 홈

페이지에 사전 공고 하며, 소집 통보 및 참석 동의 확인서를 회신 받아야 한

다. 단 평의원회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총장은 의장에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결)(개정2018.02.28.)

     ①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①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6.01.04.) 

     ② 평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하며, 출석한 평의원의 서명 날인을 받

아야 한다.(개정2018.02.28.)

     ③ 회의록에는 회의소집통보일, 회의일시, 장소, 의원 출결사항, 안건, 회의내

용, 표결수 등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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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평

의원회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해당 교직원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12조(평의원의 의무) ①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

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평의원은 본 대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16.01. 

04.)

    ③평의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학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재정)①총장은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

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6.01.04.)

    ②평의원회에 출석한 평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개정2018.02.28.)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회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

여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규정의 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6.01.04.)

제16조(회의의 공개)(개정2018.02.28.)

    평의회 운영 및 결과를 제3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 경과기간 경과 후에도 회의록 공개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 공시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준용 및 운영 세칙)(개정2018.02.28.)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을 준용

하되, 이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16 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18 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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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군장대학교 산업단지 
캠퍼스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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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단지 내에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이전하여 산학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산

학일체형 교육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에서 양성하여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교육체계

를 확립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군장대학교 산업단지 캠퍼스(이하 ‘산업단지 캠퍼스’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산업단지 캠퍼스는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내에 둔다. 

제3조(학칙) 산업단지 캠퍼스에는 본교와 동일한 학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사용용도) 산업단지 캠퍼스의 사용용도는 기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20180227)

제5조(책임자) ① 산업단지 캠퍼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둔다.

   ② 관리 책임자는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20180227)

   1. 자격 :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임기 : 2년

제2장 학생 및 교직원

제6조(교직원) 산업단지 캠퍼스에는 설립신청서에서 정한 수 이상의 교직원을 둔다.

제7조(교직원 운영) 산업단지 캠퍼스 교직원에게는 본교와 동일한 복무규정, 인사 및 복지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8조(학생) 산업단지 캠퍼스의 학생은 설치학과의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제9조(학생생활) 산업단지 캠퍼스 학생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배려

   하여야 한다.

    1. 교육-학습 환경

    2. 학생생활관

    3. 스쿨버스

    4. 복지시설 및 제도

제10조(학사관리) 산업단지 캠퍼스의 학사관리는 본교 학칙에 준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11조(교육과정)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육과정은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되,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Business Lab 등으로 분류·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 산업단지 캠퍼스 학과는 계약학과, 고교생 취업인턴제,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제도, 비학위 과정 지원 등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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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군장대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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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설립이념인 “창조적 인간교육”을 구현하

기 위하여 대학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직업교육의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

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교는 “군장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교는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에 둔다.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계열·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

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계열 및 학과 전공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스마트자동차기계계열

자동차서비스전공

50 - 50

산업기계전공

생산기계전공

융합기계시스템전공

신소재가공전공

소방안전관리전공

융합기계시스템과 - 15 15

신재생에너지화공계열
화공에너지전공

70 - 70
화공시스템전공

항공정비과 20 - 20

국방기술부사관과 20 - 20

** 간호학과 89 - 89

* 물리치료과 30 - 30

호텔외식조리과 30 - 30

스마트농식품과 - 15 15

호텔관광과 30 - 30

사회복지문화계열
사회복지경영전공

30 - 30
한국문화전공

사회복지상담과 - 20 20

실버복지상담과 - 20 20

의료케어사회복지과 - 25 25

* 유아교육과 28 - 28

청소년교육지도과 30 15 45

사회적경제과 - 13 13

생활체육과 25 - 25

패션산업과 20 - 20

뮤지컬방송연기계열

뮤지컬전공

80 - 80방송연기전공

무대연기전공

합     계 552 123 675

 * 표시는 3년제 학과임

 ** 표시는 4년제 학과임.

제5조의 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

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20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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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정의) ① “전문학사과정”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전공심화과정으로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제 2 장  직   제

제6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의 교원은 총장 외에 부총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구분하고, 교육과 연

구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객원교수, 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산

학협력중점교수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20130901)(개정

20151001)(개정2019.08.01.)

   ② 본 대학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제6조의 2(강사) ① 제6조 ①항에 따른 강사는 학 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

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신설2019.08.01.)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서 적용한 관련 규정만 적용한다.(신설2019.08.01.) 

제7조(교직원의 임무) ⓛ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단 강사의 임무는 

교육 및 수업지도이다.(개정2019.07.01.)(개정2019.08.01.)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8조(조직) ① 본 대학교에는 기획관리처, 교학처, 행정안전지원처, 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 평생직업

교육본부를 두며 각 처·단·본부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50501)(개정20160301)

    1. 기획관리처는 기획·예산 업무를 수행한다.

    2. 교학처는 교무·수업·학적·입시·성인교육·학생·장학·홍보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60301)

    3. (개정20150501)(삭제20160301)

    4. 행정안전지원처는 서무·구매·시설·경리·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60301)

    5. 산학협력처는 취업·창업 및 현장실습지원업무를 수행한다.(신설20160301)

    6.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60301)

    7. 평생직업교육본부는「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신설20150501)(개정

20160301)

   ② 각 처·단·본부에 처·단·본부장을 보하고 처·단·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처·단·본부내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20150501)

   ③ 각 처·단·본부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50501) 

제8조의 2(센터의 설치) 본 대학교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센터를 둔다.

    1. 입시센터는 입시 업무를 수행한다.

    2. 취업센터는 취업보도 업무를 수행한다.

    3. (삭제20130901)

    4.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신설20160301)

제8조의 3(교양학부) (삭제20150301)

학  과 수업연한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사회복지학과 2년 - 40 40

계 -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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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학생생활상담실 등) ① 본 대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학생생활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

관을 둔다.

    5.학생생활상담실

    6.성희롱고충상담실

    7.장애학생지원센터

    8.보건실

    ② 각 기관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80124)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9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20180301)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업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학연한) 본 대학교는 재학연한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4 장  학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칙 제53조

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

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현장체험학습(현장견학) 및 시험평가일은 수업일수에 포함하며, 학과행사(MT 등), 학교행사(축제,

체육대회 등)및 수업과 관련이 없는 특강 등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20140301)

제14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

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제1학기 수업종료 후부터 8월말 까지

    2. 동계방학: 제2학기 수업종료 후부터 2월말 까지

    3. 법정공휴일

    4. 일요일

    5. 개교기념일: 10월 5일

   ② 휴업일의 변경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 총장이 인정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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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신 입 학

제16조(입학시기) 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1학기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 편입학, 수료복학은 매 학기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의 입학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51001)

   ④ 계약학과 입학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70102.)

제17조(입학자격) ① 본 대학교 전문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70124)

제18조(입학 지원절차) 입학 지원 .절차는 신입생 모집시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입학전형) ① 신입학 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

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20130901)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및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

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본 대학교와 고등학교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정을 이수한 전문계 고

등학교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를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신설20151001)

제19조의2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영향평가) ① 학과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60623)

제20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

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80124)

제21조(입학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80124)

제22조(입학허가) 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제

교류원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20151001)

제23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

    4.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24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의 교

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

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 2(Uni-Tech 특별전형) ①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에 군장대학교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약정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과정을 



- 51 -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Uni-Tech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20191210)

 ② Uni-Tech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10)

③ Uni-Tech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학사운영 및 등록금 징수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10)

제24조의 3(P-TECH 특별전형)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20191210)

② P-TECH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10)

③ P-TECH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학사운영 및 등록금 징수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10)

제 6 장  편입학 ․ 재입학 및 전과

제25조(편입학) ①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이상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일정학점을 취득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및 제3학년 학기 초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외국인 학생과 휴학 중 

폐과된 계열·학과 학생의 편입학은 매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개정20130901)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국내 타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이직 또는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

   ③ 편입학은 각 계열·학과별로 입학정원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20180124)

제26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1조(처벌) ①항 해당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20151001)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계열·학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다. 다만 폐과로 인한 재입학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신청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80124)

   ④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관련 학과는 3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20180124)

제27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입학정원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다만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간호·보건계열의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

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0901)(20180124)

   ③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

   ④ 전과한 자가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개정20130901)(개정20151001)

   ⑤ 소속과가 폐과되었을 경우에는 유사계열·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

   ⑥ 학제가 다른 경우에도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20180124)

   ⑦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할 수 없다.

    1. 산업체위탁교육생

    2. (개정20130901)(삭제20151001)

    3. (삭제20130901)

    4. 고교와 연계교육으로 입학한 자(신설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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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20180124)

   ⑧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전과는 불허하며, 복학자로서 폐과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 01)

제 7 장  휴학 ․ 복학 ․ 자퇴 및 제적

제29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

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20151001)

   ② 휴학은 1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창업휴

학은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또한  또한 2년제는 4학기, 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를 이

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자 중 해당 학기 수강을 위한 휴학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01)(20180301)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개정20150301)

    1. 군휴학: 병역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15 

1001)

    2. 일반휴학: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

의사포함) 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전공 관련분야로 창업을 할 

경우 휴학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창업

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20150301)(개정20151001)

    4.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 하게 된 때.(신설2016.08.22.)

   ④ 병역복무로 인한 군휴학자 및 창업휴학자가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20151001)

   ⑤ 휴학은 학기 시작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신설20151001)

제30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 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51001)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2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51001)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자

    6. 2년제는 학사 경고 3회 이상, 3년제는 학사 경고 5회 이상인자, 4년제는 학사경고 7회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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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정20151001)(20180301)

    7. 재학 중 사망한 자(신설20151001)

   ② 삭제(20180124)

제 8 장  교과 및 수업

제3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교양선택은 학과 특성에 따라 운영한

다.(20180124)

   ② 각 계열·학과의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현장실습 의무대상 계열·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과목의 필수로 한다.

   ④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신설20151001) 

제33조의 2(별도교육과정 운영) 9월학기 입학, 산업체위탁교육,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별

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 3(사이버강좌) 수업의 효율화와 다양화를 위하여 사이버강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의 4(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약정

에 의거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약정에 의거 상호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의 5(국내·외 인턴십과정 운영) 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인턴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인턴십과정 운영과 학점부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51001)

제33조의 6(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총장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

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점이수)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20130901)(개정20151001)

   ②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2년제는 76학점 이상, 3년제는 120학점, 4년제는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

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개정20130901)(20180124)(20180301)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20151001)

   (20180301)

   ④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을 초과하

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0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20151001)

   ⑤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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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

위안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실습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

위 안에서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중 2년제 과정은 24학점, 3년제 과정은 48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20151001)

   ③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교양과목 10학점, 전공과목 30학점 이내에

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④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재학생은 매학기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 관련 현장실무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年) 6학점 이

내로 인정한다.

   ⑥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수한 단위는 졸업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전공과

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

업 이수학점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⑧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⑨ 고교재학 중 본 대학교와 협약(연계 등)에 의해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교육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이 요청될 경우 필요 절차에 의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20151001)

   ⑩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한 학기에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1회에 한한다.(신설20151001)

제34조의 3(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① 국내·외 대학 간 협력의 일환으로 학생을 교류할 수 있으며, 교류

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

하여 할 수 있다.

   ② 매학기의 개설 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공고한다.(개정

20130901)

   ③ 강좌는 08:00부터 22:30까지 개설할 수 있다. 

   ④ 학사운영상 전일제 수업 및 원격(사이버)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년 및 

학과를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36조(집중수업) 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

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단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

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

고한다.

제39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20130901)

제40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예비군교육·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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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1조(평가시험) ① 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시험으로 구분하

되,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 실기·실험·과제물 

제출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학과는 학생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야 한다.(신설20150301)

   ④ 각 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과목의 학

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개정20130901)(개정20150301)

   ⑤장애학생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신설

20150301)

   ⑥ 학과(전공)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20151001)

제42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

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삭제20151001)

   ③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

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30901)

   ② 성적평가는 D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과목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

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개정20130901)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가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을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이 본 대

학교의 교양과목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은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30901)

   ⑥ 성적은 교학처의 확인을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개정20160301) 

   ⑦ 성적평가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  급 성  적 평  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점 이하 미취득

P 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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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성적 배점 및 분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51001)

제44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개정 20190901) 

제45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8 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한다.(20180124)

제46조(졸업 및 수료) ① 소속 계열·학과 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34조 제2항의 졸업요건을 갖

춘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표 1”에 의거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20151001)

   ④ 학년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35학점 이상(개정20151001)

    2. 2학년 수료: 70학점 이상(개정20180124)(개정20200301)

    3. 3학년 수료: 3년제 120학점 이상(신설20200301), 4년제 100학점이상 (신설20200301)

    4. 4학년 수료: 140학점 이상(개정20180301) 

   ⑤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

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20150301)

제46조의 2(학생능력인증제) ①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하여 학과·계열에서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한 공인자격증(기능사 등)의 취득 및 학과·계열별 현장실무 영어어휘 능력 인증시험의 

합격을 졸업 요건으로 한다.

   ② 학과·계열별 협약형 교육과정 이수 인증제를 도입한다.

   ③ 공인자격증 취득, 현장실무 영어어휘 능력 인증시험, 협약형 교육과정 이수 인증제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47조(후기졸업)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졸업학점 미달자 및 필수과목 미이수자

    2. 2학기 입학자

제 10 장  평 생 교 육

제48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

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계열·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1조(비학위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의거 전문

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이상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20180124)

   ③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및 동시행령 제58조의2에 의한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입학자격은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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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학력인정과정 입학 후 산업체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는 자(또는 전문대

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또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

당과 및 계열을 졸업한 재직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개정2019.5.24.)

   ③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시간제 등록제) ① 본 대학교에서는 일반 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등록제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개정20130901) 

   ② 시간제 등록생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인원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은 각각 

당해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한다. 단, 의학계열 및 사범계열은 제외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법은 출신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면접고사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④ 시간제학생 등록제로 선발된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

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정규학생의 교육과정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학생 등록제 수업은 방송·통신수업 및 출석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⑦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12학점(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⑧ 기타 시간제 등록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30901) 

제54조(학점은행제)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76학점 이상(2년제), 120학점 이상(3년제)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교에서 

48학점 이상(2년제), 65학점 이상(3년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해당하

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0180124)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및 학사관리지침에 

준하며, 그 외 관리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

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장애학생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6조(계약학과제) 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계약학과를 둘 수 있다.(신설20170102)

   ②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의 2(계약학과 정원) ① (삭제20151001)

   ② (삭제20151001)

   ③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신설20170102)(개정20191210)

      

학과 학위과정 정원

산업기계가공과 공업전문학사 20

외식조리과 조리전문학사 20

유가공과 식품가공전문학사 20

스마트자동차기계계열 공업전문학사 20

제56조의 3(계약학과 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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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

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6조의 4(계약학과 등록금) 제56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부담하

게 할 수 없고, 제56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

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30901)

제56조의 5(계약학과 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제12조 내지 제

13조에 따른다.

제56조의 6(계약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관련 학과에 소속시키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업이수, 등록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

은 본 대학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11 장  학 생 활 동

제57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군장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자퇴와 동시에 학생회회

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

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①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 규정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

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

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체계적인 학생지도 및 대학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학생들은 적극 참여한다.(20180124)

제61조(처벌) ①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①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 포함)는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12 장  규율 및 상벌

제62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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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4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

분 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65조(성희롱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등 록 금

제66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 또는 실습비, 문화활동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책정

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직원(법인 추천하는 재단이사 포함) 4명, 학생대표 

3명, 관련 전문가(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외)를 대표할 수 있는 자 2명, 그리고 학

부모 및 동문 1명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

는 4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회의 수는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다음 사항을 심의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등록금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8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그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을 감액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9조 (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4.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전항의 등록금 반환은 고등교육법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장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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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

미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제 15 장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1조(대학평의원회) ① 학교법인 광동학원 정관 제31조의 2항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 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20090301)

제72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는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총장이 된다. 단,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 부재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3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교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3조의 2(장애인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특별지원위원회

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6 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75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

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6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이상으로 한다.(20180124)

제7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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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규정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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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야 한다.

제79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규정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

이 공포 한다.

제 17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0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부설기관·부설연구소를 둔다.

    1. 부속기관: 도서관, 창조교육개발원, 전산정보실, NCS지원센터(개정20150301)

    2. 부설기관: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 평생교육원, 성희롱고충상담실, 학생생활관, 군장원격교

육원, 국제교류원

    3. 부설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 관광산업연구소, 아르텍스디자인연구소, 외식산업경영연구소, 학창

교육연구소, 새만금경영연구소, 조선·해양레저기술연구소, 신재생에너지연구소, 항공산업연구소(개정

20131001)(개정20150301)

   ② 부속기관·부설기관·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의2(도서관의 운영 등)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

며, 세부적인 사항은「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1.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과 이용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과 이용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8 장  학 교 기 업

제81조(학교기업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소재지는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으로 한다.

    1. (삭제20150301)

    2. 신재생에너지계열과 연계하여 전력생산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군장태양광발전소”

    3. 패션·주얼리디자인과와 연계하여 제조 및 컨설팅 용역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아르텍스디자인연

구소”

   ②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

다. 단, 1개 학기당 인정 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당 15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3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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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②항,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

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제 19 장  기  타

제84조(자체평가) ① 총장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조

직·운영·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5조(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① 총장은 본 대학교 장애 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재학에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교육복지 및 실제적인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장애

학생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86조(교원업적평가) ① ① 교원업적평가는 연구부문, 교육부문, 봉사부문, 산학협력부문 등으로 구분

하여 평가한다. 단 강사는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개정2019.07.01.)(개정2019.08.01.)

   ②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부문

을 50% 이상으로 한다.(개정20130901)

제87조(교원임용평가) ① 교원 신규 임용 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② 교원 신규 임용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30901)

제88조(성희롱예방 및 금지) 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성희롱고충상담실을 둔다.(신설20151001)

   ② 교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학업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

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20151001)

제89조(정보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 분야에 대한 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부교수 이상의 자 중에서 정보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신설20151001)

   ② 정보화 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151001)

    1. 각종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업무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각종 업무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부    칙

이 학칙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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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영어통역과, 일어통역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

로 인하여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일어통역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과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학과명칭, 통합 학과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과과

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장공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

여 군장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

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폐과 또는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년 2

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 중인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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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계열 및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열,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

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통합계열․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계열 및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

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 중인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년 2

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을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65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 및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

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 중인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은 적용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년 2

월 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이 개정 학칙은 2007학년도 후기졸업자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80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부설기관 개정 학칙은 200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80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부설연구소 개정 학칙은 200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과조치) 제81조(학교기업 설치)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총장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학칙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 ⑥항은 2008학년도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열 및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은 2009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 당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

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 중인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은 적용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년 2

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5조(경과조치) 학칙 제53조(시간제등록제)는 2009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학칙 제71조(대학평의원회)는 2009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과조치) 학칙 제72조(교수회)는 2009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 및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은 2010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 당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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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02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은 적용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년 2

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6조(졸업 및 학위수여) 3항의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

로 본다.

제5조(경과조치) 제80조(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기관 평생교육원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부속기관으

로 변경한다.

제6조(경과조치) ①제80조(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새만금경영연구소는 2009학년도 10월 26일부

터 시행한다.

   ②제80조(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다문화연구소, 조선․해양레저기술연구소는 2010학년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과조치) 제80조(부속 및 부설기관) 부속기관 평생교육원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부설기관으

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계열 및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은 2011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 당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

도 02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 중인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조(학과 폐과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은 적용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년 

02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모집단위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

로 본다. 이 경우 기존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학년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개정20130901) 

제2조(계열 및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년 08월까지(3년제의 경우 2013년 0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계열·

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이 경

우 종전 계열·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개정20130901)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장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군



- 67 -

장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

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개정201309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3월 01부터 시행한다.(개정20130901) 

제2조(계열 및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년 08월까지(3년제의 경우 2014년 0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계열·

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이 경

우 종전 계열·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제3조(경과조치) ①제6조제1항의 학칙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학칙에 따른 조교수

로 본다.

   ②제6조제1항의 학칙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학칙에 따른 조교수 근

무경력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대학 제 규정의 전임강사 명칭폐지는 이 학칙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일괄 개

정․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3월 01부터 시행한다.(개정20140301) 

제2조(계열 및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년 02월까지(3년제의 경우 2015년 0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계열·

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이 경

우 종전 계열·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2014020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과 정원에 관한 사항

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자원관

리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농식품자원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학과

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 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학과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항서비스과, 경찰소

방행정과, 여군전문사관과, 비파괴검사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

지 못한 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과를 허용하며, 기 취득한 학점은 전과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

로 인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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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명 변경에 따른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계

열, 조선해양계열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재생에너지화공계열, 조선융합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중인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변경 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학과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공계열에 소속된 학생이 정

당한 사유로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과를 허용하며, 기 취득

한 학점은 전과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7조 ②항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

당한 사유로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과를 허용하며, 기 취

득한 학점은 전과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또한 폐과로 인한 전과는 입학정원을 초과

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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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 및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 0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명칭변경 계열·학과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폐지 등의 경우는 교육과정이 유사한 계열·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계열·학과에서 취득

한 학점은 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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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전문학사학위종별【개정2020.03.0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종별

학위종별 해 당 학 과 비 고

사 회 복 지 학 사 사회복지학과

학위종별 해당 계열/학과 비 고

공  업  전  문  학  사
스마트자동차기계계열, 융합기계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화공

계열, 국방기술부사관과, 항공정비과

조  리  전  문  학  사 호텔외식조리과

농 식 품 가 공 전 문 학 사 스마트농식품과

보  건  전  문  학  사 물리치료과

간  호  학  사 간호학과

사 회 복 지 전 문 학 사
사회복지문화계열, 실버복지상담과, 의료케어사회복지과, 사

회복지상담과

관  광  전  문  학  사 호텔관광과

청 소 년 교 육 전 문 학 사 청소년교육지도과

교  육  전  문  학  사 유아교육과

체  육  전  문  학  사 생활체육과

디 자 인 전 문 학 사 패션산업과

예  술  전  문  학  사 뮤지컬방송연기계열

사 회 적 경 제 전 문 학 사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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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 ○○○○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계열/학과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

 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군 장 대 학 교 총 장  이  승  우

 학위번호 : 군장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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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 ○○○○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

 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군 장 대 학 교 총 장  이  승  우

 학위번호 : 군장20   -○○○○



[별지 제3호 서식]

 제 ○○○○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계열/학과       전공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군 장 대 학 교 총 장  이  승  우 

 학위번호 : 군장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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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대학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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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획관리처 소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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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분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소관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업무의 경합)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비중이 동일하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업무처리) 본 규정의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임전결) 이 규정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획관리처) 기획관리처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

□ 기획

1. 발전계획수립 업무

 가. 대학교발전계획 및 정책 수립

 나. 교육 및 지원시설 기본계획 수립

2. 조직 및 인력관리 업무

 가. 대학교의 조직관리

 나. 교직원 인력수급 및 운영정원 배정

 다. 기타 인력수급 및 운영정원 배정

3. 업무개선 및 조정 업무

 가. 제도 및 업무개선

 나.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4. 법제 및 통계업무

 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대학교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5. 평가계획 수립 및 분석

 가. 평가기본계획수립 및 진행

 나. 정보 및 자료수집 및 심사 분석

6. 대외 평가업무 주관

7. 대내 평가 및 감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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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인감사의 주관

 나. 각종 자체평가(정기감사, 사안감사 등)

□ 예산

1. 예산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 분석에 관한 업무

2.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3. 예산 통제 및 조정 업무

4. 학생등록금, 교직원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 책정에 관한 업무

5. 장단기 차입금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

7. 국고지원금 관련 업무

제7조(교학처) 교학처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개정 2016.03.01.)

□ 교무

1. 교학처 직인관수.(개정 2016.03.01.)

2. 학사운영계획수립 및 조정 업무

3. 학칙 및 학사내규 제․개정 발의 및 운영 업무

4. 학부(과) 편제에 관한 업무

5. 학부(과) 학생정원조정 업무

6. 교원의 인력관리 업무

 가. 전임교원 운영정원 기본계획 수립

 나. 특수신분교수 운영정원 기본계획 수립

 다. 시간강사 및 교육보조원 운영정원 기본계획 수립

7. 교원 인사관리 업무

 가. 경력 및 전력조회, 신원조회 업무

 나. 교원 신규채용 및 특수신분교수, 교육보조원의 임면

 다.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재계약) 등(개정 2013.08.26)

 라. 학부(과)장의 보직 및 지도교수 임면(개정 2013.08.26)

 마. 교원의 포상 및 징계 등(개정 2013.08.26)

 바. 겸직 및 타교 출강 승인

 사. 교외 기관 및 단체 등의 위원 위촉

 아. 교원의 업적평가관리의 주관 및 운용(신설 2013.08.26)

8. 교원의 복무관리

 가. 교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

 나. 전체 교수회의 및 일반 연수

 다. 교원의 출강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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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삭제 2013.08.26)

 마. 교원의 파견 및 초청 승인

 바. 교원의 국내 출장 승인

 사. 교원의 해외여행 및 연수 승인

 아. 외국인 교원의 후생복리 지원에 관한 업무

 자. 외국인 교원의 기숙사 관련 업무

9. 교원인사 편람 제작

10. 교원관련 통계 및 분석

11. 원격교육 추진 및 지원 업무

12. 교수학습 개발 지원 업무

13. 원격교육용 컨텐츠 개발 지원 업무

14. 교육개발 관련 정보제공 업무

15. 대학교내 연구비 운영 지원(개정 2013.08.26) 

16. 교원의 연구업적 관리

17. 연구년제 운영

18. 부설연구소 운영 업무(개정 2013.08.26)

 가. 부설연구소 신설 및 폐지(개정 2013.08.26)

 나. 부설연구소 평가․지원․관리(개정 2013.08.26)

19. 산업체위탁교육운영 업무(개정 2014.07.01)

□ 수업

1. 교육과정 편성, 개정 및 운영 업무

2. 학사관련 통계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3. 강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업무

4. 강의시간표 편성에 관한 업무

5. 강의실, 연구실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6. 시험시간표 편성에 관한 업무

7. 성적관리에 관한 업무

8. 수강신청에 관한 업무

9. 강의계획서에 관한 업무

10. 외래강사 인사 관리 업무

11. 강사료에 관한 업무

12.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업무

13. 수업평가(강의평가)에 관한 업무

14. 교수별 담당시간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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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2014.07.01)

16. 교직에 관한 업무

17. 실험실습에 관한 업무

18. (삭제 2016.03.01.)

19. 학과행사 승인에 관한 업무

20. 졸업식 주관 업무

21. 계약학과 운영 관련업무(개정 2014.07.01)

2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관련 업무(개정 2014.07.01)

23. 시간제등록생 관련 업무(개정 2014.07.01)

24. 국내·외 인턴쉽 업무(신설 2015.03.01)

□ 학적

1. 학적부 작성, 등재, 보관 및 관리 업무

2. 학적변동에 관한 업무

3. 학적조회 및 회보 업무

4. 성적사정 총괄 업무

5. 졸업예정자 졸업사정 총괄 업무

6. 졸업자 명부 작성

7. 제증명 발급 업무

8. 휴학, 복학자 서류 접수 업무

9. 학생 병사 업무

10. 학생 오리엔테이션 계획 및 진행 업무

11. 입학식 주관 업무

12. 학생관련 통계 및 분석 업무

1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14. 학생능력인증제 관련 업무(신설 2015.03.01)

□ 입시

1. 입학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2. 입학정책에 관한 상담 및 안내 업무

3. 입학전형 실시 계획 수립

4. 입학전형 관리 업무

5. 입학홍보계획 수립 업무

6. 입학홍보물 제작에 관한 업무

7. 대학교내․외 입학설명회에 관한 업무(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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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학상담에 관한 업무

□ 학생 (개정 2016.03.01.)

1. 학생회 및 자치기구 활동 지도(지원) 업무

2. 동아리 활동 지도(지원) 업무

3. 학생 상담 및 상벌에 관한 업무

4. 학생 행사 및 동원에 관한 업무

5. 학생 봉사활동 지도 업무

6. 학생 게시물 인․허가 및 게시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업무

7. 학생 간행물 발간 지도 업무

8. 학생 해외여행 추천에 관한 업무

9. 학생회 예․결산에 관한 업무

10. 통학버스 운영관리 업무

11. 학생 단체보험 업무

12. 학생증 발급 업무

13. 예비군 업무

14. 동문회 관련 업무

15. 졸업식 지원 업무

16. 스쿨버스 카드 발급 및 카드충전 업무(신설 2015.03.01)

17. 학생식당 식단 증·감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18. 학생복지시설(휴게실 등) 점검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19. 보건실 지원 업무(신설 2015.03.01)

20. 상담실 지원 업무(신설 2015.03.01)

21. 장애지원센터지원 업무(신설 2015.03.01)

□ 장학 (개정 2016.03.01.)

1. 대학교내·외 장학생 및 장학금 총괄 운영 관리 업무(개정 2013.08.26)

 가. 장학제도 수립/시행 업무(신설 2015.03.01)

 나. 등록금 우선감면 업무(신설 2015.03.01)

 다. 교내 장학금 관리 업무(신설 2015.03.01)

 라. KJ자원봉사 장학금 관리 업무(신설 2015.03.01)

 마. 공로 장학금 관리 업무(신설 2015.03.01)

 바. 교외 장학금 관리 업무(신설 2015.03.01)

 사. 국가 장학금 관리 업무(신설 2015.03.01)

 아. 국가유공자 장학금 관리 업무(신설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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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가근로 장학금 관리 업무(신설 2015.03.01)

 차. 정부 장학금대출 관리 업무(신설 2015.03.01)

2. 학자금 융자에 관한 업무

3. 근로학생 인력수급에 관한 업무

4. 근로학생 운영정원배정 업무

5. 학생 후생복지 업무

6. 장학관련 제증명 발급 업무

□ 대외협력홍보 (개정 2016.03.01.)

1. (개정 2016.03.01.)

2.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발간 업무

3. 대학교내․외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업무(개정 2013.08.26)

4. (삭제 2016.03.01.)

□ 국제교류(개정 2013.08.26) (삭제 2015.03.01)

□ 신문방송

1. 대학교신문의 발행 및 배부 업무

2.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업무

3. 학생기자 및 국원 임명 및 지도 업무

4. 신문방송사 주최 각종 행사의 운영 업무

5. 신문방송사 기자재 운영 관리 업무

□ 성인교육(삭제 2014.07.01)

제8조 (학생·대외협력처) (삭제 2016.03.01)

제9조(행정안전지원처) 행정안전지원처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개정 2016.03.01.)

□ 서무

1. (삭제 2015.03.01)

2. 방화관리 업무(신설 2015.03.01)

3. 직원 복무관리 업무(개정 2015.03.01)

 가. 직원 국내․외 출장

 나. 교직원 비상 연락망 및 동원

 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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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관리 업무(개정 2015.03.01)

 가. 문서수발(우편물 포함), 분류, 관리, 통제, 보관

 나. 기록물 등록 및 폐기, 이관

5. 직인관리 업무(개정 2015.03.01)

 가. 직인의 신규조각 및 등록과 폐기

 나. 총장 직인관수

6. 보안관리 및 민원업무(개정 2015.03.01)

 가. 보안관리 업무

 나. 외부인 민원 및 소송업무 주관

 다. 정문수위실 관리 감독

 라. 개인정보 관리

7. 교직원 후생복지 업무(개정 2015.03.01)

 가. 교직원 연금 및 교원공제회

 나. 건강보험, 단체보험, 교직원 상조회 운영 등

 다. (삭제 2015.03.01)

 라. (삭제 2015.03.01)

 마. (삭제 2015.03.01)

 바. 고용보험, 산재보험관련 업무(신설 2015.03.01)

8. 노동관계에 관한 업무(개정 2015.03.01)

 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업무(신설 2015.03.01)

 나. (삭제 2015.03.01)

 다. (삭제 2015.03.01)

 라.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신설 2015.03.01)

 마. 최저임금제 고시 업무(신설 2015.03.01)

9. 직장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장비관리 업무(개정 2015.03.01)

10. 직장민방위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개정 2015.03.01)

11. 비밀문건 보관관리 업무(개정 2015.03.01)

12. 비상시 자체 방호계획수립 및 방호, 교육 업무(개정 2015.03.01)

13. 공공요금 납부 관리 업무(개정 2015.03.01)

14. 교직원 신분증 발급업무(개정 2015.03.01)

15. (삭제 2015.03.01)

16. (삭제 2015.03.01)

17. 기부금 및 대학발전기금 모금, 관리 업무

18. 사무용품 수급계획 및 출납 업무(개정 2015.03.01)

19. (삭제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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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직원 정기승급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21. 교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업무(신설 2015.03.01.)

22. 대외협력 계획수립 및 추진 업무(개정 2016.03.01.)

□ 구매

1. 물품구매 입찰 및 계약 업무

2. 제반 시설물 및 부동산 임대차 입찰 및 계약 업무

3. 재산관리 업무

 가. 대학교 재산관리(집기, 비품, 기자재 등)(개정 2013.08.26) 

 나. 재산대장(집기, 비품, 기자재 등) 작성 및 보관

 다. 물품관리 및 운영

     (물품등록대장, 카드정리보관, 물품통계, 기자재 ․ 비품수불, 폐기 등)

 라. 정기재물조사 실시 및 결과 처리

4. 물품구매 발주 및 유지보수 업무

 가. 교육・연구용 집기비품 발주업무 주관

 나. 난방용 난로 구입발주, 설치, 철거 등

 다. 집기비품의 유지보수 및 정비

5. 직원 업무관련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폐지(신설 2015.03.01)

6. 자녀학비보조 및 가족수당 대상자 선정(신설 2015.03.01)

7. 직원인사관리(신설 2015.03.01)

 가. 직원 및 노무원 인사

 나. 직원 증(충)원 요청

 다. 직원 포상 및 징계 등

 라. 직원 초호봉 획정 업무

8. 행사 및 공간조정 등 업무(신설 2015.03.01)

 가. 의전 및 행사 주관(입학실, 졸업식 제외)

 나. 행정사무실 배정 및 조정

9. 차량관리 운영 업무(신설 2015.03.01)

 가. 업무용 차량 운영 관리

 나. 운전원 관리 감독

10. 용역, 보험 입찰 및 계약 업무(신설 2015.03.01)

11. 교직원현황 통계작성 및 보고(신설 2015.03.01)

12. 교내전화수급, 유지보수 및 통제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13. 학내 시설물 대여 및 임대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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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1. 조경 및 수목 관리 업무

2. 대학교내 경비(무인경비 등)에 관한 업무(개정 2013.08.26)

3. 용역(경비, 청소)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4.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업무

5. 게시물 인․허가(학생게시물 제외)에 관한 업무

6. 학교시설 외부사용 인․허가(교직원 및 외부인)에 관한 업무

7.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

8.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9.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업무(지하수, 실험폐수, 폐기물 등)

10. 공사 기본계획 수립 업무

11.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

12. 건설관련 설계 및 공사의 발주, 감독, 각종 검사에 관한 업무

13. 각종 설계도면 보관 관리

14. 전기, 통신, 승강기, 위생, 냉난방, 소방, 상하수도(집배수포함), 위험물, 가스시설등의 유지관

리 및 영선업무

15. 유류지급 업무

16.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17. 자재관리 및 수불업무

18. 제반공사 입찰 및 계약 업무

19. 재산관리 업무

 가. 대학교 재산관리(건물, 토지)(개정 2013.08.26)

 나. 고정 재산대장 작성 및 보관

20. 교직원 복지시설 운영관리(교직원식당 및 휴게실)(신설 2015.03.01)

21.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22. 학생복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 경리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

2. 결산에 관한 업무

3.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

4.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 업무

5. 등록금 수납 및 관리 업무

6. 제수수료 수납 업무

7. 교직원 인건비 지급 및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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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천세징수 및 제세공과금 납부 업무

9. 시설융자금 상환 업무

10. 채권압류 업무

11. (삭제 2015.03.01)

12. 근로소득연말정산 업무(신설 2015.03.01)

13. 원천징수영수증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업무(신설 2015.03.01)

제10조(산학협력처) 산학협력처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 (신설 2016.03.01.)

□ 취업·창업 / 현장실습 (개정 2013.08.26) (개정 2015.03.01.) (개정 2016.03.01.)

1. 취업지원 계획수립 업무

2. 취업정보 및 자료수집, 정리, 보관, 제공 업무

3. 취업홍보 및 간행물발간에 관한 업무

4. 취업상담에 관한 업무

5. 취업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업무

6. 취업 통계조사 및 분석 업무

7. (삭제 2015.03.01)

8. 취업강좌 운영에 관한 업무

9. 취업관련 행사, 세미나 유치 및 지원 업무

10. 취업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11. 취업 사이트 운영에 관한 업무

12. 창업 관리 업무(신설 2015.03.01)

   가. 창업지원 계획수립 업무

   나. 창업정보 및 자료수집, 정리, 보관, 제공 업무

   다. 창업홍보에 관한 업무

   라. 창업상담에 관한 업무

   마. 창업강좌 운영에 관한 업무

   바. 창업관련 행사, 세미나 유치 및 지원 업무

   사. 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13. 현장실습에 관한 업무 (개정 2016.03.01.)

제11조(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

1. 산학협력단 발전계획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업무

   가. 발전계획수립

   나. 기본운영계획수립

2. 산·학·연·관 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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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나.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의 기획·추진 및 평가

   다. 산학협력사업 정보교류, 제공 및 홍보

3. 지적재산권 취득, 이전 및 입주기업 관리

   가.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운영

   나. 창업보육 지원 및 교육

   다. 산학협력단 시설 및 운영의 지원

   라. 기술의 이전(특허 등) 및 사업화 촉진

   마. 대학교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4. 산학협력단 산하 부설연구기관, 센터 및 학교기업 관리

   가. 신설 및 폐지 업무

   나. 평가, 지원 관리 업무

5. 정부지원 국책사업 및 산․학․연․관 협동연구사업 지원 및 관리 업무

   가. 교육과학기술부등 정부지원 국책사업

   나. 연구비 중앙관리

   나. 국책사업/연구 과제 신청, 결과, 정산 보고 업무

   다. 국책사업/연구 과제 실적관리

   라. 국책사업/연구 과제 기자재 및 재료비 구입 의뢰 및 검수지원

        마. 국책사업/연구 과제 관련 통계 및 분석

6. 산학협력단 법인관리 및 서무 업무

   가. 법인관련업무

   나. 직인의 신규조각 및 등록과 폐기

   다. 단장 직인관수

   라. 직원 인사

   마. 직원 증(충)원 계획수립 및 시행 

   바. 직원 포상 및 징계 등

   사. 직원 국내․외 출장

   아. 직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

   자. 직원 4대 보험 업무

7.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가. 예산편성 기본운영계획 수립

   나. 예산의 편성·통제·조정

8. 산학협력단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

   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

   나. 결산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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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산관리 업무

   라. 직원 인건비 지급 및 관리업무

9. 세무관리 업무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나. 원천세징수 및 제세공과금 납부 업무

   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업무

제12조 (대외협력홍보부) 삭제.

제13조(평생직업교육본부) 평생직업교육본부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신설 2015.03.01)

1.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사업 행 업무

  가.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나. 사업비 수입 및 지출, 정산 보고

  다. 사업 기자재 및 재료 구입 의뢰 및 검수

2. 비학위 교육과정 및 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무

3. 비학위과정 학생 수업, 교무, 학적, 민원 업무

4. 비학위과정 이력관리 및 사후 지도 지원업무

5. 비학위과정 취업 및 창업 지원업무

6. 비학위과정 대외 홍보 지원업무

7. 비학위과정 입학상담에 관한 업무

8. 자산 관리 지원 업무

제14조 (인력개발원) 삭제.

제15조(도서관)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

1. 도서관장 직인관수

2. 국내․외 기관 및 도서관과의 수증의뢰 자료교환 업무

3. 도서등록, 비도서(DVD...)분류 및 편목 DB업무

4. 간행물의 납본 의무 업무

5. (삭제 2015.03.01)

6. 자료원부 관리 업무

7. (삭제 2015.03.01)

8. (삭제 2015.03.01)

9. 열람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10. 자료대출 및 반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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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변상자료 처리에 관한 업무

12. 자료선정에 관한 업무

13. 파본자료 수집 및 제적자료 처리에 관한 업무

14. 도서관 이용교육에 관한 업무

15. 자료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6. 자료복사 서비스에 관한 업무

17. 유관기관 컨소시엄 관계 업무

18. 도서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19. 파본자료 수집 및 제적자료 처리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20. 도서관 홍보에 관한 업무(시연회, 다독자행사..)(신설 2015.03.01)

21. 도서관 통계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22. 영화상영관 및 정기간행물실 관리 업무(신설 2015.03.01)

23. 장서 점검에 관한 업무(신설 2015.03.01)

제16조(전산정보실) 전산정보실은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

1. 전산정보 수집, 보관, 제공 업무

2. 전산시스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개정 2015.03.01)

3. 정보전산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대학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구입 요청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개정 2013.08.26) 

7. 사용자계정 관리

8. 정보전산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

9. 대학교내 정보전산 관련 기기 및 시설자료 수집, 제공에 관한 업무(개정 2013.08.26) 

10. 원격 교육시스템 지원 업무

11. 대학교정보화 활성화 종합방안 수립 및 추진 업무

12. 대학 홈페이지 개발, 운영, 관리 업무(개정 2015.03.01)

13. 정보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추진 업무(제정 2015.03.01)

제17조 (창조교육개발원) 창조교육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

1. 창조교육 연구․개발 업무

2. 건학이념 보전․계승 업무

3. 연구지 발간 업무

4. 대학교 교육역량강화 업무

5. 교육체제 운영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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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수-학습 개발 업무

7. 대학교내 연구비 운영관리(개정 2013.08.26)

8. 교원의 연구업적 관리 지원

9. 연구년 교원 평가

10. 직업 기초 교양 교육 강화 업무(신설 2015.03.01)

제18조 (NCS지원센터) NCS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제정 2015.03.01)

1. NCS 기반 교육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

3.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4.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5.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업무

6. NCS 기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7. NCS 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8. NCS 기반 교육과정 질관리 지원 업무

9. 기타 NCS 기반 직업교육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업무

제19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제정 2015.03.01)

1. 평생교육원 운영계획 수립

2.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유치

3. 평생교육과정 홍보

4. 학점은행제 운영계획 및 시행

5. 각종 강좌(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6. 학생행사 및 학생활동 지원

7. 제증명 발급

8. 평생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운영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0조 (성희롱고충상담실) 성희롱고충상담실은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제정 2015.03.01)

1. 상담실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3.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의 조사

4.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6.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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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 및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성희롱(성폭력) 처리에 관한 정책수립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1조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현신센터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

      (제정 2015.03.01)

1.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 실습수업지원

2.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 내부, 외부 시설관리

3.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및 정비

4.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 실습자동차 관리 및 정비

제22조 (군장원격교육원) 군장원격교육원은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제정 2015.03.01)

1. 군장원격교육원 운영계획 수립

2. 학점은행제과목 학사관리 업무

3. 사후관리 대비 업무

4. 교수설계(교안에 따른 강의 맵 작성, 콘텐츠 기획) 업무

5. 홍보운영 업무(계획 및 시행)

6. 전산망 부분(서버, 네트웍 관리) 업무

7. 웹페이지 관리 업무(LMS/DB학사관리)

8. 콘텐츠 제작(디자인 및 강의 영상 편집) 및 관리 업무

9. 홈페이지관리 업무

10. 학점은행제 학습자 상담 및 학습설계 업무

1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3조 (국제교류원) 국제교류원은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 한다.(제정 2015.03.01)

1.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교류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외국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의 자매결연

4. 국제홍보,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유학업무

6. 어학센터 운영

7. 본교생의 국외유학, 연수 및 교류지원

8.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업무

9. 외국인 학생의 학사지도 및 상담

10. 외국인 학생 장학금 및 후생복지 업무

11. 신입생, 재학생 국제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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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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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전결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반문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문서의 결재는 그 중요도에 따라 부총장 및 각 부처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② 부처라 함은 처, 부,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각 부처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대내문서의 경

우에는 전결권자의 명의로 수·발신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

자가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 위임전결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

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전결 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다른 부처의 주관사항에 관련되는 것은 합의절

차를 거쳐야 하며 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명시된 전결권자보다 상위자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그 직무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되, 출장, 휴가 및 각종 신청 등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가 결재한다. 

   ② 전항의 경우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처리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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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위임전결권자 구분표

                        1. 공통사항

                        2. 기획관리처

                        3. 교학처

                        4. 행정안전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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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기본계획수립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2.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

 2. 문서처리  1. 중요 문서 ◎

 2. 일반 공문서 ◎

3. 타부서 업무  

   협조
 1. 정책적인 사항 ◎

4. 직인관리  1. 직인 관수 및 사용 ◎

5. 사무인수인계  1. 부서장 ◎

 2. 일반 직원 ◎

6. 예산편성 및  

    집행

 1. 소관 예산안 편성 및 요구 ◎

 2. 소관 배정예산의 집행 요구 ◎

 3. 소모성 물품구매 및 일반 예산집행

  가. 500만원 초과 ◎

  나. 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다. 50만원 이하 ◎

 4. 물품구매, 수선 및 보수공사, 용역, 보험료

  가. 500만원 초과 ◎

  나.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다. 100만원 이하 ◎

 5. 건물 신축, 증축, 대수선

  가. 2,000만원 초과 ◎

  나.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다. 1,000만원 이하 ◎

 6. 매월, 매분기 정례적인 경비 지출

(승인된 인건비, 년간계약, 공공요금, 각종회의비 

등)

◎

 7. 연구비집행  1. 개인단위연구비 집행 ◎

 2. 국책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특성화, 누리 등) ◎

 3. 교비 대응자금 집행 

  가. 500만원 초과 ◎

  나. 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다. 50만원 이하 ◎

 8. 일반업무  1. 문서분류 및 통제 ◎

 2. 문서 보관 ◎

 3. 소관 제 일지 점검 및 관리 ◎

 4. 지원 업무분장 및 근태관리 ◎

 5. 부서내 보안 및 방호 ◎

 6. 비품관리 및 사무용품 신청 ◎

 7. 위원회 운영 ◎

 8. 소관업무에 대한 통계작성 및 분석 ◎

 9. 민원업무  1. 주요 사항 ◎

 2. 경미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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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관리처

기획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발전계획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나. 세부계획 추진 ◎

 2. 교육 및 지원시설 기본계획 수립 ◎

 2. 조직 및 인력

관리

 1. 대학교운영계획 수립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나. 기본운영 및 주요업무계획 조정 ◎

 2. 편제 및 기구 개폐 ◎

 3. 교직원 인력수급 및 운영정원 배정 ◎

 4. 기타 인력수급 및 운영정원 배정 ◎

 3. 업무개선 및 

조정

 1. 제도 및 업무개선 ◎

 2. 대학교 사무분장 조정 ◎

 4. 법제 및 

통계

 1. 제 규정안 검토 및 조정안 발의 ◎

 2. 제 규정 초안에 대한 실무 협의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심의 ◎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공포 ◎

 5. 제 규정의 승인사항 해당부서 통보 ◎

 6. 규정집 관리 ◎

 7. 통계자료 수집 및 종합 ◎

 8. 통계자료의 분석 ◎

 6. 평가  1. 평가기본계획수립 ◎

 2. 평가위원 위촉 ◎

 3. 평가관련 자료 수집 ◎

 4. 평과결과 통보 및 보고 ◎

 7. 감사  1. 감사기본 계획 수립 ◎

  가. 정기감사, 특별감사 ◎

  나. 일상감사 ◎

 2. 자체감사 지침 결정 및 시행 ◎

 3. 감사 추천 ◎

 4. 감사 위촉 ◎

 5. 감사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

 8.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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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예산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 

분석

 1. 기본운영계획 수립 ◎

 2. 예산 심사 분석 ◎

 2. 예산편성  1. 예산편성 방침 확정 ◎

 2. 예산요구서 제출 의뢰 ◎

 3. 예산요구서 접수 및 검토 ◎

 4. 부서별 예산요구내용 수합 조정 ◎

 5. 예산안 작성 ◎

 6. 예산안 대학평의원회 상정 ◎

 7. 예산안 이사회 상정 ◎

 8. 추가경정예산 편성 ◎

 3. 예산 통제 및 

조정
 1. 예산 추산 및 집행통제 조정 ◎

 2. 예산 편성 및 통제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뢰 ◎

 4. 학생등록금, 

교직원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 책정

 1. 학생등록금 책정 ◎

 2. 인건비 책정 ◎

 3. 각종 수수료 책정 ◎

 5. 장단기 차입금 

계획 및 관리
 1. 기채 및 차관계획 수립 ◎

 2. 장단기 차입금 관리 ◎

 6. 장단기 재정확

보 계획
 1.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 ◎

 7. 국고지원금  1. 국고지원금 관련 업무 ◎

 8.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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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학처

교무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직인  1. 교학처 직인관수 ◎

 2. 학사계획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학사운영계획의 시행 ◎

 3. 학사운영 관계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4. 학사일정 변경 보고 ◎

 3. 학칙  1. 학칙 개정 발의 ◎

 2. 학칙 개정안 대학평의원회 상정 ◎

 3. 학칙 개정안 공포 및 보고 ◎

 4. 학사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4. 학부(과) 편제 

및 학생정원조정

 1. 학부(과) 편제 계획 수립 ◎

 2. 학부(과) 편제 조정 신청 ◎

 3. 학생정원조정 계획 수립 ◎

 4. 학생정원조정 신청 ◎

 5. 교원 인력관리  1. 전임교원 운영정원 기본계획 수립 ◎

 2. 특수신분교수 운영정원 기본계획 수립 ◎

 3. 시간강사 및 교육보조원 운영정원 기본계획    

    수립
◎

 6. 교원신규채용  1. 교원 신규채용 공고 ◎

 2 교원 신규채용 서류접수 및 심사 ◎

 3. 신규 채용자 확정 ◎

 7. 교원 인사관리  1. 교원 임용 제청 ◎

 2. 교원 보직 임면 제청 ◎

 3. 교원 인사발령 통지 ◎

 4. 교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5. 교원 승진 제청 ◎

 6. 교원의 직위 및 호봉 확정 ◎

 7. 특수신분교수 임면 ◎

 8. 시간강사 위촉 ◎

 9. 시간강사 인사발령통지 ◎

10. 시간강사 인사카드 작성 정리 및 보관 ◎

11. 조교 임면 ◎

12. 교원 경력 및 전력조회, 신원조회 의뢰 ◎

13. 교원의 포상 및 징계 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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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8. 교원 복무  1. 교원 근태관리 ◎

 2. 겸직 및 타교 출강 승인 ◎

 3. 교외 기관 및 단체 등의 위원 위촉 ◎

 4. 교원 교육훈련 및 연수 계회 수립 ◎

 5. 교원의 휴직과 복직 ◎

 6. 교원의 출강 관리 감독 ◎

 7. 교원의 근무성적 평가 ◎

 8. 교원의 연구실적 조사 ◎

 9. 교원의 파견 및 초청 승인 ◎

10. 교원의 국내 출장 승인 ◎

11. 교원의 해외여행 및 연수 승인 ◎

12. 외국인교원의 후생복리 지원 ◎

13. 외국인 교원의 기숙사 관련 업무 ◎

14. 교원인사 편람 제작 ◎

 9. 통계  1. 교원관련 통계자료 수집, 종합 관리 ◎

 2. 교원관련 통계자료의 분석 ◎

10. 교수학습  1. 교수학습 세부계획 수립 ◎

 2. 교수학습법 개발 지원 ◎

 3. 교육개발관련 정보 제공 ◎

11. 원격교육  1. 원격교육 운영 ◎

 2. 원격교육용 컨텐츠 개발 지원 ◎

12. 학술연구  1. 교원 연구업적평가 심사 ◎

 2. 교원 연구업적 관리 ◎

 3. 연구년 교원 신청 ◎

 4. 연구년 교원 선정 ◎

 5. 연구년 교원 선정 통보 ◎

13. 부설연구기관  1. 부설연구기관 신설 및 폐지(산학협력단 산하   

     부설연구기관 제외)
◎

 2. 부설연구기관 평가․지원․관리 ◎

14. 입학식 및 졸업

식
 1. 입학식 및 졸업식 계획 수립 ◎

15.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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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교육과정운영  1. 교육과정 편성 기본운영계획 수립 ◎

 2. 교육과정 개편안 제출 요구 ◎

 3. 강좌의 설치 및  폐지 ◎

 2. 통계  1. 학사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

 4. 학사관련 통계자료 보고 ◎

 3. 수업관리

 

 

 1. 수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2. 강의시간표 편성 ◎

 3. 강의․실습실 및 연구실 배정, 조정 ◎

 4. 시험시간표 편성 ◎

 5. 시험 감독자 및 강의실 배정 ◎

 6. 출강, 결강 및 출․결석 관리 ◎

 7. 교원의 책임시간 관리 ◎

 8. 교육용구 보조재료 지원 ◎

 9. 교외수업 및 특강 승인 ◎

10. 초과․시간강의료 지급품의 ◎

11. 현장실습 및 견학 기본계획 수립 ◎

12.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수합 및 보고 ◎

13. 강의평가보고서 수합 및 보고 ◎

14. 실습실 관리 ◎

15. 실험실습 기본계획 수립 ◎

16. 실험실습비 집행결과 분석 및 보고 ◎

 4. 계절수업  1. 계절학기 운영계획 수립 ◎

 2. 담당 강사 위촉 및 배정 ◎

 3. 성적처리 및 통보 ◎

 5. 교직업무  1. 교직과정 설치승인 신청 ◎

 2.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결과 보고 ◎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출원 신청 ◎

 4. 교원자격증 발급 ◎

 6. 성적업무  1. 성적단표 접수 처리 ◎

 2. 성적통지표 작성 및 발송 ◎

 3. 성적 이의신청 접수 및 보고 ◎

 7. 행사  1. 졸업식 주관 ◎

 2. 학과행사 승인 ◎

 8.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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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학적관리  1. 학적부 작성 ◎

 2.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

 3. 학적부 보관 및 관리 ◎

 4. 휴학, 복학, 재입학자 접수 및 보고 ◎

 2. 학적변동  1. 재입학 승인 ◎

 2 학사경고 등의 징계에 의한 제적 ◎

 3. 재입학 자격 확인 ◎

 4. 학적관계 제통계 작성 및 보고 ◎

 5. 제적자(미등록, 자퇴, 퇴학) 처리 ◎

 6. 각종 변동사항 처리 ◎

 7. 제적생 명단 작성 ◎

 8. 복학예정자, 휴학기간 경과자 통보 ◎

 3. 졸업, 진급 수료

 

 

 1. 졸업사정 자료 작성 및 보고 ◎

 2.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 대상자 결정 ◎

 3. 졸업 및 진급사정 ◎

 4. 졸업대장 작성 및 보관 관리 ◎

 5. 수상자 결정 ◎

 4. 전과  1. 원칙 결정 및 확인 ◎

 2. 전과신청서 접수 ◎

 3. 전과 허가 ◎

 5. 제증명 및 학적

조회

 1. 학적관계 질의 및 회신 ◎

 2. 학적 및 성적 열람 ◎

 3. 제증명 발급 ◎

 4. 각종 변동사항 전산 처리 ◎

 6. 학생병사  1. 학생병사업무 ◎

 7. 학생지도  1. 학생 오리엔테이션 계획 수립 및 진행 ◎

 8. 행사  1. 입학식 주관 ◎

 8.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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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입학정책  1. 입학정책 수립 ◎

 2. 입학정책 상담 및 안내 ◎

 2. 입학전형계획  1.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

 2. 입학 모집요강 작성 및 공고 ◎

 3. 신입생 장학제도 확정 ◎

 4 입학 전형 예산 수립 및 배정 의뢰 ◎

 3. 입학전형관리

 
 1.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

 2. 합격자 사정원칙 확정 ◎

 3. 합격자 명단확인 및 발표 ◎

 4. 입학허가 ◎

 5. 입학생 명단 작성 및 보고 ◎

 6. 입학 전형결과 분석 및 평가 ◎

 4. 입시홍보  1. 입시홍보 기본계획 수립 ◎

 2. 입시홍보 진행 ◎

 3. 입시홍보 결과 분석 및 보고 ◎

 4. 입시홍보물 제작 ◎

 5. 입시홍보 광고 ◎

 7. 입학설명회 진행 ◎

 8. 입학설명회 결과 보고 ◎

 9. 입학상담 ◎

 5.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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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정 2016.03.01.)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학생회 및 학생

지도

 1. 학생회 회칙 개정 ◎

 2. 학생회 운영 지도 ◎

 3. 학생회 예산 및 결산 승인 ◎

 4. 학생회 예산 집행 확인 ◎

 5. 학생지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6. 학생생활기초자료 정리 및 관리 ◎

 7. 동아리 및 각종단체 등록 승인 ◎

 8. 동아리 활동 지도 ◎

 9. 학생해외여행 추천 ◎

10. 학생단체보험 가입 계획 수립 및 진행 ◎

11. 학생증 발급 ◎

 2. 직장예비군  1. 예비군 조직 편성 ◎

 2. 예비군 자원관리 및 현황보고 ◎

 3. 예비군 전출입 사항 ◎

 4. 예비군 지휘관임명 및 해임 건의 ◎

 5. 예비군 대원 신고 ◎

 6. 예비군 편성확인서 발급 ◎

 7. 예비군 카드 송부요청 및 접수 ◎

 8. 법규, 방침보류자 접수 및 보고 ◎

 9. 예비군 교육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 ◎

10. 예비군 교육훈련 불참자 고발 ◎

11. 병력동원 훈련 및 교육훈련 소집 통지 ◎

12. 각종 검열, 행사 및 회의 ◎

 3. 학생상담 및 상

벌 
 1. 학생상담 및 일지 관리 ◎

 2. 학생표창 ◎

 3. 학생징계 및 해제 ◎

 4. 학생징계 감면 ◎

 4. 학생 행사 및 동

원

 

 

 1. 학생 행사 및 집회 승인 ◎

 2. 각종 행사 및 집회 지도 ◎

 3. 교외 행사 참가 승인 ◎

 4. 일반행사 학생 동원 ◎

 5. 교외행사 학생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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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5. 학생 봉사활동  1. 학술 및 봉사활동 계획 및 승인 ◎

 2. 학술 및 봉사활동 지도 ◎

 6. 간행물  1. 학생 간행물 발간 지도 ◎

 2. 학생 게시물 인․허가 ◎

 7. 통학버스  1. 통학버스 운영계획 수립 ◎

 2. 통학버스 운영 관리 ◎

 8.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장학 (개정 2016.03.01.)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장학  1. 교내․외 장학생 및 장학금 총괄 운영 및     

    관리
◎

 2. 학과별 장학생 선발 및 추천 ◎

 3. 학비감면자 추천 ◎

 4. 장학증서 수여 ◎

 2. 학자금융자  1. 학자금융자 업무 총괄 ◎

 2. 학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

 3. 근로학생  1. 근로학생 인력수급계획 수립 ◎

 2. 근로학생 운영정원 배정 ◎

 3. 해당 부서 통보 ◎

 4. 후생복지  1. 학생 후생복지 ◎

 2.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리(식당, 매점, 서점,   

    휴게실, 자판기 등)
◎

 3. 식대 책정 ◎

 5.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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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안전지원처(개정 2016.03.01.)

서무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직원인사관리  1. 신규, 승진, 전보, 해임 제청 ◎

 2. 직원 신규채용 공고 ◎

 3. 신규채용 서류 접수 ◎

 3. 채용시험 실시 및 면접 ◎

 5. 신원조회 의뢰 ◎

 6. 경력조회 및 회보 ◎

 7. 신규채용자 확정 ◎

 8. 용원 및 경노무원 채용 ◎

 9. 인사발령 통지 ◎

10.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4. 호봉 책정 ◎

 5. 인사기록카드 정리 보관 ◎

 6. 인사발령대장 정리 보관 ◎

 7. 신분 변동 처리 신고 ◎

 8. 임시직 및 경노무원 전보 ◎

 9. 직원 증(충)원 요청 ◎

10. 훈, 포상자 선정 ◎

11. 공적조서 등 각종서류 작성 및 포상 ◎

12. 직원 징계 제청 ◎

13. 징계결과 관련부서 통보 ◎

 2. 직원복무관리

 

 1. 근무기강 확립 ◎

 2. 휴직 및 복직 ◎

 3. 근무성적 평가 ◎

 4. 근태상황 파악 ◎

 5 직원 동원 및 교육실시 ◎

 6. 근무시간의 변경, 연장 및 단축 ◎

 7. 국내 출장 ◎

 8. 국외 출장 ◎

 9. 직원 휴가 허가 ◎

10. 당직근무 명령 및 감독 ◎

11. 연수계획 및 일정수립 ◎

12. 연수회 실시 ◎

13. 직원 해외연수 추천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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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3. 문서, 우편물관리  1. 문서통제 및 수발 ◎

 2. 문서보관 및 보존 ◎

 3. 보존문서 폐기 ◎

 4. 우편물 접수, 분류 및 배부 ◎

 5. 우편물 발송 ◎

 6. 우표 수불 ◎

 4. 직인  1. 직인관수 ◎

 2. 직인의 신규 조각 및 변경 ◎

 3. 직인 등록 및 폐기 ◎

 4. 직인대장 정리 ◎

 3. 보안업무

 

 

 1. 기본계획 수립 ◎

 2. 비밀취급인가 및 통제구역 설정 ◎

 3. 보안업무 주요사항 ◎

 4. 보안교육 ◎

 4. 민원업무  1. 정문 수위실 관리 ◎

 2. 외부인 민원 처리 ◎

 3. 소송에 관한 업무 주관 ◎

 5. 교직원연금  1. 임용신고 ◎

 2. 재직중 신분변동 신고 ◎

 3. 재직기간 관리 및 합산 ◎

 4. 직무상 요양 승인 신청 ◎

 5. 급여의 청구 ◎

 6. 대여신청 및 상환 ◎

 7. 기타일반 연금 업무 ◎

 6. 교원공제회  1. 회원가입 및 증좌 신청 ◎

 2. 장기학자금 및 대여금 신청 ◎

 3. 퇴직자 탈퇴자 급여금 청구 ◎

 4. 기타 일반 공제회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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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7. 건강보험  1. 교직원 건강진단 실시 ◎

 2. 건강보험료 징수 및 납부 ◎

 3.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

 4. 급여관리 업무(장제비, 요양비신청) ◎

 5. 기타 일반 건강보험 업무 ◎

 8. 단체보험  1. 보험가입 및 해지 ◎

 2. 단체보험료 납입 및 환입 ◎

 3. 단체보험 관련 공문서 처리 ◎

 4. 기타 단체보험 업무 ◎

 9. 교직원상조회  1. 상조회 운영 및 관리 ◎

 2. 교직원 경조업무 연락 ◎

 10. 교직원 급여  1. 직원 업무관련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폐지
◎

 2.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자 조사 처리 ◎

 3. 교직원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조사 처리 ◎

 11. 의전  1. 행사 계획 ◎

 2. 행사 준비 ◎

 3. 동원 ◎

 12. 공간조정 및 관

리

 1. 행정사무실 배정 및 조정 ◎

 2. 회의실 관리 ◎

 3. 정문수위실 관리 ◎

 5. 학창기념관 관리 ◎

 13. 직장민방위대  1. 민방위대 조직 편성 ◎

 2. 신상변동자 신고 및 접수 ◎

 3. 민방위 자체 계획 ◎

 4. 민방위대 자원 현황 보고 ◎

 5. 민방위의 날 훈련 ◎

 6. 민방위 장비 확보 ◎

 7. 민방위 비상조직망 관리 ◎

 8.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 ◎

 9. 민방위 교육 소집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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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4. 비상대비업무  1. 비상대비 계획수립 및 시행준비 ◎

 2. 비상대비업무 교육 ◎

 3. 국가연습 참가 ◎

 4. 비상사태시 관련 업무 수행 ◎

 5. 학교경계에 관한 업무 ◎

 15. 통신  1. 전화 신규 가설 ◎

 2. 사무실, 연구실 전화 가설 ◎

 3. 전화기 수리 및 관리 ◎

 16. 차량관리 

 

 1. 업무용 차량 운영 계획 ◎

 2. 수리 요구 ◎

 3. 차량 연료 지급 ◎

 4. 신규차량 등록 ◎

 5. 차량구입 및 폐기 처분 ◎

 6. 각종 차량보험 처리 ◎

 7. 차량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8. 차량 사고처리 ◎

 9. 운전원 관리 감독 ◎

 17. 계약(제반 시설물

임대, 용역, 보험 등) 

 1. 계약요구서 접수 ◎

 2. 입찰자 지명 ◎

 3. 계약자 결정 ◎

 4. 계약자 결정 통보 ◎

 5.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 ◎

 18. 일반업무  1. 기부금 및 대학교발전기금 모금, 관리 ◎

 2. 교직원 신분증 발급 ◎

 3. 총장 관사 관리 ◎

 3. 대학교 연혁 기록 관리 ◎

 4. 사무용품 수급계획 및 출납 ◎

 5. 교직원현황 통계 작성 및 보고 ◎

 6.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제세 및 공과금 품의 ◎

 19.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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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물품구매  1. 구매요구서 접수 ◎

 2. 구매대장 정리 ◎

 3. 물품적정 가격 및 시장 조사 ◎

 2. 재산관리  1. 재산 관리(집기, 비품, 기자재 등) ◎

 2. 비품, 기자재 수급 계획 ◎

 3. 비품, 기자재 등록 ◎

 4. 비품, 기자재대장, 카드 작성 및 정리 ◎

 5. 비품, 기자재관리 번호 부여 ◎

 6. 비품, 기자재 관리운영의 전산화 ◎

 7. 물품출납, 보관, 관리 ◎

 8. 분임 출납원 임명 ◎

 9. 물품의 불용 결정 ◎

  가. 1,000만원 초과 ◎

  나. 1,000만원 이하 ◎

10. 불용품 처리 ◎

11. 물품의 폐기처분 및 관리전환 ◎

12. 비품 및 기자재 수리 ◎

13. 비품, 기자재 정기 재물조사 ◎

14. 기타재산 보존 및 관리 ◎

15. 기타 소관 각종 통계 작성 및 보고 ◎

 3.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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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수입결의  1. 교비 수입 징수 ◎

 2. 수탁회계 수입 징수 ◎

 3. 기타 수입 징수 ◎

 2. 지출업무  1. 1,000만원 초과 지출 결의 ◎

 2. 1,000만원 이하 지출 결의 ◎

 3.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제세 및 공과금 납부 ◎

 4. 급여 공제 및 납부 ◎

 5. 장학금 지급 ◎

 6. 자금출납시 필요한 증빙자료 요구 ◎

 7. 채권 압류처리 ◎

 3. 회계 및 결산

 

 1. 결산 지침 수립 ◎

 2. 연말 결산 ◎

 3. 경리 일일보고서 및 일계표 작성 보고 ◎

 4. 자금관리  1. 자금운영 계획 수립 ◎

 2. 수탁회계 자금 관리 ◎

 3. 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 관리 ◎

 4. 일일자금 계획 및 집행 ◎

 5. 차입금 상환 ◎

 5. 등록  1. 등록기간 및 등록방법 결정 ◎

 2. 등록 안내 통보 ◎

 3. 등록 자격 확인 ◎

 4. 등록금 대체인정 및 차액등록 확인 ◎

 5. 등록금 수납 업무 ◎

 6.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

 6. 세무  1. 원천과세 징수 및 납부 ◎

 2.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3. 연말정산 안내서 통보 ◎

 4. 연말 정산 보고 ◎

 5. 부가가치세 신고 ◎

 7. 일반업무  1. 각종통계 및 현황 보고 ◎

 2. 각종 회계 관계대장 작성 관리 ◎

 3. 각종 공제금 불입 및 정산 ◎

 4. 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 ◎

 5. 출납직원 사무인수 인계 ◎

 8.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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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

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1. 공사  1. 공사 기본계획 수립 ◎

 2. 공사 설계 ◎

 3. 공사 착공 및 기성 검사 ◎

 4. 공사 준공 검사 ◎

 5. 공사 현장 감독 및 경비 ◎

 6. 건설 업무 인․허가 ◎

 7. 공사감독 및 공정 관리 ◎

 8. 공사장 안전관리 ◎

 9. 공사예정가격 조서 작성 ◎

10. 공사 지급자재 보관 및 수불 ◎

11. 시설공사 계약 업무 ◎

12. 공사장 감독원 명령 ◎

13. 중요 공사의 설계조사 의뢰 및 자료수집 ◎

14. 인부관리 및 공사, 작업일지 작성 보관 ◎

15.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

 2. 일반관리  1. 학교시설 결정고시 및 시행허가 ◎

 2. 설계 및 준공도면 보관 ◎

 3. 산재 보험 ◎

 4. 시설준공 결산 보고 ◎

 5. 건축자재 관리 및 수불 ◎

 6. 소방계획 ◎

 7. 소방 작동 기능 점검 ◎

 8. 소방 합동훈련 ◎

 9. 소방교육 ◎

10. 통신실 및 변전실 운영관리 ◎

12. 위험물 저장소 설치신청 및 관리 ◎

 3. 시설 개․보수  1. 시설 개․보수(전기, 통신, 상하수도, 냉난방,  

    소방, 승강기, 방수, 도장, 위생시설,       

    건축물, 구축물, 도로포장 등)

◎

 4. 조경관리  1. 조경 및 수목관리 ◎

 2. 환경 미화 ◎

 5. 경비관리  1. 교내경비(무인경비 등) 운영 관리 ◎

 6. 용역관리  1. 용역(경비, 청소) 운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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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세부업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처 장

 7. 시설물관리  1. 게시물 인․허가 ◎

 2. 학교시설 외부사용 인․허가 ◎

 3. 시설물 유지관리(옥외게시판, 현수막걸이대,  

    옥외벤치, 차단기, 차단봉, 차선도색 등)
◎

 8. 환경관리  1. 환경보전관리(지하수, 폐수, 폐기물 등) ◎

 2. 방역소독 ◎

 9. 에너지관리  1. 에너지 수급 계획 ◎

 2. 연료 구입 ◎

 3. 유류 공급 ◎

 4. 냉․난방기기 관리 운영 ◎

10. 재산관리  1. 기본재산의 매입 및 매각 ◎

 2. 재산대장 등재 ◎

 3. 재산 관리(토지, 건물 등) ◎

 4. 지적 측량 및 공부 정리 ◎

11. 행사지원
 1. 각종 행사 지원 ◎

12. 통계 
 1. 각종 통계작성 및 보고 ◎

13. 기타  1. 기타 각호의 진행에 부수되는 업무 ◎

5. 학생․대외협력처(삭제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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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調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調整)한다.(개정 2013.08.26) 

    1. 대학교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기구조직에 관한 사항

    4. 학제 및 학사에 관한 사항

    5.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6. 업무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계획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서명날인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처 직원이 담당한다. 

(개정 2013.08.26)

제9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관리처에서 관장한다.

제10조(경비)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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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칙개정 및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

한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

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 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 및 본 대학교의 부속․부설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칙, 규정, 시행규칙, 내규 등을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개정 2013.08.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사안에 필요한 관련 부서의 장을 회의에 배석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배석인은 관련

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이 서명날인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처 직원이 담당한다.(개

정 2013.08.26) 

제11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관리처에서 관장한다.

제12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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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직원 보수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 및 난이성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을 말한다.

6. "연봉"이라 함은 1학년도간 지급되는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회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08.26) 

8.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보수와 지급

제4조(호봉확정) 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호봉 및 승급 등은 별도 인사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제5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17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및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에 지급한다.

제6조(교직원의 봉급) ① 교직원의 보수월액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연봉제 교직원 및 특수신분교수는 

관련 규정 및 계약사항에 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전항 이외에 계약에 의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③ 기간제교원 및 정규 사무직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제7조(보수의 계산) ①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감봉 등은 모두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한다.

   ② 1년 이상 근무한 자는(1일자 면직 제외)그 달의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특

수신분교수,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보수의 감액)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자에 대하여는 

그 결근일수가 당해 교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8.26)

제8조의 2(책임강의시수 미달교원의 보수) 학칙 제37조 제2항, 학사운영규정 제31조 제1항, 수업관리규

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강의시수를 미달한 교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비율

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14.03.28.)(개정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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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할

보수의 종류

미달시수

(주당)
감액반영 비율 감액내용 비고

기본급 미달시수
미달시수

/강의 책임시수

강의 책임시수 미달 학기당

기본급을 해당비율에 따라 

감액

제9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교직원에게는 그 기

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

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를 하기위하여 휴직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 처분기간의 보수감액)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

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3.08.26)

제11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정직의 경우 보수의 2/3를 감하여 지

급하며, 감봉의 경우 보수의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연구년 교원보수) 연구년 교원에게는 해당기간 중 봉급, 상여수당,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 3 장  수    당

제13조(삭제 20191001)

제14조(정근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7,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

당을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가족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직원이 다음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보수지급일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배우자는 40,000)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부양가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③ 교직원 1인에게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하로 제한한다. 단 자녀의 경우에는 4인을 초과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셋째자녀 이후는 가산금 30,000원을 지급

한다.

제16조(학비보조비) ① 교직원의 자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일 때 자녀

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하는 공납금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학비보조비로 지

급한다.

   ② 학비보조비는 신고를 하여야만 지급할 수 있다.

   ③ 학비보조비를 지급받은 기간 중 지급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기분의 기지급된 학비보조비를 

월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제17조(근속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근속수당을 지급



- 118 -

한다.

   ② 근속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정근수당 가산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8조(급식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액 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3.08.26.)(개정20191001)

   ② 계약직의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교통보조비)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교통보조비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

한다.

제20조(명절휴가비)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 2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개정 2013.08.26.)

    (개정 2019.02.19.)

   ② 명절휴가비의 지급방법과 지급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2.19.)

   ③ 계약직의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정액연구비)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직위에 따라 정해진 연구

비를 지급한다.

   ② 직위별 연구비의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정액수당) ①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직위에 따라 정해진 정액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위별 정액수당의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생지도비)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의 보수지급일에 30,000원의 학생지도비를 지

급한다.

제24조(직급보조비)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 보직수당

    -. 관리업무수당

    -. 직급보조수당

    -. 직무책임수당

    -. 보직자판공비

   ② 직급보조비의 종류와 직급별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연가보상비)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18조 5항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계약직의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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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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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장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

다)의 등록금 산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개정 2013.08.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등록금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3.08.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08.26)

    1.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등록금책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직원 3명, 법인 교직원 1명, 학생대표 3명, 관련 전문가(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를 대표할 수 있는 자 2명, 그리고 학부모 또는 동문 1명으로 총장이 위

촉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8.26)(개정 2018.01.23)

   ②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

는 4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의 수는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 및 학부모(동문) 위원은 학생회 추천, 관련전문가는 총장 추천으로 한다.(개정 2018.01.23)

   ④ 후보자 추천은 20일 이내 공고하며, 10일 이내 총장이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8.01.23)

제5조(교내위원의 위촉) 교직원은 대학 등록금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교내위원은 각 

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3.08.26.)(2018.01.26)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7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하고 학교홈페이지

에 공개한다.(개정 2018.01.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일시, 안건, 의사, 출석위원 성명,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01.23)

   ②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학교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공개기관 경과 후에도 공개 

청구 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8.01.23)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처 직원이 담당한다.

(개정 2013.08.26)

제12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기획관리처에서 관장한다.

제13조(등록금책정관련 자료협조 등)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해서 등록금 책정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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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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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평가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라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

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본 대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

의 결과를 공시하며, 기 수립한 대학중장기발전계획의 진행 정도를 평가․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전략수

립에 활용하고,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한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활용하기 위함이다.(개정 

2013.08.26)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교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5조(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시기) 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평 가 기 구

제7조(총괄책임자) ① 자체평가의 총괄업무수행을 위하여 총괄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책임자는 기획관리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③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업무 총괄

    2. 자체평가 역량 향상

    3. 평가결과 공시 및 대학중장기발전계획 반영

    4.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 개발

   ④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관리처에서 담당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기획위원, 연구위원, 실무위원으로 구분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기획위원은 각 행정부

서의 처·단장을 당연직으로, 실무위원은 기획관리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08.26)

   ③ 연구위원은 전임교원으로 하되 각 학과 별로 안배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08.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

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위원 : 대학교자체평가 방향 수립 및 자체평가 연구 지원

    2. 연구위원 : 대학교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3. 실무위원 : 자료의 준비 및 지원(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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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

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간사)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관리처 직원이 

담당한다.(개정 2013.08.26)

제 3 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1조(평가계획 수립) 기획관리처는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계

열/학과)에 통지한다.

제12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5일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부(계열/학과)는 실무위원팀에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제13조(평가실시) 평가위원회는 행정부서 및 학부(계열/학과)에서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토대로 평가항목

별로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3.08.26)

제14조(평가결과 보고) 총괄책임자는 작성한 평가 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부(계열/학과)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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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정류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류의 제정, 개․폐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및 모든 부속․부설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규정류라 함은 본 대학교 및 부속․부설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

칙, 규정, 시행규칙, 내규를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 (개정 2013.08.26)

   ② 규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부속·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제

반업무 처리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개정 2013.08.26)

   ③ 시행규칙이라 함은 학칙과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제한 성문규범을 말한다.

   ④ 내규라 함은 학칙과 규정의 규제대상은 아니나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이 될 지침을 정한 것으로써 비교적 부분적 성격을 가진 성문규범을 말한다.

제4조(순위) 규정류의 효력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8.26)

    1. 학    칙

    2. 규    정

    3. 시행규칙

    4. 내    규

제5조(임용권자) ① 규정류를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각 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② 규정류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생략하거나 다른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조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 기타 외국문자를 혼용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④ 항은 ①, ②,  호는 1, 2,  목은 가, 나,  그 이하는 (1), (2)의 기호로 한다.

   ⑤ 부칙조항의 표시는 본문조항에 따라 연장 표시하지 아니하고 ①, ②, ③, ... 으로 하되 그 항이 1

개일 때에는 앞의 번호는 생략한다. 다만, 5개항 이상일 때에는 별도의 조로써 표시한다.

제6조(효력) 규정류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7조(제정권자) 규정류의 제정과 개․폐는 총장이 한다.

제8조(입안) ① 규정류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기획관리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규정안이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 소관부서는 그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얻은 후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기획관리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규정류의 입안을 소관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정 및 개폐절차) ① 규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1. 기획관리처장은 제8조에 의해 제출된 규정안의 형식과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하되 규정의 체제와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삭제 2013.08.26)

    3.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정안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한다. 다만, 학칙의 제·개에 관

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직제 및 재정에 관한 중요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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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규정류의 개․폐 절차도 전항에 따른다. 다만, 폐지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입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규정안의 작성) 규정안의 작성은 제5조의 형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정안 제정의 사유(개정할 때에는 개정의 사유)

    2. 규정안 제정의 주요골자(개정할 때에는 개정의 주요골자)

    3. 제5조의 형식에 의한 규정안(개정할 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

제11조(공포방법) 규정류의 공포는 기획관리처장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고 

및 배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2조(규정류의 관리) ① 제정 및 개정된 규정류는 기획관리처에 그 원본을 보존하고 시행일자가 명기

된 사본을 관계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처장은 전항의 규정류를 규정집에 가제 정리할 수 있도록 추록을 발행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정류의 해석) ① 규정류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리처장에게 질의한다.

   ② 기획관리처장은 전항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규정류에 대

한 해석, 설명을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예규 또는 수칙의 제정) ① 각 행정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업무를 통일적이고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창조교육개발원, 전산정보실,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 평생교육원, 성희롱고충상담

실, 학생생활관 등 한정된 시설물을 교직원과 학생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속시설의 장은 그 시설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예규와 수칙은 미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원본은 관계부서에서 보관하고 기획관리처에

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정된 규정류는 이 규정이 정하는 체제와 형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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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한다) 각 부서의 업무전반의 합리적 수행과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내부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감사대상기관) 학칙 제8조, 제80조 내지 제81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기타 교비를 지급받는 기관

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및 감사 기간동안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를 말한

다.

    2. 현장감사는 서류의 검토외에 직접 피감사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3. 서면감사는 서류의 검토․확인작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약식감사를 말한다.

    4. 확인서는 감사실시중에 발견된 예외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관계자가 그 예외사항의 진위여

부를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3.08.26)

제4조(감사의 범위)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회계업무(교비회계, 특별회계)

    2. 각 부서의 행정업무

    3. 기타 총장이 지시한 감사업무 및 각 부서장이 의뢰한 감사업무

   ② 전항의 회계감사에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

리 및 처분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다.

제5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감사는 각 부서장의 의뢰가 있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 업무 가운데 총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

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08.26)

제 2 장  내부감사인과 조직

제6조(감사부서) 감사업무는 기획관리처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은 별도의 감사위원회에 

감사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감사부서의 권리․의무) ① 감사부서는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한 제청권을 갖는다.

   ② 감사부서는 소속직원에게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개발을 위하여 년1회 이상 별도의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감사독립의 원칙) 감사인은 소속 집행부서와 피감사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감사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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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제10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

다.

    3. 감사인은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4. 감사인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11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

는다.

    1. 피감사관계자의 면담 또는 출석․답변의 요구(개정 2013.08.26)

    2. 각종 회계서류와 물품구매 관련서류의 제출 요구

    3. 계산서, 증명서, 해명서 및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각종 결의서 및 품의서의 열람 요구

    5. 창고, 금고, 문부 및 물품의 봉인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12조(감사인의 대우) 감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 3 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13조(정기감사계획) ① 감사부서에서는 정기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정기감사 결과의 요약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대상 업무내용

    4. 감사시기

    5. 감사반 구성 감사인 명단

    6. 기타, 참고사항

제14조(특별감사계획) ① 감사인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의뢰를 받은 경우나 총장이 지시한 경우 지

체없이 감사계획서를 작성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실시 근거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대상 업무내용

    4. 감사실시 시기

    5. 감사반 구성 감사인 명단

    6. 기타, 참고사항

제15조(감사방법) ① 정기감사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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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별감사는 실지감사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6조(감사반의 구성) ① 감사반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관리처장이 된다. 다만, 감사부서의 인력만으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부서에서 차출된 교직원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을  포함 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전항의 타부서 교직원 및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은 감사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다.(개정 2013.08.26)

   ③ 전항의 감사인은 당해 감사업무 완료 후 지체없이 원 소속부서에 복귀해야 하며, 감사업무 수행

중이라도 원소속부서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실시) ①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 및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

감사부서에 사전 통지한다.

   ②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

다.

제18조(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19조(피감사부서의 연기요청권) ①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실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연기요청은 그 사유 등을 명료하게 기술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감사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감사증거) ① 감사인은 피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증거는 감사조서로서 적절히 정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 중에 발견된 예외 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

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확인서에는 발견된 예외사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감사인과 피감사부서의 확인자

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보고와 사후조치

제21조(감사보고) 감사부서는 감사가 끝난 14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따라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보고서의 사

본을 송부할 수 있다.

제22조(감사보고서 내용) ① 정기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감사대상 부서명

    3. 감사반 구성 감사인 명단

    4. 직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확인

    5. 당기 정기감사결과 주요 내용

    6. 시정 요구할 내용

    7. 건의사항

    8. 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특별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감사대상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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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반 구성 감사인 명단

    4. 특별감사실시의 근거

    5. 특별감사결과 주요 내용

    6. 시정요구할 내용

    7. 건의 사항

    8. 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시정요구)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및 업무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피감사부서 등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2.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시정

    3. 감사 지적사항 관계자의 징계 또는 변상 요구

    4. 감사 지적사항 관계자에 대한 전보발령 요구

    5. 관계직원의 교육

   ② 전항의 시정요구는 총장의 승인 하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시정요구사항을 실시할 주무부서가 피감사부서가 아닌 경우, 감사인은 당해시정 요구서

의 사본을 피감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변상을 요

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은 시정요구를 한 후,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시정요구의 내용이 위법, 부당함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총장의 결정으로 원래의 요구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① 제23조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시정조치 주무부서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전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내용이 감사인의 시정 요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정조치 주무부서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주무부서가 재심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의 재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결과의 확인) 감사인은 제24조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차기의 정기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피감사부서의 이의신청권) ① 피감사부서는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서 접수 즉시 감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서면으로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피감사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감사인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인은 재심사 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08.26)

   ④ 감사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피감사부서에 대한 제재) ① 제18조에 규정된 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

사인은 1회에 한하여 피감사부서에 협조의무를 서면으로 상기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한 후에도 피감사부서가 감사인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인은 피감사부서에 대한 제재조치를 주무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③ 제2항에 규정된 피감사부서에 대한 제재요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관리부서에 예산감액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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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사관리부서에 징계의 요구

   ④ 제2항의 피감사부서에 대한 제재조치의 요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징계요구) ① 감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권을 부당하게 행

사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직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획관리처장은 인사부서장에게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무부서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그 직무 담

당자에 대하여 감사부서장은 인사부서장에게 징계 및 전보발령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9조(사고보고) ① 각 감사대상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각종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감사부서에 

그 사고의 전말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보고의 대상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른다.

   ③ 감사인은 보고된 사고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서장은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보고된 사고 내용과 조치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30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인의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과 타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관리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

로 정한다.(개정 2013.08.2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정된 규정류는 이 규정이 정하는 체제와 형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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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본 법인 정관 제46조의2 규

정에 의하여 군장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근속한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다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하는바에 의한다.(개정 2013.08.26)

   제 2 장  명예퇴직수당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교원(계약제교원 제외)과 일반 정규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는 교직원으로 정년퇴직일전 2년 이

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8.26)

   ② 총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자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08.26)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 수당을 이미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은 퇴직일 기준 기본급, 제수당(보직수당, 직무책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

액급식비,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학생지도비, 교원정액연구

비, 사무직정액수당)의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제수당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17.11.17.)(개정 2020.03.23.)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1년분으로 한다. (개정 2017.11.17.)(개정 2020.03.23.)

제5조(명예퇴직일) 명예퇴직일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공시) 기획관리처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인원 ․ 신청기간 ․ 지급방법 ․ 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

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문서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개정 2020.03.23.)

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

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과 관계서류를 첨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기획관리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 결정)

   ① 기획관리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명예퇴직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심의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대상자를 보고받은 총장은 예산 및 학사행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 ․ 결정하여 법인 이사회에 제청한다.(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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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통지) 총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직원 제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수당 지급시기) 명예퇴직수당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통보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명예퇴직심의위원회

제12조(명예퇴직심의위원회 구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명예퇴직심의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8.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행정안정

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08.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리처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

명한다.(개정 2013.08.26)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8.26)

    1.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적합성 및 결격사항 여부

    2. 퇴직으로 인한 학사운영상의 문제점 여부

    3. 본 대학교 예산상의 문제점 여부(개정 2013.08.26)

    4. 신청자의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되었을 경우의 우선순위

    5. 신청 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근속기간과 정년 잔여기간이 요

건에 적합한자의 여부

    6. 폐과, 폐직 또는 과원에 비교하여 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경우 과원된 인원 범위안에서 조기퇴

직대상자의 심사(개정 2013.08.26)

제14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개정 2013.08.2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16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개정 2013.08.26)

   ①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 4 장  보    칙

제17조(공무원법의 적용)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선정 및 지급에 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

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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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행규칙)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기타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중 

법인 및 경영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이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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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 신청서

※기재상의 주의 : 굵은선 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①소 속
②교직원

  구  분

□ 일반직

□ 특정직(교원)

□ 기능직

③직  급

또는 등급

(    )

호봉

④

성 명

한 글
⑤주민등록

  번    호

한 자 ⑥주    소

⑦전화번호

(자택)
⑧근속연수 년    월 ⑨정년일

년

월  일

⑩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⑪수당

청구액

⑫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⑬산출

  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군장대학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7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 ⑭확  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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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19  .    .    . (당    세)

경         력 상        훈

최종출신학교 신 청 인 확 인 자 년 월 일 상훈구분 시 행 청

        경력별   

  기재자
년  월 년  월

교 육  경 력 년  월 년  월

교육행정경력 년  월 년  월

교육연구경력 년  월 년  월

계 년  월 년  월

   확인자 소속(인사담당 직원)

                        직명                     성명          인

   확인자 소속(학과장)

                  

      

                        직명                     성명          인

  군장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2012.      .      .

                                        신청인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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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한자:           )  성별(남 ․ 여)

주민등록번호 :                    ㅡ                (만    세)

경        력 :        년        월    퇴직희망시기 : 20   년    월    일

본인은 학교법인광동학원 정관 제46조2 및 군장대학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원을 제

출합니다.

2012년     월     일

경   유

학과장

                                    위원인

                                    직위(급)         성명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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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소속

      직위(급)                   성명

본인은 재직 중 취득한 기밀에 대하여 퇴직 후에 누설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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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 요건 심사서

인 적 사 항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1. 징계 의결 요구중인지 여부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

위조사나 수사 중인지의 여부

4. 기타 명예(조기)퇴직 제도 취지상 부적격자인지 여부

     조사 작성 및 확인자

년     월     일

명예퇴직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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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 ․ 연구, 조직 ․ 운영, 시설 ․ 설비 등 대

학운영 전반(이하 ‘운영 전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수요자 측면에서의 만족도 조사(이하 ‘조

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제반 원칙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조사 원칙)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진행 및 결과분석은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위원회(이하 ‘위

원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의 객관성 ‧ 공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조사 대상 및 시기) ① 본교의 재학생, 교직원, 졸업생, 산업체, 학부모, 비학위과정 학생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피조사 영역) 피조사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지원 영역(학생지도, 행정서비스, 취·창업지원, 학생자치활동지원 등)

  2. 교육여건 영역(교수진, 장학금, 교육시설·기자재, 편의시설, 재정운영 등)

  3. 교육환경 영역(교과과정, 비교과운영,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학생활동지원 등)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영역 

제5조 (조사결과 산출) 피조사 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점수의 산출기준·조사횟수·조사 세부내역 등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위원회) ① 체계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교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위

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교 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실시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2.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개발 및 평가결과 산출 기준 마련

  3. 조사 실시 및 수행

  4. 조사결과 분석 및 조사결과의 활용방안 마련

  5. 기타 조사 관련 주요사항

제8조 (주관 부서) 조사와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관리처 에서 관장한다.

제9조 (보고)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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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결과의 활용) ①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의 모든 교육단위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평가결과가 교육개선 및 대학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사결과는 학과(전공)단위 및 행정단위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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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직원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본 대학의 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직원 의견수렴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의견수렴의 방법) 의견수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위원회 및 정례회의 운영을 통한 상시적 의견 수렴

   2. 교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주기적인 의견수렴

   3.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조사 또는 간담회 시행

제4조(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란 교직원 의견수렴 및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기획처로 한다. 단, 제3조 

3호의 경우는 특정 사안의 업무담당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2. ‘소관부서’는 교직원 의견수렴과 연관된 실제 업무수행 부서를 말하며, 교원의 의견수렴은 교학

처, 행정직원의 의견수렴은 행정안전지원처를 소관부서로 한다.

제5조(의견처리절차)

   ① 제3조 1호를 통해 수합된 의견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는 주기적으로 의견수렴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조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각 학부 및 부서로 통지하여 전체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3조 2호의 의견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문항의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합리적으로 평가

해야 한다.

   2. 간담회는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명시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은 결과보고서로 대

체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주관부서는 교직원 의견수렴 및 처리결과에 대해 기획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통지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1. 처리결과의 적정성

   2. 사업운영계획 반영여부 및 내용의 적절성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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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학처 소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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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에 따라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0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별도의 운영규정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이 규정에 우선한다.(개정 2013.10.01)

제 2 장  입  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3조(입학의 정의) 입학이라 함은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의 모든 것을 칭한다.

제4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 

및 외국인 학생의 편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① 신입학자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

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재입학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개정 2015.10.01)

    2. 본 대학교 학칙 제61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편입학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적교 취득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2. 전적교 이수과목이 본 대학교 교육과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자

    3. 삭제

    4. 삭제

제6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입학자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자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③ 편입학자 제출서류

    1. 편입학원서

    2. 전적교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3. 전적교 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2.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적성․인성검사의 성적)

    3.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

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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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총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의 교육을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3.10.01)

   ④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의 전형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전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다음과 같다.

   ① 신입학 허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재입학 및 편입학: 각 계열․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 결원이 있을 때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9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한다.

    1.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입학 허가 자

    2.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3. 이중 학적을 가진 자(신설 2015.10.01)

제 3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0조(신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

다.

제11조(재학생 등록) 학생은 매 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절차

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끝난다. 

제12조(재입학생 등록) 재입학생은 제적 전에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먼저 교학처에서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년 학기 지정을 받아 재학생에 준하여 등록한다.

제13조(복학자의 등록) 복학이 허가된 자의 등록금 납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을 완료하고 학기 종료 전에 휴학한 자는 복학 시 휴학 전 등록금으로 대체 된다.

   ② 등록금을 미납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의 2(군입대자 휴학자의 등록금) ①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당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일반(가사·질병) 휴학한 자가 동 학기에 휴학 연기로 군입대를 했을 경우 등록금이 유효하

다.(개정 2013.10.01)

   ② 군입대로 인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이 유효하지만, 

수업일수 3/4선 후에 휴학 할 경우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3.10.01.)(개정 

2015.10.01.)

제14조(수업년한 초과자의 등록) 4학기(3년제는 6학기) 수업 년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

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12.01.)

   ① 등록할 학기에 과목 개설 관계로 학점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13.10.01)

   ② 학점등록 대상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교학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업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납입한다. 미취득 학점에 대한 학점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15조(등록금의 분납)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기간 만료 전에 납부연기 또는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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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강신청) 학생은 수강할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치 않는다.

   ① 수강신청 인정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한다.(개정 2013.10.01) 

   ② 수강신청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당해 학기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에 의거 신청한다.

   ③ 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시 전 교학처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교내전산망을 통해 학생 본인이 직

접 신청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자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간 내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⑤ 기 이수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 신청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⑥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⑦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경우에도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24학점 이하의 

범위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수강순위) 수강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 재수강 과목 순으로 기재

하여 신청한다.(개정 2013.10.01.) (개정 2015.10.01)

제16조의 3(타 학과 전공과목 수강) ① (개정 2013.10.01.) (삭제 2015.10.01.)

   ② 원칙적으로 당해 학기 기본 개설과목(본인 학과ㆍ학년의 개설과목) 최소 9학점을 수강신청하고 

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15 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1.) (개정2019.03.01.)

제17조(수강신청과목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제16조 ④항의 경우, 시간

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

경할 수 있다.

제18조(교차수강) 주․야간 교차수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교차수강에 관한 방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재수강신청) ① 당해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 또는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그 다음 해당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과목의 이전학점 및 성적은 무효로 한다.(개정 

2013.10.01) (개정 2014.03.01)

   ② 재수강은 동일과목 (과목명, 과목번호동일) 및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다. 

   ③ 전적대학 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할 수 없다.

   ④ 재수강을 신청하는 학생은 매 학기 24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수강을 신청하고 학기 중 자퇴, 휴학, 제적 등으로 그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면 취소이전의 성적

을 유지한다. 

   ⑥ 재수강자는 출석부 성명 옆에 R을 표기하여 관리한다.

   ⑦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 이하로 제한한다.

   ⑧ 무분별한 재수강 방지를 위해 학기당 2과목 이하, 재학중 5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제20조(복학생 및 수료자 수강신청) ① 복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 학기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필수과목이 이미 이수한 학기에 개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수치 않아

도 된다. 단, 휴학 또는 유급 전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학점 또는 과목 명칭만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과목을 

이수하면 해당 필수과목의 이수로 인정한다.

    2. 필수과목이 폐지되었거나 학기 변동으로 인하여 재학기간 중 해당 학과에서 이수할 수 없는 과

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졸업학점 미달인자는 유사 과목 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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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개정 2013.10.01)

    3. 필수과목이 (1),(2)로 나누어졌을 때에는 재학기간 중 이수할 수 있는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4. (1),(2)로 나누어져 있던 과목이 합해졌을 경우에는 (1),(2)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 합해진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또 (1),(2)중 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합해진 과목을 이수하면 이를 중복이수

로 보지 않는다.(개정 2013.10.01)

   ③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수료자 수강신청은 이미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을 받은 과목을 제외한 여타 

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수강신청 정정) 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정정할 경우 수강신청

정정원을 작성, 소정의 기간 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1.) (개정 2015.10.01)

제 4 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교양교과는 학과 특성에 따라 운영한

다.

   ② 각 계열 및 학과에는 교직교과를 둘 수 있다.

   ③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는 각각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10.01)

   ④ 교육과정은 각 계열․학과장이 작성하여 학년 시작 3개월 전 계열․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⑤ 교육과정을 변경할 시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한다.

   ⑥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0.01.)

제22조의 2(교양교과) 교양교과는 설립이념 및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편성한다.

제22조의 3(전공교과) 전공교과는 학술연구․실무 및 산업기술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술 및 산업 발전 추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한다.(개정 2013.10.01)

제22조의 4(교직과정 및 전공학점과 성적) ①교직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

하는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학

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규정에 의한다.(신설 2013.10.01)

    1. 유아교육과는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직소양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이상 영재교육영역포함, 교직실무 2학점 이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학

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가능)]을 

취득해야 하며, 전공과목은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2.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학과(실기교사 관련학과)에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과 교직이론 4학점 

이상(2과목 이상-실기교육방법론, 교육학개론)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② 교원자격증(실기교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한 점수는 전공과목 전체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전

체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3.10.01)

   ③ 교원자격증(실기교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교직과목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76학점(3년

제 120학점, 4년제 140학점)에 포함한다.(신설 2013.10.01)

   ④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10.01)

   ⑤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교직 적성 ․ 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직 적성 ․ 인성검사 결과 2

년제 학과는 적격판정 1회 이상, 3년제 학과는 적격판정 2회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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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⑥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은 유아교육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신설 

2013.10.01)

제23조(교과의 이수범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

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는 76학점, 3년제는 120학점, 4년제는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개정 2013.10.01.)(개정20180301).(개정2019.03.01.)

   ③ 학생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

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01)

제24조(학사력) 학사력은 학년도 개시 이전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고한다.

제25조(수업) ① 수업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야간강좌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강의는 동일과목에 있어서 이론은 3시간이내, 실험실습·실기 등은 4시간이내로 시행함을 원칙으

로 한다.(개정 2013.10.01) 

   ③ 각 과목은 학기 초에 배부된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강의가 진행 된다.(개정 2013.10.01.) (개정 

2015.10.01)

   ④ 학교운영 및 교육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년 및 학과를 달리하는 대단위 수업

(합반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가상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수강신청자가 20인 미만인 과목은 개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해당 계열 및 학과의 교과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5.10.01)

제25조의 2(주말수업) ①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주중이 아닌 요일에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10.01)

   1. 주말수업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및 복지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한다.

   2. 주말수업을 전제로 하는 학생모집을 불허한다.

   3.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학과는 수업일수(매 학기 15주)를 준수하여야 하며, 결석일수가 1/4 이상인 

자의 시험응시를 불허한다.

   4. 주말수업은 전일제로 하되, 1일 수업시수는 10시간 이하로 편성하며, 매시간 50분 수업에 10분간

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한다.

   ② 주말수업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3.10.01)

   1. 해당 학과장이 주말수업 운영 사유와 운영방법 등을 포함한 주말수업운영승인신청서(별지서식1)

와 학생의 주말수업요청서(별지서식2)를 첨부하여 학부장 경우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주말수업 운영승인신청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5.10.01)

제26조(수업시간표 작성) ① 수업시간표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작성한다.

    1. 각 계열․학과장은 매 학기 개시일 30일 전까지 각 계열․학과별 교육과정에 의거 수업운영안과 시

간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개정 2015.10.01)

    2. (삭제 2015.10.01.)

   ② 교학처는 작성된 수업시간표를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 개시일 2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

고된 시간표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5.10.01)

제27조(강의계획서) ① 각 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교내 

전산망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1.) (개정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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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강의계획서는 인쇄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배부한다.(개정 2015.10.01)

제28조(휴․결강 및 보강) ① 담당교수의 사전 연락 유무에 관계없이 수업시작 10분후까지 출강하지 않

은 과목은 휴·결강으로 처리한다.(개정 2013.10.01)

   ② 공적 또는 사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결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 1주일 전에 출장신청서와 함께 

휴․결강원 및 보강계획서를 학부장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국내외 연수․유학 등으로 장기 결강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4주 이내에는 보강으로 처리하고, 4주

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체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과목 담당교수 및 강사가 

대강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3.10.01.)

   ④ 각 과목 담당교수는 보강이 이루어진 후 보강 결과보고서를 학부장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

고, 교원이 휴․결강 발생 후 보강 미준수시에는 해당 강의료 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9조(출석부 작성 및 보관) ① 각 과목 담당교수는 매시간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여 출석부에 출석상

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1) 

   ② 지도교수는 무계출 결석 2주를 초과한 학생에 대해 학사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종합정보

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 학기 동안 수업시간수의 1/4 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의 수강학생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

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5.10.01)

   ⑤ 출석부는 각 과목 담당교수가 성적단표 제출 시 교학처에 함께 제출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개정2013.10.01) 

제30조(출석인정 및 허가) ① 병역의무․공무․경조사․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은 증

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인정허가원을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 종료 후 1주 이내에 지도교수를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10.0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국가부과의무 이행기간 + 왕복여행일

     - 총장이 승인한 행사, 경기참가, 시험에 응시하는 기간 + 왕복여행일

     - 부모, 자, 배우자상: 5일 이내

     - 조부모, 기타 동거가족상: 3일 이내

     - 본인결혼: 7일 이내

     - 기타 부득이한 사유: 3일 이내

제31조(교원의 책임시간) ① 전임교원(강사제외)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은 1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직

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9.08.01.) (개정2020.02.20.)

     - 처․단장 : 6시간

     - 국제교류원장 : 6시간

     - 입시센터장 : 6시간

     - 부속기관장 및 학부장 : 9시간

   ②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때에는 적은 시간을 책임시간으로 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책임시간의 일부

를 면할 수 있다.

   ④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

제32조(강의시간의 제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주당 최대 담당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1. 전임교원 : 18시간

    2. 강사 : 6시간(개정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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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체겸임교원 : 9시간(개정2019.08.01.)

    4. 초빙교원 : 9시간(개정2019.08.01.)

    5. 객원교수 : 12시간

    6. 석좌교수 : 12시간

제33조(교외출강) 전임교원이 외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강

사는 제외한다.(개정2019.08.01.)

제 5 장  성적평가 및 학점

제34조(평가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으로 나누어 전 과목에 걸쳐 시행한다.

   ② 매 학기 과목 총 수업일수 중 1/4 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응시자격이 없다.(개정 2013.10.01)

   ③ 매 시험기간은 1주이내로 하며, 시험실시 1주일 전에 시험시간표를 공고한다. 과목 담당교수는 

시험 시작일 5일 전까지 문제지를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중간시험: 4월 중, 10월 중

     - 기말시험: 6월 중, 12월 중

   ⑤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중간 및 기말 평가를 대신한 과정평가 및 총괄평가 등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5.10.01)

제34조의 2(수시시험) 과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상수업 중에 실시하며 그 성적은 학기말 종합성적에 

반영한다.(개정 2013.10.01)

제34조의 3(추가시험) ① 징병검사, 군사교육,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 원서를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중에 실시하고 성적은 A(4.0)까지 인정한다.

제35조(성적평가 및 기재) ①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은 중간시험 30%, 학기말시험 

30%, 출석 20%, 과제물 및 수시시험 20%의 비율로 한다. 단, 계열(학과)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② 실험실습의 경우에는 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출석 40%, 실습보고서 및 과제물 평가 60%로 성적

을 평가한다. 단, e-러닝(전자학습)으로 진행하는 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방법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01)

   ③ 과목 담당교수는 소정 기일 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대학교 학사행정망을 통하여 입력하고, 계열․학
과 게시판 또는 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종합정보망에 성적을 공시한다. 성적공시기간 이후에는 성적단

표 1부를 출력하여 출석부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한다.(개정 2013.10.01.) (개정 2015.10.01)

   ④ 학적부의 성적기록은 점수로 기재한다.(개정 2015.03.01.)

   ⑤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0.01)

제35조의 2(성적분포) 성적 산출 분포는 A학점 30% 이내 권장, B학점 이상 75% 이하, C학점 이하 

25% 이상의 비율로 한다. 단, 현장실습 및 임상실습 관련 과목, 산업체협약학과과정, 학사학위전공

심화과정 관련 과목은 제약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3.10.01.)

제36조(평균성적 산출방법) ① 성적 평균평점 산출은 각 교과목의 학점수에 취득등급의 평점을 곱한 평

점합계를 수강신청 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로 기재한

다.(개정 2015.03.01)

   ② 성적처리시 백분위 성적전환 방식은 각 교과목의 학점수에 교과목 취득점수를 곱하고 이를 수강

신청 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로 기재한다.(신설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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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군입대 휴학자에 대한 성적평가) 중간시험에 응시하고 수업일수 중 3/4 이상을 출석하고 입대한 

자의 기말시험 성적은 중간시험으로 평가한다.(개정 2015.10.01)

제38조(성적인정) ① 교학처에 제출된 성적은 출석미달, 부정행위, 등록여부 등을 조사 확인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인정된다.

   ② 과목의 성적이 D이상인 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3.09.01)

제38조의 2(수료자 성적인정) ① 학칙 제46조에 의한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이미 취득한 과목의 성

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② 학사경고, 성적 미취득 및 미등록으로 인하여 진급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동학년의 기취득 학점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38조의 3(현장실무 학점인정) 학기 중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는 매 학기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 

관련 현장실무를 학점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 4(편입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편입 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3.10.01)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② 편입학 학생의 학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신설 2013.10.01)

   1. 편입학 학생의 최대인정 학점은 매학기 20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01)

   2. 편입학생의 편입학 학년 이전 학기에 대한 교육과정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편입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학생인정학기 및 학점과 본 대학에서 이수한 총 학기 및 

학점이 최소한 2년제 4학기(76학점), 3년제 학기(120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공과목 45학점(3년제 

7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01)(개정2019.03.01.)

   4. 폐교로 인하여 편입학 한 학생 및 본 대학교 동일학과(2년제) 졸업생의 3학년 편입은 전적대학의 

모든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개정 2015.10.01)

   ③ 편입학 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계열)에 

따라 학과(계열)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0.01)

   ④ 편입학 학생의 전적대학(교)에 학력 및 성적을 조회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회 후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한다.(신설 2013.10.01)

   ⑤ 편입학 학생의 인정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0.01)

   ⑥ (신설 2013.10.01.) (삭제 2015.10.01)

제38조의 5(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학점인정) ① 전문대학 및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학점 및 성적인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01)

    1.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중 본 대학교 교양과목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

하여 그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01)

    2.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본 대학교 해당계열 및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01)

    3.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해당 계열, 학과의 교육과정에 개

설되어 있는 과목의 과목수와 학점 범위 이내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3.10.01)

    4.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 해당계열, 학과의 학점보다 많을 때에는 초과학

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3.10.01)

    5.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 해당계열, 학과의 학점보다 적을 때에는 본 

대학교 학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이 (1),(2)로 나누어졌을 

때에는 그 과목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 한한다.(개정 2013.10.01)

    6.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이 (1),(2)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산술평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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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다. 단 전적 대학의 (1),(2)과목 중 학점수가 본 대학교 학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것을 우선한다.(개정 2013.10.01)

    7.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서 전 1, 2호의 인정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

정하되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선택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01)

    8.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시된 과목은 학칙 제43조에 의하여 중간점수

로 계산한다.(개정 2013.10.01)

   ② 전적 대학의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1.) (개정 2015.10.01)

제38조의 6(전과자 학점인정) 전과한 자가 이전에 이수한 과목이 이후 교육과정의 개설 과목과 동일 또

는 유사한 경우 학점인정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한다. 전과생의 학점 인정에 대한 기준은 편입생 및 정원외 특별전형입학생의 학점인정 방법을 따른

다.

제38조의 7(창업대체학점) 국내에서 창업준비 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교양 또는 전공트랙 등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다.(신설 2014.07.01)

제38조의 8(창업학점 교류) 창업학점 교류를 맺은 타 대학 및 창업강좌로 지정된 타대학의 강좌를 수강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07.01)

제39조(성적정정)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②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해진 성적 정정기간내에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서에 의한 성적이

의를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성적 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성적정정을 할 수 없다.

제40조(시험부정행위자의 성적) ① 시험 중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답안지에 “부정행위”표시와 부정행위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감독교수가 서명 날인하여 별도로 교학처에 제출한다.

   ② 시험 중 부정행위자로 징계된 학생의 해당 과목의 학점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개정 

2013.10.01) 

제41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의 전부 

    2. (삭제 2015.10.01)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총 수업일수 중 4주 이상)

    4.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5. 소정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6.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7. 재수강을 하여야 할 과목을 재수강하지 아니하고 응시한 성적

    8. 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취득한 성적

    9.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에 의한 것이거나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 과목 중 C+이하  

    인 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 이내에서 학생의 포기신청에 의하여 기취득한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10.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개정 20190901)

    11.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개정 2019.08.08.)

    12. 재수강 한 경우 이전 취득 성적(개정 20190901)

제42조(성적포기) (삭제 2014.03.01)

제43조(F성적 말소 신청) (삭제 2014.03.01)

제44조(학사경고) ① 학기당 성적의 평균평점이 1.8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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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최대 수강 학점을 20학점으로 제한한다.

   ③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학과장, 지도교수,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지도교수는 학사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종합정보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6 장  휴학 ․ 복학 ․ 퇴학 및 제적

제45조(휴학) 병역의무, 질병,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

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 휴학 및 창업휴학

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10.01)

   ① 일반휴학: 질병,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군휴학: 병역의무로 인하여 군대 입대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45조의 2(창업휴학) ①창업을 사유로 창업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 교수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07.01)

   ②창업휴학은 1회(최대 2년)로 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07.01)

제46조(휴학기간) 휴학은 1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단,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대 후 1년 이

내로 한다. 또한 2년제는 4학기, 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중 해당 학기 수강을 위한 휴학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01.)(20180301)

제46조의 2(휴학연장) 휴학기간이 만료된 복학대상자가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1년 단위로 휴학변경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1)

제47조(휴학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강 전 등록기간에 휴학원서에 증빙자료를 첨

부하여 지도교수, 학부장 및 기타 확인 부서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

학한다. 단,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수업일수 1/4선 경과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야 하며, 군휴학 신청은 군입영일 전 14일 이내에 신청한다.(개정 2015.10.01)

   ② 휴학원서 제출시 첨부할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휴학: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

    2. 가사휴학 및 천재지변에 의한 휴학: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학생 사유서, 지도교수 의견서

(개정 2015.10.01)

    3.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③ 일반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휴학변경원을 교학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15.10.01)

제48조(지도휴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직접 휴학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01)

    1. 학업성적 및 품행이 불량한 자

    2. (삭제 2015.10.01)

    3. (삭제 2015.10.01)

    4. 기타 총장이 인정한 경우

제49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한다.(개정 

2015.10.01)

   ① 일반 휴학자

    1. (삭제 2015.10.01)

    2. (삭제 2015.10.01)

   ② 군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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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학원에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삭제 2015.10.01.)

    3. 군 복무 중 복학허용 마감일 이후 전역하는 복학생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와 소속부대장의 휴가

증명서 등 총 수업일수 3/4이상 출석이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신설 2015.10.01)

제50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을 지도교수, 학부장 및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교

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한다.(개정 2015.10.01)

   ② 휴학 중인 자가 자퇴 할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51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제적한다.

   ① 학칙 제32조 해당자

   ② 학칙 제61조에 의한 징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자

제52조(제적예고 및 통보) ① 미복학자의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보호자와 학부장에게 제적예고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학칙 제32조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는 제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적된 자와 그 보증인에게 

제적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7 장  전과 ․ 재입학 

제53조(전과) ① 학칙 제27조에 의해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과원에 이미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15.10.01)

   ③ 전과 희망자가 허가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는 기 취득 성적순으로 허가한다.

   ④ 전과한 자는 전과한 계열․학과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미 취득한 교

양과목과 전공과 관련이 있는 유사과목의 학점은 전과한 계열(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할 수 없다.

    1.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3. 야간계열(과)에서 주간계열(과)(신설 2015.10.01)

   ⑥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불이익이라 함은 학점 및 졸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⑦ 수업연한이 다른 계열(과)로의 전과는 허가할 수 없다.(개정 2015.10.01)

   ⑧ 전과한 자는 전과 후 소속된 계열(과)의 교육과정상 전공을 45학점 (3년제 학과는 7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제54조(재입학) ①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아서 제적된 자,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또는 

퇴학한 자 등이 학칙 제26조에 의거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 4주전까지 재입학원을 교

학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15.10.01)

   ③ ①항에 의하여 재입학한 경우는 정원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이 규정 제12조에서 정한대로 등록을 해야 한다.(개정2013.10.01)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55조(포상) ① 학칙 제63조에 의한 포상은 성적우수상, 공로상, 창조상, 봉사상으로 구분하고 그 대상

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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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적우수상은 각 학과에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공로상, 창조상, 봉사상은 대학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선행을 한 자, 또는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포상은 졸업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포

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은 성적표 또는 공적조서에 의해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포상의 결과는 학적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56조(징계) 학칙 제64조에 의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근신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과한다.

     - 학업 및 출석이 불량한 자.

     -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기타 제반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② 정학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과한다.

     - 제①항의 각 호를 다시 위반한 자.

     - 학우에게 협박, 폭행한 자.

     - 교직원의 지도를 고의로 거부한 자.

     -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 시험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

     - 고의로 대학교 시설물을 파괴한 자.

     - 학교 시설 또는 자산을 외부로 반출한 자.

     - 기타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③ 제적 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과한다.

     - 제②항의 각 호를 다시 위반한 자.

     -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 집단행동으로 학교행사를 방해하거나 선동한 자.

     -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한 자.

     -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를 선동한 자.

     - 불온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부착한 자.

     - 교직원에게 폭언 또는 폭행한 자.

     - 기타 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자.

제57조(징계의 기간) ① 근신은 7일 이내, 유기정학은 14일 이내, 무기정학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정학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며 학생의 권리가 정지된다.

   ③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정학은 시험 종료일 직후에 과한다.

제58조(징계요구․심의)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본 규정 제56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징계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개정 2013.10.01.) (개정 2015.10.01)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징계심의요구서에 의해 징계처분을 심의하며,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은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의 해제 및 감면) ① 징계대상 또는 징계중인 학생의 반성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총

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징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해제 또는 감면된 내용은 학적부의 기재사항에서 정정되어야 한다.

제60조(장학금) ① 학칙 제70조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은 학적부에 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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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제 증명 발급․교부

제61조(학생증 발급) 교학처에서는 입학이 허가된 신입생(복학생 및 편입생 포함)에게 학생증을 발급한

다.(개정 2015.10.01)

제62조(제 증명의 교부) ① 본 대학교의 재학자․재적자․제적자․수료자․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교부한다.

    - 재학증명서

    - 재적증명서

    - 제적증명서

    - 수료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② 전항의 제 증명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증명의 교부는 신청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 다음 날로 한다.

   ④ 졸업예정증명서는 최종학기 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발급 할 수 있다.(신설 2015.10.01)

제 10 장  학번 및 학적부

제63조(학번) ① 학생 개개인에게는 학번을 부여한다.

   ② 학번의 구성은 입학년도 2단, 학과번호 2단, 순번 3단으로 구성한다.

제64조(학적부)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적부에 학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65조(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학적부의 기재된 내용을 일부 정정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학적부기재

사항변경(정정)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10.01.)

제65조 2(학적멸실) 학적부가 멸실 또는 망실된 경우 대학 내의 관련자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관련

문건을 첨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복원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1)

제 11 장   보    칙

제66조(세칙) 이 학사운영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1994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1994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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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1995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사운영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199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1995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사운영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사운영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사운영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200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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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경과조치) 학장에서 총장으로 명칭변경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경과조치) 교학처에서 교학처로 부서 명칭변경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경과조치) 제33조(교원의 책임시간)는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경과조치) 제35조(강의시간의 제한)는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경과조치) 제45조(성적정정)는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경과조치) 제61조(전과)는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제15조(수강신청)는 2009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경과조치) 제61조(전과)는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경과조치)제66조(징계요구․심의)는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학사운영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사운영규정은 201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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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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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제31조 ①항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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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주말수업운영승인신청서

※ 별첨 : 주말수업요청서    부

학칙 제35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5조2항에 의거 주말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교 수 명:                 (서명)

교 수 명:                 (서명)

교 수 명:                 (서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학부/학과     학부               과(계열)

학년/학생수     학년                     명

사    유

운영방법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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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주말수업 요청서

학칙 제35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5조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주말수업을 운영을 요청

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명:                 (서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학과/학년 학과             학년

학년/학생수 학번:                 연락처(전화번호):

성    명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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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학교법인광동학원정관 제39조에 준거하여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교원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종류) ① 본 대학교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교원은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한다.(개정2019.08.01.)

    2.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은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교원과 강사 등으로 구분하며,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19.08.01.)

   ②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객원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강의전담교수, 산학

협력중점교수  등을 말한다.(개정 2013.09.01.)(개정2019.08.0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 및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정년트

랙전임교원에게만 적용하며, 비정년트랙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및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조교

의 임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준용)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광동학원정관 및 관계법

령과 관할청의 인사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입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승급, 전보, 강

임, 휴직, 복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및 파면 등을 말한다. 

제6조(정원관리) 임면권자는 교원의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실정

에 맞추어 직급별 교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9.01)

제 2 장   교원인사위원회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임면, 승진, 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

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3.09.01)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09.01)

제 3 장   임    면

제8조(임면)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3.09.01)

제9조(교원의 자격 기준) ① 교원은 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의 교원의 자격기준(별표 1)에 해당하거

나, 교육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교원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09.01)

   ② 교원의 임용은 전 항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실적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인격 등을 

참작한다.

제10조(임면일) 교원은 임면장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

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교원의 임용은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그 기소일자로 직위해제되는 경우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자가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휴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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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만료일자로 직권면직시키는 경우

제12조(임용계약) ①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6년 이내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

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6년 이내

      다. 조교수 : 4년 이내

      라. 신규 임용시는 직위에 상관없이 최초 2년으로 계약하며, 재임용심사 통과시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2. 급여 :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강의료 지급규정에 의한 강의료

    3. 근무조건 : 책임강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 연구, 봉사, 산학연협력 실적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임면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개정 

2013.09.01)

   ③ 총장은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원 전까지 재임용 계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임통보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취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임용기간) ① 정관 제39조의 9에 의거 2004년 1월 1일 이전 기간제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교원

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계약제로 임용되었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4년

   ② 전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재임용(재계약)심사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재계약)할 수 있다. 

   ③ 휴직(병역,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수행, 교육부장관 지정기간의 연수, 국회의원 피선 등) 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9.01)

제14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3월1일과 9월1일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신규임용은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임용기간 계산) ① 제12조의 임용기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되, 재임 

중에 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일로부터 그 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속하

는 학기의 종료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임용기간이 파견 또는 출장 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09.01)

   ④ 정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전항 이외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임용기간(재임용 포함)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16조(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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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년에 달할 때

    3. 제2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4.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을 받았을 때

    5. 제11조 및 재임용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6. 승진 및 승급규정에 의한 동일직위에서의 근무연한이 만료되었을 때,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

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원면직)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전에 면직을 청

원하여야 한다.

제18조(직권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 및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지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계열 및 학과가 폐지되었을 때

    5. 전공전환 교육을 신청한 교원이 3년 이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6.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와 동시에 복귀하지 아니 하였을 때

제19조(파면) 교원의 파면에 관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에 의한다.

제20조(업적평가) 교원의 승진, 승급 및 재임용 심사는 교육, 연구, 봉사 및 산학연협력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실시하며,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3.09.01)

제21조(임명장 교부)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발령과 함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전보 및 해직의 경우를 제외한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발령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 4 장   신 규 임 용

제22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거쳐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채용 및 수시채용 할 수 있다.

    1. 해당전공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

    2. 해당전공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인정되는 경우

    3. 해당전공분야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4. 해당전공분야에 탁월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학교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거나,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을 신규임용(전입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대학에서의 직위보다 상위직으

로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신규임용 교원의 자격은 제9조의 자격을 갖추고 최근 4년 이내의 실적이 200%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규임용

     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성적이 우수한 자. 다만, 특수한 학문분야의 교원을 임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인자(20180227)

    2. 전입임용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전문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개정 2013.09.01)

    3.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기관

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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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용전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특별한 경우(재외 한국인 학자․외국인․특수과목 전공자 채용 등)

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되, 전형을 거쳐 임용한다.

   ②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학력, 연구실적,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자질, 성품 등을 기초심사, 전

공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거나 종합하여 심사하되 그 방법과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교원의 신규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능력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인사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소속 학부의 교수와 타 대학 교수를 위촉하여 그 일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임용절차)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임명 제청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

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이 확정된 자는 교육부 교원임용보고 서식에 의한 서류와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

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01)

제25조(전력조회) 전력이 있는 자는 전직 근무처에 전력을 조회하여 본인의 이력사항의 사실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교원의 임용) 대학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본 대학교 교원으로 신규 임

용할 경우 퇴직 전의 직위에서 승진 소요연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퇴직 전의 직위보다 상위

직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13.09.01)

제27조(임용취소) 교원을 임용했을 경우라도 관할청으로부터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보고가 수리되지 

않을 시는 당연히 그 임용이 취소된다. 

제2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직위부여) ① 신규 임용 교원의 직위는 학위 및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경력․자질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13.09.01)

   ② (삭제 2013.09.01)

   ③ 박사학위 소지자 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와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

등학교 교원, 대학조교의 경력만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상위직에 임용하지 못한다. 

    

제 5 장   승진 및 승급

제30조(승진, 승급시기) ① 교원의 승급은 매년 2월말과 8월말을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승급 연한에 달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호봉승급은 매년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의거 시행한다. 

   ③ 승진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승진최소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교원은 

승진예정일 2개월 이전에 승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동일직위에서 근무연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제4조, 제5조에 의한 제한기간은 

근무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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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동일직위에서의 근무연수) ① 교원이 승진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동일 직위에서의 근무 연한

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01)

   조교수 : 8년

   부교수 : 10년

제32조(승진의 요건) ① 교원의 직급별 승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승진소요연한, 연구실적, 교원업적평가 

최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승진대상 직명 최소소요연한 최소연구실적 교원업적평가 최저요건

부교수→교수 7년 500%
규정 제44조 적용

조교수→부교수 5년 400%

   ② 교원업적평가 점수는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예외적으로 업적이 탁월한 교원은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진할 

수 있다.

   ⑤ 타 대학(교) 전입교원의 경우 근무연한 및 연구실적 등 승진요건을 갖추면 승진할 수 있다. 단, 

사립학교 교원은 관할청에 임명 보고된 자에 한한다.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 6월

   ② 학생지도 및 수업이행 등 교원으로서의 복무상태가 불량한 경우

   ③ 담당 과목의 강의평가 결과 동일 직위 내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서는 교원인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진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13.09.01)

   ④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2호에 

규정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다.

   ⑤ ‘계열학과 및 전공개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

제34조(승급 및 승급제한) 교원의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직: 처분기간+12월

    2. 감봉: 처분기간+6월

제35조(승진탈락자에 대한 조치) 승진심사에 연속 2회 이상 탈락한 교원은 해당연도에 시행되는 각종 

보직 인사에서 제외되며, 해당연도의 연구년과 해외연구파견 등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다. 또한, 전공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6조(승진절차) 교원의 승진은 자격심의절차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총장이 제청한

다.

제37조(연구실적 심사) ①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현 직명 재임기간 중에 발표 게재된 것 또는 게재 

예정인 것으로 승진예정일 3개월 전까지의 실적만 인정하며, 연구실적은 승진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01)

   ②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는 제8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인정 등에 의한다.(개정 2013.09.01)

제 6 장   재임용,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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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용의 시기) 교원의 재임용(재계약)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제39조(재임용, 재계약권) 교원의 재임용(재계약)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

청으로 이사장이 한다. 

제40조(재임용, 재계약 절차) ①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서식 1 임용기간 만료통지서)과 재임용(재계약)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전달 및 수령사실 확인 문서로 배달증명 우편발송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재임용(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재계약)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서식2 재임용신청서)하여야 한다.

   ③ 재임용(재계약) 신청을 받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재계약)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당해 교원을 재임용(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재계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

사와 재임용(재계약)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재계약)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유(재

임용 심사 세부지침에 의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재임용(재계약)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

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재임용, 재계약 심사 제한) 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업적을 달성한 교원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

당할 경우에는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수태도 및 방법 등이 불량한 자

    2. 수업(강의평가)에서 2학기 이상 50점미만을 받은 자

    3. 복무(학생지도 및 수업이행 등)상태가 불량한 자

    4.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

    5. 건학정신 구현에 위배된 행동을 한 자

    6. 경고처분 2회 또는 경위서를 2회 이상 제출한 자

    7. ‘계열학과 및 전공개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 

제42조(재임용, 재계약 심사기준) ① 재임용(재계약) 대상 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사 평가한다.

    1. 교육활동 : 교수-학습활동, 학생지도, 취업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2. 연구활동 : 연구실적의 양과 질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3. 봉사활동 :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4. 산학관협력 활동 : 산학관협력 활동 실적

    5. 대학교발전 : 대학교발전에 대한 기여도

    6.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사 평가는 연구실적, 교원업적평가 결과 및 기타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 항

목마다 평가한다.(개정 2013.09.01)

   ③ (삭제 2013.09.01)

제43조(재임용, 재계약 연구실적 심사) ① 재임용(재계약)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는 제8장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인정 등에 의한다.(개정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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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현 직명 재임기간 중에 발표 게재된 것 또는 게재예정인 것

으로 재임용(재계약) 예정일 3개월 전까지의 실적만 인정하며, 연구실적은 재임용(재계약) 예정일 3

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재임용(재계약) 대상자는 임용(계약) 기간 내 연구실적 최저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01) 

   ③ 교원의 재임용(재계약) 최소 연구실적은  200%로 하되, 최초 재계약(재임용) 교원에게는  실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9.01)

제44조(재임용, 재계약 교원업적평가 심사) 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연 평균 최저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01)

          

평가유형
대 상

직 명

최 저 요 건

교육 연구 봉사
산학

협력

학과

평가

종합

평점

교육중심형
조교수

350점 175점 105점 70점 210점 910
부교수

연구중심형
조교수

210점 350점 70점 70점 210점 910
부교수

산학협력중심형
조교수

210점 70점 70점 350점 210점 910
부교수

          * 위 각 영역별 5개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최저요건을 미충족시 불합격으로 한다.

           * 봉사영역 점수 부족 시 교육이나 연구영역의 초과 점수로 대체 가능하나, 교육과 연구영역 간에는 점  

             수 대체가 불가능하다.(개정 2013.09.01)

제45조(심사시기) 재임용(재계약) 심사 시기는 제5조 2항의 재임용(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

개월 이내에 한다.

제46조(퇴직)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

한다.

제47조(재계약의 계약) 재계약 대상 교원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1. 임용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4. 업적 및 성과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6.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장   정년보장 임용

제48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① 학교법인 광동학원 정관 제39조의4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4에 

의한 정년보장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를 둔다.(개정20130901)

   ②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부교

수 이상의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9.01)

   ③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심사대상) 정년보장임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수로 승진임용되는 자

 2. 교수로 신규임용되는 자

제50조(심사기준)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의 심사기준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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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진임용예정일 기준 이전 임용기간 중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500% 이상 제출한 자(다만, 처단

장의 경우는 겸무기간 동안 년 100%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2. 승진임용예정일 기준 이전 임용기간 중에 교원업적 평가 결과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 평점 이상

을 취득한 자

   3. 승진임용예정일 기준 이전 임용기간 중에 책임강의 시간 총량을 이행한 자 

   ③ 제1항의 심사기준 적용에 있어서 신규임용된 교수의 신규임용 전 특별한 업적은 총장이 연구   

실적 및 교원업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제51조(교원의 정수) (삭제 2013.09.01)

제52조(연구실적 하한) ① 정년보장교원은 정년보장 기간 중에 다음 비율 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정년퇴직 예정일까지 잔여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정년보장교원은 예외로 하고, 정년

보장교원인 처단장의 경우에는 겸무기간 동안 년 50%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09.01)

    1. 인문․사회계, 자연계, 공학계 : 연 평균 50%

    2. 예체능계 실기분야 : 제1호와 동등한 실적

   ② 정년보장교원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및 각종 교내 연구지원사

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8 장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인정 등

제5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 [별표1]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

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

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1.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에서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 [별표1]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③ 연구실적물은 본 대학교 소속이 명시되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다른 학회지나 논문집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4조(연구실적 연수) ① 연구에 종사한 연수(年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는 2년까지,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는 5년까지 100%로 계

산한다.

    2. 전임조교로서 연구에 종사한 자는 100%로 계산한다.

   ② 연구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연수는 그 기관 및 연구의 상황을 재량

(裁量)하여 법률에 따라 100%까지 인정한다. 다만,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연구한 자에 비하여 유리

하게 계산할 수 없다.

   ③ 산업체 등 실무기관에서 전문분야와 직접 관계되는 실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연수는 그 직무가 성

질상 순전히 연구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55조(연구실적) ① 교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 200% 이상(박

사학위 논문인 경우 1편 이상)의 저서 또는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학위논문

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인정은 1회에 한한다.

   ② 예․체능 및 창작실기학과의 신규채용인 경우에는 창작물, 공연, 전시, 발표 등을 연구실적물로 인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점 1점을 연구실적물 1편(100%), 평점 2점은 2편(200%)으로 인정한다. 

다만, 승진 임용시에는 당해 직급에서의 연구 실적이어야 한다.(개정 2013.09.01)

   ③ 기타 학과(계열)의 신규임용인 경우에는 전 ①항 이외에 담당 과목과 관련된 현장 프로그램 또는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 특허취득 등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해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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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서 현장프로그램 또는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 상위 자격 취득, 특허취득, 학회 등 공인된 연수, 

산업체 현장연수 및 연구학기제 참여 등 산학관협력 실적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별표 2].(개

정 2013.09.01)

제56조(연구실적 심사)(개정20130901) ① 신규 교원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 심사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외부 교원을 포함하여 동일 전공 분야의 상위직 교원이 실시하되, 해당 전공분야에 상위직 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동위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09.01) 

   ② 승진 및 재임용(재계약) 대상자의 연구실적 심사는 3인 이상의 상위직 교수가 실시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외부 교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09.01)

   ③ 심사에서 불합격된 연구실적은 대체 또는 재심사할 수 없다.(개정 2013.09.01)

   ④ 재임용(재계약)기간과 승진 소요기간이 서로 중복되는 기간에 발표, 게재 된 연구실적은 재임용 

(재계약)시 제출한 연구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09.01)

   ⑤ 승진 및 재계약 대상인 비전임 산학협력중점 교원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3.09.01)

   ⑥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개정 2013.09.01)

    1. 국제 주요학술지 및 학술진흥재단 등재지(후보지)의 연구실적과 관련전공분야 석․박사학위 논문  

 및 본인 저서는 심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2. 일반학술지 연구실적 평가점수는 심사 교원의 평균치로 하되, “우”(80점) 이상이어야 한다.

    3. 예․체능계 연구실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사정기준으로 대체하되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증

빙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4. 산학협력 실적은 연구실적으로 100%까지 갈음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연구실적 인정환산율)(개정 20130901) ① 교원 임용에 따른 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

다. (개정 2013.09.01)

    1. 1인 단독 연구 또는 저서 ………100%

    2. 2인 공동연구 또는 저서 ……… 70%

    3. 3인 공동연구 또는 저서…………50%

    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저서… 30%

    5. 박사학위 논문……………………200%

    6. 석사학위 논문……………………100%

    단, 강의용 자료 및 참고서, 일간지, 교내신문에 발표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교원 임용에 따른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01)   

    1. 국제주요학술지(SCI, A&HCI, SSCI, SCIE)

    2. 학술진흥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3. 저서

    4. 석․박사학위논문(개정 2013.09.01)

    5. 일반학술지(개정 2013.09.01)

    6. 산학협력 실적(신설 2013.09.01)

   ③ ～⑧ (삭제 2013.09.01)

제58조(교육경력 연수) ① 대학 및 전문대학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 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연수는 100%로 계산한다.

   ② 고등학교와 전항 이외의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경력연수는 그 기관 및 재직시의 담당과목을 참작

하여 최고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59조(연수의 통산)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통산(通算)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실적 연

수를 교육경력 연수로 통산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5년으로 한다. 연구경력과 실무경력이 동기간에 

행하여 졌을 때는 그 중 하나만을 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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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60조(복무) 교원은 교육, 학술연구, 학생지도 및 산학연관협력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교육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제61조(겸직금지) ①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타 기관에 

상근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2조(겸직허가절차 및 조건) ① 겸직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겸직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말까지로 한다.

   ② 타 기관 겸직을 원하는 교원은 학기시작 2개월 전에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겸직허가원을 제

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하고 겸직해소원을 겸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 기관의 촉탁․고문․임원․위원 등의 위촉을 수락할 경우 또는 진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 

초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술단체의 임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3조(외부출강) ① 교원의 타 학교 출강은 원칙적으로 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 초 1개월 전

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원은 초․중․고등학교 및 사설학원 등에는 출강할 수 없다.

제64조(신분보장) 교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용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직․휴직․감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형사 피의자로 구속되었을 때

    3.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4. 기타 임용 규정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다만, 학과의 개폐로 인한 처분은 예외로 한다.

제65조(파면) 삭제.

제66조(휴직 및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

여 필요한 때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

제67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2. 전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개정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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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전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전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

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전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전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휴직기간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

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

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6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

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총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

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70조(징계위원회)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55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71조(교원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에 속하는 학기말에 당연 퇴직한다.

제72조(명예퇴직) ①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직

제73조(보직) ① 보직이라 함은 처장 ․ 단장 ․ 부속기관장 ․ 학부장 및 각 부설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보직을 부여 받은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에 임하여야 한다.

   ③ 처장․단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13.09.01)

   ④ 전항 이외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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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포상 및 징계

제74조(포상) 교원에 대한 포상은 포상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75조(징계) 교원의 징계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는 학교법인광동학원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장  보    수

제76조(보수) 교원의 보수 및 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 장  보    칙 

제77조(인사기록 및 보관) ① 총장은 교원의 개인 인사서류의 기록사항에 대한 정확여부를 확인하여 비  

치보관하고,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변경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각종 임용발령 사항을 사령원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현직급 임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현직급 임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현직급 임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현직급 임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현직급 임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전임강사 명칭폐지)의 개정내용은 

2012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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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176 -

[별표 1](개정)

교원 직급별 자격기준 연수

(근거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013.09.01)

                    학력 대학졸업자 ․ 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 ․ 동등자격자

           연구 ․ 교육경력

   직명             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  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조  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

      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13.09.01)

[별표 2] 

연구실적물 인정내용

인 정 내 용 기    간 상 한 인 정 률

현장참여

 ․ 현장 프로그램 참여

 ․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
1개월 이상 1건

100%

단독100%, 2인70%,

3인50%, 4인 이상 30%

특허취득

 ․ 발명

 ․ 실용신안

국제 1건

국내 1건

1건

200%

100%

100%

상위 자격 취득(기술사 이상) 1건 100%

연수

 ․ 교육부․학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  

 의회 등의 공인된 연수

소정의 기간(120시간이상

실무내용 비율이 60% 이상)
100%

산업체 현장연수, 

연구학기제 참여
소정의 기간(6개월 이상) 100%

[별표 3] (삭제)(개정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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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동학원 정관 제47조에 의거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01)

제2조(규정의 제정 및 변경)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와 강사 임용 동의

에  관한 사항(개정2019.08.01.)

    2. 총장이 부총장, 처․단장 등의 보직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수의 정년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5. 교원업적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09.01)

    6.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9.01)

   ② 인사위원회는 임용기간 중의 교원에 대하여 승진 및 임명제청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 지도에 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임용기간 중 연구실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사장에  

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교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제5조(임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본 대학교의 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09.01)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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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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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동학원 정관 제39조의 9,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6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20조에 의거한 교원의 업적평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

수의 발전을 유도하여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원

인사운영에 활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01)

제2조(업적평가 대상) ① 이 규정은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업적평가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업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한다. 

    1. 업적평가 대상기간의 학기말(2월)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인 교원

    2. 업적평가 기간 중 3개월 이상의 장기 산업체 연수, 해외연수에 참가한 교원

제3조(평가시기) ① 교원의 업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년1회 지난 1년간(1월1일에서 12월31일)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2 장 교원업적 평가기구와 절차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원업적평가를 수행

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부교수 직급의 교원 중

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교원업적 평가자료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각 교원의 분야별 업적을 평가

한다.

   ② 각 교원의 분야별 업적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③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심의한다.

   ④ 위 1항 내지 3항의 절차를 마친 후 전체 교원업적 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전체 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평가절차) 교원업적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① 교원업적평가의 [별표1] 각 업적분야의 확인자 또는 평정자에 해당하는 각 부서는 최근 1년간 교

원업적 평가의 관련 자료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업적평가 대상교원은 [별표1]의 각 업적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활용하여 교원업적평가 조

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교원업적평가조서와 증빙서류 및 각 부서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업적을 평가하여 교원별 교원업적평가 평정표(별지서식 1) 및 교원업적평정 명부(별지서식 2)를 작성

한다.

제7조(이의 신청) 평가위원회가 개별 통보한 평가 결과에 의의가 있을 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평가자료 보관 및 제출) [별표1] 각 업적분야의 확인자 또는 평정자에 해당하는 각 부서는 증빙

자료를 자체 보관하고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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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원업적 평가방법

제9조(평가분야) ① 평가분야는 교원특성에 따른 평가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배점은 

[별표1]의 배점과 같다.(개정 2013.09.01)

      

         평가영역
평가유형 교육 연구 봉사 산학

협력 학과평가 합계

교육중심형 500점 250점 150점 100점 300점 1300점

연구중심형 300점 500점 100점 100점 300점 1300점

산학협력중심형 300점 100점 100점 500점 300점 1300점

   ② 학과평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분야별 평가방법)  ① 제9조(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는 [별표1] 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각 분

야별로 계량화하여 수행하되, 종합평가의 총점은 각 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② 행정부서 처단장은 보직기간 동안 연구실적을 연 100%씩 인정한다.

   ③ 업적별 항목의 확인부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01)

    1. 교육업적 항목은 교학처장으로 한다.(개정 2013.09.01)

    2. 연구업적 항목은 교학처장으로 한다.(개정 2013.09.01)

    3. 봉사업적 항목은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2013.09.01)

    4. 산학협력업적 항목은 교학처장과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개정 2013.09.01)

   

제 4 장 교원업적 평가결과의 활용

제11조(교원업적 평가결과의 활용) 교원업적 평가 결과는 교원의 승진 ․ 재임용 ․ 정년보장 ․ 연구비 지

급 ․ 성과급지급 ․ 포상 ․ 계약제 등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우수교원 선정) ① 교원업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우수교원에게 아래 기준에 의거 다음 학년도

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09.01)

    1. 교원업적 최우수상 : 각 계열별로 전영역 업적평가 종합점수 최우수자에게 수여한다.

    2. 교원업적 우수상 : 영역별 업적평가 점수 최우수자에게 수여한다.

    3. 신입생유치우수상 : 신입생유치활동이 우수한 교원에게 수여한다. 

    4. 취업지도상: 취업지도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게 수여한다. 

   ② 교원업적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직전 학년도의 교수업적평가 결과로 선정하며 재직 중 1회에 한한

다.

제 5 장  기    타

제13조(업적평가표 보존)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당해 교원이 퇴직한 학년도 말일까지 보존하며, 보존처

는 교학처로 한다.

제14조(공개금지) ① 이 규정에서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평가의 결과는 공개를 금지한다.

   ② 교원업적평가를 담당했던 평정자가 전 1항의 공개금지 사항을 누설 또는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총

장은 누설 또는 공개한 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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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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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평가분야(개정 2013.09.01.)(개정 2018.01.24.)

가. 교육업적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번호

확인자

또는 평정자
평가내용 배점 배점기준

1.교수학습

활동

1.11 교학처  1) 강의계획서 입력 20

․ 연간 모든 강좌 입력 

 20점, 미입력 1강좌당 

 -4점, 모두 미입력 0점

1.12 교학처  2) 강의 및 실습시간    50

․ 연간 주당 책임시간 준  

 수시 30점, 초과 1시간   

당 +2점, 부족 1시간당 

 -4점

1.13 교학처  3) 강의평가 100 ․ 학기당 50점

1.14 교학처  4) 교과외 수업(취업 및 자격증 특강) 40
․ 건당 20점(10시간 이상  

  수업/건당)

1.15 교학처  5) 제 규정 준수 위반에 따른 서면경고 서면경고 건당 -100점

2.학생지도

1.21 교학처

 1) 중도학생 탈락률

  -중도탈락학생수/(재학생+휴학생)

  -중도탈락자: 자퇴자, 제적자(학과 중  

   도탈락률에 따라 소속 교수에게 배정)

80

․ 10% 이하 : 80점

․ 11%～20% : 70점

․ 21%～30% : 60점

․ 31%～40% : 50점

․ 41%～50% : 40점

․ 51% 이상 : 0점

1.22 교학처 3)

지

도

교

수

 학과지도교수 20

․ 21명 이상 연간 20점

․ 20명 이하 연간 15점

․ 10명 이하 연간 10점

1.23 교학처  동아리지도교수 20

승인 동아리에 한해 

․ 21명 이상 연간 20점

․ 20명 이하 연간 15점

․ 10명 이하 연간 10점

1.24 교학처  4) 상담지도 40
․ 학기당 20점

 (상담일지 확인)

1.25 교학처  5) 교과외 행사지도 20 ․ 1회 10점

3.입시

공헌도
1.31 교학처  1) 신입생유치 실적 250

․ 21명이상 : 250점

․ 1～20명은 1명당 10점

  씩 가산

  (산업체 위탁생은 1명   

 당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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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업적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개정 2013.09.01) 

평가항목
평가

번호

확인자

또는 

평정자

평가내용 배점 배점기준

1.연구실적 

및 활동

2.11 교학처

1)연구

논문

 국제전문이상 학술지 게재 논문 200 편당

2.12 교학처  박사학위논문   200 편당

2.13 교학처  석사학위논문 100 편당

2.14 교학처
 대학논문집, 국내 전문학술지,   

 기타 공인학술지 게재논문
100 편당

2.15 교학처

2)저서

 전공분야 대학교재 100 권당

2.16 교학처  전공분야 학술번역서 150 권당

2.17 교학처  전공분야 편저 100 권당

2.18 교학처  교보재, 실습지침서 50 권당

2.19 교학처

3)연수

 산업체 현장연수 50 1일 10점

2.20 교학처  공인된 기관연수 50 1일 10점

2.21 교학처  교육부 및 산하기관연수 50 1일 10점

2.22 교학처  전국규모의 학회연수 50 1일 10점

2.23 교학처  각종 학회 참석 50 1일 10점

2.24 교학처
4)연구

활동

 국제 및 전국규모 학회 임원 50 건당

2.25 교학처  전국규모 학회지부 임원 30 건당

2.26 교학처

5)연구

보고서

 정부/공공기관 연구보고서 100 편당

2.27 교학처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 

 수탁 연구보고서
100 편당

2.28 교학처  교내 연구보고서 50 편당

2.29 교학처 6)보직교수  처단장 100 1년

•예술부문

(디자인)연구

실적 및 

활동

2.11 교학처
1)초대전

 국제 100 건당(단독기준)

2.12 교학처  국내 80 건당(단독기준)

2.13 교학처
2)개인전

 국제 100 건당(단독기준)

2.14 교학처  국내 80 건당(단독기준)

•예술부문

(뮤지컬보

컬방송연기) 

연구실적 및 

활동

2.11 교학처
1)작품

발표

*안무, 지휘, 감독, 연출

 전문공연장 5일 이내 공연
80 건당(단독기준)

2.12 교학처
 *안무, 지휘, 감독, 연출

  전문공연장 5일 이상 공연
100 건당(단독기준)

【참고사항】

1. 연구실적물은 산학협력교육활동 및 산학협력연구활동 실적으로 최대 50%까지 대체할 수 있음

2. 디자인부문 초대전, 기획전, 개인전은 발표 장소에 관계없이 년 1회로 간주함 

3. 뮤지컬보컬방송연기부문은 전문공연장에서의 발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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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사업적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개정 2013.09.01)

평가항목
평가

번호

확인자

또는 평정자
평가내용 배점 배점기준

1. 대학발전 

기여

3.11 교학처

1)보직

경력

  처단장  50 1년 이상

3.12 교학처   교무위원 30 1년 이상

3.13 교학처   부설연구소장 10 1년 이상

3.14 산학협력단 2)특별

사업단

  단장급 15 1년 이상

3.15 산학협력단   팀장급 10 1년 이상

3.16 교학처 3) 각종 위원회 위원 10 1년 이상

3.17
행정안전

지원처
4) 대학발전기금 유치 10 1백만원당

2. 사회봉사

3.21 교학처

1)지역

사회

봉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자문(평가)위원
20 건당

3.22 교학처   외부특강 20 건당

3.23 교학처   정기간행물 기고 10 건당

3.24 교학처
2)교내

봉사

  교양강좌, 특강 20 건당

3.25 교학처   봉사활동 지도교수 10 건당

3.26 교학처

3)교내

행사

  축제 및 체육대회 참여 30 1일 10점

3.27 교학처   대학간행물 기고 10 기고 1건당

3.28 교학처

  대학 공식행사(입학식, 졸업  

  식, 개교기념식, 대학 자체  

  연수, 기타 교직원 공식 모  

  임 등) 참여

50

참여율

․ 90% 이상: 50점

․ 80% 이상: 40점

․ 70% 이상: 30점

․ 60% 이상: 20점

․ 60% 미만:  0점  

3. 수상실적 3.31 교학처 1)수상

 대통령 표창 50 건당

 장관급 이상 표창 30 건당

 지자체장 표창 20 건당

 교내표창(이사장상, 총장상) 30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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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학협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개정 2013.09.01)

평가항목
평가

번호

확인자

또는 평정자
평가내용 배점 배점기준

1.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교학처   현장실습지도 50 1회 10점(출장승인)

4.12 교학처   졸업생 추수지도 50 1회 10점(출장승인) 

4.13 산학협력단   캡스톤 디자인 지도 50 건당

4.14 산학협력단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50 건당

4.15 산학협력단   학생창업 지도 100 건당

2.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10 기술료 1백만원당

4.22 산학협력단 특허

국제특허 등록 200 건당

국제특허 출원 60 건당

국내특허 등록 100 건당

국내특허 출원 40 건당

4.23 산학협력단   교외 연구비 수혜 30 연구비1천만원당

4.24 산학협력단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100 건당

4.25 산학협력단   교원 창업 100 건당

4.26 산학협력단   신기술․제품 인증 100 건당

4.27 산학협력단   국가/지자체 사업계획서
50 과제책임자/편당

20 과제수행 팀원/편당

4.28 산학협력단   국가/지자체 사업결과보고서
50 과제책임자/편당

20 과제수행 팀원/편당

4.29 산학협력단   국가/지자체 사업참여 10 세부과제책임자/건당

3)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산학협력단   기술․경영자문 50 학기당

4.32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50 건당

4.33

산학협력단 산학

협력

협약

체결

 대기업 50 건당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20 건당

산학협력단  기타 10 건당

4.34 교학처   산업체 파견활동 20 건당

4.35 산학협력단   산업체 방문 특강 10 1회당

4.36 산학협력단   외부기관 장학금유치 10 1백만원당

4.37 산학협력단   외부물품기증 및 유치 5 1백만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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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교 원 업 적  평 가  평 정 표

(     년    월 ～     년   월) 

                          학과                   성명                         (인)

1. 교육업적 2. 연구업적

구  분 점  수 구  분 점  수

 1. 교원학습 활동  1. 연구실적 및 활동

 2. 학생지도

 3. 입시공헌도

 

계 계

3. 봉사업적 4. 산학협력업적

구  분 점  수 구  분 점  수

 1. 대학교발전 기여  1. 산학협력 교육활동

 2. 사회봉사  2. 산학협력 연구활동

 3. 산학협력 봉사활동

계

총 점

평가자 업적평가위원회위원장 총    장

확  인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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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20  학년도 교원업적 평정 명부(교육중심형 교수용)

대상자 항 목 별  평 정 표
학과

평가

(300)

총점

(1,300)
비고

순 소속 직위 성명

교육

업적

(500)

연구

업적

(250)

봉사

업적

(150)

산학협력

업적

(100)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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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년도 교원업적 평정 명부(연구중심형 교수용)

대상자 항 목 별  평 정 표
학과

평가

(300)

총점

(1,300)
비고

순 소속 직위 성명

교육

업적

(300)

연구

업적

(500)

봉사

업적

(100)

산학협력

업적

(100)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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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년도 교원업적 평정 명부(산학협력중심형 교수용)

대상자 항 목 별  평 정 표
학과

평가

(300)

총점

(1,300)
비고

순 소속 직위 성명

교육

업적

(300)

연구

업적

(100)

봉사

업적

(100)

산학협력

업적

(500)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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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4조에 의해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교원

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13.09.01)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처․단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

로 구성한다.(개정 2013.09.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① 교원업적평가 심사조서 및 증빙서류의 수합

   ② 교원업적평가 심사조서 및 증빙서류의 검증 및 판정

   ③ 교원업적평가 심사조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④ 교원업적평가 결과의 보고

   ⑤ 교원업적평가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 처리

   ⑥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전체 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 교원업적평가실시를 위한 세부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의 규칙문건으

로 작성하여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별첨 누적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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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업적평가 시행규칙(개정 2013.09.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업적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01)

제2조(업적평가) 교원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의 모든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교원업적평가는 연1회 실시하며 업적 산정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3. 교원 업적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승진, 재임용, 재계약임용, 승호봉심사 등에 적용한다.

    4.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한 교원의 업적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제3조(평가제외) ① 연구년 또는 무급 특별휴직 등으로 평가대상 학년도 1, 2학기를 모두 휴직한 교원

은 교육업적 평가에서 제외하나 연구업적은 휴직과 무관하게 평가한다. 다만, 평가년도 1, 2학기 중 

한 학기만 휴직한 경우의 교육업적 평가는 휴직한 학기의 직전 당해학기 평점을 적용한다.

   ② 신규임용교원의 경우 평가 당해년도 중 1, 2학기 모두 근무하지 않은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13.09.01)

   ④ 정년퇴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평가절차) ① 교원은 교원업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한 교원업적평가서와 행정부서에서 작성한 관

련 자료를 확인 및 심의한다.

   ③ 교학처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교원업적평가 관련 자료는 교학처에 당해 교원이 퇴직한 학년도 말일까지 보관한다.

제5조(우수교원 선정 및 포상)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매년 교원업적 최우수상(각 계열별 전 

영역 업적평가 최우수자), 교원업적 우수상(영역별 업적평가 점수 최우수자), 신입생 유치 우수상(신

입생 유치 활동이 우수한 교원), 취업지도상(취업지도 실적이 우수한 교원)을 각각 선정하여 예산 범

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 2 장 교육업적의 평가

제6조(평가기준) ① 교육업적 평가는 1년 단위로 한다.

   ② 교육업적의 평가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점수의 총점으로 하되 연간 최대 인정점수는 

교육중심형은 500점, 연구중심형은 300점, 산학협력중심형은 300점으로 한다.(개정 2013.09.01)

   ③ 일부 평가항목에서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점수의 제한을 둔다.

제7조(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 ① 교육업적의 평가는 교수학습활동, 학생지도, 입시공헌도 세 부문

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1의가]와 같다.

   ② 교육업적 세부 평가항목에 강의평가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강의평가를 위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수학습활동) ① 강의계획서 입력에 대한 배점기준은 학교가 지정한 기한에 학사행정시스템에 

모든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입력한 경우에는 학기당 10점, 연간 20점까지 배점하며, 미입력 1강좌

당 4점씩을 감점하되 모두 미입력시에는 0점으로 한다. (개정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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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원이 매년 별도로 정한 연간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준수한 경우에는 30점으로 한다. 주당 책

임강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시간당 4점을 감산하며, 초과의 경우 시간당 2점을 가산하여 연간 최대 

50점으로 한다. (개정 2013.09.01)

     ③ (삭제 2013.09.01)

     ④ 강의평가는 교학처에서 대학홈페이지 학사종합행정망을 통하여 시행하는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

하며, 강의평가 점수의 최고평점은 학기당 50점씩 100점으로 한다.

     ⑤ 취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등 교과 외 수업은 1건당 10시간 이상 수업을 하였을 경우 

20점, 최대 2건, 40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3.09.01.)

     ⑥ 규정준수여부는 경고 건당 100점을 감산한다.(20180124)

제9조(학생지도) ① 중도학생탈락율은 학과, 계열별로 전년도 3월1일부터 당해연도 2월28일까지로 하

고, 재적학생수(재학생-휴학생)는 전년도 4월1일 기준으로 하여 10% 이하 80점부터 51% 이상 0점

까지로 한다. 다만, 중도탈락학생에서 휴학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09.01)

              중도학생탈락율= 중도탈락학생수학과재학생수+학과휴학생수

   ② 학과지도교수, 동아리지도교수는 교학처에 등록된 지도교수에 한하여 연간 각각 지도학생수 21명 

이상 20점, 20명 이하 15점, 10명 이하 10점을 인정한다.(개정 2013.09.01)

   ③ (삭제 2013.09.01)

   ④ 상담지도는 상담일지에 기록된 상담에 대하여 인정하되, 학기당 20점 연간 40점까지로 한다. 상

담일지 기록은 학생자기계발 및 학업, 진로 관련 심층상담과 연계된 상담으로 상담일지에 기록된 실

적으로 한다. (신설 2013.09.01)

   ⑤ 교과외 행사지도는 신청에 의해 인정된 교과외 행사로서 교외 학생단체활동(신입생 오리엔테이

션, M.T, 학술세미나, 졸업여행, 봉사활동) 등으로 모든 학과에 공통되는 행사로 한다. 1회의 교과외 

행사지도는 10점으로 하되, 연간 최대 20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3.09.01)

제10조(입시공헌도) 입시공헌도는 교원별 신입생 등록실적에 따라 21명 이상 250점을 인정하며, 1명부

터 20명까지는 1명당 10점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위탁생은 1명당 5점으로 한다.(개정 2013.09.01)

제 3 장 연구업적의 평가

제11조(평가기준) ① 연구업적은 1년 단위로 평가한다.(개정 2013.09.01)

   ② 연구업적의 평가점수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점수의 총점으로 하고 최대점수는 교육

중심형은 250점, 연구중심형은 500점, 산학협력중심형은 100점으로 한다. (개정 2013.09.01)

   ③ 일부 평가항목에서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점수의 제한을 둔다.

   ④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09.01)

    1. 교원의 전공영역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대한 연구업적 

    2. 교원의 전공영역에 관련된 것일지라도 대중적 성격을 갖는 잡지 등의 매체에 게재된 글 또는 작

품

제12조(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 ① 체육, 미술, 음악, 연기분야 논문 이외의 연구업적 평가를 포함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1의 나]와 같다. 

   ② (삭제 2013.09.01)

   ③ 논문(단행본 게재논문 포함), 저서, 연구보고서, 학술회의 발표논문, 특허 등을 공동으로 집필 또

는 등록하였거나 공저인 경우 각각 해당 항목별 평점에서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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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개정 2013.09.01)

제13조(연구업적 인정범위) ① 연구업적의 평가는 연구결과가 발간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13.09.0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가 완료되었음에도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업적을 인정

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업적에 대한 게재 또는 출판예정 증명이 있으면 연구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개정 2013.09.0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경우에 발간된 업적이 평가대상기간 종료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면 배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3.09.01)

   ④ 연구업적이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모든 연구업적은 평가대상 교원의 전공영역과 관련된 실적(증빙자료 첨부)로 평가하며, 소속 학과 

변경, 전공전환 교육 등으로 임용당시의 전공분야와 달라진 경우, 현재 연구분야 등을 종합하여 교원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전공분야 관련 여부를 평가한다. (신설 2013.09.01)

제14조(논문) ① 논문은 체계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논문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보다 질을 지향하고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 되도록 사전

에 국내 및 국외 학술지를 등급별로 나누어 선정하고, 선정된 학술지에의 게재 여부에 따라 평가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학술지에 개제와 학술회의 주제 발표에서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④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평점은 석사 100점, 박사 200점으로 한다. 

   ⑤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의 등급별 정의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저명전문학술지 : 인문사회계열은 SSCI 및 A&HCI에 등재된 모든 학술지를 말한다. 자연 

및 공학계열은 SCI에 등재된 학술지로 전공분야별 이용빈도 순위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술

지와 이에 준하는 국제적 저명 학술지를 말한다.

    2. 국제 전문학술지 : SCI에 등재는 되었으나 1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술지를 말한다.

    3. 국내 저명 전문학술지 : 국내 저명 전문학술지는 다음 각 항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학술지

        가. 전국규모의 전문학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나. 전국규모 전문학회의 회원수 및 자격에서 인문사회계열 300명 이상(석사 이상), 이공계열 

400명 이상(석사이상)으로 회원 중 대학교 교원이 30% 이상

        다. 통권 20호 또는 5년 이상 계속 발간된 학술지

        라. 논문게재 여부 심사제도가 엄격한 학술지(심사위원이 2인 이상 : 논문심사탈락률이 10% 이

상)

      • 전공학문의 특수성으로 위 항목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교원업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승인을 얻은 학술지  

    4. 국내 전문학술지 : 국내저명전문학술지 기준에는 못 미치나 전국규모의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또는 대학교부설연구소 학술논문지를 말한다.

    5. 기타 학술지 : 국내 전문학술지 기준에는 못 미치나 대학교부설연구소 논문집과 각 대학교 논문

집 및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면서 학술논문만을 게재하는 학술지를 말한다.

제15조(저서) ① 저서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국제 및 국내 전공학술저서 : 국내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2. 전공분야 대학교재 : 대학교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교재(가상강좌교재 포함) 및 시청각 매체를 

말한다.

    3. 전공분야 번역서 : 외국의 전공 관련 학술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4. 일반서적 :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학술적인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적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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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논문으로 평가받은 논문 등의 모음집 형태의 저서와 시사컬럼 모음집이나 수상, 수필집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5. 편저 : 여러 사람의 논문 및 이론들을 모아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사전, 주석서 등도 이에 준한

다.

    6. 교보재, 실습지침서 : 1학기 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ISBN 불필요) (신설 

2013.09.01)

   ② 제1항의 모든 저서는 반드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어야 한다.   

제16조(연구보고서) ① 연구보고서는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말

한다. 

   ② 연구보고서의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공공기관보고서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전공 관련 보고서와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

단, 과학재단, 정부부처 등의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09.01)

    2.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보고서는 연구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전공 관련 보고서

와 학술단체, 기업체 등의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3. 교내 연구보고서는 학내의 활동 중 특별한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09.01)

제17조(특허) (삭제 2013.09.01)

제18조(교외연구비) (삭제 2013.09.01)

제 4 장 봉사업적의 평가

제19조(평가기준) ① 봉사업적은 평가년도의 업적을 평가한다.(개정 2013.09.01)

   ② 봉사업적의 평가점수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점수의 총점으로 하고, 최대점수는 교육

중심형 150점, 연구중심형 100점, 산학협력중심형 100점으로 한다.(개정 2013.09.01)

   ③ 일부 평가항목에서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점수의 제한을 둔다.

제20조(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1의 다]와 같다.

제21조(대학교발전 기여) ① 각종 행정보직 및 임명을 통해 일정기간 활동한 봉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특별사업단 참여에 대한 평가는 산학협력단에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

   ③ 부설연구기관장은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센터에 한한다.

   ④ 대학교발전기금 유치 업적은 행정안전지원처에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

   ⑤ (삭제 2013.09.01)

   ⑥ 각종 위원회 위원은 1개에 한하며, 교무위원으로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각종위원회는 업적평가

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09.01)

제22조(지역사회봉사) ① 봉사활동은 그 봉사기간이 중복되더라도 각각의 활동을 업적으로 인정한다.

   ② 정부, 공공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봉사에서 자문(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서면

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외부특강, 정기간행물 기고 업적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3조(교내봉사) ① 교양강좌, 특강은 위촉 관련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봉사활동 지도교수는 교학처처의 봉사활동 지도교수 자료에 근거하며, 연간 10점까지만 인정한

다. 

   ③ (삭제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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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교내행사) ① 대학 연중행사(입학시, 졸업식, 개교기념일) 및 교직원 대상 공식모임(수요예매 

등) 참여 실적은 교학처에서 평가 한다.(신설 2013.09.01)

   ② 대학 축제 및 체육대회 참여 실적은 교학처에서 평가 한다.(신설 2013.09.01)

   ③ 연중 대학신문에 학과행사 자료 제공, 원고기고 등의 실적은 교학처에서 평가한다.(신설 

2013.09.01)

제 5 장 산학협력업적의 평가

제24조(평가기준) ① 산학협력업적은 평가년도의 업적을 평가한다.(개정2013.09.01)

   ② 산학협력업적의 평가점수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점수의 총점으로 하고, 최대점수는 

교육중심형 100점, 연구중심형 100점, 산학협력중심형 500점으로 한다.

   ③ 일부 평가항목에서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인정점수의 제한을 둔다.

제25조(산학협력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 산합협력업적 세부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1의 4]와 같다.

제26조(산학협력 교육활동) ① 현장실습지도 업적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지도교수로 참여한 것으

로서 현장실습기간은 학기제는 14주(500시간) 이상, 계절제는 4주(160시간) 이상 운영되어야 한다. 

현장실습지도 업적은 1회 10점 최대 50점까지 인정한다. 현장실습지도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장신청서와 출장복명서(현장실습 방문지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01)

   ② 캡스톤디자인 지도 업적은 산업체 전문가와 공동으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의 팀을 한 학기 동안 

지도한 경우에 한하여 1건당 50점까지 인정한다. 산업체와 연계하지 않은 일반 캡스톤디자인 지도는 

1건당 25점까지 인정한다. 캡스톤디자인 지도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캡스톤디자인 지도 

실적보고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01)

   ③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업적은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적으로서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3.09.01)

   ⑤ 학생창업 지도 업적은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 지도한 실적으로서 학생창업 지원 과정 및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추수지도 업적은 졸업생들이 근무 중인 기업체를 방문하여 지도한 것으로서 1회 10점 최대 50점

까지 인정한다. 추수지도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장신청서와 출장복명서(기업체 방문지도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9.01)

제27조(산학협력 연구활동) ① 기술이전 업적은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전용실시, 통상실시, 양도)권을 허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실적을 말한다. 기술지도, 공동연구 등 

완료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이나, 합작투자, 인수․합병의 방법을 통한 기술이전은 제외한다. 평가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된 금액으로 산정하며, 기술실시계약 체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특허등록 업적은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건수를 말한다. 동일한 특허가 국외 여러 나라에 출원 및 

등록되었을 경우 하나의 국가만을 인정한다. 국제특허의 경우는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타 국가의 경우는 국내특허와 동일학게 인정한다.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증 등 특허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01)

   ③ 교외 연구비 수혜업적은 정부기관 및 기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수탁 받아 평가 

당해 연도에 연구교수 몫으로 학교에 입금된 연구비 총액으로 평가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기업 대응투자액은 제외한다. 연구비 지원 협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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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업적은 대학교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한 실적을 말한다. 기업부설연구

소 유치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원창업 업적은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 등을 활용하여 창업 승인된 경우를 말하며, 본 대

학교 교원이 공동 창업한 경우에는 실적을 1/n로 환산한다.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신기술․제품 인증 업적은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신기술, 제품 등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승인, 인증 등을 받은 건수를 말한다.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승인서 또는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사업참여) ① 국가/지자체 사업계획서 업적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계속(연차)과제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제외한다. 과제책임자는 편당 50점, 과제수행 팀원은 

편당 20점으로 한다.(신설 2013.09.01)

   ② 국가/지자체 사업결과보고서 업적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계

속(연차)과제의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은 제외한다. 과제책임자는 편당 50점, 과제수행 팀원은 편당 

20점으로 한다.(개정 2013.09.01)

   ③ 국가/지자체 사업 참여업적은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한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계

속(연차)과제의 참여실적은 제외한다. 세부과제 책임자는 편당 10점으로 한다.(신설 2013.09.01)

제28조(산학협력 봉사활동) ① 기술․경영자문 업적은 연구수행 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 기술 또는 

경영자문을 실시한 실적을 말한다. 회사 방문일자, 자문 내용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업적은 대학교와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해 가족

회사를 유치하거나 전담하여 관리한 실적으로서 산학협력계약서 또는 협약서, 전담관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 MOU 체결 업적은 전공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등과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

한 업적으로서 기업체 규모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부여한다.

   ④ 산업체 파견활동 업적은 연구년 또는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에서 1개월 이상 산학협력 활동

을 수행한 실적이다. 산업체 파경 활동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체 방문특강은 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방문 특강을 실시한 실적으로 산업체 방문 특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외부기관 장학금 유치 실적은 개인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유치한 실적으로서 유치금액 

1백만원 당 10점을 배점한다.

   ⑦ 외부물품기증 및 유치 업적은 외부로부터 실험실습 기자재, 교보재, 용품등을 기증받은 실적으로

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1백만원당 5점을 배점한다.

제 6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9조(정년보장심사)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를 위하여 교육업적, 연구업적, 교육업적, 봉사업적, 산학

협력업적 등 교원업적평가의 심사 결과를 활용한다.

제30조(승진, 재임용, 재계약 심사) 교원인사규정 제32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의 교원의 승진, 재임

용, 재계약 심사는 평가대상 기간의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개정 

2013.09.01)

제31조(승진, 재임용, 재계약 기준)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을 위해서는 교원인사규정에서 정

한 최소 소요연한 및 최소 연구실적을 충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 다음과 같은 교

육업적평가 최소 연평균 평점이 필요하다. (개정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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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유형
대 상

직 명

최 저 요 건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학과평가 종합평점

교육중심형
조교수

부교수
350점 175점 105점 70점 210점 910

연구중심형
조교수

부교수
210점 350점 70점 70점 210점 910

산학협력중심형
조교수

부교수
210점 70점 70점 350점 210점 910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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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조서

학    과 :

직    위 :                                    성    명 :                 (인)

평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출일자 :  20   년   월    일

평가합계 점수 : 

          (1) 교육업적 점수                 점   

          (2) 연구업적 점수                 점

          (3) 봉사업적 점수                 점                              

          (4) 산학협력 점수                 점        

                   합  계                  점

※ 보고서 작성 및 검토

1. 교원업적평가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

2. 제출된 교원업적평가서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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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업적 평가조서(개정2013.09.01)

평가항목
평가

번호

평가

세부기준
평가방법 배점 산출방법 점수

1 . 교 원 학

습활동

1.11
강의계획서

입력

학기 과목명 시행 미시행

20  

․ 1,2학기 전과목 시행 

  20점

․ 미입력 1강좌당 -4점

․ 모두 미입력 0점

   

1.12
강의 및 실

습시간

시간 수: 계        시간

(1학기:    시간 / 2학기:    시간)
50   

․ 1,2학기 주당 책임시간  

  준수 30점 

․ 초과 1시간당 +2점

․ 부족 1시간당 -4점

1.13 강의평가 담당교과목 학생 강의평가 100 ․ 학기당 50점

1.14 교과외 수업
취업 및 자격증 특강

수업명: 
40

․ 건당20점(10시간 이상 

 수업/건당)

1.15
규정준수

여부
경고 경고 건당 -100점

2 . 학 생 지

도

1.21
중도학생

탈락률

중도학생 탈락률:       %

-중도탈락학생수/(재학생+휴학생)

-중도탈락자: 자퇴자, 제적자

(학과 중도탈락률에 따라 소속 교수

에게 배정)

80

․ 10% 이하 : 80점

․ 11%～20% : 70점

․ 21%～30% : 60점

․ 31%～40% : 50점

․ 41%～50% : 40점

․ 51% 이상 : 0점

1.22 과지도교수 학과:               학년: 20

․ 21명 이상 연간 20점

․ 20명 이하 연간 15점

․ 10명 이하 연간 10점

1.23
동아리

지도교수
동아리명:   20

승인 동아리에 한해 

․ 21명 이상 연간 20점

․ 20명 이하 연간 15점

․ 10명 이하 연간 10점

1.24 상담지도
상담실적: 1학기      건        명  

          2학기      건        명
40

․ 학기당 20점

 (상담일지 제출)

1.25
교과 외

행사지도

지도참여 행사:

1.

2.

20 ․1회 10점

3 . 입 시 공

헌도
1.31

신입생 

유치실적
개인별 신입생 유치실적 250

․ 21명이상 : 250점

․ 1～20명은 1명당 10점

  씩 가산

  (산업체 위탁생은 1명  

  당 5점)

 교육업적평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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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업적 평가조서(개정2013.09.01)

평가항목
평가
번호

평가내용 산출방법 배점 점수

1.연구실적 
및 활동

2.11 연구논문
국제전문 이상 학술지 게재 논문
논문명:  

편당 200

2.12 연구논문
박사학위논문
논문명:

편당 200

2.13 연구논문
석사학위논문
논문명: 

편당 100

2.14 연구논문
대학논문집, 국내 전문학술지, 기타 공
인학술지 게재 논문
논문명:

편당 100

2.15 연구논문
전공분야 대학교재
서명: 

편당 100

2.16 저서
전공분야 학술번역서
서명: 

권당 150

2.17 저서
전공분야 편저
서명:

권당 100

2.18 저서
교보재, 실습지침서
서명:

권당 50

2.19 연수
산업체 현장연수
연수명: 

1일 10점 50

2.20 연수
공인된 기관연수
연수명:

1일 10점 50

2.21 연수
교육부 및 산하기관연수
연수명: 

1일 10점 50

2.22 연수
전국규모의 학회연수
연수명:

1일10점 50

2.23 연수
각종 학회 참석
연수명:

1일 10점 50

2.24 연구활동
국제 및 전국규모 학회 임원
학회명:

건당 50

2.25 연구활동
전국규모 학회지부 임원
학회명:

건당 30

2.26
연구

보고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편당 100

2.27
연구

보고서
외부기관 및 사회단체 수탁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편당 100

2.28
연구

보고서
교내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편당 50

2.29 보직교수
처단장
처단장명: 

1년 100

•예술부문
(디자인)연
구실적 및 

활동

2.11
초대전/
기획전

국제 초대/기획전
명칭:

건당(단독기준) 100

2.12
초대전/
기획전

국내 초대/기획전
명칭: 

건당(단독기준) 80

2.13 개인전
국제 개인전
명칭: 

건당(단독기준) 100

2.14 개인전
국내 개인전
명칭:

건당(단독기준) 80

•예술부문
(뮤지컬보

컬방송연기) 
연구실적 및 

활동

2.11 작품발표
전문공연장 5일 이내 공연
공연명: 

건당(단독기준) 80

2.12 작품발표
전문공연장 5일 이상 공연
공연명:

건당(단독기준) 100

연구업적평가 합계

【참고사항】

1. 국내 및 국제특허는 연구실적물로 100%까지 대체할 수 있음

2. 디자인부문 초대전, 기획전, 개인전은 발표 장소에 관계없이 년 1회로 간주함 

3. 뮤지컬보컬방송연기부문은 전문공연장에서의 발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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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사업적 평가조서(개정 2013.09.01)

평가항목
평가

번호
평가내용 산출방법 배점 점수

1.대학발전 

기여

3.11

1)보직

경력

  처단장 보직명: 50

3.12   교무위원  보직명 30

3.13   부설연구소장 보직명: 10

3.14
2)특별

사업단

  단장급 사업단명: 15

3.15   팀장급 사업단명: 10

3.16 3) 각종 위원회 위원
위원회 1건당

위원회명:
10

3.17 4) 대학발전기금 유치
발전기금 유치금액 1백만원당 

유치금액: 
10

2.사회봉사

3.21

1)지역

사회

봉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자문(평가)위원

위원 1건당

위원회명:
20

3.22   외부특강
특강 1건당

특강제목:
20

3.23   정기간행물 기고
기고 1건당

정기간행물명: 
10

3.24 2)교내

봉사

  교양강좌, 특강
1건당

교양강좌, 특강명:
20

3.25   봉사활동 지도교수 봉사활동 단체명: 10

3.26

3)교내

행사

  축제 및 체육대회 참여 1일10점(*교학처 자료) 30

3.27   대학간행물 기고
기고물 1건당

기고내용: 
10

3.28

 대학 공식행사 참여

 ․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  

  식, 대학 자체연수, 기타   

  교직원 공식 모임 등)

교학처 자료를 활용한 참여율 50

봉사업적평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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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협력업적 평가조서(개정 2013.09.01)

평가항목
평가

번호
평가내용 산출방법 배점 점수

1.산학협력

교육활동

4.11   현장실습지도 
 학기당 실습지도 담당교수 1회 10점

 출장승인 회수:      회
50

4.12   졸업생 추수지도
 학기당 담당교수 1회 10점

 출장승인 회수:      회
50

4.13   캡스톤 디자인 지도

 캡스톤 디자인지도 1건당

 산업체 연계 50점, 아닌 경우 25점

 캡스톤디자인명: 

4.14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실적 1건당 

 프로그램명:
50

4.16   학생창업 지도 
 학생창업 성공 1건당 

 회사명:
100

2. 산학협력 

연구활동

4.21   기술이전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된 기술이전 수  

 입액 1백만원당 

 기술이전 수입액:           원 

10

4.22 특허

 국제특허 등록

 등록된 특허 1건당 

 특허명:
200

 특허출원 1건당 

 특허명:
60

 국내특허 등록

 등록된 특허 1건당

 특허명
100

 특허출원 1건당 

 특허명:
40

4.23   교외 연구비 수혜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비 수혜  

 액 1천만원당

 연구비 수혜액:         원

30

4.24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부설연구소 유치 실적 1건당 

 기업체명:
100

4.25   교원 창업
 교원창업 1건당 

 창업회사명:
100

4.26   신기술․제품 인증 
 신기술․제품인증 실적 1건당 

 인증명: 
100

4.27   국가/지자체 사업계획서
 1건당 책임자 50점, 팀원20점

 과제명:

4.28   국가/지자체 사업결과보고서
 1건당 책임자 50점, 팀원20점

 과제명

4.29   국가/지자체 사업참여
 1건당 세부과제책임자 10점

 과제명:

3) 산학협력 

봉사활동

4.31   기술․경영자문
 기업 기술․경영자문 실적 1건당

 기업체명:
50

4.32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가족회사 유치․관리 실적 1건당 

 기업체명:
50

4.33

산학

협력

협약

체결

 대기업
 대기업 MOU체결실적 1건당 

 기업체명:
50

 중소기업
 중소기업 MOU 체결실적 1건당

 기업체명:
20

 기타
 기타 기관 MOU 체결실적 1건당 

 기업체명:
10

4.34   산업체 파견활동
 1개월 이상 산업체 파견실적 1건당

 산업체명: 
20

4.35   산업체 방문 특강
 산업체 방문 특강 실적 1회당 

 특강명(산업체명):
10

4.36   외부기관 장학금유치
 장학금 유치 실적 1백만원당

 유치 장학금액:       원
10

4.37   외부물품기증 및 유치
 외부물품 기증․유치실적 1백만원당

 기여금:            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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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원강의평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질의 수업풍토 조성을 통해 학생의 학습만족도 및 수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

여 교수의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수의 강의 및 실험․실습에 대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방법) ① 강의평가의 방법은 각 교과목의 수강학생이 ‘학생종합정보망’ 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강의평가를 수행할 때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강의평가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타인 명의 도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생의 평가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제3조(유효인정) 강의평가 설문결과는 해당 교과목 수강생의 1/3 이상이 설문에 참여하여 성실히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참여인원이 1/3 미만인 경우에는 업적평가에서 60점만 인정한다.(개정 

20190901)

제4조(평가구분 및 내용) ① 강의평가는 ‘이론’ 및 ‘실험․실습’ 교과목을 동일한 10개의 설문으로 평가한

다. 

   ② 이론 강의 및 실험․실습 수업 평가의 내용은 ‘강의(실습)의 준비성’, ‘강의(실습)내용의 충실성’, 

‘강의(실습)방법의 효율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등 가중치 5점 척도로 구성된 4개 영역의 10개 문

항으로 이루어진다. 

   ③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서의 배점은 ‘매우 그렇다’ 이면 10점, ‘그렇다’ 이면 8점, ‘보통이다’ 이면 

6점, ‘그렇지 않다’ 이면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면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 100점을 최고 

점수로 한다. 

제5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 교과목 별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하며, 한 교과목 당 

2인의 교수가 담당하는 경우 각각의 교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강의평가 설문과 강의 내

용이 부합하지 않는 교과목, 현장실습 형태의 교과목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6조(평가기간) 평가는 매 학기 1회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매 학기 종료 후 2주간에 걸쳐 실시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보관) ① 전산정보실장은 강의평가 종료 후 2주 이내에 전임교수 및 외래강사의 강

의평가서를 취합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로 제출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강의평가의 총괄점수를 산출하여 교수강의 평가 자료로 보관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공개하여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자료로 활용

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교원업적평가 ‘교수학습활동’ 영역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활용한다. 

   ③ 강의평가 결과, 총점 평균이 50점에 미달하는 교과목을 담당한 전임교수에게는 경고를, 2회 연속 

경고인 경우에는 5시간 이상, 그리고 3회 연속 경고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수방법 

개선과 관련한 강의를 수강하도록 한다. (개정20190901)

④ 강의평가 결과, 총점 평균이 50점 이상 60점미만의 점수를 받은 교과목을 담당한 전임교수에게는 

경고를, 2회 연속 경고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그리고 3회 연속 경고인 경우에는 5시간 이상 의무

적으로 교수방법 개선과 관련한 강의를 수강하도록 한다. (개정20190901)

⑤ 겸임교원을 포함한 비전임교원은 강의평가 결과 총점평균이 2회 연속 50점에 미달하거나 3회 연

속 50~60점 미만인 교과목을 담당한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객원교수)은 재임용에서 배제함을 원칙

으로 한다.(개정20190901)

⑥ 시간강사는 강의평가 결과 총점 평균의 50점에 미달하거나 2회 연속 60점미만인 교과목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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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원재임용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 동일 직급

내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전임교원에 대하여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진을 유보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강의 평가의 결과는 담당교수 개인과 교원업적평가 위원회 외에는 공개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강의 우수교수의 선정 및 포상)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전임교원과 시간강사에 한하여 매학

기 강의우수자(학부별 상위 10%이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강의평가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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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강의평가서

20  년도   학기

교 과 목 명 교 수 명
학 생 인 적 사 항

성

별

남 여
학 과/전 공 학 년 성   명

본 강의평가의 목적은 학생 여러분의 학습 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이 강좌의 수업과정을 효

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요령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질  의  내  용 ⓐ ⓑ ⓒ ⓓ ⓔ

강의(실습)

의 준비성

1. 대학교 홈페이지(기타 SNS 매체 포함) 또는 유인물을 통하여 강

의(실습)계획서를 받았으며, 주별 강의계획이 제시되어 있었다

2. 매번 학생출결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강의(실습)시간표대로 수업  

   이 진행되었다.  

3. 교수의 강의준비와 진행은 적절하였다.

강의(실습)

내용의 

충실성

1. 교수는 강의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리 있고 체계적  

   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2. 교수는 휴강 및 결강 시 보강을 실시하였다. 

3. 교수는 수업시간(1시간 50분)을 잘 지켰다. 

강의(실습)

방법의 

효율성

1. 교수는 강의에 관한 열성과 흥미를 보여주었다. 

2. 교수는 강의 중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심과 참여  

   를 유도하였다. 

3. 교수는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재료(기자재)를   

   활용하였다.

평가방법의 

합리성’
1. 교수는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였는가

   학생 본인에 대하여

1. 이 교과목의 수업을 받기 위해 예습과 복습을 했다.

2. 수업 중 의문 내용을 교수님에게 질문을 통해 해결했다.

3.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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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강의 평가서
교무

처장
총장

소   속         계열(과)       전공

교 과 목 구 분

이론(   ) 실습(    )

직   급 교양필수(          )

교양선택(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교직과목(          )

성   명

담당과목

타과지원

학    점 주 당 시 간

평  가  기  준  표

평  가  항  목

총

응답

자수

등급별 응답자수

(배  점) 총

득점
 평점 비  고

A

(10)

B

(8)

C

(6)

D

(4)

E

(1)

 1. 강의(실습)의 준비성

1

2

3

 2. 강의(실습) 내용의 충실성

1

2

3

 3. 강의(실습) 방법의 효율성

1

2

3

 4. 평가방법의 합리성 1

         합   계

* 총득점계산식 :  배점 × 응답자 수 

* 평점계산식 :  총득점 ÷ 총 응답자 수

* 모든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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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폐과교원 신분정리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광동학원 정관 제6장 제1절(교원),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

다) 교원인사규정 제18조, 제33조, 제41조 및 계열․학과 및 전공 개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군

장대학교 교원 중 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과원 교원이나 폐지된 학과 및 계열 소속된 교원의 신분 정

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3.01)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다른 법령 및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모든 정

년트랙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강의전담교원 및 산학협력집중교원), 비

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명예교수) 모두에게 적용된다.(개정 2014.03.01)

제3조(용어정리)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폐과 교원 : 폐과교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광동학원 정관 제39조 및 본 대학교 학과․계열 및 전공 

개폐 규정에 의거 학과가 폐지되어 차년도 신입생 정원을 부여받지 못한 학과 및 계열에 속한 교

원 또는 대학교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같거나 비슷한 여러 학과나 전공을 폐지하거나 합쳐서 하

나로 만드는 학과 통폐합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과원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4.03.01)

   2. 신분정리 : 신분정리라 함은 폐과 교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말한다. 

제4조(신분정리) ① 폐과 교원의 신분정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직권면직은 사립학교

법 제56조에 의거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폐과 교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분을 정리한다.

     1. 폐과 교원은 직권면직을 통한 조기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년 3년 이내인 교원에게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2. 폐과 소속 교원 중 정년이 3년 이내로 남은 교원은 교양학부로 재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교양   

     학부에 재직 가능한 교원은 5명으로 제한한다.

     3. 폐과 소속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 교원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단,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강의를 맡

을 수 있다.

     4. 폐과 교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03. 18) 

     5. 폐과 교원은 학과 폐지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신설학과에 재배치할 수 없다.

     6. 폐과 교원은 학문분야의 유사성이 높은 학과의 전공 분야로 전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절

차에 따라 소속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원 소속학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03.01)

     7. 폐과 교원의 시간 확보를 위하여 유사학과나 교양교과에서 교육과정상 위배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개정 2014.03.01)

     8. 전공전환교육을 마친 교원은 전과할 수 있다. 단, 전공전환 교육 중에는 학과 배치를 불허한다.

제5조(전공전환) ① 전공전환은 폐과 및 학과 통폐합에 따라 전공전환이 필요한 교원이 석사나 박사과

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공전환이 필요한 경우 재교육에 의한 학위취득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학

위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사립학교법’ 56조에 근거하여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전공전환 교육을 위한 대상 및 지원방법, 전공전환 후 소속학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03.01)

제6조(편의제공) 폐과 교원이 타 대학 전출 및 기타 직장으로 전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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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며, 201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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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공전환교육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열·학과 및 전공 개폐에 관한 규정 제7조, 폐과교원 신분정리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학과의 정원감소로 인한 잉여교원인력에 대해서 사회적 수요와 

경쟁력 있는 학과로의 전공전환을 독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인력의 퇴출을 최소화하여 구성원의 신분

상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학과의 교원을 내부에서 우선 확보함으로써 최소비용

으로 학교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전공전환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3.01)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다른 법령 및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모든 정

년트랙전임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개정 2014.03.01)

제3조(정의) 교원의 전공전환 교육은 석사나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 전공전환 교육 대상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로서 전공전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

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1. 교원 중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이행 및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전공전환 교육 수료 후 최소 3년 이

상 타 학과에서 전공분야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원(개정 2014.03.01)

    2. 정원조정 혹은 학과 폐과 대상으로 확정된 학과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현재의 전공과 전문지식으  

 로 신설학과나, 타 학과에서의 강의가 불가능한 교원

제4조의 2(전공전환 신청절차) ① 총장은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전임교원의 전공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전공전환 신청을 공고한다.(신설 2014.03.01)

   ② 전공전환을 원하는 교원은 전공전환신청서(별지서식)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신설 2014.03.01)

제4조의 3(전공전환 대상자 심의) ① 총장은 신청서를 접수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03.01)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교원업적평가 점수, 전공의 

연계서, 전공전환 교원의 필요성, 신청자 소속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03.01)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전공전환 대상자를 확

정·시행한다.(신설 2014.03.01)

제5조(편의제공) 총장은 전공전환 교육을 위하여 수업시간 조정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 전공전환 교육 중인 교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03.01)

     2. (삭제 2014.03.01)

     3. (삭제 2014.03.01)

     4. 소속학과가 있으나 책임강의시수가 미달되는 경우는 보수를 차등지급하고, 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4.03.01)

     5. 소속학과 및 담당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은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

설 2014.03.01)

     6. 소속학과가 있고 책임강의시수가 있는 경우에는 현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14.03. 

01)

제7조(지원방법) 전공전환에 필요한 재교육에 대한 지원방법과 수준은 매년 구조조정위원회(기획위원회)

에서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1. 전공전환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6조 제4호의 경우에는 전공전환 

관련 대학원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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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6조 제5호의 경우 전공전환 교육 기간(최대 5학기)에 책임강의시수를 조정하되, 책임강의 시

간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4.03.01)

제8조(교육비용) ① 제6조 제4호의 전공전환 교육 대상 교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교육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과정 기간 지원금액 비고

석사학위 4학기
국립대학 대학원 해당 또는 유사 학과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권역내 4년제 국립대학

박사학위 5학기
국립대학 대학원 해당 또는 유사 학과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권역내 4년제 국립대학

   ② 총장은 매년 전공전환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③ 전공전환 교육 지원금의 지급은 1회에 한한다.

제9조(불이익) ① 전공전환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공전환계획서 상에 명시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 방법 및 수준에 대해서는 해당교수와 기획위원회가 협의하여 전공전환교육계

약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결정한다.

   ② 제4조 1항에 해당되어 전공전환 교육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03.01)

   ③ 제4조 2항의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 재임용, 재계약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폐과교

원신분정리시행세칙’에 의거 3년 경과 후에도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학과배치) 전공전환 교육 수료 후 학위를 취득한 교원이 배치될 수 있는 계열 및 학과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해 교원 배치 후 전임교원 교원확보율이 70% 미만인 계열 및 학과(개정 2014.03.01)

    2. 전공전환교육신청서에 기재한 전공 및 학문과 유사한 계열 및 학과

제11조(절차) (삭제 2014.03.0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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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원 연봉제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군장대학교 계약제임용교원인사규정에 준하여 교원의 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공정하고 합리

적인 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2003년 01월 0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계약제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전임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총장이 탁월한 업적 보유자를 영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특별연봉

을 책정 할 수 있다. 단, 특별연봉은 기본연봉의 200%를 상회할 수 없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과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 이라 함은 교원 개인에게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연간 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제 수당” 이라 함은 연구수당, 보직수당, 초과강의수당 등이 있으며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해당

교원에게 지급된다.

    4. “월 급여”라 함은 기본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월 급여를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무일수”라 함은 발령일을 포함해서 재직한 일수이며 휴무일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보수의 체계) 교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제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2(책임강의시수 미달교원의 보수)

책임강의시수를 미달한 교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감액할

보수의 종류

미달시수

(주당)
감액반영 비율 감액내용 비고

기본연봉 미달시수
0.7x (미달시수

/강의 책임시수)

강의 책임시수 미달 학기당

기본연봉을 해당비율에 

따라 감액

제5조(지급방법) 월급여와 제 수당은 매월 17일 지급하되,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직 전일에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본연봉의 계산) ① 연봉의 계산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② 신규임용, 휴 복직 및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시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다. 단 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당월 분 급여를 지급한다.

   ③ 일할 계산 시 일당 기준 액은 월의 구분 없이 월 급여를 30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7조(휴직 및 징계중의 보수) 휴직중이거나 징계중인 교원의 보수는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서 정한 바

에 의한다.

제 2 장  적 용 및 평 가

제8조(신규채용시의 급호) ① 계약제 전임교원의 직급 및 급호 배정에 대해서는 [별첨 1]의 기준이 정

함에 따른다.

   ②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중의 연봉은 [별표 1]의 기준이 정함에 따르며, 계약 기간동안의 

연봉 조정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급호의 승급) ① 계약제 전임교원은 특별 사유가 없을 시 매년 1호급의 승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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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약제 전임교원의 승진에 따른 급호는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시에만 1호급을 추가한다.

제10조(제 수당등) ① 계약제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직급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학교 행정 조직상의 직책을 보임 받은 교원에게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③ 계약제 전임교원, 강의전담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경우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

여 강의할 경우 초과 강의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기타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원의 보수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또는 기타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1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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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원 연구년 시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군장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교수의 

연구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우리대학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수가 우리 대학교를 제외한 국내 

및 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수로서의 일상업무 

수행의무를 면제받은 기간을 말한다.

제3조(기간) 연구년의 허가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단 총장의 허가를 받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격) 연구년 교수는 우리대학교 전임교수 임용 후 근무연수가 7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때까지 잔

여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인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인원의 제한) 연구년 교수의 총수는 한 학기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신청) 연구년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학부장 추천서

    2. 연구년 활동계획서

    3. 연구수행기관의 동의서 또는 증빙자료(단, 선정후 제출)

제7조(선발) 연구년 교수의 선발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연구년 기간 중 급여) 연구년 기간 중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등으로 한다.

제9조(지원금) 국외 연구의 경우에는 3,000천원을 지급한다.

제10조(의무)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수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제한) ①휴직중인 교수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교수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취소) 총장은 연구년의 허가를 받은 교수가 그 기간 중에 목적 활동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연구

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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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 추천서

     다음과 같이      학년도 연구년 해당자로 추천합니다.

    피추천인 :                                      학부(학과)             전공

                                         직급 :                 성명 :            (인)

  □ 추천이유 : 

                                                 추천인     학부장              (인)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215 -

연구년 활동 계획서

     다음과 같이      학년도 연구년 기간 중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학부(학과)

                                                직급 :        성명 :         (인)

  1. 연구년 활동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간)

  2. 연구기관명 :

  3. 연구과제명 : 

  4. 활동계획 : (개조식으로 기술)

  5. 향후 활용 또는 발표 계획

  6. 기타사항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1) 연수기관 확인서 첨부

    (2) 기재란이 부족할 시는 별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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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 활동 결과보고서

     다음과 같이      학년도 연구년 기간 중 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학부(학과)

                                                직급 :        성명 :         (인)

  1. 연구년 활동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간)

  2. 연구기관명 :

  3. 연구과제명 : 

  4. 활동내역 : (상세하게 기술)

  5. 활동결과 평가 및 향후 결과 활용 또는 발표 계획

  6. 기타사항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기재란이 부족할 시는 별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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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의전담 연봉계약제 전임교원임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강의전담 연봉계약제 전임교원 임용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주로 강의를 전담하고 일정기간동안 근무조건과 보수 등 필요한 사항

을 따로 정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임용자격 및 임용구분)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

자격기준을 준용하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제4조(임용권자)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임용은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

이 임용한다.

제5조(배정 및 임용절차) ①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본교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하여 각 학부(과)별로 인원

을 배정한다.

   ②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거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채용 및 수시채용 할 수 있다.

    1. 해당전공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

    2. 해당전공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인정되는 경우

    3. 해당전공분야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제6조(임용기간)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임용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단, 강의전담 

정교수의 임용기간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임용계약의 해지) ① 임용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연장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은 계약종료일에 자동 해지된다. 

   ② 임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임용계

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임용계약) ① 임용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개별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계약기간

    2. 적용직급(연봉금액)

    3. 계약조건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구비서류)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복무)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1.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주당 12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2. 방학기간 중에도 계절수업, 특별강의 또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다.

    3.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촉탁 또는 위촉시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제반 학사운영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서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처우) ①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직급, 보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교원연봉제운영규정 

중 별첨의 규정이 정함에 따르되, 교원의 사회경력, 교육경력 등을 고려한 별도의 대우는 총장의 결

재를 득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강의전담 전임교원은 계약기간동안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상 처우를 받는다.

제12조(보수)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계약하여 12개월에 나누어 균등 지급하고, 초과수

당의 지급은 전임교원에 준한다. 

제13조(시행세칙) 기타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

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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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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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겸임 ․ 초빙교원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 겸임 및 초빙교원을 임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겸임교원”이라 함은 겸임교수, 겸임부교수, 겸임조교수를 말한다.(개정2015.06.11)

    2. “초빙교원”이라 함은 초빙교수, 초빙부교수, 초빙조교수를 말한다.(개정2015.06.11)

    3.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직위해제 및 면직 등을 말한다.

    4. “산업체”라 함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교수자격인정심사 준칙

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 범위에서 정하는 기업체, 산업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정부 또는 공

공단체가 출연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5. 공인된 시험에 의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한 자도 산업체의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

    6. 활용기관장이라 함은 겸임 또는 초빙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실험실습, 실기 과목이 개설된 학부

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7조 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18조에 정한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개정2015.06.11)

    1.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3년 이상)하고 있는 현직자

    2.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3.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4. 임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당 3시간 이상 강의할 수 있는 자

   ② 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4호에 정한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개정2015.06.11)

    1.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등에서 당해 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개정2015.06.11.)

    2. 피부미용 등 특수한 교과의 경우 교수자격 기준에 미달하나 당해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여 전문

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

   ③ 직명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특수교과의 경우는 경력, 전문가로서의 공인정도 등을 고려

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용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직  명  별 자  격  기  준 산업체경력

삭제(2015.06.11.) 삭제(2015.06.11.)
삭제

(2015.06.11.)

겸임․초빙 조교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교수자격기준의 전문대학 조교

수 자격기준에 해당자

3년 이상

(2015.06.11.)

겸임․초빙 부교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교수자격기준의 전문대학 부교

수 자격기준에 해당자
9년 이상

겸임․초빙 교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교수자격기준의 전문대학 교수 

자격기준에 해당자
14년 이상

   ④ 제3항의 산업체 경력은 당해 전공분야 또는 유사 전공분야의 직무에 종사한 통산경력을 말한다. 

제4조(임용) ① 겸임․초빙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 한다.

   ② 겸임․초빙교원은 활용기관장의 추천에 의하거나 공개초빙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③ 활용기관장이 겸임․초빙교원의 임용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임․초빙교원 임용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겸임․초빙교원 활용계획서 1부

    3. 이력서 1부



- 220 -

    4. 본인의 동의서 1부

    5. 경력증명서(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포함) 1부

    6. 산업체 장의 겸임교원 임용동의서(초빙교원 제외) 1부(개정2015.06.11.)

   ④ 겸임․초빙교원을 공개초빙 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기간) 겸임․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연단위로 하되, 재임용 가능하다. 단, 임용기간 만료 후 재

임용 제외자는 당연 퇴직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직무 등) ① 겸임․초빙교원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본 대학교의 강의, 실험실습, 실기등의 교과목 수업담당

    2. 본 대학교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기타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② 겸임․초빙교원은 주당 최소한 3시간 이상의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③ 겸임․초빙교원은 본 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겸임․초빙교원에게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면직) ① 겸임․초빙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1. 겸임교원이 재직중인 산업체에서 면직된 때

    2. 제6조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활용기관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활용기관장은 총장에게 면직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 ① 겸임․초빙교원에게 소정의 수당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

다.

제9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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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객원교수 ․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 학칙 제6조 3항에 정한 객원교수․석좌교

수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객원교수는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대학, 산업체, 국책연구소, 권위있는 전문기관 또

는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전․현직 사회 저명인사로 한다.(20181025)

   ② 석좌교수는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특정 학문 또는 연구 활동을 통하여 대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2. 대학, 산업체, 국책연구소, 권위있는 전문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탁월한 업

적을 이룬 전․현직 저명인사  

    3. 기타 석좌교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제3조(위촉) ① 객원교수․석좌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학부에서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

다.

   ②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객원교수․석좌교수로 위촉된 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객원교수․석좌교수는 학년 단위로 위촉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②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지정된 석좌교수 위촉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③ 위촉기간의 갱신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한다.  

제5조(위촉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객원교수․석좌교수로 임명 

또는 재임용 할 수 없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자

    2. 결강이 잦은 자

    3. 강의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교수능력이 부족하여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좋지 않은 자

    4.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강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

    5. 기타 총장이 객원교수․석좌교수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제출서류) 객원교수․석좌교수 위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해당 학부장 추천)

    2. 이력서

    3. 학력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4. 주민등록등본

    5. 경력증명서

제7조(임무) ① 객원교수․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연구

  2. 특별 강의 및 세미나

  3.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② 객원교수․석좌교수 담당시간 수는 주당 12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처우) ① 석좌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객원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81025)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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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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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각급 조교 임용에 따른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교의 구분) 학사행정의 필요에 따라 연구조교(연구원), 실험실습조교 및 사무조교(이하 “조교”

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정원) ① 연구조교(연구원)는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연구소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실험실습조교는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학과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학부 및 학과, 필요한 부서에 사무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조교의 임무) ① 연구조교(연구원)는 소속 기관장이 부여한 연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② 실험실습조교는 해당학과 교원의 실험실습에 관한 수업 및 학생 실험을 보좌한다.

   ③ 사무조교는 해당학과 교원의 연구 및 학사업무, 해당부서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5조(조교의 자격) ① 연구조교(연구원)는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에 2

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② 실험실습조교는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20181025)

   ③ 사무조교는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한다. 

제6조(임용절차) ① 연구조교(연구원)는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 계약한다. 단, 교육법 

및 본 대학교 법인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실험실습조교 및 사무조교는 소속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 계약하고, 해당 부서의 경

우에는 부서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용 계약한다. 

제7조(임용기간) ①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무

가 필요한 자는 그 임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교의 임용은 매학년 초에 갱신 임명하되,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구비서류) 조교의 임용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규임용

    1. 조교임용 승인 신청서

    2.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3.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4. 사용부서장의 추천서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임용

    1. 조교임용 승인 신청서

    2. 사용부서장의 추천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보수) 조교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면직) 본 대학교의 조교로서 다음 각 1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 학칙, 제규정 및 상사의 지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1조(관리부서) 조교의 임용에 관계되는 사항은 교학처 교무계에서 관장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의 조교임용에 관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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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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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직원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에 대한 학내 및 외부의 포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한 심사 및 결정을 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교학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직계상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 대상자 선발 및 공적심사

    2.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심의절차) ① 각 부서장은 공적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대상자의 공적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적심사 요구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공적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에 대하여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시 고려사항) ① 포상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엄정을 기하여

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표창 훈격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의 질적․양적인 면에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3. 표창으로 그 공적이 사회 또는 교육발전에 미치는 효과

    4. 훈격이 표창자의 신분 및 공적에 비추어 합당한지의 여부

    5. 기타 사항(근무연수, 근무부서, 근무분야, 연령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 의결 중이거나 징계종료 처분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운영세칙) 운영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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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서식>

공  적  조  서

소        속              

성        명                 (한자)                 핸드폰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전 화 번

호

공적사항(6하 원칙에 의거)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위명  ○    ○    ○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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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학위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위검증이라 함은 검증대상자의 채용, 입학, 기타의 과정에서 검증대상자가 제출한 학위의 진정

성을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학위의 진정성이란 검증대상자가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위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기관

이 발급한 학위로서, 검증대상자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학위를 수여받은 사

실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전항의 학위의 진정성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적법성 여부, 정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또

는 인정 여부를 포함한다. 단, 인증 또는 인정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통상적인 관례,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 위원회가 판단한다.

    4. 검증 대상자라 함은 재직 중인 교직원, 신규 교직원 임용 후보자, 입학생(편입과 재입학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말한다.

    5. 1차 조사라 함은 학위취득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6. 2차 조사라 함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또는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위취득의 사실관계 여부를 검증하는 공식적인 조사 및 판단을 의미한다.

    7. 학위조회 서비스라 함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검증대상자가 보고한 학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8.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후속조치)라 함은 학위검증 결과에 따라 검증대상자의 임용취소, 입학취소 

기타 공사법상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학위검증의 사유) 학위검증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보, 문제의 제기, 또는 의혹이 

있거나, 기타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이력서 및 각종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

    2.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학위가 취소된 경우에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

지 않고 사용한 것

    3. 위조 또는 변조된 학위기를 입학, 채용 등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4. 해당국가에서 적법하거나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은 학위를 사용한 것

    5. 해당 학위를 수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여받은 학위를 사용한 것

제 2 장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검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위검증 절차에 의한 1차 및 2차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학위검증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처장을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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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제2차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학 위 검 증

제8조(학위검증 절차) ①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취득 관련 보고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

며, 해외학위 취득에 대하여는 최소한 1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1차 조사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학위조회 서비스로 

갈음할 수 있으며, 총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학의 관련 부서에 학위검증 업무

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보자의 추가 제보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2차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차 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2차 조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제

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2차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

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제2차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보방법) ① 제보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간사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조사 착수 및 기간) ① 위원회가 2차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제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2차 조사위원회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검증절차를 완료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제2차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

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제2차 조사위원회는 검증대상자·제보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검증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적, 면직, 징계, 학위취소 및 임용거

부 등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판정) ① 제2차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통해 조사내용 및 결

과를 확정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차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최종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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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건부 신규임용 및 입학허가) ① 학위검증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검증대상자의 교육, 연구 

및 학습활동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조건부로 검증대상자의 신규임용 및 입

학을 허가할 것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이 허위라고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제적, 면직, 징계, 학위취소 및 임용거부 등을 총장에

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검증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는 학위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검증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검증대상자의 학위의 진정성이 판명된 경우 검증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검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

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공개 원칙 및 정보공개 청구권) ① 최종보고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검증대상자 및 제

보자는 최종보고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 보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제2차 조사위원회로부터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검증대상자의 학위취득이 허위라는 제2차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 및 이에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이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1차 조사결과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학위검증 결과를 검증대상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차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검

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 ① 검증대상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검증대

상자 및 제보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1조(경비) 본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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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내 모든 전임교원, 직원에 대하

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

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

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

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산학협력단장, 창조교육개발원장이 되고,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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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지원기관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

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 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창조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

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

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

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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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

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

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

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

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

원 과반수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

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

여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창조교육개발원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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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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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5장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대학교의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소집 및 의결)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는 직무 대리자가 업

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조(심의)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사무처리) 교수회의 각종 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은 교학처에서 주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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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3조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단장, 학부장 및 부속기관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소집 및 의결)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교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조(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의 일을 연구, 심의한다. 

    1. 학사와 관련된 중요한일

    2. 총장이 부의하는 일

    3. 기타

제5조(사무처리) 교무위원회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은 교학처에서 주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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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논문집발간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논문집(이하“논문집”이라 한다)의 발간에 있어서 논문의 투고, 심사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논문집의 발간은 창조교육개발원에서 주관 한다.

제3조(논문집) 논문집의 명칭은 “군장대학교 논문집(Thesis Collection of Kunjang University College)”

이라 칭하고 발간순서에 따라 “제○집”으로 표시한다.

제4조(발간회수) 논문집은 년 1회 이상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집발간위원회

제5조(발간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7명 내외로 구성하는 논문집발간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창조교육개발원장이 겸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

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논문 청탁 ․ 편수의 결정과 배정

    2. 논문의 심사․게재 여부 결정

    3. 논문집의 편집

    4.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0조(논문의 심사) 제출된 논문은 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제11조(서무 등)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 서무는 창조교육개발원에서 관장한다.

제 3 장  투 고 

제12조(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에 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의

하여 겸임교원 ․ 초빙교원․ 시간강사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의 접수) 논문은 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그 마감 시기는 당해연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게재 논문) 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타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으로서 1인 2편 이내로 

한한다.

제15조(원고) ① 원고는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하며 국문인 경우에는 외국어 초록을, 외국어인 경우

에는 국문초록을 원고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초록에는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③ 원고표지에는 제목, 필자명, 소속학과, 직급을 국문과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원고작성) ① 원고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출력된 원고와 이를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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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원고의 체제) ① 논문집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음과 같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 원고는 가로쓰되 띄어 써야 한다.

    2. 외국어(영․일본어 등)는 인쇄체로 표기한다.

    3. 논문명과 집필자명은 외국어로 표시한다.

    4. 그림,그래프 등의 도면은 그대로 동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정확히 표기한다.

    5. 논문의 목차를 명시한다.

    6. 참고한 서적 또는 논문의 인용표시(저자명, 서적 또는 논문명, 출판사, 발간년도, 인용 또는 참조

면수)를 정확히 한다.

   ② 원고집필은 군장대학교 논문 집필요령에 따른다.

제18조(교정)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정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초교와 최종 교정은 원고 제출자가 

보아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9조(발간경비) 논문집 발간 경비는 교비중 논문집 발간예산에 의해 충당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논문집발간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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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0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본 대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2.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

    3.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4. 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사정방법, 모집인원 배분 등 입학전형관리에 있어서의 주요사항

    5. 입학정보의 개발과 홍보방법 개발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직원, 산업체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7인 이상의 인원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리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정족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

리한다.

제6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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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학공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학칙 제21조에 의거 입학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본 대학교 입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전형 준비에 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에 대한 사항

    3. 인원미달시 보충방안에 관한 사항

    4. 입시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자체감사관련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

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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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계열·학과 및 전공 개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발전계획

에 따라 대학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열․학과 

및 전공의 신설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이하 “학과 개편”이라 한다)이란 계열․학과 및 전공의 통합, 분리, 

변경, 모집중지, 폐지를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 개편 : 학과의 정원조정, 신설, 통합, 모집중단, 폐지, 변경 등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확보하

는 것을 말한다.

    2. 정원 조정 :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 증원 또는 감원을 말한다.

    3. 학과 신설 : 기존에 없던 교육편제단위가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과 통합 : 기존 2개 이상의 교육편제단위를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5. 학과 분리 : 기존 1개의 교육편제단위로부터 2개 이상의 교육편제단위로 나눠지는 것을 말한다.

    6. 학과 변경 : 교육편제단위의 명칭변경(학과명 변경, 소속단과대학 변경 등)을 말한다.

    7. 모집 중지 : 학칙 제4조에 규정된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것을 말하며, 

‘학과 폐지’ 전 단계이다.

    8. 학과 폐지 : 모집 중단 후 학생정원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학과개편의 원칙) 학과개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2. 본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정책 수행

    3. 정부의 대학평가(정부재정지원사업 등) 반영

    4.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영

제4조 (학과개편 절차) 학과개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개편 대상 선정 및 계획(안) 수립

    2. 대상 학부, 계열․학과 및 전공 의견 수렴

    3. 교무위원회 심의

    4. 대학평의원회 심의

    5. 총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

    6. 결과 통보 및 관련 부서 후속 조치 수행

제5조(입학정원 조정) ①학과 및 계열 입학정원은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과 및 계열 입학정원은 소속 교원 1인당 15명을 기준으로 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아 1인

당 기준을 15명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4년제 학과인 간호학과와 3년제 학과인 유아교육과, 물

리치료과는 학과평가는 실시하되, 입학정원 조정은 하지 않는다. ④학과 및 계열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학과평가는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시행하되, 학과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신입생경쟁률

    2. 신입생충원율  

    3. 재학생 충원율 

    4. 중도탈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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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졸업생취업률

    6. 운영차익

    7. 공헌이익

    8. 산․학․관 협력 실적 

      ⑤평가순위 하위 1~4위인 학과 및 계열은 전 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최대 20%를 감축할 수 있

다. 

      ⑥평가순위 하위 5~7위인 학과는 전 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최대 10%를 감축할 수 있다. 

      ⑦감축된 인원은 신설학과 및 기존학과 증원에 배정한다. 

      ⑧학과 및 전공의 최소인원은 20명으로 한다. 

      ⑨충원율이라 함은 정원 내 인원을 말한다.

제6조 (학과개편 기준) ①계열․학과 및 전공의 신설은 학생모집과 취업에 경쟁력이 있는 전략육성분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신설한다. ②대학의 학과 통합·모집 중지·폐지·변경 대상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2년 연속 신입생 정원 내 충원율이 모집정원의 90% 미만일 때

     2. 당해연도 신입생 정원 내 충원율이 80% 미만인 경우

     3. 재학생 정원내 충원율이 현저히 저조(50% 미만)하여 정상적인 강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대학교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계열․학과․전공을 통폐합해야할 때

     5. 계열․학과 교수회에서 계열․학과의 폐지를 신청할 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학특성화 등 본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계열․학과 및 전공의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계열․학과 및 전공 폐지 절차)①제4조에 의거 계열․학과 및 전공의 폐지는 매년 4월말(1학기 등록 

마감 후) 실시한다. ②교학처장은 당해 연도 학과․계열 및 전공별 신입생 등록현황 및 재학생 등

록현황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교학처장은 제2항의 학생 등록현황을 토대로 교무위원

회에 계열․학과 및 전공 폐지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④계열․학과 및 전공의 폐지 여부는 교무위

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8조 (학과개편에 따른 교원 및 학생의 지원)①폐지된 계열․학과 및 전공 소속 교원은 내부적 기준 및 

법적기준에 의거 신분을 정리한다. ②폐과에 따른 해당 교원의 신분정리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폐지된 계열․학과 및 전공의 차기년도 신입생은 모집․선발하지 아니한다. ④계열․학
과 및 전공의 폐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계열․학과 및 전공의 재학생 및 복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폐지된 계열․학과 및 전공의 수업은 유사학과와 통합하여 

수업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개설한다. ⑥신설학과의 경우에는 2

년 유예 후 3년차부터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정책적으로 신설, 운영하는 계열∙학과 및 전공의 경

우에 한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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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종전에 사용하던 폐과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2월 07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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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과운영평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과 운영평

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모든 학과 및 계열(이하 “학과”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신설학과의 취업률, 운영차익, 실질교육이익은 전체 학과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개정 

2013.09.01)

제3조(평가 기간 및 시기) ① 평가 기간은 해당 학년도 시작일(3월 1일)부터 종료일(익년 2월 말일)까지

로 한다.

   ② 평가 시기는 전 학년도 학과운영 결과를 근거로 3월 중에 실시한다.

제 2 장   학과평가심의위원회

제4조(평가심의위원회) 평가에 관한 심의는 학과평가심의위원회(이하 “학과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 실

시한다. 

제5조(구성) 학과평가위원회는 행정부서 처․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4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개정 2013.09.01)

제6조(임기)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을 임기로 한

다.(개정 2013.09.01)

제7조(기능) ① 학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 의결한다.

    1. 평가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 및 관련서류

    5. 평가 재심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학과운영계획에 의해 특이할 만한 실천사항

    8. 기타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

   ② 학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평가영역, 평가방법 및 절차

제8조(주관부서) 평가의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한다. 

제9조(평가절차) ① 학과평가위원회는 매년 3월 초 평가 관련 지침을 발표한다.

   ② 각 학과에서는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학과운영계획서를 3월 31일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③ 각 학과는 11월 말(1차) 및 2월 말(최종)까지 학과운영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며, 주관부서는 

제출된 학과운영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부서로 보낸다. 

   ④ 평가부서는 학과에서 제출된 자료와 보관자료를 대조하여 평가한다. 학과자료와 평가부서 자료가 

상이한 경우, 관련서류를 근거로 평한다.



- 244 -

   ⑤ 평가부서는 평가한 자료를 주관부서로 12월 10일(1차) 및 3월 15일(최종)까지 제출한다.

   ⑥ 학과평가위원회는 주관부서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심의하여 12월 20일(1차) 및 3월 31일(최종) 이

내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영역) ① 평가영역은 학과의 현재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과 재무경쟁력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경쟁력 영역의 평가지표는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중도탈락률, 졸업생취업률, 실습강의

비율, 산학협력체결 정도로 구분하고, 재무경쟁력 영역의 평가지표는 운영차익, 실질교육이익으로 구

분하여 평가한다.(개정 2013.09.01)

   ③ 평가지표별 평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3.09.01)

     2. 신입생충원율 : 교학처

     3. 재학생충원율 : 교학처

     4. 중도탈락률 : 교학처

     5. 졸업생취업률 : 산학협력처

     6. 실습강의비율 : 교학처 

     7. 산학협력체결 정도 : 산학협력단

     8. 규정미준수여부 : 교학처 (20180124)

     9. 운영차익 : 행정안전지원처

     10. 실질교육이익 : 행정안전지원처

제11조(의미) 평가지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3.09.01)

     2. 신입생충원율 : 학생 모집 관점에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 중 신입생들의 학과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교육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  

     3. 재학생충원율 :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과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동 지표

가 양호하면 미래 일정운영수익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4. 중도탈락률 :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전공 및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5. 졸업생취업률 : 학생의 측면에서 학과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외부에서 보는 해당학과 학

생들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해당 학과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의미한다.  

     6. 실습강의비율 : 전문대학의 교육목표인 전문직업인 양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과 운영상 경쟁

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7. 산학협력체결 정도 : 지난 1년간 학과의 산학협력 체결건수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체와 산학협

력을 통한 졸업생의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한다. 

     8. 규정미준수여부 : 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학과를 운영하는지를 판단한다.(20180124)

     9. 운영차익 : 학과의 재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운영차익이 높으면 학과 운영

이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10. 실질교육이익 : 교육을 직접 생산하는 원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학과의 실질 교육 경쟁력이 

높으면 학교전체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12조(영역별 평가배점) 영역별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경쟁력 : 210점

     2. 재무경쟁력 :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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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식) ① 평가지표별 배점 및 세부 산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01.)(20180124)

영역 배점 지  표 세 부   산 식

교육

경쟁력

(210점)

40 신입생충원율 등록인원/입학정원

40 재학생충원율 재학생 수/편제정원

30 중도탈락률 제적학생 수/재적학생 수

40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수/취업가능 졸업자 수

20 실습강의 비율 실습강의 학점/전체 이수학점

20 규정미준수여부 건당 5점 감점

재무
경쟁력
(90점)

45 운영차익 학과별 운영수익 배부액 - 학과별 운영비용 배부액

45 실질교육이익
학과별 등록금 수입 - (학과별 교원인건비+장학금, 

실험실습비+감가상각비)  

    ② 재학생충원률은 모집단위별 최근 3년간 입학  정원 증원 및 감축에 따라 재학생충원율에서 평균 

    1명당 1%씩 가감하여 점수별 분포를 정한다.(신설 2013.09.01)

제14조(평가방법)  평가영역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교육경쟁력은 지표별로 다음과 같이 학과별 지표값을 도출한다.(개정 2013.09.01) (20180124)

구분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취업률

(%)

실습강의비

율(%)

산학협력체

결정도(%)

규정미준수

(건수)

A과 62.5 96.2 7.9 60.6 23.5 66.7 2

B과 100 133.3 1.7 76.5 30.4 100 2

   2. 학과별 운영수입/운영비용 배부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구분
재학생

수
교원수

등록금

수입

기타

수입

운영

수입
인건비

관리

운영비

연구

학생비

교육

외비용

운영

비용

A과 75 2 385,030 87,644 472,674 242,786 118,094 178,995 17,682 557,558

B과 100 3 585,548 120,859 706,407 270,881 149,610 131,877 23,577 575,944

   3. 학과의 전반적인 재무경쟁력을 판단하는 재무경쟁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학과
운영차익 실질교육이익

지표값 지표값

A과 -133,763 -3,890

B과 -322,735 276,829

   4. 도출된 지표값을 기준으로 별첨 [표]에 근거하여 지표별 점수분포도를 만든다. 

   5. 학과 경쟁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최종 평가값을 산출한다.(개정 2013.09.01)

구분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취업률

실습강

의비율

산학협력

체결정도

운영

차익

실질교

육이익
총점

A과 31.3 48.1 27 30.3 4.5 4.5 40 40 225.7

B과 50 50 30 38.3 4.5 4.5 40 40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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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평가활용) ① 평가결과는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재계약), 승진, 보

직, 포상 등에 활용한다.

   ② 재임용(재계약) 대상자를 위한 학과운영평가 결과는 1차 결과를 활용하며, 승진 등을 위한 학과운

영평가 결과는 최종결과를 활용한다.

   ③ 평가결과는 매년 학과 및 계열 입학정원을 조정하는데 활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09.0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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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영역별 지표, 지표별 배점, 점수별 분포(개정 2013.09.01)

평가영역 지표 배점 점수별 분포

교육경쟁력
(210점)

1. 입학경쟁률 0 (삭제2013.09.01)

2. 신입생 충원율 50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률의 1/2

3. 재학생 충원율 50 모집단위별 재학생 충원률의 1/3

4. 중도 탈락률 30

30.0점 : 0%～5% 
27.0점 : 6%～10%
24.0점 : 11%～15%
21.0점 : 16%～20%
18.0점 : 21%～25%
15.0점 : 26%～30% 
12.0점 : 31%～35%
 9.0점 : 36%～40%
 6.0점 : 41%～45%
 3.0점 : 46%～50%
 0.0점 : 50% 이상

5. 졸업생 취업률 50 모집단위별 졸업생취업률의 1/2

6. 실습강의 비율 15

15.0점 : 91%～100% 
13.5점 : 81%～90%
12.0점 : 71%～80%
10.5점 : 61%～70%
 9.0점 : 51%～60%
 7.5점 : 41%～50% 
 6.0점 : 31%～40%
 4.5점 : 21%～30%
 3.0점 : 11%～20%
 1.5점 : 19%～10%
 0.0점 : 10% 미만

7. 산학협력
체결 정도

15

15.0점 : 400% 이상
13.5점 : 360%～400% 
12.0점 : 310%～350%
10.5점 : 260%～300%
 9.0점 : 210%～250%
 7.5점 : 160%～200%
 6.0점 : 110%～150% 
 4.5점 : 61%～100%
 3.0점 : 11%～60%
 1.5점 : 10% 미만

재무경쟁력
(90점)

1. 운영차익 45

45점 : 상위 1～3위
40점 : 4～6위
35점 : 7～9위
30점 : 10～12위
25점 : 13～15위
20점 : 16～18위
15점 : 19～21위
10점 : 22～24위
5점 : 25위 이상 

2. 실질교육
이익

45

45점 : 상위 1～3위
40점 : 4～6위
35점 : 7～9위
30점 : 10～12위
25점 : 13～15위
20점 : 16～18위
15점 : 19～21위
10점 : 22～24위
5점 : 25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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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학과평가심의위원회 규정(개정 2013.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함) 학과평가심의위원회의(이하 “학과평가위원회”

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개정 2013.09.01)

제2조(기능) 학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9.01)

   ① 학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평가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 및 관련서류

     5. 평가 재심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학과운영계획에 의해 특이할 만한 실천사항

     8. 기타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

제3조(구성) 학과평가위원회는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

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한 4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개정20130901)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5조(사무처리) 학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학처에서 주관한다.(개정 2013.09.01)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8조(운영세칙) 학과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과평가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3.09.0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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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 제33조 및 학사운영 규정 제22조에 따

라 교육과정이 사회적 환경변화와 산업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학생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책임과 권한)  ①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편성안 검토 및 심의의뢰

    3. 교육과정 변경관리

   ②교육과정 운영의 관련부서는 각 학과(계열)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편성안 작성, 검증 및 타당성 확인

    2. 교육과정 변경요청

    3. 학과(계열)단위평가위원회 운영

   ③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설계 및 변경사항 검토

    2. 교육과정편성안 심의

제 2 장  교육과정 편성 절차

제4조(교육과정 편성의 전제)  ①각 학과(계열)장은 교육과정 편성에 앞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고려

하여 교육과정(안)을 편성하고 이를 기록․유지관리 한다.

    1. 사회변화 추세

    2. 학문 및 산업기술의 변화와 발전

    3. 대학과 학과의 교육목표, 인재상 및 핵심역량

    4.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5. 기 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학생들의 요구사항

   ②각 학과(계열)장은 교육과정 편성시 전항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5조(교육과정편성안 제출 및 심의) ①교학처장은 교육과정 편성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년도 개시 5개

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각 학과(계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학과(계열)장은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과(계열)단위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교육과정편성안(별지 서식)을 학년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학처장은 학과(계열)에서 제출한 교육과정편성안에 대하여 학기구분, 학수구분, 이수방법 등을 

검토한 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④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학처장이 심의 요청한 교육과정편성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통

보한다.

제6조(확정) 심의를 마친 교육과정편성안은 학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당해 각 학과(계열)장 및 전산정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편

성안 제출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과정 개정) ①개설학기 변경, 학점 및 시수의 변경, 이수구분 변경, 교과목명 변경 등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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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교육과정개편안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교육과정개정안 제출 및 심의절차는 교육과정편성안 심의절차와 동일하다. 

   ③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모든 기록은 유지 관리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구분)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②교양교과는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교과목 및 전문교과목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교양필

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③전문교과는 전공영역별로 학술적 연구와 직업적 능력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④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교양선택 교과목 및 전공선택 교과목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과구분별 이수학점) 교과구분별 이수학점은 학과 특성에 따라 운영한다.

   1. 교양교과 : 졸업 소요학점의 5~10%

   2. 전문교과 : 졸업 소요학점의 90~95%

   단,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가감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2019.03.01.)

제10조(별도의 교육과정) ①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9월학기 입학, 산업체위탁교육,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거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다. 교육

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인턴십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점부여에 관

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과정 적용) ①신입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편입학 및 재입학․전입학․복학생은 그 당해 

학년도의 동일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복학생이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수강할 교과목이 기 수강교과목과 중복될 경우 복학 당해 학

년도의 교육과정 중 저학년에 편성된 교과목이나 일반선택을 수강하여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

다. 

제12조(학점이수) ①학점이수는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4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②이론, 실험실습 및 실기교과목의 학점은 1학기 15시간(현장실습은 4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

로 한다.

   ③계절수업으로 6학점 이내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④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76학점(3년제학과는 120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목과 전문

교과목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⑤해당 전공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45학점 이상의 전문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

다.

제13조(학점인정) ①학칙 제34조의 2항 및 제34조의 3항에서 정한 아래의 경우는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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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2. 국내외 대학간 학생교류계획에 의해 취득한 학점

    3.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

    4.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5.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취득한 학점 등

    6. 국내외 인턴쉽에서 취득한 학점

   ②학점인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개강 교과목 확정) 매 학기 이수해야할 교과목은 학기별로 정해진 기간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업방법)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신청 전에 사전 고지한 교과목의 경우 on-line 전용 

또는 off/on-line을 병행한 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16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과정 편성지침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책임의 명확한 부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5 장  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제18조(기록관리)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9조(관련법령)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군장대학교학칙

   2. 군장대학교학사운영규정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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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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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육과정 개발 편성 지침

1. 교육과정 개발

 1) 교육과정 개발 전제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직무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라 필요한 인력유형 및 기술수준 등 산업체에

서 대학에 요구하는 사항 즉 고객만족 개념에 입각하여 고객의 요구(Needs)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

영하는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 개발 원칙

   각 학과(계열) 교육과정은 대학과 학과의 교육목표, 인재상 및 핵심역량에 부합하도록 하며,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여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이 가능하도록 개발․편성되어야 한다. 산업체는 우수한 인재

를 확보하여 고기술, 첨단제품 개발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학생은 기초직업능력과 전

공심화교육을 통하여 전공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역량 그리고 감성을 겸비한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며, 대학은 특화되고 차별화된 교육활동을 통하여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편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졸업 학생 전원 취업을 달성한다는 나름대로의 욕구를 갖고 있다.

 3) 교육과정 개발 전략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타 대학 및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

 • 개발전략(기술수요 조사와 직업군 및 직무군 분석)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

 • 특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현장과의 연계를 담보하기 위해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개발

 • 산업기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upgrade

 4) 교육과정 개발 단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개발위원회가 개발한다. 

  ① 현 교육과정 분석

   이 단계에서는 수요 맞춤형 교육에 대한 현 교육과정의 적절성이 검토된다. 교육과정의 중복성과 

적정성이 검토되며 타 대학 관련학과의 교육과정도 비교 ‧ 분석되어진다.

  ② 산업체 수요 분석

   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은 교육 요구 산업체 요구에 의하여 구성되어져야 하며 이는 직업군 및 직무

군 분석, 산업체 설문조사, 요구내용 분석 및 취업현황 분석 등에 의해 산업체 수요 분석이 이루어

진다.

  ③ 특성화 ‧ 전문화 방안 도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요분석이 이루어지면 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타 대학과 차

별화되는 특성화 및 전문화 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④ 신 교육목표‧교육과정 체계도 작성

     학생의 요구, 교수의 교육 요구, 산업체의 요구, 학생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 육 내용을 추출

한다. 이상의 과정을 종합하여 학과의 새로운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⑤ 신 교육과정 개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목명, 교과목표, 교과목에

서 다루어져야 할 기본 내용 등을 선정한다. 전문 교육에 필요한 공통적 능력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고 직업, 직무, 작업에 관련된 교과 영역을 선택 교과로 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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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구성 …
․ 학과 교수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

․ 교육과정 개발 전략 및 목표의 수립

↓

현 교육과정 분석 …
․ 현 교육과정의 중복성․적정성 검토

․ 타 대학 관련학과와 비교분석

↓

산업체 수요분석 …

․ 직업군, 직무군 분석

․ 산업체 설문조사, 요구 교육내용 분석 

․ 자격증 취득 및 졸업생 취업현황 분석

↓

특성화 ․ 전문화 방안 도출 … ․ 학과 특성화․전문화 방향 설정

   - 전공실무능력 양성 교과목 도출

   - 정보화능력 배양 교과목 도출 

   - 외국어교육 강화  교과목 도출

   - 자격증 취득 강화 교과목 도출

↓

신 교육목표 ․ 교육과정 

체계도 작성

↓

신 교육과정 개발

   

 5)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가. 학과(계열) ‘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학과소속 교원과 산업체 인사 또는 졸업생으로 구성하며, 교

육과정 개발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한다.

   나. 사회구조의 변화, 교원의 교육 요구, 산업체의 요구, 기 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         

제점 및 졸업생과 재학생의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한다.

   다.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과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ㆍ편성하여 학년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 산업체 직무를 분석하여 새로운 교과목을 도출한다. 교과목 교수요목 작성시 산업체 직         

무를 반영한다.

   마. 교육과정 제출 시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같이 제출한다.

2. 교육과정 편성

 1) 교육과정 편성 지침

   가. 공통사항

     1) 전공과목 중 선택과목의 비율이 총개설 학점의 70% 이상이 되도록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공과목의 시수는 1학점 당 1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당 3 학점 개설을 권장한다.

     3) 현장실습이 의무인 학과의 ‘현장실습’과목은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별 

특성에 따라 편성할 수 있으나 개설 시 마지막 학기에 편성해야 한다.

     4) ‘현장실습’은 2학점(비의무 대상학과는 2주 80시간, 의무 대상학과는 4주 160시간) 이상으로 

편성한다.

     5) 교양과정의 교과목은 학과 특성에 따라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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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양과정의 교과는 직업기초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창조교

육개발원에서 정한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7)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양 교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8) 선후수를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은 ‘○○○○1,2,3’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교과목 설

명에서는 1,2,3을 별도로 설명하도록 한다.

     9) 학기별 학점 및 시간을 적정 배분하여 과도 또는 과소한 수강이 되지 않도록 한다.

     10)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과나 계열 전공코스의 경우 동일 명칭의 교과목

은 동일 학기에 편성한다.

     11) 복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기준 이상의 교과목 편성은 불허한다.

     12) 산업체 위탁교육의 교육과정은 산업체위탁교육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한다.

     13) 계열별 실습교과 비율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특성에 따라 편성함을 권장한다.(개정     

     2020.02.20.)

계열 실습교과 비율 계열 실습교과 비율

공학 40% 이상 인문사회 20% 이상

예체능 40% 이상 자연과학 20%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정규 및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1) 수업연한 2년제 학과

        ① 총 개설 학점은 76학점, 시수는 76시간 이내로 한다.

        ② 실기교사 교직과정 설치 학과는 80학점, 시수는 80시간 이내로 한다.

        ③ 1항 이상의 학점 및 시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졸업소요 학점의 5%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없다.(개정2019.03.01.)

     2) 수업연한 3년제 학과

        ① 총 개설 학점은 120학점, 시수는 126시간 이내로 한다.

        ② 1항 이상의 학점 및 시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졸업소요 학점의 5%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없다.

   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1) 수업연한 2년제 학과

        ① 총 개설 학점은 70학점, 시수는 70시간으로 한다.

        ② ‘현장실무실습’은 2학점, 2시간으로 한다.

   라. 학사학위 교육과정

        ① 총 개설 학점은 140, 시수는 140 이내로 한다.

        ② 1항 이상의 학점 및 시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졸업소요 학점의 5%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없다.(신설2019.03.01.)

3. 교육과정 개정

   가. 개설학기 변경, 학점 및 시수의 변경, 이수구분 변경, 교과목명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타당성을 확인한 교육과정개편안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절차

와 방법은 편성시와 동일하다.

   나. 전년도 교육과정 대비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는 교과목은 해당 교육과정 적용기간 중 아래 기준 

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목표의 변경에 따르는 교육과정 개발은 예외로 한다. 

   ① “전문학사학위” 정규 교육과정 및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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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제 : 최대 3과목 12학점 이내

     - 3년제 : 최대 4과목 16학점 이내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 1년제 : 최대 2과목 8학점 이내

     - 2년제 : 최대 3과목 12학점 이내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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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년  월  일( ) ( : ～ : ) 회의장소

참석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재직인원 참석인원

회의 안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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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3조에 의거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과 개편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과 본 대학교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삭제> 2008. 4. 1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업무관리) ① 위원회의 업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하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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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강신청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학생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일 내에 해당학기 수강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은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경우라도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24학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순위) 수강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과목, 재수강과목, 일반선택 과목 

순으로 기재하여 신청한다.

제4조(타 학과 전공과목 수강) ① 타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면 일반선택으로 표시되고,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되, 전체 이수학점에는 포함된다. 

   ② 원칙적으로 당해 학기 기본 개설과목(소속 학과․학년의 개설과목) 최소 9학점을 수강신청하고 타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15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개정2019.03.01.)

제5조(편입학자 및 전과자의 수강신청)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소정의 잔여

과정을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자의 수강신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격으로 입학한 자는 이수해야할 교양

교과 10%를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세부사항은 학점 인정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신청) 수업연한 초과자의 재수강은 해당과목 개설학기에 맞추어 수강 신

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유급자의 수강신청) 유급된 자는 유급 해당학년에 이수한 교과목을 모두 재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 이상으로 절차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은 교과목은 재수

강하지 않는다. 

제9조(복학자 및 재입학자의 수강신청) ① 복학 또는 재입학한 연도의 교육과정에 의해 개설된 교과목

을 수강 신청하여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미 이수한 필수과목이 교육과정 변경으로 해당학기에 개설되어 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취득한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학점 또는 과목명칭만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과목을 이

수하면 해당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이 폐지되었거나 학기변동으로 인하여 재학기간 중 학과에서 이수할 수 없는 과목은 이

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해당학과에서 지도를 받아 유사 교과목 또는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학적변동자 수강신청) 교육과정 개편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개편된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개편된 교육과정의 해당영역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1조(재수강) ① 당해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 또는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그 다

음 해당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과목의 이전학점 및 성적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4.03.01)

   ② 재수강은 동일과목(과목명, 과목번호동일) 및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다. 

   ③ 전적대학 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할 수 없다.

   ④ 재수강을 신청하고 학기 중 자퇴, 휴학, 제적 등으로 그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면 취소이전의 성적

을 유지한다. 

   ⑥ 재수강자는 출석부 성명 옆에 R을 표기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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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 이하로 제한한다.

    ⑧ 무분별한 재수강 방지를 위해 학기당 2과목 이하, 재학중 5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제12조(수강신청정정) ① 수강신청을 정정할 경우에는 정정기간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정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폐강 등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

정의 정정기간내에 수정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정정기간이 만료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폐강) 수강신청자가 2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과의 교과운영상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합반) 총장은 수강신청 인원이 저조한 교과목이나, 재학인원이 일정이하인 학과의 운영 등 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과 및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합반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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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차수강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사운영규정 제18조(교차수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교차수강이란 주간과 야간 강좌가 동시에 개설된 계열(학과)에서, 학생의 필요에 따라 

주간과 야간을 교차하여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교차수강이 허용된 경우라도 입학 당시의 주간 및 야간 학적은 바뀌지 않는다.

제3조(교차수강의 허용) ① 교차 수강은 해당 학과(전공)의 입학 정원 5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02.20.)

 ② 허용 인원은 학부장이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4조(교차수강의 신청) ① 교차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교차수강원(별지

서식)을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차수강의 신청 및 허용 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③ 교차수강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자

    2. 주거지를 이동한 자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차 수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5조(교차수강의 인정) 신청된 교차수강원은 총장이 허가한다.

제6조(수강신청 및 성적관리) 교차 수강자의 수강 신청, 출석 및 성적 관리는 교차 수강이 허용된 주간

이나 야간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 선정) 장학생은 입학 당시의 주간이나 야간에서 선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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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학칙 제9장에 정한 성적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 교원으

로 위원을 구성한다.  

제3조(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배점분포에 대한 사항

    2. 등급, 배점, 평점에 관한 사항

    3.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

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7년 06월 1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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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업체위탁교육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 및 학칙 제24조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 목적)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 근로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 실무

경험을 가진 우수한 전문학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3조(산업체의 범위) 본 대학교에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

    2. 관할 관청에 등록된 신문사 및 방송국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각급 학교

    4.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사설 강습소)

    5. 의료기관

    6. 상시 5인 이상 고용산업체(근로기준법 제10조)

    7.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협회, 협의회, 연합회 등)

    8. 군인(직업군인으로 단기하사 이상)

제4조(입학정원) 산업체 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정원 외로 한다.

제5조(지원자격)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단,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 특별학교, 

야간 고등학교 및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해서는 재학기간과 근무기간이 중복되어

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3. 현재 근무 중이고 소속 단체장이 추천한 자

제6조(위탁형태) 산업체가 교육을 위탁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위탁 : 한 개의 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학과별로 위탁하는 방식 

    2. 연합위탁 : 직원수가 5인 미만인 동일직종의 둘 이상의 업체가 연합하여 학과별로 위탁하는 방

식 

제7조(학급편성)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학급편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독 및 연합 위탁교육생이 20명~40명일 때는 별도학급으로 편성한다.

    2.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규과정에서 

수강토록 한다.

제8조(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①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생 모집요강 확정․공고

    2. 산업체위탁교육의뢰서(별지서식 (1))에 의한 입학지원

    3. 교육과학기술부에 산업체 위탁교육계획 보고

    4.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고 수리에 의한 위탁교육 산업체 확정

    5. 위탁 산업체와 위탁교육계약(별지서식 (2)) 체결

    6. 위탁교육생 선발 및 통보

    7.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   

   ②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생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자를 개별 심사한다.

제9조(위탁교육계약서) ① 산업체와의 위탁교육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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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탁교육 과정과 모집인원

    3. 위탁교육생 선발방법

    4. 학급편성 방법

    5.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방법

    6. 산업체의 시설활용

    7.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8. 교육비 및 등록

    9. 위탁교육생의 신분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산업체 위탁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학교와 산업체의 교원과 임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대학교의 총장이, 부위원장은 산업체의 장이 맡는다. 

    3.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대학교에서는 교학처장이 산업체에서는 산업

체의 임직원 중에서 산업체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산업체 위탁교육 계획 입안 및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교육과정) 산업체 위탁교육생을 위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1. 위탁교육생을 별도학급으로 편성할 경우 : 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2.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 정규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산업체의 시설 사용) 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용

시설의 목록, 사용방법 등을 별도로 작성한다.     

제13조(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위탁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겸임

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경비의 부담) 위탁교육생의 등록금은 교육법시행령 제161조의 2 제5항 및 교육부 예규 232

호에 의거 전문대학 등록금 수준으로 하되, 납부 방법은 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일괄 

납부토록 한다.

    1. 본인 전액 부담

    2. 산업체와 본인 공동 부담

    3. 산업체 전액 부담

제15조(위탁교육생의 신분)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군장대학교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군장대학교 학칙

의 적용을 받는다. 단,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따라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

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 발생 시에는 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65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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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서

   본 기관은 귀 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체 위탁

교육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1. 위탁교육 지원자 인적사항 및 지원학과

이름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출 신 고 교

현 주 소

자택전화

직장전화

핸 드 폰

지원계열/학과    
및 전공

                   계열/학과                              전공

 2. 근무경력

회사명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종업원수

대 표 자

위탁교육담당부서

전화번호 위탁교육담당자

현직장가입의료보
험조합(공단)명

현직장의료보험

기관번호

현직장재직기간 2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현재) (     년   월)

현직장의료보험가
입기간

 2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현재) (     년   월)  

첨부서류

①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또는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각 1부

② 재직증명서 1부        ③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

※현직장 재직기간이 만18개월 미만이면 전 근무처의 의료보험자격상실확인

서 또는 국민연금불입명세서를첨부해야함

     년     월     일

                                     발 행 자 :                (인)

                           대표이사                            (직인)

*유의사항

1. 근무경력이 허위일 경우에는 재학중이나 졸업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고 증명발행자 및 관련

업체에도 고발조치하며,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2. 필히 본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첨부서류가 없으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발행자의 서명날인을 필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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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위 탁 교 육 계 약 서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과                 회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

등교육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군장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

      1.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2.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년도별 모집단위 위탁생수 위탁생 성명 비고

        년부터

        년까지 

     명     

     명   

     명

       명

      3. 계약기간은 법령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생의 선발과 인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재직중인 자로 한다.

제4조(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① 위탁 대상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추천한다.

     ② 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의 입학전형은 군장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요강에 의해 전형한다.

제5조(위탁생의 학급편성) 군장대학교                  에 편성하되 타 산업체 위탁생을 포함하여 해

당학과 위탁생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급을 별도로 편성한다.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 ①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교와 회사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②별도 교육과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를 본 계약의 별표로 한다.

     ③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제7조(회사의 시설 사용) 회사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 사용방법  등을 작

성하고 이 약정의 별표로 한다.

제8조(회사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위탁 회사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임명)할 수 있다.  

제9조(교육비 및 등록) ①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교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 회사와 협의

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율을 명문화할 수 있다.

     ②위탁생의 교육비 납부는 위탁회사의 책임하에 일괄 납부한다.

제10조(위탁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군장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단, 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따라 당해 회사를 퇴직할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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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학교에 대한 회사의 지원) 회사는 대학교의 정규교육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에 

협조한다.

제12조(위탁교육협력위원회) 대학과 회사는 약정에 의거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 발생 시는 군장대학교와 위탁교육 의뢰 산업체의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부    칙

본 계약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년      월      일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번지

군  장  대  학  교      총   장    이   승   우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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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군장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군장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의뢰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상호이해와 협조

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교학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교원과 의

뢰기관인 산업체의 장 또는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 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

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기능) 본 위원회는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위탁생의 선발 기준

    2.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3. 교육 및 연구자료에 따른 기술협력

    4. 산업체 위탁교육 의뢰기관의 시설활용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5.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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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 군장대학교  (이하 “본 대학

교”이라 한다.) 학칙 제52조의 2에 의거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산업

체 재직경력자 또는 재직 경력이 없는 자의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과정의 명칭은 군장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설치학과 주야 모집인원 비고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야 40

제 2 장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설치ㆍ운영) 본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설치학과의 교수, 산업체  인사및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 산업체 인사 및 외부인사를 1/2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

여 임기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① 입학전형계획(설치학과 및 모집인원)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지원자의 자격요건 및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③ 입학 및 학사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④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졸업생 및 관련 산업체의 교육만족도 조사

      ⑥ 매년도 운영결과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산업체인사 및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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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제11조(설치) ① 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의 교육과정편성 및 개정을 위한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

원회(이하 “편성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 산하에 둔다.

제12조(기능)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2.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기타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

제13조(구성) ① 편성위원회는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에 구성한다.

     ② 편성위원장은 운영 학과의 전공심화과정 학과장으로 한다.

     ③ 편성위원회의 위원은 학과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 하며, 산업체 임직

원의 구성비를 1/2이상으로 한다.

제14조(임기) ① 편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성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편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편성위원장이 의

장이 된다.

     ②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편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8조(수업연한) 학위과정의 설치학과별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58조의 3에 의거 2년제 학과의 경

우 2년 이상, 3년제 학과의 경우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수업연한과 같다.

제 5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20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22조(수업일수)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제23조(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

      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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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정공휴일

      ②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은 매 연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입    학

제24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제25조(입학자격) 전공하려는 분야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단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지정인가 받은 학과는 제외한다)

제26조(입학전형) 입학지원 절차 및 입학전형은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7조(입학허가) 입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 7 장   교육과정 및 학점이수

제28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편성위원회에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9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학점인정) ①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의 인정은 2년제 학과 76학점, 3년제 학과는 120학점을 인

정한다.

     ② 전문대학과정 이외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제 8 장   시험 및 성적

제31조(시험) ①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으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시

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자는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로 처리한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2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9 장   졸업 및 수료

제33조(졸업학점) 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전문대학 인정학점을 포함 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34조(학위과정의 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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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인정한다.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 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5조(학위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

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10 장   자 체 평 가

제36조(목적 및 주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자체 질 관리를 위해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모

집단위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방법)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성과 평가 : 인가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

      2. 만족도 조사 : 관련 산업체 및 학생을 대상,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제38조(평가결과 보고) ①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장은 운영성과보고서 및 수요자(학생, 산업체) 만족도 

조사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당해연도 전공심화과정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학교홈페이

지에 게재하고, 운영평가 결과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

칙시행세칙을 준용하며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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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시간제 등록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대학교의 열린 교육을 실현하고 일반 사회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며 학점 인

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학칙 제53조에 의거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운영한다.

제2조(자격) 시간제 등록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3조(모집정원) ① 재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 시간제 등록생(이하 통합반) 모집정원은 당

해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한다.

   ②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한다. 

   ③ 의학계열 및 사범계열은 선발하지 아니한다. 

   ④ 계절학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전형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빙서류(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를 제출한 자에 한해 서류

전형으로 선발한다. 

제5조(학기)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하

계․동계)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업일수) 통합반은 매학기 15주, 별도반은 4주 이상으로 하고 계절학기는 통합반 및 별도반 모

두 4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석) 출석 및 결석에 대한 점수는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1. 출석점수는 결석 1회에 20/39점 감점처리하며 11회 이상 시는 F처리 한다.

    2. 지각은 지각횟수÷3×20/39점 감점한다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수강가능강좌 : 본 대학교 정규교과과정과 일치하는 교과목으로 운영한다.

    2. 수업참가 및 성적평가 :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학점취득 :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연

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업의 형태) 시간제학생 등록제 수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1. On-line 수업 :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2. Off-line 수업 : 출석수업

    3. On-line, Off-line 혼합형 수업 : 학습과목 성격에 따라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이 적정한 비율로 

혼합된 수업

제10조(성적 및 취소) ① 성적은 학칙 제43조의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취소는 학칙 제44조의 적용과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

소한다.

제11조(교과이수 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

다. 

   ②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제12조(수업) ① 수업시간은 1시간당 50분으로 하고, On-line 수업의 경우 1시간은 25분 이상으로 한

다.

   ② 현장실습에 대한 규정은 정규학생의 실습규정을 따른다.

   ③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해당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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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업료) 평생교육진흥 차원의 적정수준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수료) 교육이수 후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하지 아니하고 성적증명서로 대체한다.

제15조(학적관리) ①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②시간제 등록생에게는 휴학, 복학, 수료, 제적, 재입학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의 학적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제16조(주무부서) ① 시간제등록생의 운영 및 관리는 교학처에서 담당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학사관리(성적, 학적관리, 증명서 발급 등)는 교학처에서 담당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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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및 군장대학교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둔다. 

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자격)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한다.

제4조(학생의 선발) ① 계약학과의 입학에 대하여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1. 면접고사

    2. 실무경력

    3. 서류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3 장  학기 ․ 수업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로 한다.

제6조(수업)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이수 ․ 수료 ․ 수업연한 ․ 졸업

제7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하며, 세부사항은 계약학과별 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이수한다. 

제8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

로 정한다.

제9조(수료학점, 수업연한 및 졸업) ① 계약학과 등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수업연한 및 

졸업에 관하여는 군장대학교 학칙에 준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1의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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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학과 운영 ․ 관리 등

제10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① 설치․운영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

업체등과의 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계열 또는 유사한 학과․계열 등의 동

의를 얻어야 하고,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학과의 운영) ① 계약학과의 운영 및 학사관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계열 또는 유사한 

학과․계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별도의 학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계열은 [별표1]과 같다.

   ③ 계약학과에 학과장을 둘 수 있으며,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계약학과의 총괄 행정지원은 교학처장이 수행하며, 관련 부서는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위원회(이

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운영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은 교학처장을 포함하여 군장대학교 교원 3명과 계약기관장이 추천한 인사 3인으로 총장이 

임면하며,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3조(계약학과 학사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

과별 학사위원회(이하 “학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사위원회는 학과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임면하며, 학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관련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예산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14조(계약학과 교육과정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계약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과장, 교학처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임면

하며, 학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5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6조(등록금의 납부)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

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의한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

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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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의 교육을 위탁받은 학과․계열에서 잔여기간의 교육

을 맡아 과정 이수를 완성 한다.

   ② 계약학과 입학 후 퇴직 또는 전직하는 경우 계약학과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여 과정 이수를 완성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학과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

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 279 -

[별표 1]

□ 계약학과의 정원, 전문학사명 및 운영학과

과정명 계약학과명 운영학과

전문학사과정

       과         과

       과         과

       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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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전문학사 학위증

학위번호 : 군장대학교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군장대학교와 ○○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학과 및 학위명     ○○과, ○○전문학사

                                                          

              

                                                          

년    월    일

           

                                                          

 군 장 대 학 교  총  장  행정학박사    이 승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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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전공코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에 의거 전공코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입생 선발) 신입생은 계열단위로 모집한다.

제3조(전공코스 개설 및 배정) ① 전공코스의 배정시기는 1학년 1학기 종료 전에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한반 최소기준 20명으로 배정 시행한다. 단, 수업운영의 효율을 위해 1학년 1학기부터 전

공을 배정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코스별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인접 유사전공과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전공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학기 9학점 이내에서 별도의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조(전공코스 배정결과 통보) 전공코스 배정결과는 6월 말일까지 교학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1학

년 1학기에 전공코스를 배정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전공코스 이수) 전공코스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코스에 개설된 전공교과 중 전공필수과

목을 포함하여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이수전공코스의 기록) 제5조에 준하여 전공코스를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적전산  자료에 소속

계열명과 함께 이수한 전공코스명을 기재하며, 그렇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소속 계열명만을 기

재한다. 

제7조(전공코스 변경 및 전공과목 이수구분) ①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전공코스의 변경을 허가한다. 단, 

폐전공으로 인하여 입학당시의 전공코스로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공코스를 변경한 경우에 기존 전공코스에서 이수한 과목이나, 1학년 1학기에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의 필수/선택 이수구분이 변경한 전공코스의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한 전공코스

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구분을 변경 적용하며, 학적전산자료에서 해당과목의 이수구분을 변경 기

재한다. 

   ③ 타 학과나 타 계열의 전공코스를 이수한 경우 일반선택과목으로 기재한다.   

제8조(복학 또는 재입학 학생의 전공코스 선택) ① 학과로 입학한 자의 복학 또는 재입학시 전공코스는 

입학당시의 학과와 전공코스를 원칙으로 하되, 폐전공일 경우에는 전공코스별 학생 수에 준하여 타 

전공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② 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전공코스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의 복학시 계열 전공코스는 여

석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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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현지학기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4조 제3항(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의거하여 현지학기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지학기제는 소속학과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교과목을 본교가 지정한 외국대학 교육과정에

서 이수하여 소속학과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과목으로 성적(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선발 및 허가) ① 현지학기제에 의거한 현지 수학 신청자는 학과장이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

한다.

   ② 학과장은 현지 수학 신청자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교학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제청 후 허가를 득한

다.

제4조(기간) 현지학기제의 현지 수학 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

제5조(등록) 현지학기제에 의거하여 현지 수학을 허가 받은 자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현

지 수학에 소요되는 외국대학 등록금 및 기타 경비지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성적(학점)인정) ① 교학처에서는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해당 대학교와 협의

하여 학생 소속 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그 성적은 평균평

점 환산시에 포함한다.

   ② 현지학기제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인정받은 성적(학점)의 표기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 283 -

41. 외국대학공동(복수)학위과정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학칙 제33조의 4(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의거 군장대학

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동(복수)학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학위 : 공동학위라 함은 군장대학교와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

족한 자에게 양교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2. 복수학위 : 복수학위라 함은 군장대학교와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

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말한다. 

    3. 교류학생 : 공동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군장대학교에서 외국대학에 파견된 학생이나 외국대학에

서 본교에 파견된 학생을 말한다.

    4. 책임교수 : 공동학위 운영에 관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양 대학의 교수(Coordinator)를 말

한다.          

제3조(협약절차) ①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은 교학처에서 이를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대학과 공동학위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과는 소속 학부를 경유하여 교학처

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기간) ① 공동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수학하는 학생(이하 “교류학생” 이라 한다)의  수학기간

은 양교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공동학위과정 학생이 개인적 사유로 인해 수학포기,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소속학과) 교류학생의 학과는 소속 대학의 학과(또는 주된 전공)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교의 협

약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등록) ①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소속대학의 학칙에 의거 매학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필

요한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교류학생의 납입금과 관련하여 양교간의 협약으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제 2 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7조(지원자격) 공동학위과정을 지원하는 학생은 공동학위과정 운영 협약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8조(지원서류) ① 공동학위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부에 신청하여

야 한다.     

    1. 공동학위 이수 신청서 1부

    2. 공동학위이수 추천서 1부

    3. 공동학위이수 계획서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 제3호의 공동학위이수계획서에는 외국대학에서 주 전공학위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시기, 인원) ①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해당 외국대학의 학기 개시 3개월 이전에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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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발인원은 외국대학과의 협약으로 정한 인원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학능력 또는 상호 협

의에 따라 선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선발절차) ① 공동학위과정 학생 선발은 각 학부장이 결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선발 결과를 제출한다.  

   ②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지원 서류와 언어능력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③ 언어능력 심사는 외국대학 국가의 언어능력인증서, 책임교수 또는 학과장이 판단하여 외국대학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자 

제11조(교과과정) 군장대학교의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상대대학 수학기간 중 협약으로 정한 교과과정을 

양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학점인정) ① 군장대학교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최대 인정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② 공동학위과정 학생이 상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군장대학교 학과의 졸업여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 

   ③ 군장대학교의 교류학생이 상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본교의 졸업소요 학점에 부족 할 경우 본

교에서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공동학위과정 학생이 수학포기 등으로 수학기간을 단축한 경우 소속 학과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군장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학위수여) ①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본교와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라 졸업여건을 갖춘 경우 공동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② 군장대학교의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외국대학이 요구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된 기

한까지 외국대학의 성적증명서 등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4조(지원자격) 군장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대학의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5조(교과과정) ① 외국대학의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수학기간 중 군장대학교 해당 학과의 전공교과를 

기준으로 이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의 공동학위과정 학생이 교과과정 이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학과의 전공교과 또는 필

요한 교과과목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학점인정) ①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군장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외국대학 학생의 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성적처리 규정에 따르고 수학기간 종료 후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학위수여) ① 외국대학의 공동학위과정 학생 졸업사정은 군장대학교 졸업일 1개월 전까지 소속

대학으로부터 최종 성적과 졸업여건 충족 여부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외국대학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소속대학의 졸업여건을 충족하고, 군장대학교의 학칙 등으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본교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18조(학사관리) 외국대학 공동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 대학생활, 수업 및 학사지도에 관한 제반사

항은 소속 학과에서 관장한다. 



- 285 -

제 4 장  보    칙

제19조(업무분담) 공동학위과정에 대한 서류접수 및 학생선발은 각 학부에서, 선발된 학생의 요건심사, 

학생파견 및 귀국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교학처에서, 학점취득 인정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교학처에서 관장한다.  

제20조(장학금) 군장대학교가 파견하는 교류학생의 학업 장려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 지급 기간은 협약에 의한 수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학생신분) ①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양교 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하여야 한

다. 

   ② 공동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군장대학교 학생은 외국대학 수학 중 1회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해당 휴학기간에 대하여 본교에서도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학사지도) ① 공동학위과정 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 대학(교)와 군장대학교간의 긴밀한 협조

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장대학교 및 외국대학의 공동학위과정 학생의 학사관리, 대학교생활지도를 위해 책임 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외국대학 학생도 군장대학교 학생에 준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보칙) ①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군장대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대학과의 협약으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

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상호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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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공동(복수)학위과정 지원신청서 

지원대학

(3×4)

신

청

인

한글               (漢              )  생년월일 :

영문  성  별 : 남 (   ) 여 (   )

소속               학부          학과      학년    학기 재학중

학번  이동전화

병역    면제(  )필(  ) 미필(  ) e-mail

이수학점

어학능력

 TOEFL :   (iBT) IELTS : 이수학기/학점 학업성적(평점)

 TOEIC : JLPT :          /4.5

공동(복수)

학위 

이수 목적

     (공동(복수)학위과정 이수 계획을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외국대학 공동(복수)학위과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학과/계열장

■ 첨부 (1) 공동(복수)학위이수계획서  (2)공동(복수)학위이수추천서 (3) 외국대학파견학생서약서

외국대학 공동(복수)학위과정 지원 신청 동의서

   본인의 자녀는     년   월부터     동안 군장대학교 외국대학 공동(복수)학위과

정 이수를 신청하고 외국대학 파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녀가 외국대학 파견학생 서약서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이며,   

   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외국대학 파견기간 중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본인 및 본인의 자녀가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성명  위 학생과의 관계

 전화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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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복수)학위 이수계획서

학과/학년

학     번 파 견 대 학

성     명 파 견 기 간

 지원동기...........................................................................................................................

 학습계획 ..........................................................................................................................

이수학기 이수학점
이 수 학 점 내 역 외국대학 학점이수계획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교과 선택교과 이수학기 전공교과 선택교과

 ￭ 학점이수 현황 및 계획

이수학기 교과과목 학점 이수학기 교과과목 학점

2010-1

계

2010-2

 ￭ 외국대학에서의 교과이수 계획

        ※ 파견대학에서의 전공교과 등 교과이수 계획, 학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공동(복수)학위 취득 후 진로계획.....................................................................................

       ※ 공동(복수)학위 취득 후 진로계획,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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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대학교 외국대학 파견학생 서약서

학과/학년

학번 파견대학

성명 파견기간

   본인은      년   월부터      동안 외국대학 공동(복수)학위과정 파견학생으로 위 기간 동안 

외국대학에서 수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품위유지) 본인은 파견기간 동안 군장대학교 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품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을 갖고 행동을 하겠습니다.

 (학칙준수) 본인은 파견기간 중에도 군장대학교 및 파견대학의 학칙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등록의무) 본인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군장대학교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전공이수) 본인은 파견대학이 지정하는 전공교과를 이수하겠으며, 전공교과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성적제출) 본인은 매 학기말 성적을 교학처에 제출하고 성적처리를 위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성적처리가 지연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겠으며, 공동(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학생·교학처에 2주 이내에 귀국신고서와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상변동) 파견국가에서 신상의 변화(각종 불의의 사고 및 건강 등)가 있을 경우, 즉시 본교 교학처 

담당자 및 보호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자격박탈) 만약 군장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파견학생 자격박탈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즉시 귀국할 것을 약속합니다.

 (개인과실) 본인은 파견대학에서의 수학기간과 수학 전․후 기간 동안 개인 여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감수) 본인은 상기 사항을 항상 숙지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    ○     ○     ○   

군장대학교 교학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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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등록금납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학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 납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금) 등록금이라 함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포함)을 말한다.

제3조(등록) 등록은 학생이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납부방법 및 금액) ① 소정의 등록금은 매 학기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익년도 이후에 휴학당시와 동일한 학기 또는 월에 복학할 경우 등록금이 

휴학 전에 납부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도 그 차액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 납부한다.

    : 수업료 × 신청학점 수／20

   ④ 수업 년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개정 2017.12.01)

제5조(납부기일) ① 등록금의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되 당해 학기 또는 월의 개시 10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학년 입학 당시의 등록금 납부기일은 예외로 한다.

   ② 총장은 가정형편에 의해 학생이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  청 할 경우 부득이 하

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당해 학기에 납입하여야할 등록금을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때 1

회분은 학기개시 4분의1 경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분은 학기개시 2분의1 경과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1회분을 입학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2항의 분할 납부 시 등록금은 2회로 균등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아래 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

미 납부한 납입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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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등록금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휴학을 한 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1.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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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7조(징벌) ① 총장은 등록금 납부기일 경과 후 체납이 그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이 경과된 자에 대

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이 당해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이 외의 등록금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을 준용한

다. (개정 2017.12.0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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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강의료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 강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료) 본 대학교 강의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강의구분) 본 대학교의 강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간강의 : 전임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

    2. 초과강의 :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이 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수업 

    3. 특별강의 :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수업 및 특별강좌

    4. 외국인 강의 : 외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위촉된 외국인이 하는 수업 

제4조(강의료 지급) ① 강의료는 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시간강의료 :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수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초과강의료 :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의하여 지

급한다.

    3. 특별강의료 : 사전에 정해진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학생수별로 다음 기준에 의거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학생수 초과강의수당 비고

50명이하 일정액/시간

51명-80명 1.5배 2개반 이상 합반

81명-120명 2배 3개반 이상 합반

121명-199명 2.5배 4개반 이상 합반

200명 이상 3배 4개반 이상 합반

   ③ 국경일 및 각종 시험기간과 학내 행사기간 중의 강의시간은 강의한 것으로 한다.

   ④ 비상재해 등 기타 긴박한 사정으로 휴강 중의 강의시간은 강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강의료 기준금액) ① 시간당 강의료의 기준금액은 매년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의 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강좌의 경우 별도의 강의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강사의 산업체위탁교육 강의료는 시간강사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특별강의 및 외국인의 강의료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특별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실비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강의료 계산 및 지급) ① 초과강의료와 시간강의료는 4주 단위로 계산한다.

   ② 초과강의료와 시간강의료는 매월 일정한 날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강의료는 강의 당일에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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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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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계절수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2조 제2항의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설) ① 계절수업은 하계와 동계방학 중에 4주 이내의 기간으로 개설 한다. 

   ② 계절수업 개설은 모든 교과목에 적용되며 개설 15일 이전에 개설 교과목․학점․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총장이 공고한다.

   ③ 계절수업은 과목별 수강인원이 4명 이상일 때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강대상 및 수강신청) ①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내에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확인을 받

아 교학처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강 후 최종

시험 이전까지 ‘수강취소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업) ① 계절수업 수업시수는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수업 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교과목당 1일 수업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학점 및 학점인정) ① 계절수업에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3과목 이내, 최대 6학점으로 한다.

   ②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 학기별 성적의 평균평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절수업 성적으

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제6조(시험과 성적) 계절학기 시험과 성적은 학칙 제43조를 준용한다.

제7조(수강료) ① 계절학기 수강학생은 수강신청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수강취소 등으 

로 인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수강인원 미달로 인하여 폐강된 과목은 반환한다.

   ② 수강료는 학점당 40,000원으로 한다. 단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수강료를 제외 한다(2018.02.28.)

제8조(강의료) 계절학기의 강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임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절수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재

가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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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이버강의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33조의 3(사이버 강좌) 및 제35조(수업)에 의거 군장대학교(이하 “본교” 

이라 한다) 사이버 강의의 실시 계획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본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강의의 운영 및 관리 전반

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사이버강의”는 사이버강의와 출석강의를 실시하며, 질의 및 토의, 출석확인, 과제물 제출 

등 강의 활동이 인터넷과 출석을 통하여 진행되는 강의를 말한다.

제3조의 2(원격수업관리위원회)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할한 운영과 관리을 위하여 “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 3(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연직은 교학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교학처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의 4(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원격수업의 콘텐츠가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된 경우, 콘텐츠 수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교수 등에게 유

지, 수정 및 보완, 폐기 및 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1항에서 정한 조치 권고를 받은 부서 및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콘텐츠를 수정 

및 보완, 재제작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원격수업의 개설 및 기타 원격수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수업주수) 수업기간과 수업주수는 일반강좌와 동일하게 15주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이

상 출석 수업을 실시한다.(개정 2017.12.01.) 

제5조(과목의 개설) ① 사이버강의 과목의 개설은 1학년 1학기부터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수 및 초빙교수에 한하여 사이버 강의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7.12.01.)

   ②사이버강의 과목의 개설은 교학처에서 기 확보한 “사이버강의 교과목”에 한하며,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와 교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③ 매 학기 전임교원 및 초빙교수 1인당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은 학년별, 학기당 사이버담당 과목 중 

1과목에 한 한다. (개정 2017.12.01.)

   ④사이버강의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표에 사이버강의 과목에 *를 표시하고 교육과정표 

하단에 사이버강의 과목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매 학기 개설되는 사이버강의 과목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교학처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

이버 강의 개설 신청서(서식 1)를 학부장에게 제출하고 학부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교학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⑥매학기 개설된 사이버강의 과목은 수강신청시 학생들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개설 가능한 사이버강의 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계열(학과)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

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설한다.

   ⑧ 7항에 의한 개설교과목 수는 전공 교과목에 해당하며, 교양 교과목은 7항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

로 개설 할 수 있다. 

   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각 계열(학과)별로 개설된 총 사이버강의 수업 교과목 산정 

시 제외한다.

제6조(수업시간 편성) 사이버강의 수업시간 편성은 1학점당 50분 분량의 콘텐츠를 15주 미만으로 편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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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취득학점제한) 사이버강의를 통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총 21학

점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타 대학 교과목 수강) 타 대학 사이버강의 수강은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에 한

하며, 사전에 수강교과목 성격, 수강료, 수강방법, 평가방법, 학점부여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교안의 제공과 결강 및 보강) ①사이버강의 과목의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에 강의 내용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이버강의 과목의 교안을 강의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강으로 처리하

며, 교학처에 결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한 후 보강하여야 한다.

제10조(출결관리) 학생의 출결관리는 과목 담당교수가 정하는 의무 접속시간 준수여부에 따라 결정한

다.

제11조(사이버 강의평가) 사이버 강의의 강의평가는 일반강좌와 동일하게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제12조(콘텐츠 개발 지원) ①대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사이버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콘텐츠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콘텐츠 개발비용을 지원받은 교원은 사이버수업의 활용 및 다른 교원에 의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콘텐츠 개발에 관하여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2조의 2(사이버강의 콘텐츠) 사이버강의의 강의 콘텐츠는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이 25분 

이상(1학점 기준)이 되도록 제작하며, 콘텐츠 진행 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50분 이상

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단, 토론, 프로젝트 기반 사이버강의 등은 강의 콘텐츠의 순수재생시간이 

25분 이하로 제작 가능하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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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인턴십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학칙 제33조의 5 및 학사운영규정 제22조에 규정한 현장실습수업(이

하 "인턴십"이라 한다)의 운영과 그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성 및 이수

 

제2조(편성 및 학점인정) 국내 인턴십(학기제)과정은 14주 이상(16학점)의 현장실습으로 하며, 매년 학

기 시작일로부터 학기 종강일 이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이수) ① 인턴십 과정은 해당 기간 내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

정한다. 

   ② 인턴십 이수중인 자가 4주 이상 실습을 수행하고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인턴십유보신청서(서식2)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잔여기간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유보신청 다음 학기로부터 1년 이내(이 경우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에 잔

여기간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유보승인을 취소한다. 

   ③ 인턴십 기간의 4분의 1선 이내에서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개설된 일반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이

수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4분의1선 경과 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휴학으로 처리한다. 

   ④ 인턴십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된 후 실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보고서 등으로 대체하여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인턴십 기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

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징병검사, 징병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 참여로 잔여기간 실습이 어려울 때

제4조(이수자 관리) 인턴십 과정 이수자의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수료자에게는 인턴십 수료증명서(서

식1)를 발급하여 취업 등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연수기관의 변경) 인턴십 과정 이수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턴십 연수기관 변경신청서(서식3)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

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제 3 장   과 정 개 설

제6조(과정개설) ① 인턴십 과정은 학부장의 요청에 따라 교학처장이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개설한다.

   ② 인턴십 과정은 인턴십 교육과정 개설계획서(서식4)에 의거 개설한다.

   ③ 인턴십 교육과정 개설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설과목 및 학점수

    2. 연수기간

    3. 기타 개설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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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상자 선발, 수강신청 및 등록

제7조(대상자 및 신청자격) ① 인턴십 과정 신청대상은 조기취업자, 장기현장실습참여자, 정부지원 현장

실습관련 사업 참여자 등이다.

   ② 인턴십 과정 신청자격은 군장대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2학년 1학기 인턴십 신청자는 40학점 이

상 이수한 학생으로 하며, 2학년 2학기 인턴십 신청자는 6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③ 휴학 중인 자나 직장을 가진 학생은 인턴십 과정 신청자격이 없다. 

제8조(지원신청서 제출)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인턴십지

원신청서(서식 5)를 인턴십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선발) ① 인턴십 과정 연수 대상자는 인턴십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군장대학교와 해

당 연수기관이 정한 선발 기준에 의거 연수분야와 연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발한다. 

   ② 해당 학부장은 선발된 학생 명단을 교학처로 제출한다.

제10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인턴십 과정 연수 대상자는 인턴십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일괄 수강신청을 

한다.

   ② 인턴십 과정 연수 대상자의 수강신청은 군장대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확정되며,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③ 교통비, 체재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의거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현장실습시 소요되는 실습보험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정부지

원 프로그램에 의거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 장   지도 및 평가

제11조(지도) ① 총장은 인턴십 교육에 참가한 학생지도를 위하여 인턴십 지도교수와 해당 연수기관의 

부서 관리자를 복수로 위촉한다.

   ② 인턴십 지도교수는 연수기관을 방문하여, 연수기관 및 연수생의 교육현황 등을 청취하고, 인턴십 

주간보고서(서식6), 인턴십 종합보고서(서식7)의 작성지도 및 점검, 인턴십 근태상황부(서식8)의 점검 

등을 수행하며, 연수생과 연수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인턴십 지도교수는 연수기관 방문 후 인턴십현장방문지도보고서(서식9)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인턴십 지도교수에게는 현장방문 지도시 필요한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④ 인턴십일지 작성 등 해당 학생의 출퇴근 및 근무성적 등에 대한 평가는 연수기관의 부서 관리자

에게 일임한다.   

제12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 인턴십에 대한 성적평가는 연수생의 인턴십 주간보고서, 인턴십 종합

보고서, 인턴십 근태상황부, 인턴십 연수기관 평가서  (서식10), 인턴십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장대학교 학칙 제44조 성적의 분류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목별 학점

을 부여하고 학기 종강 후 인턴십 성적평가조서(서식11)을 작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장은 인턴십 성적평가조서 등을 검토하여 인턴십 이수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정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학생의 성적은 Fail로 표기하며, 재학 

중 인턴십 과정을 재이수할 수 없다. 

제 6 장 인턴십 연수기관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 

제13조(인턴십 연수기관의 선정) 인턴십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관으로 

총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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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4. 기타 인턴십 연수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4조(협약사항) 인턴십 연수기관과 체결하는 인턴십 협력협약서(서식12)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시하여야 한다.

    1. 인턴십 연수교육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인턴십 연수교육 기간 중 연수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연수생에 대한 혜택(후생복지, 실습비 및 근무수당 등)

    4. 기타 효과적인 인턴십 연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장 인턴십 연수생의 준수사항

제15조(연수생의 의무) 인턴십 연수생은 당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인턴십 주간보고서, 인턴십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인턴십 연수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인턴십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은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수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인턴십 연수를 통하여 알게 된 연수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인턴십 연수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턴십 지도교수를 통하여 학교에 연락

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학점인 정을 불허하며 사안

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턴십 연수 중 연수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연수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군장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7조(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장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지원조직 및 기능

제18조(인턴십운영위원회) ① 인턴십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인턴십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관리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

협력단의 산학협력팀장, 교학처의 교육과정 담당자 및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

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턴십 교육대상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수학생 선발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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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인턴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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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제       호

인턴십 수료 증명서

소 속 : 군장대학교           학부                  과               전공

학 번 :                            성 명 :                          

인턴십 연수 내역

순위 연수기관명 연수기간 비고

1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2

3

4

5

총계 (     )개 과정, (     )주간

위 학생은 상기와 같이 인턴십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군 장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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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인턴십 유보 신청서

1. 신청자

   소속 : 군장대학교            학부            과                전공

   학번 :                     성 명 :                            

2. 유보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십 교육과정

연수기관명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인턴십 유보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단, 유보된 인턴십 과정은 유보신청 다음 학기로부터 1년 이내에 잔여기간을 이수하여야 함.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와 같이 현재 연수중인 인턴십 과정을 유보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위 인턴십 유보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십 지도교수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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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인턴십 연수기관 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소속 : 군장대학교            학부            과                전공

   학번 :                     성 명 :                            

2. 연수기관 변경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십 연수과정

연수기관명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잔여기간 :    주

변경 후 수행하고자 하는 인턴십 연수과정

연수기관명

보충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인턴십 연수기관 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단, 변경된 연수기관에서 잔여기간 이상의 기간을 연수할 수 있어야 함.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와 같이 인턴십 연수기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인    년      월      일   위원인                

위 인턴십 연수기관 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십 지도교수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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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인턴십 교육과정 개설 계획서

1. 지도교수

  소속 : 군장대학교            학부            과                전공

  직위 :                     성 명 :                            

2. 인턴십 교육과정 내역

연수기관명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개설 교과목 및 학점수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진행방식 비고

학점계

   첨부: 1. 인턴십 지원신청서 (연수생 수에 따라 각 1부)

         2. 연수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3. 연수생 선발 (자격조건, 절차 및 방법)

         4. 기타 인턴십 교육과정 개설에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이 인턴십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십 지도교수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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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인턴십지원신청서

①소     속            학부             학과             전공 

②학     번 주민등록번호

③성     명 총 이수학기 수 (    )학기(*신청시학기포함)

④주     소 E-Mail

⑤연  락 처 휴대폰 :                         자택전화 :  

⑥소지한 자격증

(운전면허증 포함)

자격명 시행청 자격명 시행청

⑦경력사항

(어학연 수,해외 여

행, 봉사활동 등 포

함)

기간 경력내용 비고

⑧자기능력소개

외국어

영어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 

③작문(상, 중, 하)

기타(   )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 

③작문(상, 중, 하)

컴퓨터

관련

①W/P(상, 중, 하), ②MS Office(상, 중, 하),

③인터넷활용(상, 중, 하), 

④그래픽(상, 중, 하): CAD(상, 중, 하)/일러스트(상, 중, 하)/포토샵(상, 중, 하) 

/3D(상, 중, 하)/기타(상, 중, 하) 

⑤프로그래밍(상, 중, 하), 

⑥컴퓨터관리(상, 중, 하),

⑦네트워크관리(상, 중, 하)/유닉스(상, 중, 하)/NT(상, 중, 하)

기타

⑨신청 및 서약

   본인은 상기 인턴십 연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될 경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교

육과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이 인턴십 연수가 생산적인 학습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습 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와 같이 약속하고 상기 인턴십 연수를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첨부 :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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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인턴십 주간보고서 (제   주차)

연수기관 :
확인

부서 담당교수

연 수 생 : 군장대학교           학부             과                (서명)

 20    년         월        일(월) - 20      년          월         일(금)

근무부서

(교과목명)
실  습   및   업  무  활  동    내  용

       ※ 주 1일간 수행한 실습 및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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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턴 쉽 주 간 메 모 

연수기관 :

연 수 생 : 군장대학교           학부             과 

성    명 :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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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인턴십 종합보고서
     
         

실습기관명 :                   주식회사

                                              

                 학부         과     학년  학번

                                                             

                                     연수생                 

                                                         (인)

군장대학교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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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주)에서

실시된 인턴십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 주된 기술로                                  를(을) 체득하였으며, 종된 

기술로                      (을)를 익혔습니다. 이에, 인턴십 연수교육 과정과 수

행의 결과 및 향후 진로 계획을 정하여 본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수생 : (소속) 군장대학교                학부            과

                                                                                        

                                                                                        

                                                                  (성명)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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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문은 인턴십 연수교육의 내용을 통하여 익힌 주된 기술에 대하여 논문

형식으로 2매 이상 작성할 것 

첨부 : 인턴십 주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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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인 턴 십 근 태 상 황 부

       군장대학교              학부                과 학번 :          성명 :            

     20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출근: ○, 결근: ×, 지각: △, 조퇴: ▲, 근무태만: 태)

20    년      월       일

확인자(연수기관 관리자) :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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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인턴십현장방문지도보고서

1. 현장방문 장소(구체적으로) :

2. 현장방문 일자 : 20    년  월  일(  ) ~  월  일(  ) (   일간)

3. 산업체 지도교수 :

소속 (                             (주)) 성명                (인) .

4. 지도내용                                                                      

다음과 같이 인턴십 현장방문 지도내용을 보고합니다.

실습환경
근무상태

연수생,
연수기관
애로점 및
요구사항

조치 및
보고

연수생
면담기록

20   년   월   일

현장방문 지도교수

소속 : 군장대학교    성명: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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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인턴십 연수기관 평가서
   소   속 :

   학   번 :

   성   명 :

교과목명

   상기 연수생의 인턴십 연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평가등급

평가항목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불량

F

매우불량
비고

실습
성적

(60%)

① 업무능력/태도

② 기술수준

③ 추진력

근태
성적

(20%)

④ 출근률

⑤ 예의범절

기타

20%

⑥ 협동성, 인화성

⑦ 책임감, 지도력

요약 및 특기사항

(담당교수 혹은 

실습생 관리자가 직접 작성)

   ※ 해당란에『○』표

20   년   월   일

평가자(담당교수 혹은 실습생 관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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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인 턴 쉽 성 적 평 가 조 서

1. 인턴십 연수생

소  속                학부             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인)

2. 인턴십 연수 내역

연수기관                         (주)

연수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주간)

3. 인턴십 성적 평가 내역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평점 비고

인턴십

(전공)

계

상기 연수생의 인턴십 연수교육 성적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인턴십 지도교수  (소속)             학부        과  (성명)                     (인)

붙임: 1. 인턴십연수기관평가서 1부.
      2. 인턴십종합보고서(주간보고서첨부) 1부.
      3. 인턴십근태상황부 1부.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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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장대학교 /                         주식회사

    인턴십 협력 협약서(예시)

20   년    월    일

군   장   대   학   교

             주식회사

    군장대학교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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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협력 협약서

군장대학교(이하 “군장대학교”라한다)과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는 상호 긴

밀한 협력을 통한 인턴십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협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협약서는 “군장대학교”와 “○○○○”(이하 “양기관”이라한다)간에 인턴십 연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원칙) 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기관”은 긴밀히 상호협력한다.

     ② “군장대학교”는 인턴십 수행대학으로서, 인턴십 연수생을 선발하여 “○○○)”에 파견하

고 제반 행정적 지원을 성실히 수행한다.

     ③ “○○○○”은 인턴십 연수기관으로서, “군장대학교”에서 파견한 인턴쉽 연수생에 대하여 

실무적이고 현장지향적인 교육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 3 조(인턴십 연수기간 및 장소) 인턴십 연수기간은 20  .  . 일부터 20 .  .  일 까지   개월간  

    제로 진행하며, 인턴십  연수장소는 “○○○○”의 본사와지사 및 그 사이트로 하되, 연

수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 4 조(인턴십 연수교육 기준시간) 인턴십 연수교육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

로 한다.

제 5 조(인턴십 근무수당) ① “○○○○”은 인턴십 연수생에 대하여 소정의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은 인턴십 연수생의 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인턴십 근무수당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과 인턴십 연수 현장실습생 및 “군장

대학교” 간의 별도 약정으로 정한다.

제 6 조(인턴십 교수 활동비 등) ① “군장대학교”는 인턴십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의 전

문가 교수에 대하여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 인턴십 전문가 교수에 대한 강의료는 “군장대학교”와 전문가 교수 및 “○○○○” 간의 

별도 약정으로 정한다.

제 7 조(인턴십 연수교육의 평가) ① “○○○○”은 인턴십 연수생에 대하여 “군장대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턴십 연수교육 종료 즉시 “군장대학교”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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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군장대학교”는 인턴십 연수생에 대하여 “○○○○”에서 평가한 자료에 따라 학칙에 준

하는 학점을 부여한다.

제 8 조(산업재해보험 등) ① 인턴십 연수생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은 “○○○○”이 가입하고, 보험

료는 “○○○○”의 청구에 의하여 “군장대학교”가 부담한다.

     ② “○○○○”은 인턴십 연수생이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절차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인턴십 협력협약의 해지) ① 인턴십 연수교육 기간 중 본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

유가 있을 경우 “양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해지일 15일 전

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의 해지에 따라 중단된 월의 인턴십 근무수당과 강의료 등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

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10 조(산학연협력 등) ① “군장대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하는 기술

경영상 자문에 성실히 협력한다.

    ② “군장대학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군장대학교”가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의 사용을 “○

○○○”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

    ③ “○○○○”은 학문연구를 위하여 “○○○○”이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의 사용을 “군장대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

제 11 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양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기관”

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총장                         대표

            군장대학교                                    주식회사

            전북군산시성산면군장대길13   서울시마포구공덕동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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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연수 교육과정 약정서(예시)

제 1 조(목적) 이 약정서는 ○○○○주식회사 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인턴십연수생(이하 

“을”이라 한다)과 군장대학교총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 간의 인턴십 연수교육 과정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인턴십 연수기간 및 장소) 인턴십 연수기간은 20 . . 일부터 20 .  . 일까지   개월간 학기

제로하며, 장소는“갑”의 본사와 지사 및 그 사이트로하되,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은 사전에 “병”과 협의한다.

제 3 조(인턴십 협력 산업체 대표의 의무) “갑”은 인턴십 연수교육 과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실습부서에 배치하고, 실무적이고 폭넓

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인턴십 연수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턴십 연수교육 과정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인턴십 연수기간 중 “갑”이 정하는 사규 등 제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인턴십 연수교육을 위한 기계, 기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인턴십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인턴십 연수기간 중 동료 연수생이나 산업체 직원들과의 인화에 힘쓰고 원만한 대인관계

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조(인턴십 수행대학 대표의 의무) “병”은 인턴십 연수교육 과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

록 “갑”과 최대한 협조하고, 정기적인 현장방문 지도교수의 파견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조(인턴십 연수교육 기준시간) 인턴십 연수교육 기준시간은 1일8시간, 1주40시간을 원칙으

로 한다.

제 7 조(인턴십 근무수당) 인턴십 근무수당(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특별근무 수당포함)은 “갑” 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8 조(인턴십 연수교육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인턴쉽 연수교육 및 근

태상황을 포함하는 연수기관 평가서를 인턴십 연수교육종료 즉시 "병" 에게 통보한다.

제 9 조(산업재해보험  ) ① 인턴십 연수교육 과정 동안 “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은 “갑”이 가입

하고 보험료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병”이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이 인턴십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보상금 청구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규에 정한 산업

재해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제11 조(산학연협력 등) ①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기술‧경영 상자문 요구에 성실

히 협력한다.

     ② 갑”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병”이 보유한 기자재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병”=은 적극 협

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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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병”이 학문연구를 위하여 “갑”이 보유한 기자재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적극 협

력한다.

제 12 조(기타) ①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병”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갑”과“병”이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병

∙주소: ∙소속:

∙학번:

군장대학교 총장

   ○  ○  ○ 

(직  인) 

∙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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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해외인턴십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3조의 5에 규정한 해외 인턴십 운영과 

학점인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

제2조(실시대상 및 명칭) 모든 학과(계열)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실습사업(해외현장

실습 등)을 포함한다.

제3조(편성 및 학점인정) 해외 인턴십 과정은 현지교육과 실습기간을 포함하여 15주 이상으로 하며, 해

당학기의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매년 학기 시작일로부터 학기 

종강일 이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허가를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수) ① 해외 인턴십 과정은 해당 기간 내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것으

로 인정한다. 

   ② 해외 인턴십 이수중인 자가 4주 이상 실습을 수행하고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턴십유보신청서(서식2)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잔여기간을 이

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유보신청 다음 학기로부터 1년 이내(이 경우 휴학기간은 제외한

다)에 잔여기간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유보승인을 취소한다. 

   ③ 해외 인턴십 기간의 4분의 1선 이내에서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개설된 일반 과목을 수강 신청하

여 이수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4분의1선 경과 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휴학으로 처리한다. 

   ④ 해외 인턴십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된 후 실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보고서 등으로 대체하여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외 인턴십 기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

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징병검사, 징병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 참여로 잔여기간 실습이 어려울 때

    5. 해외 인턴십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인턴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5조(이수자 관리) 해외 인턴십 과정 이수자의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수료자에게는 인턴십 수료증명

서(서식1)를 발급하여 취업 등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연수기관의 변경) 해외 인턴십 과정 이수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연수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턴십 연수기관 변경신청서(서식3)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

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제 3 장   과 정 개 설

제7조(과정개설) ① 해외인턴십 과정은 학부장의 요청에 따라 교학처장이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개설

한다.

   ② 해외인턴십 과정은 인턴십 교육과정 개설계획서(서식4)에 의거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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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해외인턴십 교육과정 개설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설과목 및 학점수

    2. 연수기간

    3. 기타 개설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대상자 선발, 수강신청 및 등록

제8조(신청자격) ① 해외인턴십 과정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학기까지 성적이 평균 3.0이상인 자로 하며, 

신청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학기 이상 수료 예정인 자

    2.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

    3. 해외인턴십 수행에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4.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신체건강한 자(종합병원 신체검사서 첨부)

    6.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휴학 중인 자나 직장을 가진 학생은 해외인턴십 과정 신청자격이 없다. 

제9조(지원신청서 제출) 해외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군장대학교에서 정

한 기간에 인턴십 지원신청서(서식 5)를 인턴십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선발) ① 해외 인턴십 과정 연수 대상자는 인턴십 지원신청서를 제출한자 중 군장대학교

와 해당 연수기관이 정한 선발 기준에 의거 연수분야와 연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발한다. 

   ② 해당 학부장은 선발된 학생 명단을 교학처로 제출한다.

제11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해외 인턴십 과정 연수 대상자는 인턴십 책임교수의 지도하에 일괄 수강

신청을 한다.

   ② 해외 인턴십 과정 연수 대상자의 수강신청은 군장대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확정되

며,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③ 항공료, 체재비, 기타 제반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의거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현장실습시 소요되는 실습보험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정부지

원 프로그램에 의거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 장   지도 및 평가

제12조(지도) ① 총장은 해외 인턴십 교육에 참가한 학생지도를 위하여 인턴십 지도교수와 해당 연수기

관의 부서 관리자를 복수로 위촉한다.

    ② 해외 인턴십 지도교수는 연수기관을 방문하여, 연수기관 및 연수생의 교육현황 등을 청취하고, 

인턴십 주간보고서(서식6), 인턴십 종합보고서(서식7)의 작성지도 및 점검, 인턴십 근태상황부(서식

8)의 점검 등을 수행하며, 연수생과 연수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③ 해외 인턴십 지도교수는 연수기관 방문 후 인턴십현장방문지도보고서(서식9)를 작성하여 총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인턴십 지도교수에게는 현장방문지도시 필요한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한

다.  

    ④ 인턴십일지 작성 등 해당 학생의 출퇴근 및 근무성적 등에 대한 평가는 연수기관의 부서 관리자

에게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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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 해외 인턴십에 대한 성적평가는 연수생의 인턴십주간보고서, 인턴십 

종합보고서, 인턴십 근태상황부, 인턴십 연수기관 평가서(서식10), 인턴십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장대학교 학칙 제44조 성적의 분류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목별 학점

을 부여하고 학기 종강 후 인턴십 성적평가조서(서식11)을 작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장은 인턴십 성적평가조서 등을 검토하여 해외 인턴십 이수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정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학생의 성적은 Fail로 표기하며, 재학 

중 해외 인턴십 과정을 재이수할 수 없다. 

제 6 장   해외 인턴십 연수기관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 

제14조(해외 인턴십 연수기관의 선정) 해외 인턴십 연수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격여부를 결

정토록 하며, 군장대학교와 해외 인턴십교육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제15조(협약사항) 해외 인턴십 연수기관과 체결하는 인턴십 협력협약서(서식12)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해외 인턴십 연수교육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해외 인턴십 연수교육 기간 중 연수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연수생에 대한 혜택(후생복지, 실습비 및 근무수당 등)

    4. 기타 효과적인 인턴십 연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장   해외 인턴십 연수생의 준수사항

제16조(해외 인턴십 연수생의 의무) 해외 인턴십 연수생은 당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턴십 주간보고서, 인턴십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해외 인턴십 연수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은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을 원칙으로 한다.

    2. 해외 인턴십 연수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외 인턴십 연수를 통하여 알게 된 연수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해외 인턴십 연수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인턴십 지도교수를 통하여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7조(해외 인턴십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을 불

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외 인턴십 연수 중 연수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연수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는 행위(정보유출 등)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군장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8조(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장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지원조직 및 기능

제19조(해외 인턴십운영위원회) ① 해외 인턴십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해외 인턴십운

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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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운영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관리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 산학

협력단의 산학협력팀장, 교학처의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군장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위

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외 인턴십 교육대상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해외 인턴십 연수학생 선발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해외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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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교직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 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거 교직과정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직과정 이수)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과 학생으로 졸업 후 유치원 2급정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1.) 

제3조(설치학과) 교직과정이 교육부에서 승인 설치된 학과는 다음과 같다. 호텔외식조리과, 유아교육과

   (개정 2017.12.01.)

제4조(교직과정 이수신청) (개정 2017.12.01.)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5조(교직과목 이수) ① 교직과목은 지정된 과목을 지정된 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 정교사(2급) : 별표 2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과 이외의 교직과목 이수과정 : 별표 1의 교직과목(4학점 이상, 2과목) 및 전공과목 50

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 6학점 포함)하고, 국가기술자격종목(기능사 2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1.) 

제6조(기본이수과목 이수) ① 기본 이수과목은 해당 전공 기본 이수영역 전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의 이수인정은 교직과목과 기본이수 영역별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  

어야 한다.

제7조(교육실습) ① 유아교육과는 3학년 2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학기 초에 교육실습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습은 본인이 직접 실습에 임할 해당 실습장에서 동의서를 받아 교육실습에 임한다.

   ③ 일단 배정받은 실습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교육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자격증 신청)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 매년 11월말(공고)

    2. 구비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별지서식(2)), 성적증명서 1부,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해당 학과에 한함)(개정 2017.12.01.) 

    3. 주민등록초(등)본

제9조(자격제한 및 유예 신청기간) ① 삭제(개정 2017.12.01.) 

   ② 자격증은 졸업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실기교사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졸업 후 3년 이내에 자격증 취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처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다.

    1.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교학처 소정양식)

    2. 교원자격증 원본

    3.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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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교부 신청) 교원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   

교부 신청서(소정양식)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

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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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 2에 의거 설치된 군장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

    3.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습 내실화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교원양성과정 이수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원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및 시설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원자격검정 관련 학과의 학과장으로 하되,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및 중등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1인 

이상의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교원자격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 학년에 1회, 학기 초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7조(업무관리) 교원양성위원회의 업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장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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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현장실무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사운영규정 제37조의 2항에서 정한 산업체 근무자의 현장실무를 학점으로 인

정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산업체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정학점) 매 학기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 관련 현장실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대상) 현장실무 학점인정으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 전공학과에서 당해 학기에 개설한 교과목의 내용과 동일한 실무

를 담당하는 자

제5조(교과목 이수 신청) ① 현장실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현장실무 학점인정신청

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현장실무에 의한 교과목 이수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현장실무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교과목을 면

제할 것을 인정함으로써 허가된다.  

   ③ 현장실무를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현장실무와 관련이 있는 실습 교과목에 한 

한다.

제6조(제한조건) ① 현장실무에 의한 학점인정은 학기당 3과목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현장실무 학점인정 신청 및 허가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

제7조(학점평가) 현장실무 학점인정을 위한 성적평가는 과제학습에 의한 평가를 60%, 현장실무보고 

40%를 합한 점수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조(학점관리) 현장실무 학점인정자의 성적은 성적단표에 기재하고 “비고” 란에 “현장실무 학점인정” 

이라 표기한다.

제9조(현장실무학점인정평가위원회) ① 현장실무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

부별로 현장실무학점인정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소속학부의 학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학부 교수 4인 이내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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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현장실무 학점인정 신청서

       학년도   학기

현장실무 학점인정 신청서

결

재

담당 팀장 처장 총장

계열/과 학번 성명

근무처
직무

분야

근무

기간

   상기 본인은 「학사운영규정」제49조에 의거 현장실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관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학점인정 신청과목

과목명 학수번호 구분 이수단위 담당교수

20    년    월     일

                                             위 원 인 :                       (인)

                                             

                                             학 부 장 :                       (인)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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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류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내․외 타 대학(교)과의 학점교류와 이에 따른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류교육의 대상) 국내외 타 대학과의 교류교육은 본 대학과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

학의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교류의 시행) ① 국내외 타 대학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학부에서는 시행 2개월 전 까지 교류교육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학처장은 학부별로 신청한 교류교육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수 교과목 및 학점 등의 타당성을 검

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학처장은 교류교육이 허가된 학부의 교류시행계획을 시행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교육 기간) ①학생의 교류교육 기간은 통산 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은 군장대

학교의 수업연한에 산입된다. 다만, 계절강좌를 수강하는 것은 타 대학 수강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

한다.

   ② 학생은 교류교육기간 중 본 대학교의 승인 없이 학적을 변동할 수 없다.

제5조(지원자격) 교류교육을 지원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생

    2.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학생

제6조(선발절차) ① 교류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류교육시행일정에 따라 교류교육허가신청서(서식1)와 

교류교육신청원(서식2)를 작성하여 학부장추천서(서식3), 수강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수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과 함께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학처장은 교류교육 신청자에 대한 허가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결과를 해당 학부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등록) ① 교류교육학생은 교류교육기간 동안 지정된 등록금을 대학간 협약내용에 따라 본 대학교 

또는 교류대학에 납부하여야한다. 

   ② 교류교육학생은 본 대학교에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한다.

제8조(교과목 이수) ①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교과목은 본 대학교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학처는 교류교육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을 해당 학기 수강신청시에 개설한다.

   ③ 본 대학교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은 교류교육으로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

다.

   ④ 교양필수과목은 교류교육 대상과목에서 제외한다.

제9조(학점인정 절차) ①교류교육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류교육 종료 

후 2주 이내에(단, 교류교육시행학기의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기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교류학점및

성적인정신청서(서식4)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류교육 해당 학부장은 교류교육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교학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학점인정) ①교류교육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취득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교류교육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실명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국외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경우에 학적부의 해당 학기에 "외국대학이수('교류대학 명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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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수 단위와 성적평가 방법이 본 대학교와 다를 경우에는 해

당 계열(학과)의 심사를 거쳐 본 대학교의 성적평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⑤ 인정된 학점 및 성적은 본 대학교의 학점이수 구분에 따라 성적표에 기록하며 이를 총 성적평점 

누계에 합산한다.

   ⑥ 졸업예정자가 제9조 제1항에서 지정한 교류학점및성적인정신청서 제출기한을 초과함으로써 학점

인정이 지연되어 졸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 제49조 의 수료로 한다.

제11조(교류학점 취득자에 대한 특례인정) 교류대학의 학사일정 및 교과과정이 본 대학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등록, 수강신청 등의 기준 및 일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의 학사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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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교류교육 허가신청서

소 속 :            학부           과(계열) (          전공)       학년

학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우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교)      학부(과)에서 교

류학생의 자격으로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학기) 수

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본인                   성명 :           (인)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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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교 류 교 육 신 청 원

소        속   (            )학부  (           ) 계열(과)      (    )학년

성        명

(한      자)

(영      문)

주민등록
번    호 -

학    번

수 학 대 학 교    (                ) 대학교 (                 ) 대학      

수  학  구  분   정규학기 (           )     계절학기 (           )

수  학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강예정

교 과 목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분반번호 학점 학수

구분

우리대학교
인정학수구분

(*학과에서 
교과목에 

적정하게 작성)

비고

※ 주의사항:

   타 대학의

   교양과목은

  우리대학교에

서도 교양과목으  

  로만 인정함.

학 점 합 계

지금까지 타 

대학 수학내역

학교명 수학기간 ～ 취득학점수

학교명 수학기간 ～ 취득학점수

 학교명 수학기간 ～ 취득학점수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
담 당 자               

        (인)

          위와 같이 교류교육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  E-mail :    

            확인자 :              학부장               (인)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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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추  천  서

소    속 : 

학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평소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에 충실하며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이므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귀 대학교 교류 학생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20  .    .     .

                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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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교류학점 및 성적인정 신청서

    1. 신청인

소  속                학부             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인)

    2. 교류교육 내역

교육기관                         대학교           학부(과)

교육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주간)

    3. 교육학점 및 성적평가 내역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평점 비고

교류교육

계

    상기 신청인의 교류교육 성적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소속)         학부        과  (성명)                     (인)

    붙임: 교류교육대학 성적표 1부.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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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국대학연수취득학점인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4조의 2에 의거하여 재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의 자비연수와 취득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학기단위의 단기 유학과 계절학기 수학(이하 “자비유학”라 함), 어학연수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연수대상) 연수대상은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학연수는 학기단위(계절학

기 포함)로 진행하는 대학부설어학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기간) 연수기간은 최대 1년(2학기)으로 한다.

제5조(연수신청) ① 정규학기 자비유학 신청자격은 1학년 2학기부터 가능하며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B0)이상인 재학생으로 한다. 

   ② 자비유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대학 유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학부장의 확인을 거쳐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2. 성적 확인서

    3. 지도교수 추천서  

   ② 전항의 경우 연수대학, 정규과정 등의 적합여부는 소속 학부에서 판정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장이 

추천한다.

   ③ 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은 교학처로 연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적합여부를 판정 받는다.

제6조(수학허가) ① 자비유학은 소속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② 어학연수는 교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제7조(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정규학기(계절학기 수학 및 어학연수는 제외)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유

학기간을 군장대학교의 등록학기로 인정한다.

   ② 자비유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군장대학교에서 2학기(3년제 학과는 4학기) 등록을 해야 하며, 졸

업직전 학기는 반드시 군장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일 경우 군장대학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학점인정) ①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군장대학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매학기당 학점인정은 최대 20학점까지이며,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 한다.

   ③ 계절학기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④ 어학연수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제9조(학점인정기준) ① 학생이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군장대학교에서 취득한 성적(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전공, 교양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또한, 취득한 성적(학점)

은 평점평균 (G.P.A.) 환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한다.

   ②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Pass와 Satisfactory는 성적(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

와 Unsatisfactory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성적(학점) 인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군장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과목 포함)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10조(학점신청) ① 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 유학생 인정학 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에 심사를 의뢰한다. 소속 학부에서는 3인 

이상의 전공교수가 이를 심의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류 확인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 처

리한다.

    1.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2. 학점인정 방식 및 수강교과목 개요서(번역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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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어학연수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 즉시 전항의 신청서 및 전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학

처에 심사를 신청하고, 교학처는 제출받아 처리한다. 

제11조(성적표 표시)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해당학부와 협의하여 교양학점, 전공학점과 일

반선택 학점으로 구분하여 사정한 후 인정하며 성적표기 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학처장이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 신청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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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 >

0000학년도 0학기

 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국가명 : Maryville College 단기유학생

교과구분   과목명   학점   성적

교양        OOO    OO    OO

일반선택    OOO    OO    OO

                  전공       O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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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외국대학 연수 유학생 지원서



소          속 :                학부                 계열(과)

학          번 :                        학년 

성          명 :

주  민  번  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유   학  국  가 :

유학기관(대학명):

        구           분 : 한 학기(   ), 두 학기(   ), 계절 학기(   ), 어학 연수(   )

  본인은 유학생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 :                        (인)

      보호자 :                        (인)

     (보호자 연락처 :                   )

지도교수 학 부 장

                           
교학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학허가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

◉ 업무흐름 안내

   1. 정규학기, 계절학기 지원서류 작성(학생) → 수학능력 및 적격자 심사 (학과 및 학부) → 승인(교학처) 

   2. 어학연수지원서류작성(학생) → 수학능력 및 적격자 심사(교학처) → 승인(교학처) 
   3. 이수후 학점신청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학점인정 방식 및 수강과목 개요서 및 번역문 첨부하여 소속학부에  제출(학생) → 

심사(학부, 교학처) → 학점인정(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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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외국대학  취득학점 신청서

════════════════════════

              학부          학과    학년    학번           성명        

※ 연수대학 성적은 성적증명서상에 해당년도, 학년, 학기의 교양학점, 전공학점, 일반선택 학점으로만 

   표시된다.

※ 졸업사정시 파견학기의 필수에 대한 교육과정상의 미필은 사정하지 않음.

※ 졸업사정시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교양학점 및 인정전공학점은 졸업교양학점 및 졸업전공

   학점에 가산한다.

※ 학기별 인정학점 총계는 해당학과의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인정교과목은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기하며 본교에서는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년      월       일

심사위원 확인

 학부장                (인)

교  무  처  장   귀  하

구     분
인  정  교  과  목(학 기 구 분)

비   고
      년도  학년  학기        년도  학년  학기

교 양 학 점

(    )학점

전 공 학 점

(    )학점

일반선택학점

(    )학점

학점계

  파견기간 :                              파견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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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학칙 제34조의 2(학점인정)⑧항에 의거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출석 및 학점인정의 적용대상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서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하고 학기 중 국내∙외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되어 근무 중인 자를 말

한다.

②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산업체 재직근로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취업자의 수업결손에 따른 출석인정

   2.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

제4조(출석인정 신청) ① 조기취업으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서(별지서식

1)” 및 조기취업 준수확인서(별지서식4)를 취업 확정 후 7일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5조(학점인정 신청) ① 조기취업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조기취업 학점인정신청(별지서식2)” 

및 취업확인서(별지서식3)를 학기 만료 10일 전까지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한조건) ①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해당학기 개설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학점인정) ①조기취업자의 학점은 다음 각 호의 평가 자료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1.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결과

    2. 전공 관련 과제물 등(기말고사 직전 1회)

    3. 기타 학과 특성에 맞는 과제물(학과 자율)

②조기취업자의 성적은 성적단표에 기재하고 “비고” 란에 “조기취업자”라 표기한다.

제8조(준수사항) 조기취업자의 해당학과는 효율적인 학점인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취업 증빙서류에 의거한 취업자 및 미취업자 확인 철저

    2. 미취업자의 출석 및 수업관리 철저

    3. 제7조에 의거한 학점인정

    4. 취업증빙 및 평가자료 구비 철저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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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경

유

학과장 학부장
결

재

담 당 팀장
교학처
장

부총장 총장

학  과 학   번
학  

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연락처

집전화

취업처

산업체명

H.P 근무부서

회사전화 취업일 년 월 일

산업체주소 

수

강

교

과

목

교 과 목 명 이수구분 학점 담당교수 확인(서명) 비고

계 학점

위 본인은 조기취업자로서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관리 규정에 따라 

수강 교과목의 출석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학생 : (인)

지도교수 :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서류
• 취업을 인증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

•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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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서

경

유

학과장 학부장
결

재

담 당 팀장
교학처
장

부총장 총장

학  과 학   번
학  

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연락처

집전화

취업처

산업체명

H.P 근무부서

회사전화 취업일 년 월 일

산업체주

소 

수

강

교

과

목

교 과 목 명 이수구분 학점 담당교수 비고

계 학점

위 본인은 조기취업자로서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관리 규정에 따라 

수강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학생 : (인)

지도교수 :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서류 • 취업을 인증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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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3〉

취 업 확 인 서

학 과 학 번 학 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집

취 업

산업체

산업체

휴대폰 근무부서

회사전화 취업일 년 월 일

산업체 주소

수

강

교

과

목

교 과 목 명 이수구분 학점 담당교수 비고

계 학점

상기 학생은 조기취업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학 과 장 : (인)

첨부서류 ◦ 취업을 인증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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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4〉

조기취업 준수서약서

◉ 인 적 사 항

소 속 학 년

학 번 성 명

◉ 취업업체 및 기관

업 체 명 근무부서명

연 락 처
주 소

전 화 취업일자 년 월 일

■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조기취업신청은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졸업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기 바라며, 조기취업 후에도
졸업요건 확인 및 수강과목 학점이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강신청한 과목 담당교수와 출석, 과제, 시험에 관한 상의를 하여야 하며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서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출석으로 인정된다거나 일정점수를 취
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공지합니다.

■ 조기취업자 준수사항
1. 졸업이전까지는 직장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퇴사를 결정할 수 없으며, 만약 퇴
사했을 경우 3일 이내에 지도교수에게 연락하고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이를 엄수하지 않을 시는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위장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F 처리한다.
4. 조기취업자는 조기취업확인서에 필히 학부모(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취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취업을 인
증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의 조기취업자 유의ㆍ준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자 : (인)

성 명 :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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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교 생활 지원

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장애학생 모두를 말한다. 

제3조(조직)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4조(설치)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교학처에 둔다. 

제5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장은 교학처장이 맡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 직원은 교학처의 직원으로 한다. 

   ④ 센터에 장애유형별 전담 조교 또는 겸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6조(설치)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다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교육활동, 문화활동, 장학복지 등)

    2. 보조 인력에 관한 사항

    3. 학습 및 일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접근 등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 특수교육 및 교육학 전공 교원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

되,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담당 직원이 간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총장이나 위원장의 소집, 또는 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 ① 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등록을 받아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② 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 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센터장에게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

정도가 완화(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

다. 



- 345 -

제12조(특별 전공배정) ① 입학 후 전공을 배정받아야 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장애학생 중 시각, 청각, 

언어장애 4급 이내인 학생에 대하여는 전공배정 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의 특별 전공배정은 일반 학생의 전공배정과 함께 학부장이 주관하며, 학부장은 장애학

생의 희망과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별 전공배정 하되 특정 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

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특별배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13조(우선 수강신청) ① 교학처는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

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장애학생 정보 제공) ① 교학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

당 교·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제15조(학점당 등록) ① ｢학칙｣제33조의6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 당 등록을 허용하며 등록금

액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당 등록금액을 적용한다. 

제16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봉사활동 인정)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활동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

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동아리 활동) 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강, 장애체험 등 필요할 경우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21조(경력개발지원) 센터는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제22조(편의시설 확충) 행정안전지원처는 필요한 경우 연차별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추

진하여야 한다. 

제 5 장  장애학생의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

제23조(지원요청)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제24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23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

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별지 1호)를 센터에 제출하며, 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별지 2호)를 청구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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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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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심사청구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 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 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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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

       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

       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          ┌──────┐    ┌───────────┐

│1. 재심청구 │          │2. 사건배정  │    │3. 심사청구서 검토    │

┕━━━━━━┷━━━━━┷━━━━━━┷━━┽───────────┘

                                              │                        

┌──────────┐    ┌────────┴───────────┐

│5. 변명서 접수·검토  │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  │

└──────━━━━┷━━┷━━━━━━━━━━━━━━━━━━━━┥

                                                                      │

┌──────┐┌───────────┐  ┌──────┐┌────┤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통지  │  │8. 심사회의 ││9. 결정 │

┕━━━━━━┷┷━━━━━━━━━━━┷━┷━━━━━━┷┽────┘

                                                            │          

                        ┌────────┐    ┌─────┴────┐

                        │11. 결정서 송부 │    │10. 결정서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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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심사결과통지서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결과

⑥ 법률근거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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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교재개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각종 교재 및 교수-학습도구의 개발에 관

한 사항을 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재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교재 및 교수-학습도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과목 교재

    2. 전공과목 이론교재

    3. 전공과목 실험실습교재

    4. 기타 보충 교재

제3조(산업체 인사 활용) 교재개발시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산업체 인사가 공동집필자로 참여해야 한다.

제4조(교재개발 계획) 교학처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5조(교재개발 신청 및 선정) ① 교재개발 신청은 교재개발신청서 및 교재개발계획서[별지서식 

(1),(2)]에 의거 매 학년 초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학처는 교재개발 신청서를 접수하여 교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개발 교재를 선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재개발 연구비) ① 선정된 교재는 교재개발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한다. 단, 연구

비 지급액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비는 교재개발신청서(별지서식 (1))에 의거 신청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그 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착수금 : 교재개발계획서 승인 후 연구비 총액의 1/2

    2. 잔액 : 교재 발행 직전 지급(원고 교정 마감 후)

   ③ 연구비를 받은 자는 교재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교재개발 진행 및 기간) ① 교재개발은 연구비 지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기간 연장을 승인 받은 교재에 대해서는 그 승인 받은 기간을 완료 기간으로 본다.

   ② 계획서의 내용 변경이나 기간 연기는 1회에 한하며,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교재개발 중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교재개발 변경 및 지연 

사유서(별지서식 (3))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보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연구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재개발 중간보고서(별지서시 

(4))를, 교재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교재개발 결과보고서(별지서식 (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재개발 중지 및 연구비 반납) ① 교재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개발 책임자는 교재개발 중지사유

서(별지서식 (6))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재개발을 중지할 수 있

다. 

   ② 교재개발 신청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집필자는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교재개발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교재개발 완료 및 심의) ① 완료된 집필 원고의 분량은 A4 200쪽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완료된 집필 원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시 관련 교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교재 수정․개편) ① 교재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재 중 수정․개
정을 원하는 집필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재를 수정․개편, 보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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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재 발행 후 또는 수정․개정 발행 후 4년이 경과된 교재

    2. 제10조의 심의 결과 수정․개정이 결정된 교재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교재로 사용할 수 없을 때(단, 발행 후 2년이내에는 수정․개정할 

수 없으며, 재고량을 소모한 후 가능)

제12조(교재 발행 및 교재 채택) ① 발행된 교재는 2년 이상 교재로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발된 교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여

부를 결정하되, 사용 기간을 2년 이하로는 할 수 없다.

   ③ 교재의 발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제13조(교재 저작권 및 발행권) 이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교재의 저작권 및 출판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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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       ) 학년도 교재개발 신청서

접수번호 분야

계    열 전공

교 재 명

교재개발내역

개발구분 교과목명 이수구분 비고

교필(     )

교선(     )

전필(     )

전선(     )

교재개발

사용예정

사    용

계획년도

사용계열

(학과)
사용학년 사용학기

사    용

예상부수
비고

집필책임자
소 속

성 명

공동집필자
소 속

성 명

공동집필자
소 속

성 명

공동집필자
소 속

성 명

개    발

신청금액

    상기 교재(교수-학습도구)를 개발함에 있어 교재개발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과 교재개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20   년   월   일

                                                집필책임자 :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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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교재개발 계획

1. 개발목적(필요성)

2. 교재내용 및 범위(주요목차/내용 상세기술)

3. 집행일정

추

진

일

정

진행과정                         월별
(           )학년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산업체 연계내용

5.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자재

6. 기타사항

7. 참고문헌

8. 개발예산

총    액 산  출  내  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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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

교재개발 변경 및 지연 사유서

개발년도
교재명

소속학부

집필진 집필책임자                 집필진

연구비 총  액 :          만원     기지급액:       만원     미지급액:        만원  

원고제출
당초 제출일 교재채택

시    기
        년 제    학기

제출 예정일

지연사유 :

                                20      .    .     .

                      집필책임자

                                             직   급 :        성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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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

교재개발 중간보고서

소 속 학 부 개발책임자 성명

개발교재명 교 재 개 발 비

교재개발참여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집필진행상황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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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5)]

교재개발 결과보고서

소 속 학 부 개발책임자 성명                 

개발교재명

교재개발

참 여 자

집필결과

개    요

개발비사용내역

(정 산 사 항)

집필결과의 활용방안    집필교재사양

면수:

사용년월일:

사용부수:

사용해당학년: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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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6)]

 교재개발 중지 사유서

개발년도

교재명

소속학부

집필진 집필책임자                          집필진

연구비 총 액 :    만원   기지급액 :      만원    미지급액 :        만원

중지사유

                                20      .    .     .

                      집필책임자

                                              직   급 :        성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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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산학협력중

점교원의 임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에 

의한 산업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교원은 산업체 경력과 관계없이 산학협

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9.03.01.)

제4조(유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채용형과 지정형으로 구분한다.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2조의 자격을 갖추어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신규 임

용된 교원을 말한다.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비정년트랙과 비전임으로 나눈다. 비전임은 전일제

(full-time)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학과(계열)에서 산학협력활동을 중점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교원을 말하며, 교원업적평가를 “산학협력중심형”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

한다. 

제5조(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과(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용) ① 채용형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근무기간, 급여, 근

무조건, 교원업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의 전임교원 인사관리 관련 지침을 따른다. 

   ②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평가 등에 관한 사

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특별임용)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특별채용 및 수시채용 할 수 있다. 

    1. 해당전공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2. 해당전공 관련 산업체에서의 업적이 널리 인정되는 자

제8조(임용기간)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기간은 최초임용시 1년으로, 그 후는 1년 또는 2년 단

위로 재계약 임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은 학교법인광동학원 정관 제39조의 교원의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정)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부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한다.

제10조(해지) ①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이 지정의 해지를 희망할 경우 매 학년도 1학기 개강일 기준 

2개월 전까지 해지신청에 의하여 일반교원으로 복귀한다.

   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산학협력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 임용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연장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으

면 임용기간은 계약종료일에 자동 해지된다. 

   ④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업적평가) ①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중심형’으로 평가받되, ‘산학협력’ 영역의 배

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형’으로 평가받되, 교육영역, 봉사영역, 산학협력영역의 업무

를 수행하고 평가를 받는다. 연구영역의 점수는 산학협력영역에 합산한다.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원

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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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용계약)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임용직급 

    2. 계약기간 

    3. 보수  

    4. 책임시수

    5. 근무부서

    6. 업적 및 성과 등

    7. 재계약 및 절차

    8. 권리와 의무

    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복무)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1. 산학협력 전담으로 계약한 교원 이외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한 

나머지 강의를 맡아 이에 충실해야 한다.  

    2. 방학기간 중에도 계절수업, 특별강의 또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다.

    3.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타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타 기관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그 기관 위촉에 수락 또는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초 1개월 전에 소속 학부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제반 학사운영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서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당연퇴직) 산학협력중점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본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재임용을 받지 못할 때

    2. 소속 학과(계열)가 계열․학과 및 전공개폐에 관한 규정 제4조(계열․학과 및 전공 폐지 기준)에 의

거 폐지될 때

제15조(직권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

직시킬 수 있다.

    1.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대학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한 경우

    4. 기타 본 대학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5조(시행세칙) 기타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산학협력전담교원임용규정은 

폐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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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산업체 경력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4.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5.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6.「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  

   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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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9.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0.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1.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2.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  

   한 경력

13.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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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산학협력중점교원(□지정, □해지) 신청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임용기간 : 20   .  .  .  ～ 20   .  .  .

산학협력중점교원(□지정, □해지) 기준일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

규정을 모두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산학협력중점교원(□지정, □

해지)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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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학부장 추천서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기간 20  .  .  . ～ 20  .  .  .

학부장 추천의견

위와 같이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학부장 :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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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정년보장 교원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광동학원 정관 제30조의 4 및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본 대학교 정년보장 

교원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년보장 교원 임용 심사위원회)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

하기 위하여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부교

수 이상의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년보장 임용결정을 위한 의결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④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의한 재적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정수는 그 재적위원수를 감한 수로 한다.

   ⑥ 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의 심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심사) ① 정년보장 교원임용 후보자에 대하여 총장은 임용예정일 3월 전까지 심사의결을 위원장

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 교원임용 후보자는 심사에 필요한 명세서와 증빙자료를 학부장 및 교학처장 확인을 받

아 임용예정일 3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별표1)에 따라 심사한 후 결과를 (별표2)에 의하여 임용예정일 2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50%로 하되 임용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지침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본 지침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9년 04월 01일자 임용대상자에게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한정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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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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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평가표

군장대학교 20   년  월  일

평  가

대상자

소 속
평 가

위 원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직 급

성 명

구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점 비 고

연구
업적
(60)

연구실적
전문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및 교원인사규정 제6조이하에서 정한 연구실적 
900% 이상(25), 600%이상(20), 600%미만(15)

25

재직기간
실적임

단, 연구실적의 
경우 석․박사 
학위논문은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함

연수실적
전문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서 정한 연수 
6개월이상(15), 2개월 이상(12), 21일이상(10) 21일미만(8)

15

학술회의 활동
국제학술회의 발표(10점/건), 국내중앙학술회의 발표(7점/건)
국내지방학술회의 발표(5점/건)

15

소지학위 박사이상(5), 박사미만(3) 5

교육
업적
(60)

담당수업
최근 6학기 주당 수업시간 평균(0.5점/시간) 10

교수에 대한 열의와 수업이행상태 우수(10), 양호(8), 개인사정으로인한 결강 
10회 이상 미흡(6), 무단결강 있으면 불량(4)

10

취업지도
최근 5년간 학과 취업률 평균 
80%이상(15), 80% 미만(10)

15

학생지도
동아리 또는 야간학과 지도교수(2점/년)
기타 학생지도에 노력한 객관적인 실적(2점/건)

10

산학협동
연구용역(5점/건), 기술지도(3점/건), 기타 학산협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적(3점/건)

15

봉사
업적
(40)

학내봉사
보직처장(4점/년), 기타보직(2점/년)
각종 위원회 위원(당연직은 제외)(1점/년)
기타 학내봉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실적(1점/년․건)

20

사회봉사
중앙정부 자문(평가)위원(5점/건), 지방정부 자문(평가)위원(4점/건)
산업체 자문위원(기술고문), 각종 시험 출제위원, 정기간행물 기고(3점/건)
기타 사회봉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적(3점/건)

10

학회봉사
국제학회 임원 또는 국내학회 회장(5점/건)
국내학회 임원 또는 국내학회 지부장(3점/건)

10

기본
자질
(40)

교수로서의 자질 품위 및 법령준수 우수(10), 양호(8), 미흡(6), 불량(4) 10

근무자세
교직원 인화 우수(10),  양호(8), 미흡(6), 불량(4) 10

근면, 성실성 우수(10),  양호(8), 미흡(6), 불량(4) 10

행사참여 행사참여 우수(10), 양호(8), 미흡(6), 불량(4) 10

※ 상벌은 다음 기준에 의거 가․감한다.

상벌

상
훈장, 포장(10점/건), 대통령표창이상(5점/건)
장관표창이상(4점/건), 이사장 표창(3점/건), 총장 표창(2점/건) 

벌
시말서 징구(-2점/건), 주의(-3점/건), 경고(-4점/건)
경징계(-5점/건), 중징계(-10점/건)

※ 평가항목 외 평가할 업적이 있는 경우

기타
출석위원 :

찬 :   반 :

연구업적 소계 교육업적 소계 봉사업적 소계 기본자질 소계 상벌 소계 기타 소계 총   계

※정년보장 임용평가 총계가 100점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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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결과 보고서

대상자인적사항 정년보장
교원임용
평가총계

심사결과

(합격․불합격)
불합격사유 비 고

소  속 직 급 성 명

정년보장 교원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군장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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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 명세서

평가 대상자 : (소 속)              (직 급)                  (성 명)                   
평 가 기 간 :            부터           까지                제출일 : 20    년   월   일

    1. 연구업적(연구실적과 학술회의 활동의 경우 중복 불가)

    가. 연구실적(재직기간내 발표한 실적 900%까지, 석․박사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

구  분 발표일자 논문(저서)제목 게재지 저자수

    나. 연수실적

연 수 기 관 연 수 기 간 연수일수 연  수  내  용

    다. 학술회의 활동

학술회의명 발표일자 발  표  내  용 발표장소 연구인원

    라. 소지학위 :                     (학위등록번호 :               )   전공 :

    2. 교육업적

    가. 담당수업 시간(최근 6학기 동안 주당 담당수업 시간)

   년  학기    년  학기    년  학기    년  학기    년  학기    년  학기 총 계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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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에 대한 열의와 수업이행 상태

 * 작성방법 및 기재내용 

 1. 개인적으로 교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적

 2.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강 및 무단결강 있으면 기재(결강사유, 일시)

    다. 학생취업지도(최근 5년간 학과 취업률)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총 계 평 균

    라. 학생지도

 * 작성방법 및 기재내용 

 1. 동아리 및 야간학과 지도교수 실적(기간, 지도교수 내용)

 2. 기타 학생지도에 노력한 객관적 실적

    마. 산학협동

 * 작성방법 및 기재내용 

 1. 산학간 연구용역 및 기술지도 실적

 2. 기타 산학협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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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봉사업적

    가. 학내봉사

 * 작성방법 및 기재내용 

 1. 보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실적(보직 또는 위원회, 기간)

 2. 기타 학내봉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실적

    나. 사회봉사

 * 작성방법 및 기재내용 

 1. 중앙정부 자문(평가)위원, 지방정부 자문(평가)위원

 2. 산업체 자문위원(기술고문), 각종 시험 출제위원, 정기간행물 기고

 3. 기타 사회봉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적

    4. 상벌사항

 * 작성방법 및 기재내용 

 1. 상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장관표창, 이사장표창, 총장표창 등

 2. 벌 : 시말서, 주의, 경고, 경징계, 중징계 등

    5. 평가항목 이외 평가할 업적이 있는 경우

확 인 자 : 교학처장                        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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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교내연구비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교내연구사업의 연구활동을 효율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연구비”라 함은 본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있어, 교내 연구과제에 지

급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② “교원”이란 함은 본교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연구비 수급자격) 연구비는 학술연구 및 위탁연구 과제를 책임 연구하는 본교 전임교원에게 지급

한다. 단. 객원교수, 겸임교원, 강사 등이 책임연구자인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 중 공동연구자를 

선임하여 신청하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구과제 공모) 연구과제 공모 시행 계획 및 연구비 지원 계획을 매 학년도 4월경에 안내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비 신청)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공모 계획에 따라 소정기한 내에 [별지 제1호]사

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창조교육개발원(이하“개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개발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창조교육개발원장이 겸직한다.

     ③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연구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① 연구계획서 심사․선정․연구과정 검토 및 연구결과의 평가

     ②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 의무 미 이행 연구책임자에 대한 처분

     ③ 기타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 연구비 지원 대상 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제11조(연구비 지원) ① 연구비는 연구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시행한다.

    ② 연구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며, 배정된 연구비는 일시 또는 분할

하여 지급한다.

    ③ 연구비는 연구사업계획서 및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검토․심의하여 연구 사업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비 사용범위) 연구비는 지정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한 증빙자료를 연구중간, 결과보고 및 정산을 요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기간 및 연구계획의 변경) ① 교내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사업 

공고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연구계획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연구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 [별지 제3호]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③ 연구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계획 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연구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연구진행 및 결과보고) ① 연구진행사항은 연구기간의 개시 일로부터 1/2이 경과한기 전에 [별

지 제4호]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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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구결과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연구결과보고서와 연구논문 출력본 

1부, 연구논문 한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내역서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연

구비의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 할 수 있다.

     1.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신분을 상실 하였을 때

     2.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4.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5. 연구 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6.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본 연구비 지원과제와 동일과제로 교내․외 타 연구비를 이중 수혜하였을 때

제16조(연구비 지급의 제한) 전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7조(우수연구자 선발 및 포상) ① 교원 중 연구활동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연구자 선발은 당해 연도 연구활동(논문, 저역서, 국내외 연구사업 획득 실적 등) 업적이 

탁월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타의 귀감이 되는 교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우수연구자 포상은 상패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장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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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NO :      )

201 학년도 교비 연구과제 사업 신청서

과제명                           (※ 세부 연구과제명 기재)

사업

책임자

성  명 (한글)                  (한자)

소  속 군장대학교               학부                          과(전공)

직  급
최종학위

세부전공

사업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년  개월   일)

사업참여자 공동참여자 :        명 보조참여자 :            명

사업지도․자문기관

(단체 등)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기관(단체)

성격
지도(자문)내용 전  화

(   )   -

사업비 대  학 외부 기관(단체) 소요예산 계

신청금액 천원
기관(단체)명 :

주소/전화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천원

    본인은 201  년도 군장대학교  (연구과제사업명)  사업을 수행하고자

 (세부사업 과제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상기 신청인은 본 대학 20   년도 (연구과제사업명)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학부장) :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 ‘NO’는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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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NO :      )

201 학년도 교비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신청서
연구책임자              대학교            학부(과) 성  명

연구과제명

연구비 지급액  

1. 과세대상 비목(합계:            원) 

①인건비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지급액 은행 및 계좌번호

② 연구

  활동비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은행 및 계좌번호

2. 비과세 대상 비목 (합 계:              원)

① 여비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은행 및 계좌번호

②기술정

보활동비, 

수용비 및

수 수 료 , 

재료및 전

산처리비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은행 및 계좌번호

 *비과세 대상 비목 중 여비항목은 “교비연구과제 연구비 여비(출장비)신청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기술

정보  활동비,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항목은 “영수증 첨부지”에 부착하여 제출.

위와 같이 교비 연구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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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사업 구분 재원 국고

과제번호 사업과제명

사업 기간 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 사  업  비 금         원

사업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 주요 변경 사항 : 사업일정 및 기간, 기타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 등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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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1]

사업비 예산변경 신청서

사 업 명 재원 국고

과제번호 사업과제명

사업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사업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사업비                   원

예산변경내역                             (단위 : 원)

비   목 실행예산 변경예산 증감 변경사유

총    계

 * 인건비적 경비(연구보조원수당, 사업활동비)는 예산 변경 불가.

 위와 같이 실행예산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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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NO :      )

20  년 교비 연구과제 사업 중간보고서

사

업

자

사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공동참여자 소 속 직 위 성 명

공동참여자 소 속 직 위 성 명

과제명
 (국문)

 (영문)

사업기간

연구비      총                      원 신청액                 원

소요경비

내역서

(안)

 연구활동비                  원  기자재․임차료(수수료)                  원

 공동연구원수당                  원  연구기자재구입비                  원

 여비                  원  회의비                  원

 인쇄비(수용비)                  원  공공요금 등 제잡비                  원

 참고문헌비                  원  기타                  원

 재료비                  원 계                  원

현재까지 

연구수행 

내   용

미진사유

연

구

일

정

월별

진행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기와 같은 내역으로 20  년 사업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첨부 : 연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1부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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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NO :      )

20  학년도 교비 연구과제 사업 결과 보고서

과제명  (※ 세부 연구과제명 기재)

사

업

책

임

자

성  명 (한글)                  (한자)

소  속 군장대학                학부

직  급

최종학위

세부전공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개월   일)

사업참여자 공동참여자 :     명 보조참여자 :            명

사업지도․자문

기관(단체 등)

기관

(단체)명
대표자명

기관(단체)성

격
지도(자문)내용 전  화

(   )    -

사업비 대  학 외부 기관(단체) 소요예산 계

신청금액 천원
기관(단체)명 :

주소/전화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천원

본인은 20   년도 군장대학교  (연구과제사업명)에 대한 결과보고서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 사업 결과물 CD 1매, 연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1부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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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교직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목

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국내외 산업체, 연구소 및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것

을 말한다.

    1. 본 대학 예산에 의한 연구, 교환교수, 기술연수, 직무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본 대학의 공무 또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공무로서 연수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부 및 기타 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구, 교환교수, 기술연수, 직무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연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연수의 구분) 연수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 단기연수：1개월 미만의 국내연수

    2. 국내 장기연수：1개월 이상의 국내연수

    3. 국외 단기연수：1개월 미만의 국외연수

    4. 국외 장기연수：1개월 이상의 국외연수

제4조(연수자격) ① 연수대상자는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휴직 또는 징계 중인 자를 제외하

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국내 단기연수： 본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2. 국내 장기연수： 본 대학에서 최소 6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국외 단기연수 : 본 대학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4. 국외 장기연수 : 본 대학에서 최소 6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은 휴직기간 및 징계기간을 제외한다.

제5조(연수기간) ① 단기연수의 연수기간은 해당 연수 프로그램의 수행기간으로 한다.

   ② 장기연수의 연수기간은 6개월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연수기간 연장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최대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수자의 처우 및 연수경비) ① 연수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등으로 

한다. 

   ②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연수경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단기연수 및 국내 장기연수의 경우에는 본 대학의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국외 장기연수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국외연수지원 금액에 준하여 연수기간 범위

에서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③ 제2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연수경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7조(연수 시 준수사항) 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수가 끝나는 즉시 귀임하여야 한다.

    3. 연수 장소 및 연수 분야는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     

다.

    4. 연수기간 중 타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연구 활동에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영리목적의 타기관에 피고용 될 수 없다.

제8조(긴급소환) ① 국가 또는 본 대학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나 강의 또는 학사업무에 긴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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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시 총장은 연수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해당자는 즉시 본 대학으로 귀임해야 하고 소환의 원인이 소멸한 경  우에는 연수

를 계속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의 요구에 의해 소환할 경우에는 귀임에서 복귀할 때까지의 경비는 학교측이 부담하고 소

환된 기간은 연수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조(연수의 취소) ① 총장은 연수 중의 교직원이 제 7조의 각 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원래의 연수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수허가를 취소  하고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연수취소자는 연수경비와 연수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여

야 한다.

제10조(교직원연수심의위원회) ①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연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사안 종결 시 해체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교학처장, 기획관리처장, 산학협력단장, 행정안전지원처장, 창조교육

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단기연수 

제11조(단기연수 인원) 단기연수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또는 단체연수가 가능

하다.

제12조(단기연수 신청 및 선정) ① 단기연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단기 연수신청서를 제출

한다.

   ② 총장은 단기 연수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연수자를 선정한다.

제13조(단기연수 보고) 단기연수자는 연수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 단기연수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장기연수

제14조(장기연수 인원) 장기연수의 연수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1. 교원의 연수 인원은 학부․학과별로 전임교원 10인당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0인 이하의 학

과(계열)의 경우에는 1명으로 할 수 있다.

    2. 직원의 장기연수는 부서별로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장기연수 신청) ① 장기연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교직원 장기연수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이전에 연수를 수행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간의 5배 이상 근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직기간 및 징계기간은 제외한다.

제16조(장기연수자 선정) ① 연수자의 선정은 소속 학부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별

표1] 장기연수 연수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 평정하고 총장이 선정한다. 

   ② [별표1] 장기연수 연수자 선정기준은 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장기연수 연장) ① 연수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장기연수 연장 신청서를 

연수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 연장은 위원회가 장기연수 연장 신청서류를 심의하고 총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장기연수자의 신고) ① 장기 연수자는 연수 출발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를 총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연수 종료 후 귀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귀임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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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19조(장기연수 보고) 장기연수 종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장기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장기연수자 의무복무) (삭제20200220)

제21조(장기연수 중도포기) 연수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연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급받

은 연수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연수를 포기하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반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미귀임자에 대한 조치) 총장은 연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귀임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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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장기연수 신청서

학부(과)·부서 직명 성명

연수과제명

연수 신청기간 20 . . . ~ 20 . . .( 개월)

연수기관

국명 기관명

주소

초청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이메일 연락처

상기와 같이 교직원 장기연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장기연수 계획서(별지2호서식) 1부.

2.학과(계열) · 부서 검토 의견서(별지3호서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부(과)장 · 부서장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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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장기연수 계획서

Ⅰ. 연수개요

 평가자가 특히 고려해야 할 연수과제의 중요성, 연수기관의 우수성, 연수신청자의 연

수 능력부문 등에 대해 기술(개조식으로 작성)

Ⅱ. 연수과제

1. 연수의 목적 및 필요성

연수과제의 국제동향과 국내수준, 국가적인 중요성과 산업적인 필요성 및 해외에서 연

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함.

2. 연수의 내용 및 방법

수행하고자 하는 연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기술함.

경비부담 기관이 외부인 경우 기술함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연수과제 부문

연수기관 부문

연수자 교내활동 부문



- 383 -

Ⅲ. 연수기관

1. 연수기관 개요

2. 초정자

3. 추진경과

 초정장 입수 여부 및 초정자와의 협의 상황을 기술함.(국외 연수 신청자만 작성)

Ⅳ. 연수자

1.연수자의 교내 활동

 근속년수, 보직활동, 상훈, 학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함.

2. 업적평가

∎본인 취득 업적평가 점수×0.3의 3개년 평균치(신청자 기재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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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학부(과)·부서 검토의견서
1.연수자

2. 연수일정

3.검토의견

상기와 같이 교직원 장기연수 신청자에 대한 학부(과)·부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부(과)장 · 부서장 (인)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연수지(파견기관) 연수기간 연수목적

①학부(과)·부서 회의 심의결과

②연수기간 중의 강의·업무 대체방

안

③학부(과)·부서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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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귀임 신고서

학부(과)·부

서
직명 성명

연수과제명

연수기간

연수기간
국명 기관명

주소

상기와 같이 교직원 장기연수를 마치고 귀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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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대학교 “교직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연수자로 아래와 같이

연수를 수행함에 있어 동 규칙 및 대학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수 승인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개

월)

연수과제명:

년 월 일

서약자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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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장기연수 연수결과 보고서

학부(과)·부

서
직명 성명

연수과제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국명 기관명

주소

상대방

부서명

직급 성명

이메일 연락처

상기와 같이 교직원 장기연수 연수결과를 보고합니다.

쳠부: 연수결과 보고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부(과)장 · 부서장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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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장기연수 연장 신청자

학부(과)·부서 직명 성명

연수과제명

연수시간

연수

연장기간

연수기관

국명 기관명

주소

상대방

부서명

직급 성명

이메일 연락처

상기와 같이 교직원 장기연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쳠부 1. 장기연수 연장 계획서(별지8호서식) 1부.

2. 학과(부)·부서 검토 의견서(별지3호서식) 1부.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부(과)장·부서장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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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장기연수 연장 계획서

Ⅰ. 연수 연장 개요

∎연수 연장 계획, 연수실적, 연수기간 연장에 대한 초청자 의견 등을 기술(개조식으로

작성)

Ⅱ. 연수 연장 계획

1. 연수기간 연장의 필요성

2. 연장기간의 연수 내용 및 방법

3. 연수기간 연장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Ⅲ. 연수 실적

∎현재까지 연수를 통해 이룬 연구수행 사항 등을 서술

연수 연장 계획 부문

연수 실적 부문

연수기간 연장에 대한 초청자 의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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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수기간 연장에 대한 초청자 의견

∎연수기간 연장에 대한 초청자 의견서

*별지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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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연수기간, 장소, 내용, 교육비가 명시된 공문 또는 자료를 첨부할 것.

상기와 같이 교직원 단기연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수책임자(신청자): (인)

학부(과)장·부서장: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단기 연수신청서
계 팀장 처장 총장

사업비 항목

연수책임자 성명 소속

연수참가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연수기간

연수장소

연수명

연수 목적

연수 내용

연수 비용

항목 산출내용 금액 비고

교육비

공무원

여 비

규정에

준함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기타

총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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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단기연수 결과 보고서

연수책임자 소속부서 성명

연수참여자

소속부서 성명

소속부서 성명

소속부서 성명

소속부서 성명

연수명

연수기간

연수기관

상기와 같이 교직원 단기연수 연수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연수결과 보고1부.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부(과)장·부서장: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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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장기연수 연수자 선정기준

※업적평가 점수: 업적평가 결과 등급 A,B,C,D,E,의 점수는 각각 100점, 80점, 60점, 40

점, 20점으로 한다.

구분 내용 평가방법

연수과제(30점)

목적 및 필요성(10점) 정성평가

내용 및 방법(10점) 정성평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10점)
정성평가

연수기관(10점)

연수 대상기관의

우수성/적절성 및

추진경과(10점)

정성평가

연수자(60점)

업적평가(30점)

교수: 본인 취득 업적평가 점수×0.3(3개년 평

균)

직원·조교: 근무평가 자료 의거

교내활동(30점)
정성평가(근속년수, 보직활동, 상훈, 기여도

등 고려)

총 배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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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장기연수 연장 선정기준

 

구분 내용 평가방법

연수과제(70점)

연수기간 연장에 따른 연수

계획(40점)
정성평가

연수실적(연구수행 사항 등)

(30점)
정성평가

초청자

의견(30점)

연수기간 연장에 대한 초청

자 의견의 타당성(30점)
정성평가

총 배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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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군장대학교 교육평가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의 교육과정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관리 ․ 평가하

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 

2.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계열별 교원과 관련부서의 교직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

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1인 이상이 서

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학처 교무팀장이 된다.

제9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

제10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평가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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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업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과적인 수업관리를 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각 학과(계열)의 수업관리에 적용하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제외한다. 

제3조(수업시간) 주간은 1교시(09:10 시작)부터 8교시(17:00 종료)까지, 야간은 9교시(18:10 시작)부터 

13교시(22:15 종료)까지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제3조의 2(지각 및 결석) ① 수업시간 20분을 초과한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② 지각 2회(2학점), 지각 3회(3학점)이면 1시간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4조(수업시간표 편성) ① 수업시간표는 학부장의 협조를 얻어 교학처에서 편성한다.

   ② 수업일수는 주당 4일 이상으로 분산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수업시간변경) ① 확정된 수업시간표의 담당교수, 요일, 시간 등의 변경은 불가하며 보직 변경 등

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즉시 교학처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업시간 임의 변경, 무단결강, 보강 미실시 등 학사행정에 물의가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학처장은 경위서를 제출케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조(수강인원 기준) 강좌별 수강인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공과목

     1) 이론강좌의 강좌별 수강인원 기준은 주간 최소 20명, 야간 최소 15명으로 한다. 단, 학사운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규모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20)

     2) 실험실습강좌의 강좌별 수강인원 기준은 이론강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실험실습실 규모에 따

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교양과목 

     1) 강좌별 수강인원 기준은 100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0.02.20)

    다. 가상강좌(인터넷수업)는 단일강좌로 개설한다. 단, 200명 초과 시 분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학습반의 분반) 학습반의 분반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8조(교원 및 강사의 출강) ① 전임교원은 주5일 이상 근무 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원은 학기당 2개 교과목 이상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9조(교양교과목 담당교수 배정) 교양교과목 담당교수는 교양과정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정하되 중견교

수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교원의 책임강의시간) ① 전임교원의 책임강의 시간은 주당 12학점(예․체능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년 1학기(6개월)이내 교원은 책임강의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수업확인) 각 학부장은 당일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조치하고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학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업계획서) ① 수업계획서는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형식은 교과목 개

설목적,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주별수업계획, 학습과제, 평가방법, 교재와 참고문헌, 학습자

의 유의사항 등을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② 교원(강사 포함)은 담당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내전산망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열람한 

후 수강신청과 수업참여, 과제물 제출 등의 학업과정에 착오가 없도록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제13조(집중강의수업)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집중강의 수업은 학기 중 휴일, 현장학습기간 또는 

학기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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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제10조 ①항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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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산업체 방문의날 규정

제1조(목적) 산업체 방문을 정례화하여 산업체와의 관계증진 및 다양한 산학협력활동 수행, 학생 취업률 

향상, 현장실습처 확보, 정보수집 등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산업체 방문의 날의 합

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체의 범위는 산학협력업체 및 현장실습업체, 졸업생 취업처, 기타 학과의 특성과 

관련된 산업체 및 유관기관을 말하며, 방문자는 본 대학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방문시기) ① 본 대학의 전임교원은 주1회 산업체 방문 가능일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산업체 

방문을 하여야 한다, 단, 학과 소속 교원 간에 동일 요일을 피하는 등 일정을 조정하여 학생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 방문을 주1회 원칙으로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인의 일정에 따라 방문 시기는 변경

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과의 교원은 실습지도(순회지도일)일과 일치하여 방문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서류제출) 산업체 방문계획에 따라 산업체를 방문하는 교원은 방문결과에 대해 “산업체방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체 방문 후 일주일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 지원) 산업체 방문의 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체 방문에 따른 일체의 사무처리 및 

각종 행정지원은 교학처를 경유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우수사례 포상) 산업체 방문의 날 시행에 따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학년도별로 발표회 및 포상

을 실시하며, 우수사례 해당 교원의 경우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제7조(기타 사항) 산학협력의 날 시행과 관련하여 본 세칙 이외의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

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부터 본 대학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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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동실험실습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실험실습실에 설치한 기자재의 활용성을 제고하며 동일 또는 유사내용의 교

과목에 대한 원활한 실험실습의 수행으로 교육․연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실험실습실의 합리

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공동실험실습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한다.

    1. 공동실험실습실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험실습실을 말한다.  

    2.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습 기자재를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기자재의 활용성 및 교육 효과

를 제고하여야 한다.

  3. 최신 정밀 고가 기자재는 공동 활용을 권장하여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4. 학과별 실습 기자재 중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공동실험실습실 이용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는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6. 교원이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담당교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 ① 교학처장은 공동실험실습실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② 공동실험실습실은 제2조 제1호에 의해 지정되는 실습실로 한다. 

   ③ 공동실험실습실에는 담당교원을 두고, 담당교수를 보좌하는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④ 공동전산실습실의 네트워크 관리는 전산정보실을 소관부서로 한다.  

   ⑤ 공동어학실습실의 관리는 항공운항서비스과를 소관부서로 한다. 

   ⑥ 조선공학관의 관리는 조선해양계열을 소관부서로 한다.

   ⑦ 자동차실습동의 관리는 자동차기계계열을 소관부서로 한다.

   ⑧ 항공공학관의 관리는 항공정비과를 소관부서로 한다.    

제4조(담당교원의 임명) 담당교원은 해당 공동실험실습실을 실험실습 수업에 활용하는 교원 중에서 교

학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소관사무) 공동실험실습실 담당교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기별 실험실습실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2. 공동실험실습실 조교 및 기사의 복무 관리

    3. 공동실험실습실 기자재 및 재료의 보관 관리

    4. 각종 대장의 비치 관리

    5. 기자재의 수리 요구

    6. 실험실습 기자재의 품목 선정

제6조(사용절차) ① 공동실험실습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실습계획서 및 실험실습실 사용계획서

를 매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해당 공동실험실습실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실험실습실에서 원활한 실험실습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과보다 우선 하여 수업시간   

을 편성한다.

   ③ 공동실험실습실 담당교원은 실험실습실 사용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실습담당 교원은 실험실습 수업 종료 후 실습일지(별지 서식)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실습담당 교원은 실험실습 수업 종료 후 사용 기자재를 담당교원에게 인계하고 담당교원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① 공동실험실습실의 실험실습 수업과 관련한 예산(기자재 구입비 및 재료비)은 학과의 실

험실습실보다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실험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실습재료비는 사용 학과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기자재 사용전환) 본 대학의 다른 실험실습실 등에서 공동실험실습실로 기자재를 사용전환 또는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9조(공동실험실습실 공간배정) 공동실험실습실의 공간을 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

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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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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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실험․실습일지
결

재

담당교수 학부장 교학처장

실 험 실 습

일       지

    A반 : 20   .   .   . (   요일)    ～    교시

    B반 : 20   .   .   . (   요일)    ～    교시

    C반 : 20   .   .   . (   요일)    ～    교시

    D반 : 20   .   .   . (   요일)    ～    교시

    E반 : 20   .   .   . (   요일)    ～    교시

단  원  명

실  험

실  습

내  용

사  용

기자재

실 험 실 습 재 료 현 황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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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군장대학교 학생능력인증제(KJ-2Q)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6조의 2(학생능력 인증제)에 의

거 운영하는 군장대학교 학생능력 인증제 KJ-2Q(공인자격증 취득, 현장실무 영어어휘 능력 인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학생능력 인증제의 목적) KJ-2Q 인증제는 우리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일정 수준 이상

의 전공 실무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3조(구분) KJ-2Q 인증제는 전공 능력의 보유를 나타낼 수 있는 공인자격증 취득과 현장실무 영어어

휘 능력 인증으로 구분된다.

제4조(대상자) KJ-2Q 인증제는 우리 대학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인증취득 의무대상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학과․계열에서 정한 공인자격증을 반드시 취득

하여야 하며, 학과․계열별 현장실무에 필요한 영어어휘 능력 인증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 면제자)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 학사편입생, 시간제등록생, 군위탁편입생, 귀

순동포, 체육특기자, 장애인, 산업체위탁생, 외국인(외국인전형 합격자), 직장재직자(재학 중 2년 이

상 재직자)는 면제한다.(20180124)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장이 따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증 취득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인증 취득이 졸업요건이 아닌 학생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각 인증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인

정하여 인증을 수여한다.

   ④ 인증 취득 면제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별지 서식 제3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KJ-2Q 인증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KJ-2Q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총장, 교학처장, 기획관리처장, 산학협력단장, 창조교육개발원장 및 행

정부서 팀장 등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KJ-2Q 인증제의 기획, 시행, 평가, 인증대상자 선정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심

의, 의결한다.

제8조(업무분장)  KJ-2Q 인증제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KJ-2Q 인증제 운영 및 관리 : 교학처

    2.  KJ-2Q 인증제 관련 업무를 지원 : 창조교육개발원 및 전산정보실

    3. 전공졸업시험 및 영어어휘 인증시험 운영 및 관리 : 학생능력인증시험위원회

제 2 장   시 행 개 요 

제9조(인증자격 준비) 모든 대상 학생은 졸업학기(2년제는 2학년 2학기, 3년제는 3학년 2학기) 까지 전

공 관련 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어어휘 인증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자격 신청) 각 학과․계열은 공인자격증 취득자 및 영어어휘 인증시험 합격자 명단을 졸업 예

정일 15일 전까지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졸업인증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동시에 갖춘 자에게 "졸업인증" 자격을 부여 한다.

     1. 공인 자격증의 취득 : [별표1]의 공인 자격 및 각 학과․계열에서 정한 자격증 취득자

     2. 인증시험의 합격 : 각 학과․계열에서 실시한 현장실무 영어어휘 능력 인증시험 합격자

    ② 위 조항의“졸업인증”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수료”로 처리한다.

제12조(대체인증) 제9조의 졸업인증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졸업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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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인 자격증 대체인증은 본교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전공졸업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2. 인증시험의 합격은 아래 공인 영어시험에서 인증기준에 달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

      가. TOEIC : 400점 이상(990점 만점)

      나. TOEIC Speaking : 50점 이상(200점 만점)

      다. TOEFL PBT : 200점 이상(677점 만점)

      라. TOEFL CBT : 100점 이상(300점 만점)

      마. TOEFL IBT : 30점 이상(120점 만점)

      바. TEPS : 200점 이상(990점 만점)

제13조(시험회수 및 시기) 영어어휘 인증시험 및 제10조 1항의 대체인증을 위한 전공졸업자격 시험은 

매년 각각 2회 졸업학기에 실시하되, 졸업예정일 20일 전까지 최종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관
리 되어야 한다.

제14조(응시원서접수) 영어어휘 인증시험 및 공인 자격증 대체 인증을 위한 전공졸업자격시험의 응시원

서 접수는 시험시행  1개월 전에 본 대학의 각 학부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제15조(시험방법) ① 영어어휘 인증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은 50문항의 4지선다형으로 

구성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전공졸업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은 50문항의 4지 선다형으로 구성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16조(응시비용) 영어어휘 인증시험 및 전공졸업자격시험은 1회에 한하여 학교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

한다.  나머지 1회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제17조(출제ㆍ평가위원) ① 영어어휘 인증시험과 전공졸업자격시험의 출제· 평가는 각 과(계열)별 학생

능력인증시험위원회(1인 이상의 전공교수와 2인 이상의 산업체 인사)가 담당한다.

    ② 출제평가 방법은 난이도와 교육목표의  이원분류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18조(위촉장수여) 영어어휘 인증시험 출제위원과 전공졸업자격시험 출제평가위원에게는  총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9조(출제ㆍ평가위원수당) 영어어휘 인증시험 출제위원 및 전공졸업자격시험 출제ㆍ평가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 3 장   업 무 절 차

제20조(시험계획) ① 교학처는 1학기 초에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여 영어어휘 인증시험 및 전공기술자격

시험의 총괄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한다.

    ② 각 학과(계열)별로 영어어휘 인증시험 및 전공졸업자격시험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1조(시험실시) ① 영어어휘 인증시험 및 전공기술자격시험의 출제는 각 과(계열)별 학생능력인증시험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시험지 인쇄는 교학처에서 실시하고, 시험감독  배정, 시험장소, 시험실시는 

학과(계열)에서 실시한다.

    ② 시험응시 원서접수([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는  각 학부별로 실시한다.

제22조(시험결과 보고) ① 각 과(계열)별 학생능력인증시험위원회는 시험결과를 교학처에 보고한다.

    ② 각 과(계열)별 학생능력인증시험위원회는 시험의 결과물(응시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 및  [별

지 제5호 서식], 공인 자격증 취득자 명단 [별지 제6호 서식], 합격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 및 

[제8호 서식], 실시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합격자 사진)을 취합하여 전체결과를 운영위원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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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증기준) ① 영어어휘 인증시험의 인증기준은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전공졸업자격시험의 인증기준은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서 수여) ① 교학처에서는 영어어휘 인증시험 인증대상자 및 공인자격 대체 전공졸업시험 

합격자에게 본 대학 총장 명의의 영어어휘 능력 인증서([별지 제10호-1호 서식] )를 수여한다.

    ② 교학처에서는 공인 자격증 대체 전공졸업자격시험 인증대상자에게 본 대학 총장 명의의 전공졸

업 자격증([별지 제10-2호 서식])을 수여한다.

제25조(인증내용 기재) KJ-2Q 인증제에 합격한 학생은 졸업증명서 상에 별도로  *공인자격증 취득 및 

현장실무영어어휘합격자 등으로 기재한다.

제26조(미취득자 등 표기) 인증면제자, 비해당자 및 인증 미취득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인증취득이 졸업요건이 아닌 자는 ‘해당 없음’으로, 인증취득이 졸업요건이나 학칙 및 시행지침

에 따라 면제된 자는 ‘면제’로 표기한다.

     2. 인증취득이 졸업요건이나 이를 취득치 못한 자는 인증을 취득할 때까지 ‘수료’로 표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이 규정은 2013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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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국 가 자 격  현 황

1. 국가기술자격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분야 자 격 증

건축

거푸집기능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기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

공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

비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품질시험

기술사, 금속재창호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비계기능사, 실내건축기

능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전산응용건축

제도기능사, 조적기능사, 조적산업기사, 철근기능사, 타일기능사

공예

가구제작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장, 귀금속가공산업

기사, 금속도장기능사, 도자기공예기능사, 목공예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감정사, 석

공예기능사, 자수기능사(기계자수), 자수기능사(수자수), 조화공예기능사, 칠기기능사, 패

세공기능사

광업자원

광산보안기능사(전기분야), 광산보안기능사(기계분야), 광산보안기능사(채광분야), 광산

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광해방지기사, 광해방지기술사, 시추기능사, 자원관리기술

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교통 교통기사, 교통기술사, 교통산업기사

국토개발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

업기사,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지적기술사, 지적산업기사, 지질및지반기술사

금속

금속가공기술사, 금속기사, 금속재료기능장, 금속재료기술사,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재

료시험기능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방

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비철야금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압연기능사, 압연기능장,

열처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원형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

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제강기능사(전기로작업), 제강기능사(연속주조작업),

제강기능사(전로작업), 제강기능장, 제선기능사, 제선기능장, 주조기능사, 주조기능장, 주

조산업기사, 철야금기술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

괴검사산업기사, 축로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

사산업기사, 표면처리기능사, 표면처리기능장, 표면처리기술사, 표면처리산업기사

농림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농화학기사, 농화학기술사, 목재가공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산림기능사, 산림기능장,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산림산업기사,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

술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육처리기능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

업종묘기능사, 임업종묘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종자기능사, 종자기사, 종자기술사, 종자

산업기사, 축산기능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축산산업기사, 펄프제지기능사, 화훼장식기

능사, 화훼장식기사,

산업
디자인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
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
리스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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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 격 증

기계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정
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공기압축
기운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
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사,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금형기술사, 금형제작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기계공정설계기술
사, 기계설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정비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제작기술
사, 기계조립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
비기능사,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메카트로
닉스기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배관기능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보일러
기능장,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사출
금형기능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생산자동화기능
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설비보전기능사, 설비보전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
니셔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연삭기능사, 용접기능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용
접기술사, 용접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자부품장착
(SMT)기능사,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제관기
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차량기술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철도운
송기능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철도차
량정비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컴퓨터
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
사, 특수용접기능사, 판금기능사, 판금제관기능장, 판금제관산업기사, 프레스금형기능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산업응용

공장관리기술사, 광학기능사, 광학기사,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사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생물공학기사, 승강기기능사, 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식품가공기
능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식품산업기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인쇄기능사, 인쇄기사, 인
쇄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포장기사, 포장기술사, 포장산업기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
영산업기사, 품질관리기술사, 피아노조율기능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섬유

방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섬유물리기사, 섬유물리산업기사, 섬
유화학기사, 섬유화학산업기사, 양복기능사(양복봉제), 양복기능사(양복패턴), 양복산업
기사, 양장기능사(양장봉제), 양장기능사(양장패턴), 염색가공기술사, 염색기능사(날염),
염색기능사(침염), 의류기사, 의류기술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한복기능사, 한복산업기사

안전관리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기술사,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
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
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
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인간공학기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에너지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위생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장, 세탁기능사, 이용사, 이용장

음․식료품
복어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과기능장, 제빵기능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복어조리), 조리산업기사(양식), 조리산업기사(일식), 조리산업
기사(중식), 조리산업기사(한식), 주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기

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능사,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기

술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신호기능사,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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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 격 증

전문사무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

가, 사회조사분석사1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스포츠경영관리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컨벤

션기획사1급, 컨벤션기획사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전자

반도체설계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

료전자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

업기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

캐드기능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

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조선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조선기사, 조선기술사,

조선산업기사

토목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도로

및공항기술사, 도화기능사, 보선기능사, 상하수도기술사, 석공기능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철도기술사, 철도보선기사, 철도보선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

업기사, 콘크리트기능사, 콘크리트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기사, 토

목산업기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항공사진기능사,

항만및해안기술사

통신

무선설비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방송통신기사, 방송

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기능사, 전파전자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

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

통신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항공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해양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 수산

제조기술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어로기능사, 어로기술사, 어로산업기사, 어업생산관리기

사, 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항로표지기능사, 항로표지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해양공

학기사, 해양기술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화공 및

세라믹

세라믹기술사, 위험물기능사(제1류), 위험물기능사(제2류), 위험물기능사(제3류), 위험물

기능사(제4류), 위험물기능사(제5류), 위험물기능사(제6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

사, 화공기사, 화공기술사, 화공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학분석

기능사, 화학분석기사

환경

농림토양평가관리산어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생물분류

기사(동물), 생물분류기사(식물),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기술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수질

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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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행기관 자 격 증

대한상공
회의소

비서1급, 비서2급, 비서3급, 워드프로세서1급, 워드프로세서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전산회계운용사1급, 전산회계운용사2급, 전산회계운용사3급, 전자상거래
관리사1급, 전자상거래관리사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
퓨터활용능력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속기1급, 한글속기2급, 한글속기3
급

영화진흥
위원회

영사기능사, 영사산업기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원자력발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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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전문자격

시행기관 자 격 증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환경측정분
석사

노동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업자원부 ISO14000 인증심사원, ISO9000 인증심사원,

중소기업청

경영지도사(1차공통), 경영지도사(마케팅), 경영지도사(생산관리), 경영지도사(인적자
원관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기술지도사(1차공통), 기술지도사(금속), 기술지도사
(기계), 기술지도사(생산관리), 기술지도사(섬유), 기술지도사(전기전자), 기술지도사
(정보처리), 기술지도사(화공), 기술지도사(환경)

경찰청
기계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자동차운
전전문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교육과학
기술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
허,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평생교육사, 핵연료물질취급면허
[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면허[취급자]

문화체육
관광부

경기지도사, 경주선수, 경주심판, 관광통역안내사(독어), 관광통역안내사(러시아어),
관광통역안내사(불어), 관광통역안내사(스페인어), 관광통역안내사(영어), 관광통역안
내사(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국내여행안내사, 무대예술전문인, 박물관및미
술관준학예사, 사서, 생활체육지도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
사, 호텔서비스사

농림수산
식품부

가축인공수정사, 경매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환지사

지식경제부 유통관리사

보건복지
가족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보건교육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1급,
안경사, 안마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사, 의지보조기기
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조산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한의사

국토해양부

감정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축사(예비), 검량사, 검수사, 공인중개사, 교통안전관
리자, 구명정수, 기관사, 도선사, 물류관리사, 사업용, 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수산
질병관리사, 운송용, 조종사, 운항사, 의료관리자, 자가용, 조종사, 주택관리사보, 철
도차량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통신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
사, 항공사, 항공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항해사, 화물운송종사자

관세청 관세사, 보세사

국세청 세무사, 주조사

특허청 변리사

행정안전부 행정사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법무부 변호사

법원행정처 법무사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계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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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공 인  민 간 자 격  현 황

※정부 부처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소관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방송통신위원
회

e-Test Professionals 1,2,3,4급 (주)삼성SDS
PC활용능력 평가시험(PCT) A, B급 (주)피씨티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 ,2급 (사)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리눅스마스터 1,2급 ʺ
디지털정보 활용능력(DIAT) 초,중,고급 ʺ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NIT) - ʺ
네트워크관리사 2급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PC 정비사 1,2급 ʺ
정보기술자격(ITQ)시험 A,B,C급 (사)한국생산성본부
정보보호전문가(SIS) 1, 2급 (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

PC Master(정비사) - (사)정보통신평가협회

금융위원회

신용관리사 - (사)신용정보협회
CRA(신용위험분석사) - (사)한국금융연수원
신용분석사 - ʺ
여신심사역 - ʺ
자산관리사 - ʺ
재경관리사 -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 1,2급 삼일회계법인
재무설계사 - (사)한국 FPSB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역 - (사)한국금융연수원

교육과학기술
부

한자능력급수 1,2,3,3Ⅱ급 (사)한국어문회
실용영어 1,2,3급 (사)한국외국어평가원

TEPS(영어능력검정) 1+,1,2,2+급
(재 )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한자실력급수 사범,1,2,3급 (사)한자교육진흥회
실용한자 1,2,3,4급 (사)한국외국어평가원
한자급수자격검정 사범,1,준1,2,준2급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자,한문전문지도자
지도사2,1,훈장2,1,특

급
ʺ

한자급수인정 1,2,3급 (사)한국생활한자문화회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ESPT-성인1,2급 (주)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
한국영어검정 1,2,2A급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한자검정 1,2,3,준3급 ʺ
한국능력자격 1,2,준2,3급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Mate Speaking
ExpertExpert~Mode
rate Mild(8등급)

숙명여자대학교

Mate Writing
Expert ~Moderate
Mild(5등급)

ʺ
FLEX 중국어 1A~3C(9개등급) 대한상공회의소
FLEX 일본어 ʺ ʺ
FLEX 독일어 ʺ ʺ
FLEX 스페인어 ʺ ʺ
FLEX 프랑스어 ʺ ʺ
상공회의소 한자 1,2,3급 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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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자격종목 등급 자격관리자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 2급 한국옥외광고협회

행정관리사 1,2,3급 (사)한국행정관리협회

정보시스템감리사 - (사)한국정보사회진흥원

문화체육관광
부

실천예절지도사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
본부

종이접기마스터 - (사)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어교육능력인증 - (재)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실용글쓰기검정 1,2,3급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KBS 한국어능력검정
성인:1,2+,2-,3+,
3-,4+,4-급

KBS 한국방송공사

지식경제부

산업기계정비사 - 대한상공회의소

사출금형제작사 - ʺ
프레스금형제작사 - ʺ
전기계측제어사 - ʺ
무역영어 1,2,3,4급 ʺ
샵마스터 3급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사)한국열관리사협회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 데이터베이스진흥원

CS Leaders(관리사)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보건복지부

점역.교정사 1,2,3급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병원행정사 -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수화통역사 - (사)한국농아인협회

노동부

기계전자제어사 - 대한상공회의소

치공구제작사 - ʺ
CNC기계절삭가공사 - ʺ
기계설계제도사 - ʺ
기계 및 시스템제어사 - ʺ
공작기계절삭가공사 - ʺ
자동차설비제어사 - ʺ
산업전자기기제작사 - ʺ
컴퓨터 운용사 - ʺ
가구설계제도사 - ʺ
문서실무사 1,2,3,4급 (사)한국정보관리협회

펜글씨검정 1,2,3급 (사)대한글씨검정교육회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 1,2급

한국세무사회

경찰청
열쇠관리사 1,2급 (사)한국열쇠협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산림청
수목보호기술자격 수목보호기술사 (사)한국수목보호연구회

분재관리사
분재관리사1,2급
분재전문관리사

(사)한국분재조합

11개 부처 77개 자격종목 4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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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20 년도 KJ-2Q 학생능력 인증제 총괄계획서

■ 교학처       

주 요 업 무 세부일정 비   고

시행계획 확정
교학처, 창조교육개발원

(계열 및 학과별 취합)

(시험) 시행 공고
교학처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 교내 게시판)

출제(평가)위원 추천
담당교수 - 1인 이상

산업체 인사 - 2인 이상

출제 및 평가 설명회 교학처 

원서교부 및 접수 계열 및 학과

문제 출제 및 인쇄 계열 및 학과

시험장 배치 및 준비 계열 및 학과

시험실시(필기) 계열 및 학과

채점 및 평가 계열 및 학과

합격 대상자 선정 계열 및 학과

운영위원회 심의 KJ-2Q 운영위원회

합격자 대상자 확정 KJ-2Q 운영위원회

합격 대상자 통보
계열 및 학과 게시판

대학 홈페이지

인증서 발급 및 교부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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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20 년도 영어어휘 능력 및 전공졸업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 학과(계열) :                                                              

구    분
시 험 종 목

영어어휘 능력 인증시험 전공 졸업자격시험

검정방법

시험일자(1차, 2차)

시험장소(1차, 2차)

배점/합격기준

협력 산업체명(3개 이상 산업

체, 협회, 기관)

출제 및 평가위원(교수 1인 

이상, 산업체 인사 2인 이상)

시험에 필요한 소모품

상기와 같이 20 년도 영어어휘 능력 및 전공졸업 자격시험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계열) : 학과(계열)장 :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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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20 년도 KJ-2Q 학생능력 인증시험 제외자 명단

과(계열) 학번 이름 제외 사유

위 학생은 20 년도 졸업예정자로서 별첨 사유로 인하여 20 년도 KJ-2Q 학생능력인증시

험 제외자임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과(계열) 과(계열)장            (인)

별첨 : KJ-2Q 학생능력인증시험 제외 사유서 각1부.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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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20 학년도 현장실무 영어어휘 능력 

인증시험 응시원서

 

계열(학과) 학년

사진(2×3㎝)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름

응시차수 제 1 회( ) 제 2 회( ) 접수자

상기 본인은 본 대학의 학생능력인증제(KJ-2Q)운영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현장실무 

영어어휘 능력 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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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20 학년도 전공 졸업자격 시험 응시원서

(공인 자격증 대체 시험)

 

계열(학과) 학년

사진(2×3㎝)

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름

취득예정 

자격증 명칭

응시차수 제 1 회( ) 제 2 회( ) 접수자

상기 본인은 본 대학의 학생능력인증제(KJ-2Q)운영규정에 의거 공인 자격증 취득 대신 

전공 졸업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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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20 학년도 공인 자격증 취득자 명단

○ 과(계열) : 졸업예정자 수 : 명

연번
자격증 학생 자격증 인정

자격증 명 발급처 발급일 성명 학년 학번 주민등록번호 가 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와 같이 20 학년도 졸업예정자의 공인 자격증 취득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계열) : 학과(계열)장 :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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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20 학년도 현장실무 영어어휘 능력 
인증시험 합격자 명단

○ 과(계열) : 졸업예정자 수 : 명

연번
학생 기준

점수

취득

점수

합격여부

성명 학년 학번 주민등록번호 가 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와 같이 20 학년도 졸업예정자의 현장실무 영어어휘 능력인증 시험 결과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계열) : 학과(계열)장 :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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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20 학년도 전공졸업자격 시험 합격자 명단

연번
학생 기준

점수

취득

점수

합격여부

성명 학년 학번 주민등록번호 가 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와 같이 20 학년도 졸업예정자의 공인 자격증 대신 실시하는 전공 졸업자격 시험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계열) : 학과(계열)장 :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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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20 년도 KJ-2Q 학생능력 인증시험 결과 보고서

1) 영어어휘능력 인증시험

1차 2차

시험일

재학생 수

응시자 수(응시율) 명( %) 명( %)

합격자 수(합격율) 명( %) 명( %)

합격기준 점수 점 이상 점 이상

문항난이도(출제 및 평가위원이

생각하는 문항 난이도)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2) 전공졸업 자격시험

1차 2차

시험일

재학생 수

응시자 수(응시율) 명( %) 명( %)

합격자 수(합격율) 명( %) 명( %)

합격기준 점수 점 이상 점 이상

문항난이도(출제 및 평가위원이

생각하는 문항 난이도)

상 중 하 계 상 중 하 계

위와 같이 20 년도 KJ-2Q 학생능력인증시험 실시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과(계열) 과(계열)장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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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1 서식〕

인 증 서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위 학생은 군장대학교에서 실시한 KJ-2Q 학

생능력인증을 위한 현장실무 영어어휘 능력 인

증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므로 

본 대학의 인증규정에 의해 인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군 장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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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2 서식〕

인 증 서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위 학생은 군장대학교에서 실시한 KJ-2Q 학

생능력인증을 위한 전공졸업자격시험에서 우수

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므로 본 대학의 인증규

정에 의해 인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군 장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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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입학사정관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는 입시센터에서 운영한다.

   ② 입시센터장은 입학사정관제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사정관”이라 함은 학생의 학업능력, 창조성, 잠재력, 소질,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해서 선발하는 일을 담당하는 입학전문가로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을 말한다.

    2. “전임사정관”이라 함은 교직원사정관(신규채용 포함), 교원사정관 및 교직원 중 전환사정관을 말

한다.

    3. “위촉사정관”이라 함은 교원 및 직원 중에서 한시적으로 위촉한 내부사정관 및 외 부전문가를 

위촉한 외부사정관을 말한다.

제4조(임용 또는 위촉) 입학사정관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임용 또는 위촉한다.

    1. 채용사정관 : 인사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임용

    2. 교원사정관 : 우리대학교 교원 중에서 입시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3. 전환사정관은 우리대학교 직원 중에서 입시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4. 위촉사정관 :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입시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제5조(직무) 입학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학사정관전형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지침 개발

    2. 자격심사․서류평가․면접고사 등 평가기준과 평가자료에 근거한 학생선발

    3. 고교 정보수집 및 분석

    4. 입학사정관전형 홍보 및 상담

    5. 입시 및 전형결과 분석

    6.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7. 고교대학 연계에 관한 업무

    8. 입학사정관제 관련 연구

    9. 입학사정관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10. 그 밖의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업무

제6조(자격)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

    2. 우리대학교 입학관련 업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3. 국내․외 고등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서 3년 이상 대학진학업무에 종사한 교원

    4. 그 밖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당 직무에 대한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여 입학업무개발과 

평가에 적합한 자

제7조(윤리) 입학사정관으로 임용 또는 위촉된 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윤리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 ①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운

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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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 : 전임, 위촉사정관 또는 입학사정관 경력이 있는 자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 위원

   ② 위원장 : 입시센터장

   ③ 간사 : 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한다.

    1.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학사정관전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입학사정관전형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학사정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제의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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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명예교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하여 명예교수의 자격 및 추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퇴직 당시 교수로서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

무하고 퇴직한 자로서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자로 한다.(개정 2018.08.01.)

제3조(추대절차) 명예교수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추대한다.

제4조(대우) ① 삭제

   ② 명예교수는 교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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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입시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입시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입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입학 및 편입학 시험 관리(외국인 학생 모집 제외)

    2. 학생선발방법 및 기준평가 분석

    3. 입학 및 편입학 제도 개선

    4. 입시홍보전략 수립

    5. 입학사정관제 운영

    6. 기타 입학 및 학생선발 관련 업무

제3조(센터장 등) ① 입시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입학사정관) ① 입시센터에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② 입학사정관은 전임교원 또는 입학관련 업무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입학사정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사무분장) 입시센터의 업무는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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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학과(계열)장, 학생지도교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과(계열)장, 학생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임기) ① 학과(계열)장, 학생지도교수는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계열)장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제3조(임면) ① 학과(계열)장은 학부장의 추천으로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② 학생지도교수는 학부장의 추천으로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면한다.

   ③ 학과(계열)장, 학생지도교수가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

다.

제4조(학생지도교수 운영 방법) ① 학생지도교수는 전 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지도교수는 배정받은 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당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실시할 경우 재임용, 승진, 승급, 정년보장 교수업

적포상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임무) ① 학과(계열)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관리

    2. 특수신분교수, 강사, 학생지도교수 및 교육보조원 추천

    3. 우수 신입생 확보, 학생유치 활동 및 지원

    4. 재산(집기, 비품)관리

    5. 학부장 보좌

    6.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

   ② 학생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상담 및 지도

     가. 휴·복학 및 자퇴

     나. 학점이수 및 수강신청

     다. 취업ㆍ진로ㆍ졸업생 추수지도 등

    2. 학부장 또는 학과(계열)장 보좌

    3.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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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교원 소속학과 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발전을 위한 학과의 신설, 폐지, 통합 등의 사유로 인한 전임교원의 소속학

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소속 학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전환 교육을 마친 교원

    2. 일반교원

제3조(전공전환 후 소속학과 변경) ① 전공전환 교육을 마친 교원은 전공전환 후 소속학과 변경신청서

(별지서식 1) 및 전공전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학기 개시 1개월 전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총장은 소속학과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한 교원에 한하여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제4조(일반교원의 소속학과 변경) ① 일반교원의 소속학과 변경신청 자격은 학과의 신설, 폐지, 통합 등

의 사유로 소속학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으로 하고, 일반교원 소속학과 변경신청서(별지서식 2)

를 구비하여 학기개시 3개월 이전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소속변경 희망학과 전임교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③ 총장은 해당교원의 소속학과 변경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

원의 소속학과 변경을 결정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는 신청자의 교원업적평가 점수, 소속변경 희망학과와 전공 연

계성, 소속변경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전환 및 소속학과 변경이 확정되거나 시행중

인 교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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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전공전환 후 소속학과 변경신청서

소 속 학 과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상기인은 아래와 같이 전공전환 후 소속학과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전 변경후

학과명 전공 학위 학과명 전공 학위

 

붙    임 : 학위증명서 1부

20  .   .   .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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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일반교원 소속학과 변경신청서

소 속 학 과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상기인은 아래와 같이 소속학과 변경을 신청합니다.

○ 소속학과 변경 동의

  - 현재 소속학과(학과장 및 소속교수)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비고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비고

  

- 변경 희망학과(학과장 및 소속교수)

○ 소속학과 변경시 담당과목 및 시간

학기 담당과목명 시간수 학과장 확인 비고

※ 비고란에는 담당과목의 학과명 기재 

20  .   .   .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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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간호학과 임상실습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간호사로서 임상 실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과 재학 중 일정 기간 이

수 해야 할 실습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점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9.04.01.)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교육과정상 임상실습교육을 목적으로 편성된 교과목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임상실습이수) 임상실습교육은 실무능력 향상 및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체험 습득을 위

한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제4조(실습기관 선정) ① 학과장은 매 학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산업체 중에서 임상실습 대상 산업

체를 선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산업체에 임상실습 협조를 의뢰를 한다. 

   ② 산업체의 승낙 회보에 따라 임상실습 산업체가 결정된다. 임상실습 대상 산업체는 다음의 산업체

로 한다.

    1. 본 대학과 산학협동협약을 맺은 산업체

    2. 간호학과 교수와 산업체가 임상실습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 산업체(개정2019.04.01.) 

    3. 학생의 전공과 관련 여부, 적성, 취업 희망직종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산업체

    4. 기타 종업원의 인적 구성 설비시설과 후생복지 등이 임상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5. 중․소기업기술지도업체로 선정된 산업체

    6. 임상실습교육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산업체로서 다음의 기준에 준하는 산업체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전문병원 또는 시설

      - 지역사회기관

제5조(임상실습담당교원의 위촉과 임무) 학과장은 매 학기 초 수업시작 1/4선까지 전공실습과목별 임상

실습 담당교원을 위촉, 임명한다(개정2019.04.01.) 

    ②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교원은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로 한다.

    (개정2019.04.01.) 

    ③임상실습지도교원은 대학소속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지도를 위해 대학이 고용한 교원(전임교

원,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시간강사(임상실습강사)로서, 간호사 면허 소지자, 석사 학위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개정2019.04.01.)  

    ④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현장실무자로서 학생들의 임상현장 실습지도를 위해 

대학이 위촉한 수간호사 또는 unit manager, 프리셉터 등이 해당되며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학사 학

위 이상,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이다. (개정2019.04.01.)

    ⑤ 임상실습 담당교원으로 위촉받은 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관한 지도 

     2. 임상실습에 임하고 있는 학생의 순회지도

     3. 임상실습의 평가 및 성적처리

     4. 취업 및 추수지도

     5. 임상실습 현장지도 및 실습 관련 사항 협의

     6. 학교와 현장, 학생과 현장간의 문제점과 해당 실습업체의 각종 애로를 해결·지원하는데 노력

하며 각 실습업체 방문 후 출장복명서에 의거 방문결과를 출장복명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시기 및 기간) ① 전공별 실습시기 및 실습기간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 임상실습시간은 1학점 당 3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토요일, 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은 실습이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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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실습시간은 임상실습 현장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은 엄수한다.

제7조(실습생 배정) ① 전공별 실습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이수한 전공교과목 성적 및 학생편의 등을 고

려한 후 파견할 실습생의 임상실습현장을 지정하여 그 명단을 공고한다.

   ② 실습시간과 임상실습현장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임상실습 사전준비) 전공별 실습담당 교수는 학생이 계획된 일정 내에 임상실습을 이수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습시작 7일 이전까지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실습 학생에게 공지한다.

    1. 실습일정표

    2. 실습목적, 내용 및 실습과제

    3. 실습평가표

    4. 기타 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임상실습 학생의 출결) ⓛ 결석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하게 결석, 지각, 조퇴를 할 경우에

는 반드시 사전에 실습담당 교수 및 실습장소의 수간호사에게 보고한다.

   ② 결석일수가 총 실습일수의 1/4이상일 경우(2주 실습기준 3일 이상 결석)에는 해당과목 실습학점

을 취득할 수 없다.

   ③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사유를 기재할 출석 인정허가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습담당 교수를 경유하여 간호학과에 제출하는 소정의 절차(실습변경사유서)

를 밟아 아래에 명시한 기간에 한하여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학사운영규정 제30조(출석인정 

및 허가). 단 일방적인 전화통보 등은 무단결석으로 인정한다. (개정2019.04.01.)

사 유 출석인정기간

 - 국가부과의무 이행

 - 총장이 승인한 행사, 경기참가, 시험에 응시

 - 부모, 자, 배우자상

 - 조부모, 기타 동거가족상

 - 본인결혼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행기간+왕복여행일

응시기간+왕복여행일

5일 이내

3일 이내

7일 이내

3일 이내

   ④ 무단결석 1회시 매학기 총 평가점수에서 3점을 감한다. 단 조퇴 2회와 지각 3회는 결석 1일로 간

주하여 감점 처리한다.

   ⑤ 실습학점 미 취득자는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석일수 만큼 방학 중에 보충 실습한

다. 단 무단결석으로 인한 경우는 실습일수의 전 일수를 방학 중에 보충 실습하며 해당 실습교과목

의 실습점수는 B미만으로 평가한다.

   ⑥ 임상실습 기간 중에 질병 및 기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실습이

수 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연기할 수 있다.

   ⑦ 결석 일에 대한 보충실습은 연 2회(여름 및 겨울방학)에 걸쳐 실시한다.

제10조(임상실습 학생의 임무) ① 실습학생은 전공별 임상실습 담당교수로부터 실습 관련 사전 교육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② 임상실습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실습일지를 매일 작성한다.

   ③ 실습과목별 과제는 정해진 기일 내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

는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실습의 무효) 임상실습에 임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습은 무효가 되며 학

칙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1. 임상현장의 실습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

     2. 실습기간의 1/4이상 결석한 경우

     3. 임상현장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이탈한 경우

     4. 임상현장 실습장소 지정을 받은 학생이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실습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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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2019.04.01.)

제12조(임상실습지도) ① 임상실습지도교원은 2주 단위로 인정시수만큼 지도한다.(개정2019.04.01.)

   ② 실습지도내용은 전공별 임상실습 담당교수가 정하며, 전공과목별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③ 임상실습지도교원은 1주에 1회 이상 배정된 실습지를 순회 지도하며, 순회지도 중 긴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학과장에게 보고한다.(개정2019.04.01.)

   ④ 전임교원의 교내․교외 실습 교과목은 1시수 당 1학점으로 적용한다.(신설2019.04.01.)

제13조(임상실습평가) ① 임상실습평가는 전공별 임상실습지도교원 및 임상실습현장지도자가 담당한

다.(개정2019.04.01.)

   ② 임상실습평가는 지식, 태도, 기술 영역을 포함한 평가도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실

습과목별 특성에 따라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매학기 종료 후 학습성과가 반영된 실습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실습평가에서 학생은 B0학점(80점) 이상을 부여받아야 다음 학기 실습으로 이행할 수 있다.

제14조(임상실습 운영위원회) 임상실습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과장, 전공과목별 담당교수로 운

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5조(관련서류보조) 학생 임상실습 관련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임상실습은 이 규정에 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임상실습은 이 규정에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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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군복무 중 취득 학점 인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병역법 제73조, 학칙 제34조의2에 따라 본 대학교 입학 후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

에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학업증진을 위하여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과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인

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하 “학점인정”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인의 자격) 학점인정 신청인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군 입영을 사유로 휴학 후 복학한 자

   ② 군위탁생 또는 군인 신분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

제3조(학점인정의 기준) ① 학점인정 신청인의 이수과목이 본 대학교 인정과목과 동일하거나 동등해야 

한다.

   ② 신청인 1인에 대하여 학기당 3학점 이내, 년6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이수과목의 학점수가 인정과목의 학점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인정과목의 학점수로 인정한다.

   ④ 이수과목의 학점수가 인정과목의 학점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인정과목의 평점은 이수과목의 취득 성적에 따라 인정한다.

제4조(학점인정 신청 및 자격심사) ① 신청인은 인정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기의 개강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정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기의 개강 이후 복학한 경

우에는 복학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1. 군교육훈련학점인정 신청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된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서

   ② 총장은 ①항의 신청에 대해 학점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에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 총장은 학점인정자격 심사의 권한을 해당학과 학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학점인정의 확정) 신청인은 군교육훈련학점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인정과목의 강좌에 수강신청한 

후 해당학기가 종료되면 학점인정이 확정된다.

제6조(초과학점 인정) 학칙 상 1학기 24학점 이내로 취득학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복학 직전 학기에 부여한 학점은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성적표기 방법) 군 복무 중 취득한 과목의 성적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 과목명(취득년도 군복무중 취득 학점)

         →컴퓨터활용(2013년 군 복무 중 취득)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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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

결

재

담당 팀장 처장 총장

전결

소속 20    년도

학

번

성

명

연

락

처

집

휴
대
폰

군 교육훈련 이수과목 본 대학교 인정과목

과목명
학

점

성

적
과목명

이

수

구

분

학점
성적
(등급)

담당교수

        (서명)

        (서명)

     

     위와 같이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 첨부서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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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군장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0조 제2항에 의거 부설연구소(이

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 본 대학교에 두는 연구소는 특별한 주제 또는 연구 분야를 다루는 전문연구소와 특화연

구소, 본 대학교가 타 기관과 공동 설립한 공동연구소로 구분한다.

   ② 전문연구소는 종합연구소의 특별한 주제 또는 연구 분야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를 말한다.

   ③ 특화연구소는 대학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한 연구소를 지칭한다. 특화연구소는 본 

대학교 및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이 참여하여 특정 학문분야를 연구할 수 있으며, 독자적 운영체계를 

갖는다.

   ④ 공동연구소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1개 또는 여러 학문분야를 연구하는 전국단위의 연구소를 말한

다.

제3조(설치) ①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소의 명칭, 목적, 사업, 규정 및 기타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교학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학처장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을 허가한다.

제4조(규정) ① 연구소는 반드시 해당 연구소에 관한 규정을 제정․보유하여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운

영되어야 한다.

   ② 연구소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 규정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소 평가) ① 연구소는 ‘연구소 평가기준’(별지서식1)에 의거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는 설립목적 및 ‘연구소 평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교비지원금을 확충하는 등 우대한다.

   ④ 연구소 평가기준과 항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조직) ① 연구소에 소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에 분과, 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연구소에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요원과 연구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연구요원은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조원, 연구보조원을 지칭한다.

   ⑤ 연구원은 전임연구원와 비전임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상근하는 연구자를 

지칭하며 비전임연구원은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을 지칭한다.

   ⑥ 전임연구원은 연구소교수와 객원교수, 박사후연구원(Post-Doc.) 및 특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⑦ 연구소는 연구지원 인력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상근하는 연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⑧ 연구지원 인력은 연구소 행정이나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관리․운영하는 일반직

원, 기사 및 조교 등을 지칭한다.

제7조(자격 및 임명) ① 연구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의 부서장과 간사는 소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수행상 전임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④ 전임연구원 중 연구소교수, 객원교수, 박사후연구원(Post-Doc.)은 교육부의 기준에 의거하여 박

사학위 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교내․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결격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⑤ 전임연구원 중 연구소교수와 객원교수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심

사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소 소속 박사후연구원(Post-Doc.)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요청에 따라 전임교원이 속하는 

해당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⑦ 특별연구원은 연구 활동 및 용역 등 연구소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이

상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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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연구조원은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⑨ 연구보조원은 4년제 대학교 학부과정 학생이상으로 소장이 과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소장이 연구기간 동안 임용한다.

   ⑩ 연구소 지원인력은 소정의 인사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연구요원 의무, 임기, 지위, 대우) ① 전임연구원은 계약제로 임명하며(연구소교수는 2년, 객원교

수, 박사후연구원(Post-Doc.) 및 특별연구원은 1년), 연구소교수의 계약조건 중에는 계약기간 중 충

족해야 할 ‘의무연구업적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연구소교수의 ‘의무연구업적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계약기간 내에 ‘의무연구업적량’을 충족한 우수한 전임연구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소 전임연구원의 보수,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연구소교수는 교내․외 연구비 신청시 연구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객원교수, 박사후연구원(Post-Doc.) 및 특별연구원에게는 ‘의무연구업적량’을 따로 부여하지 아니

한다.

제9조(연구지원인력) ① 연구소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연구소에 우선적으로 연구지원인력을 

배치한다.

   ② 연구지원인력 중 연구소조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객관적 선발기준에 의거 공개적으로 선발한 

후, 교학처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③ 일반직원은 가능한 한 독자적으로 운영체계를 갖춘 연구소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 예산운용과 사업수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과 의결) ① 연구소의 전체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소속 연구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구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

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정) ① 연구소의 경비는 교비와 연구간접경비(Overhead), 해당 연구소의 사업에 의한 수입 및 

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

   ③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해당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교내․외 연구비를 수혜함으로써 조성된 연구

간접경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연구소에 이관할 수 있다.

   ④ 연구소로 이관된 연구간접경비는 반드시 연구지원활동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금의 

원제공자(본 대학교,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육부 등)의 감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소 논문집 발행) ① 연구소는 연 1회 이상 논문집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논문집은 학교 전체나 연구소 별로 제작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정의 교외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논문집 발행은 교학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4조(소식지 발행) 연구소는 연구소 활동 상황을 담은 소식지를 연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매년 2월말까지)

    2. 연구소 평가기준에 따른 연구소의 연간 연구업적통계 및 분석보고(매년 3월말까지)

    3. 대학의 예산, 행정지원, 기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의 계획 및 운영 보고(매년 2월말까지)

    4.연구소 발전계획(매년 또는 최소한 매 3년마다 1회씩은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수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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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사) ① 연구소는 자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활동은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직후 1월  내에 해당 연

구소의 예산집행, 기자재 구매, 사업 진행내용 등 연구소가 1년 동안 수행한 제반 업무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하는 정례적 행위이고 특별감사는 연구소의 운영 중 발생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③ 감사는 소속 연구원들의 의결을 통해 소속 연구원 중에서 3인을 정하도록 한다.

   ④ 감사는 감사결과를 문건으로 작성하여 연구소 소식지 등에 공표하고 동시에 산학연구지원실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임무 완수와 동시에 그 기능이 정지된다.

   ⑥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직후 전 학년도 연구소 활동 내용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하는 행위로

써 별도의 감사 요청 없이 정례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감사활동을 지칭한다.

   ⑦ 특별감사는 연구원 3인 이상의 연명에 의해 조사가 발의될 수 있으며 정당한 근거와 이유가 제시

되어야 한다.

   ⑧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감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인계인수) ① 연구소장 신규임용 후 14일 이내에 신․구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소의 재산, 예산지

출내역, 사업내용 등 연구소 전반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의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퇴임 소장은 인계인수 내용을 담은 문서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교학처에 제출하고 1부는 해당 

연구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신․구 소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해당 연구소가 폐쇄 또는 통․폐합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보

관․비치하여 소속 연구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소의 통폐합 및 폐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
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연구소 평가기준’(별지서식1)에 따른 평가결과 부실 연구소로 판정받은 경우

    2. 연구소의 사업이 설립목적과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정난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운영상 연구소의 통폐합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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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

부설연구소 평가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척   도 

A(1.0) B(0.8) C(0.6) D(0.4) E(0.2)

1.
 연구비
 수혜실적(50)

1.1 대외연구비
    수혜실적(40)

인문 15,000 
이상

13,000 이상
～15,000 미만

11,000 이상
～13,000 미만

9,000 이상
～11,000 미만 9,000 미만

기타 25,000 
이상

20,000 이상
～25,000 미만

15,000 이상
～20,000 미만

10,000 이상
～15,000 미만

10,000 미만

1.2 대외연구과제 수탁건수(10)   5건 이상 4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4건 미만

1건 이상
～3건 미만

1건 미만

2. 
 연구 및 학술  
 활동실적(50)

2.1 연구 및 학술활동실적(40) 4점 이상 3～4점 미만 2～3점 미만 1～2점 미만   1점 미만

2.2 산‧학‧연 위탁공동 연구
    실적(10)

    4 건     3 건     2 건    1 건  없음

  ※ 【점수산정】각 평가항목별 점수에 평가척도 산정지수를 곱하여 계산함.

1. 연구소 평가항목 해설

  1.1 ~ 1.2 대외 연구비 수혜실적

   - 연구소 명의로 간접연구경비를 납부한 외부 수탁연구비 수혜실적으로서 교원 개인의 연구실적으로

는 인정하지 않으며, 단순히 연구소 및 연구소장을 경유하여 학과(전공) 교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연구비 등은 제외하며, 계약서에 "○○연구소" 라고 명시되어 있는 실적만 인정함

   - 수혜금액 및 수탁건수 산정은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함

   - 인문계열과 기타 계열로 구분하여 평가함

  2.1. 연구 및 학술활동실적

   - 연구실적 : 연구소나 소속 전임연구원 명의로 연구비를 수령하여 작성한 것에 한함(소속 교원들의 

개인 논문을 수합하여 발간한 논문집은 제외함)

   - 학술활동실적 : 학술활동 실적은 1회당 다음과 같이 산정 함

     ※ 국내모임:1.0, 국제모임:1.5점, 정기적 집합회 성격모임:0.2점, 학술지(논문 5편 이상 게재):1.2

점, 소식지는 5Page 이상:0.3점으로 산정 함.

  2.2. 산학연 위탁 공동연구 실적

   - 산학연의 ‘산’에는 정부부처(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협력활동도 인정하며, ‘연’에는 타 대학 부설연구소는 포함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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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대상

  ￭ 군장대학교 부설연구소

3. 평가 절차 

                    자체평가서 제출                      평가 심의의뢰

                 평가 결과 통보                       심의결과 통보     연구소 평가

                                               승인                        연구소 통‧폐합 결정

4. 평가방법

  가. 연구소 자체평가서에 의거 계열별 상대평가

  나. 평가항목은 연구비수혜(50), 연구 및 학술활동 실적(50)점으로 총 100점 만점

  다.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등급)으로 평가

  라. 연구소 평가결과 D등급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의 연구소 발전에 대한 자구책을 평가한 후 존‧폐  

      조치

5. 평가 대상기간 및 일자

  가. 평가 대상기간 : 연구소 설치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나. 평가일자 : 다음 해 2월 중

6. 지원규모

  - 연구소 지원경비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원하며, D등급은 지원금 없음

연구소 교무담당 평가위원회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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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

제 1 장  총 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업휴학제, 창업강좌,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휴학제 :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2. 창업강좌 :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기업가(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특허))가 

포함된 강좌로, 창업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좌

    3. 창업대체 학점 인정제도 : 창업준비 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

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4. 창업실습교과 : 창업 준비활동의 교과명인 ‘창업실습’이나 창업활동의 교과명인 ‘창업현장실습’ 

교과 

    5. 창업기준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제 2 장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운영) ①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

의․결정을 위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처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5~7인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시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이 경우 

반드시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의 및 승인건수가 많은 경우 창업교육전담기구(‘창업교육지원센터’)에 위임하고 추후 위원회에

서 심의(서면심의 포함)할 수 있다. 단, 관련된 규정의 승인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및 기능)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마련

    2. 창업휴학, 창업대체학점 인정 등의 승인

    3. 창업융복합전공제의 개발과 심의

    4. 창업강좌 인정 심의

    5. 기타 창업교육 학사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

제 3 장  창업휴학제

제5조(창업휴학의 인정) 창업휴학의 인정대상이 되는 창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다. 단,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대학의 판단으로 창업휴학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외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대학의 판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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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허용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1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kostat.go.kr) 참조

제6조(창업휴학의 기간) ① 창업휴학의 최대 허용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② 창업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의 기간이며, 기간이 1년인 일반휴학과 연계할 경우 최대 3

년까지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다.

제7조(창업휴학 신청) ① 창업휴학 신청은 일반휴학 신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매 학기별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창업휴

학을 신청할 수 있다. 창업을 한 경우에는 창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제8조(창업휴학 승인) ① 창업휴학 승인은 서류심사와 창업전담기구(창업교육지원센터)에 의한 창업현장 

방문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 창업휴학의 정량적인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라도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통

하여 창업휴학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대상학생의 자격조건) 창업휴학 대상학생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창업교육 과정을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6학점 이상 수강한 학

생 또는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으로 대학, 공공기관 및 정부, 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공동대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동창업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교과)

제10조(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와 창업

으로 구분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1. 창업 준비활동의 학점인정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 준비활동은 창업동아리 활동에 한

하며, ①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5회 이상 지도, ② 다수의 학생 참여

(회원이 2인 이상 10인 미만), ③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평가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창업활동의 학점인정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은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

다. 단,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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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의 교과명은 ‘창업실습’으로 하

며, 창업활동의 교과명은 ‘창업현장실습’으로 한다. 단, 다양한 전공학생의 참여 유도를 위해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다.

제12조(창업실습교과 이수학점) 창업동아리가 ‘창업실습’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 수는 한 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제13조(창업현장실습교과 이수학점) 창업이 ‘창업현장실습’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 수는 2학년 재학생은 6학점 이상(12주, 480시간) 3학년 재학생은 12학점(24주, 960시간) 이

내로 한다.

제14조(현장실습 중복수행)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다. 단, 현장실습 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하다.

제15조(창업실습교과의 신청 및 승인) ① ‘창업실습’ 교과는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

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학기 개시일 15일 전까지 교학

처에 승인을 요청한다.

    ② ‘창업현장실습’ 교과는 현장실습과 동일한 기간 및 절차로 진행하되, 창업 이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창업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

계획서 제출과 창업활동기간을 고려한 이수학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예, 2월에 창업계획서를 통해 

창업현장실습 승인을 받고 5월에 창업한 경우라면 2개월(5월, 6월) 즉 8주에 해당하는 4학점을 신

청할 수 있다) 

    ③ 창업현장실습 학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창업현장실습 기간에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져

야 하며, 폐업 시는 미이수 처리한다.

제16조(창업실습교과 학점부여) ① 학점은 P와 F로 부여하되, 상대평가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로 운영

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학칙에 따라 평가한다. 

    ② 학점부여 방법 및 절차는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가 발표평가와 현장점검을 수행하여 기업의 운

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승인한다.

제17조(지도교수 시수인정)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의 교육시수 인정은 창업실습은 현장실습 시수의 

50%, 창업현장실습은 현장실습 시수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 5 장  창업학점 교류제

제18조(창업학점 교류의 운영방식) 학점교류 참여 대학간 창업강좌학점 교류 협정을 체결한 후 기존 학

점교류 운영지침을 활용한다.

제19조(창업강좌학점 교류 협정 포함 내용) 창업강좌학점 교류 협정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창업강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창업강좌학점 교류 수강자격, 수강범위, 수강신청절차

    3. 창업강좌학점 교류 수강료 납부

    4. 창업강좌학점 교류 성적부여 및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창업강좌학점 교류에 관한 사항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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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학기제현장실습운영규정(제정 2015.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4조의2(학점인정)에서 정한 학기 단위 현장실습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학기제 현장실습은 졸업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에서 국내․외 각종 산업체(전공 관련 산

업체 취업자 포함)에서의 전공 관련 직무 ․ 교육 ․ 연수 ․ 연구 관련 현장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다.

   ②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계열, 청소년교육지도과, 간호

과, 물리치료과 등 학과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등록 및 수강신청) 학기제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해당 신청학기에 

등록과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제4조(실습기간) 학기제 현장실습은 졸업학년도 2학기에 16주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

기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1학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산업체의 선정범위) 학기제 현장실습 참가를 위한 산업체의 인정범위는 현장실습규정 제  5조(산

업체선정)를 준용한다.

제6조(신청절차) ① 학기제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학기 개시 후 1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기제 현장실습 지원서(별지서식 1) 1부

   2. 서약서(별지서식 2) 1부

   3. 학기제 현장실습 대체과목 지정 확인서(별지서식 3) 1부

   ② 교학처장은 관련서류와 학과의견을 검토하여 총장의 최종승인을 받아 학기제 현장실습 참가학생

명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학기제 현장실습 참가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산업체에서 실습을 수행할 수 없는 학생은 소

속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별도의 수강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① 학기제 현장실습을 통한 학점인정은 최대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제 현장실습 내용과 소속 학과의 전공 관련성이 60%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기제 현장실습을 통한 성적평가는 산업체 평가 50점, 학교 평가 50점을 기준으로 100점을 만

점으로 하며, (별지서식 4)에 의해 학사운영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평정한다.

   ③ 해당 학과에서는 학생의 학기제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교학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체 현장방문 및 지도평가) ① 학기제 현장실습 참가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참가

에 따른 전공내역과 현장실습의 연계성 및 실습에 관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은 학기제 현장실습 참가업체를 실습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방문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학기제 현장실습 참가학생은 현장실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기제 현장실습일지를 1주 단위로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 산업체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

   4.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자는 학생실습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실습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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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인턴십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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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학기제 현장실습 신청서

위와 같이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결

재

학과장 학부장 담당 처장 총장

신청학생

소속학과 학 번

성 명 (인) 졸업예정일

주 소 E-mail

연 락 처 C.P. 자택전화

신청학점 : 학점

수강신청

내역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실 습

산업체

산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재직인원

실습기관

의 승인

위 학생이 신청한 본 기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기관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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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 약 서

학과:

학번:

성명:

본인은 학기제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칙 및 현장실습 기

관의 제반 규정 등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이며, 이 학기제 현장실습이 생산적인 학습기

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습 도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으며, 규정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 또한 본인이 질 것임

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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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학기제 현장실습 대체과목 지정 확인서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학기제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20 학년도 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장 (서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교과구분 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현장실습과의

전공 관련성(%)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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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학기제 현장실습 성적평가서

학과:

학번:

성명:

과목:

※ 산업체에서는 ‘산업체 평가’란만 작성

※ 대체과목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업체 평가 대학교 평가

평가구분
성적

평가구분
성적

만점 평가 만점 평가
성실성

(실습하는 기본태도)
20

현장실습일지

기록평가
20

협동성

(인화, 이해, 협조 등의

원만한 인간관계)

10 과제평가 15

창조성

(실습의 적극성,

개척의욕 등)

10
순회지도

교수평가
15

작업성취도

(실습결과의 성취수준)
10 합 계 50

합 계 50 종 합 평 가

종합평가(특기사항)
산업체 평가 점

담당교수평가 점

합 계
판정

(A-F)

과목담당교수 (서명)

평가자: 직 성명 (서명) 학과장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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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학생지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60조제2항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칙 제64조(징계) ②항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에 관한 사항

    5. 학생회비의 책정․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학생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7. 학생회의 예산․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1회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지도위원 1/2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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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장학금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70조에 의거 장학생 선정과 장학

금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장학금의 운영은 외부 기탁자가 지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 2 장   장 학 위 원 회(개정 2013.08.26)

제3조(장학위원회의 구성) ① 교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장학금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개정 2013.08.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위원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가. 장학금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신입생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기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 장   장학생 선정(개정 2013.08.26)

제4조(인원결정) ① 교내 각종 장학금의 지급 인원은 매 학기마다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8.26)

   ② 학기도중 조성되는 장학금에 대하여는 조성 시기에 따라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    

   정한다.

제5조(장학생선정) ① 각 학부장은 전 조에 의해서 결정된 장학생 수의 범위 안에서 장학생  후보자    

를 선정하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08.26)

    1. 장학생 지원서(별지서식 (1)

    2. 장학생 추천서(별지서식 (2)

   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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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개정 2013.08.26)

제6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08.26)

종   별 자   격

신입생장학 매 년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성적장학 매 학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공로장학
교내외 활동에서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및 예체능 분야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면학장학 성적․인성․봉사 등을 평가하여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교내근로장학 근로 희망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형제․자매․ 부부장학 해당자 중 2명까지

광동가족장학 광동학원 산하기관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교수장학 성적․인성․봉사 등을 평가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보훈장학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유공자

위탁장학 외부 기탁자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기타장학 국고사업수행 장학금

제7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지급액) 장학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9조(지급제한) 이미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단,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이중수혜 제한) 당해 학기 장학금의 수혜는 한 종류에만 그친다.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외부기탁 지명 장학금, 기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경제사정곤란자 정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그 대상자는 한

국장학재단 선정 소득분위 6분위 이하 학생 또는 6분위 조건으로도 학비감면 준수여부에 30%를 미 준

수한 경우 단계적으로 8분위까지 확대한다.<20190701>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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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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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장학금 운영규정 세칙(장학금 수혜자격 및 지급액 기준)

제 1 장   장학금 종별 자격

1. 수석장학금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기준 학점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의 선별은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① 평균평점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환산

  ② 취득학점이 많은 자

  ③ 결석일이 적은 자

  ④ ①②③에서도 동일할 때에는 동점자로 처리

2. 우수장학금

  성적․인성․봉사 등을 각 전공별로 평가하여 정하며, 지급 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공로장학금

  ① 학생회 및 대의원회 간부로 선임되어서 봉사 및 교내외 활동에 업적이 있는 자

  ② 신문방송센터 방송부장 및 신문 편집장에 선임되어서 봉사 및 교내외 활동에 업적이 있는 자

  ③ 봉사 및 기타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선양시킨 자

4. 교직원자녀장학금 

  본 대학교나 재단에 재직 중인 자의 직계비속에게 전 학년 수업료를 지급한다.

5. 형제․자매․부부장학금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남매․부부 중 1인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성적․인성․봉사 등의 평가는 다음의 평가표에 의한다.

 

구  분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역 평가

Ⅰ.성적(60) 1. 전(前) 학기 성적  평균평점×13.3(소숫점이하 반올림)

II.인성(20)

1. 창조성  나라와 자신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노력정도 

2. 대인관계  동료 및 교수 등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3. 희생정신  동료간의 상호 이해정도와 남을 위한 희생정도

4. 인사․예절  웃어른께 공손하고 동료간에 예절이 바른 정도

5. 용모․태도  용모가 단정하고 태도가 바른 정도

6. 준법성  학칙 및 제 규정 준수 정도

      소         계

Ⅲ.봉사(10)

1. 교내봉사  강의실 및 캠퍼스 청소, 자원재활용 등

2. 교외봉사  경노원, 장애인 복지관, 환경보호 등

3. 협동성  학과 등 소속단체 내에서 협동 정도

4. 행사 참여도  MT, 축제, 체육대회, 현장견학 및 실습 등 

      소         계

Ⅳ.기타(10)

1. 예체능 활동(음악,미술,체육)  예체능(음악,미술,체육) 능력 및 활용정도

2. 스터디그룹, 동아리등의 활동  스터디그룹, 동아리 등 교내 활동 정도

3. 자격증 취득 유무  취업 또는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취득여부 또는 노력정도

4. 기타  각 학과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설정, 평가

      소         계

            합        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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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성적 점수를 제외한 각 평가 항목은 수(2, 2.5), 우(1)로 평가   

  2. 평가는 각 전공 소속 교수 전체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3. 본 평가표는 수석․우수․면학․공로․근로․법인․교수장학만 해당(형제자매․교직원자녀․보훈․외부기탁 장    

   학금은 제외)

  4. 동점일 경우 성적․인성․봉사․기타의 순서로 점수가 많은 경우를 우선 함. 

제 2 장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1. 교내 각종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 학기마다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 교수장학금 및 외부기탁 장학금은 기탁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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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자원봉사 인증제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설립이념을 구현키 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창조적 인성 능력을 평가 ․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인증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실적 자료는 매년 학기말에 제출한다.

제3조 자원봉사인증 자격증 발급을 위한 평가 및 관리는 교학처가“자원봉사인증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 관장하며, 각 학부 및 지도교수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

제4조 ① 교학처는 매 학기말 자격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학생의 명단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

   는다.

   ② 교학처는 제출받은 자료를 매 학기말“자원봉사인증자격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KJ자원봉사 인증 자격증의 학적부상 표시는“자원봉사 인증”으로 한다.

제5조 자원봉사인증 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① 교외 인증(40%)

     - 학과자격증 및 실습관련 봉사활동과는 구별한다.

     - 자원봉사단체 확인증(봉사시간 및 직인 필수)

   ② 교내 인증(60%)

     - 축제, 체육대회 등 교내 공식행사 참여 및 교내 자원봉사 활동(헌혈 등)

     -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실적

     - 자원봉사 관련 활동확인서(소정자료)

제6조 “자원봉사인증 자격증”은 총장 명의의 별지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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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학생단체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학칙 제59조에 의거 학생단체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조직 및 등록) 

   ①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학처에 제출한다.

    － 단체등록 신청서(별지서식 (1)) 1부

    － 활동 계획서(별지서식 (2)) 1부

    － 단체의 규약 또는 회칙(별첨) 1부

    － 지도교수 취임승낙서(별지서식 (3)) 1부

    － 발기인 및 임원명단(별지서식 (4))

    － 전공동아리일 경우 1개과 5인 이상도 가능

   ② 모든 기존 단체는 매년 1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항의 절차에 따   

라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단체 재등록 신청서 1부

    － 회칙(개정된 경우) 1부

    －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 전년도 사업보고서 1부

    － 활동계획서 1부

    － 지도교수 취임승낙서 1부

제3조(지도) 

   ① 지도교수가 일시적인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소속단체를 지도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장 

승인을 얻어 대리지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가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정) 

   ① 재정은 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단체의 활동) 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학생이 단체행사와 집회를 행하고자 할 때는 그에 대한 소정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원 제출기일은 다음과 같다.

    － 학술․예술․체육행사 : 10일전

    － 타 대학교와의 연합행사  : 20일전

    －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 10일전

   ④ 집회 및 행사는 정상수업 시간을 피해야 한다. 

   ⑤ 매 학기 기말시험 시작 1주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는 행사 및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⑥ 집회 또는 행사에 관한 교내외의 모든 게시물과 인쇄물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배    

   포․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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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봉사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하고, 단체는, 행사 시작 10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행사 승인서 1부

    － 참가자 명단 1부

    － 지도교수의 승인서 1부

   ② 봉사활동을 완료한 단체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행사결과보고서를 완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배포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게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② 학생 또는 학생단체의 간행물 발간과 배포는 그 과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간행물 발행승인의 취소 및 간행물 제작의 중지

    － 간행물 배포승인의 취소 및 배포된 간행물의 회수

    － 간행물 발행의 명의가 총장 또는 지도교수가 되어 있을 경우 제작 중지 및 회수

    － 기타

제8조(단체의 자격제한 및 상실) 총장은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생회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나 활동을 할 경우

   ② 단체의 설립목적 및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행위나 행동을 할 경우

   ③ 년 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④ 회원정수의 1/2이상이 탈퇴하여 단체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자동 해체를 결의한 후 결의 서를 제출한 경우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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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학생증 발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적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발급) 학생증은 매 학기 초에 등록을 필한 신입생 전원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4조(발급명의) 학생증은 총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5조(양식) 학생증 양식은 별지 붙임과 같다.

제6조(유효기간)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재학기간으로 한다.

제7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 자가 학생증재발급 신청서(별지서식 (1))를 제출하면 학생증  

을 재발급한다.

제8조(무효) 학생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2. 학생이 휴학․제적․졸업 및 기타 사유로 학적을 상실하였을 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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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학생증 재발급 신청서

사유(간략히)

         

20  년    월    일

                     학  과 : 

                     학  번 :

                     성  명 : 

                                   지도교수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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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학생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학제 제57조에 의거 학생회(이하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규정은 학칙 제57조 3항에 의거하여,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 회는 군장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의 학생회비(이하회비“라 한다)

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다.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활동범위) 본 학생회의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학술연구 활동

   ② 체육․예술 및 취미활동

   ③ 기술봉사를 포함한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재난시 방제 및 지원활동

   ⑤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한 자치활동

제7조(구성)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를 두며 각 기구는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다.

제8조(지도) 본 학생회는 자치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대 의 원 회

제9조(지위) 대의원회는 본 학생회의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10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각 전공 또는 각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학생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1조(임원 및 임무) 

   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주․야 각1명), 그리고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의장은 대의원회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회의록 및 필요한 문서를 작성 보관한다.

제12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② 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 의결

   ③ 회비의 심의 및 승인

   ④ 본 회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의 심의 및 승인

   ⑤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이하회장 및 부회장이라 한다)에 대한 탄핵

   ⑥ 총학생회 임원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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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감사위원 구성

   ⑧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⑨ 감사결과 부정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 징계 요구

   ⑩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3조(회의)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갖는다.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학기말에 갖는다.

   ②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학생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     

   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을 명시하여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  

다. 단, 제13조 ②, ⑤항은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의무)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즉시 총학생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심의기한) 총학생회에서 제출된 제반 안건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은 총학생회의 동의 없이 증액 또는 신설할 수 없다.

제17조(감사위원) 감사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 5인으로 구성한다.

제18조(감사위원의 업무 및 권한) 

   ① 감사위원은 본 회 모든 기구의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학기 당 1회로 한다. 단,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 감사를 행할 수 있

다.

제19조(감사위원의 의무) 

   ① 감사위원은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감사 후 대의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학 생 회

제21조(지위 및 성격) 총학생회는 학생회의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제22조(임원 및 임무)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및 부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총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궐위 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 회장은 본 회의 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회장은 본 회의 사업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여야 한다.

     － 회장은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학생 대표로서 학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부회장은 총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궐위 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총무부장－본 회의 기획 및 회계에 관한 제반 사무와 각종 행사․회의의 개최 및 본회의 자체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담당한다.

   ③ 여학생부장－여학생의 학내 외 활동 및 친목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여학생 부장은 본교   

전체 여학생을 대표한다.

   ④ 학술부장－본 회의 학․예술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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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체육부장－ 각종 체육행사․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력향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⑥ 사회봉사부장－교내외 봉사활동․ 학내 질서의 유지 및 교풍확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⑦ 문화부장－문화․교양 및 종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⑧ 홍보부장－본 회의 활동에 관한 대내외적인 홍보 및 교류 활동을 관장한다.

   ⑨ 2부부장－2부 학생의 학생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23조(임기) 총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0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2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학교지원금으로 집행한다.

제25조(회개년도) 

   ① 본 회의 회계 년 도는 당해 년도 3월 0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매 학기를 구분하여 학기별로 행한다.

제26조(회비)

   ① 회비는 총학생회에서 책정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③ 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에서 대행하고 회장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집행한다.

제27조(예산) 

   ① 회장은 예산안을 대의원회 소집 5일전에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의원회는 예산안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대의원의 심의를 거쳐 집행 할 수 있

다.

제28조(예비비) 예비비의 지출은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집행) 

   예산안의 집행은 일반회계관리 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제30조(결산보고) 

   ① 회장은 회계년도 말 30일 이전에 결산서를 작성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대의원회는 보고 된 결산서를 감사 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 5 장   선    거

제31조(선거권) 선거권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32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부여한다.

   ① 회장 및 부회장

     － 회원으로서 품행이 방정 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대의원

     － 회원으로서 품행이 방정 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등록을 필하고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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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거방법)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한다.

제34조(선거 시기) 

   ① 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한다.

   ② 대의원 선거는 재학생은 11월, 신입생은 3월중에 실시한다.

제35조(임기) 본 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구의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7조(보궐선거) 회장,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회로부터 탄핵 결의안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나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 기간 동안은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38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대한 절차 및 선거 사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생자치단체 선거 시  

행 세칙 에 따른다.

제 6 장  회 칙 개 정

제39조(발의) 본 회 회칙의 개정은 다음의 발의에 의한다.

   ① 회장의 발의

   ② 대의원회의 발의

   ③ 회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40조(의결) 

   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5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효력발생)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회장이 공고하며 공고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장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원 의장이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1994년도에 구성되는 모든 학생 자치 기구의 임원의 임기는 학생회가 조직되는 날로부터 1995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본 회 구성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승계한다.

   ③ 제1대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구성되기 이전 94학년도의 모든 학생회 활동은 임시기인 ‘각과     

대표협의회’를 구성 집행하며, 집행결과는 제1대 대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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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선거 시행 세칙은 학생회의 선거 관련 사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사무) 선거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참관인) 투․개표 참관인 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제6조(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학생회 운영규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① 총 학생회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예정일 15일  

이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학년 각 학부에서 선출한 1명

     － 학생회에서 추천한 1명

     － 대의원회에서 추천한 1명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기능)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 심사

   ② 선거인 명부 작성 및 공고

   ③ 선거 공고의 배포 및 부착

   ④ 선거 운동의 방법 및 일시 결정

   ⑤ 선거, 당선의 유․무효 여부 심사 및 당선자 공고

   ⑥ 기타 선관위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제반 사항

제9조(의결) 선관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현재 회원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피선거권 및 선거권) 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해체) 선관위는 당선 공고 후 48시간 이내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즉시 해   

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후보자 자격과 등록

제13조(입후보자자격) 

   ⓛ학생회장, 부회장으로 입후보 할 수 있는 자는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본교 회원으로 학생회 운

영규정 제3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단 3년제 과정의 학생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본 

회원으로 2학년 2학기에 입후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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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후보자 등록)

   ⓛ학생회장과 부회장 입후보는 2인1조로 하며 입후보자 등록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입후보자 등록원서

    5. 선거구호 및 공약 1부

    6. 지도교수 추천서

    7. 선거권자 10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8. 선거참관인 명단 1부

    9. 명함판 사진 3매

    10. 후보자 소견서 1부

    11. 선관위가 결정한 입후보 등록비

    12. 기타 선관위에서 지정한 서류

    13. 서약서 1부

   ②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때는 본인의 직접 서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 거 운 동

제15조(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 일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제16조(합동유세) 

   ① 합동유세는 2회로 정하고 합동유세 순서는 매 연설회마다 유세시작 10분전 추첨에 의하여 순위

를 결정한다. 단, 유세시작 10분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한다.

제17조(선거관리) 

   ① 게시용지 및 배포용지의 매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제공한 1개 이외에는 불허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경력, 선거공약 등을 기재한 선거벽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의 기호는 등록마감 후 선관위의 입회하에 입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8조(금지사항)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단, 위반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도 및 방송,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확성기․녹음기․불법 현수막    

등)의 설치

    2. 선관위가 정한 이외의 유인물 배포, 선거 게시물 등의 부착 행위

    3. 기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운동

제 5 장  투      표

제19조(투표방법)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한다.

제20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개설학과 : 10:00부터 18:00까지

    2. 야간 개설학과 : 18:00부터 2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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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투표소) 투표소는 선관위가 정한다.

제22조(투표함) 

   ① 투표함은 선관위가 제작하여 선거 전날까지 해당 투표소에 배치하되 그 규격은 선관위에서 정한

다.

   ② 투표함은 별도로 봉인하여 열쇠는 선관위에서 보관한다.

제23조(투표함의 송부) 투표가 끝난 뒤 각 투표함은 지체 없이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투표관계서류의 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일로부터 2개월간 보관하여   

야 한다.

제 6 장  개      표

제25조(개표) 

   ① 개표사무는 선관위에서 행한다.

   ② 선관위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 보조원들을 둘 수 있다. 단, 보조위원의 수는 선관    

   위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26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관위 위원, 개표 보조원, 입후보자 및 개표 참관인, 선관위 위원장의 허   

락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개표소 출입을 할 수 없다.

제 7 장  당선자 결정

제27조(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1.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 지도한다. 단, 단일 입후보자의 경우 찬․반 투표로 결

정한다.

제 8 장  선거무효 및 재선거

제29조(이의신청)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당선공고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선거무효)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1. 선거 및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2. 선거운동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재선거를 공고하며 공고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고를 당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피선거권이 정    

    지 또는 상실되었을 때)

제32조(재선거후보자 등록 및 선거) 재선거후보자 등록 및 선거에 따른 제반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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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세칙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세칙에 따른 최초의 선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회칙이 확정되지 않은 각 기구의 선거는 이 세칙

을 준용하며 기타의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으로 정한다.

  3.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1995년 11월 0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 470 -

88. 군장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 본 회는 군장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본 회의 사무실은 군산에 둔다.

제4조 :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 본 회의 회원은 군장대학교 졸업생으로써 조직한다.

제6조 : (준회원) 군장대학교 재학생 및 교수 중 희망자로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 본 회의 총동창회 본부와 지부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장단 : (회장 및 부회장)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약간명

            3) 간  사 : 1명 4) 감  사 : 2명

            5) 실무국은 회장단에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사무국장 1명    • 재무국장 1명    • 장학국장 1명    • 홍보국장 1명

              • 섭외국장 1명    • 사이버국장 1명

              • 국별로 부장 1명과 차장 2~3명을 둘 수 있다.

제8조 : 임원선출

        (1) 고문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2) 회장단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3) 사무국장은 각 기의 대표와 각 지부 및 직장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하며 회를 

운영한다.

        (4)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5) 제 6조 5항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 :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외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관장한다.

        (4) 고문은 회무 발전에 대한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5) 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리한다.

        (6) 부장 및 차장은 국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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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제11조 : (1) 회의는 분기별로 하기로 한다.

         (2) 년말 회에는 망년회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 :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 회 의결사항

         (1) 전년도 결산보고

         (2)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임원 추인 (회장단 추인)

         (4) 회칙개정 승인 

         (5) 기타사항

제14조 : 회의 심의사항

         (1) 회장단 및 감사선출

         (2) 회칙개정

         (3) 회의에 제출할 예결산안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5) 기타 중요사항

         (6) 회의 의결은 회의참석자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 :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는 임원 구성과 회원수 확보된 후 결정하며 총동창회로 충당한다.

         (2) 특별회비 및 회사금

제 6 장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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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계열/학과      전공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군 장 대 학 교 총 장  이  승  우 

 학위번호 : 군장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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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대학교 생활 지원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2.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환경 및 문화 조성 사업

    3. 장애학생의 대학교 생활 상담 및 진로상담 지원

    4. 장애학생에 대한 도우미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자 운용

    5. 그 밖의 장애학생의 대학교 생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③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은 당연직이 되고 당연직

이 아닌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 결정

    3. 센터에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기성회계,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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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해외어학연수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생의 외국어 구사능력과 국제적 안목 배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해외어학연수

(이하“연수”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요건) 연수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교 학부생으로 재학중인 자.

    2. 지원시기를 기준으로 직전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

    3.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영어 능력 시험 성적표 제출자.

     가. 영어권 연수 지원자

         TOEIC 450점(장기연수 TOEIC 5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TEPS 350점(장기연수 450

점), TOEFL iBT 56점(장기 연수66점) 이상 

     나. 중국어권 연수 지원자

         TOEIC 450점(장기연수 TOEIC 5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TEPS 350점(장기연수 450

점), TOEFL iBT 52점(장기연수 60점) 이상

     다. 일본어권 연수 지원자

         TOEIC 45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TEPS 400점,  TOEFL iBT 50점 이상

제3조(선발기준) ①권역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연수생을 선발한다.

   1.모집정원의 85% 등록한 학과로 해외어학연수 최소인원은 20명으로 한다.

   2.중국어권 연수 지원자는 HSK(초중등 3급 이상), 일본어권 연수 지원자는 JLPT(4급이상) 성적표 제

출자 가운데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고학년 순으  로 우선 선발한다. HSK나 JLPT성적표 제출자가 

없을 시는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고학년 순으로 선발한다.

   3.영어권 지원자는 TOEIC(이에 상응하는 TEPS, TOEFL) 성적 우수자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에는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고학년 순으로 한다.

  ②기 수혜자는 선발인원이 미달될 경우 전항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특별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전항을 적용하지 않는 별도 기준에 의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제4조(연수의 구분) 연수는 그 기간에 따라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한다.

   1. 단기연수 : 여름 또는 겨울방학기간 중 2주 ~ 6주

   2. 장기연수 : 학기 중 15주 이상

제5조(연수기관 및 시기) 연수대상 국가 및 연수기관, 모집인원 및 시행 시기 등은 연수생 모집 시 별도

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모집 및 선발) ① 모집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발 공고 시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연수생 선발 결과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7조(제출서류) ①연수를 지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어학연수신청서(붙임1 : 소정서식) 1부.

    2. 해당 외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공인기관)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서약서(붙임2 : 소정서식) 1부. 

   ② 전항의 해당 외국어능력시험성적표 중 TOEIC, HSK, JLPT는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

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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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비부담) 연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서 일부 경비를 다

음 각호와 같이 지원한다. 단, 학교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예산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단기연수 : 100천원 ~ 300천원 내외

    2. 장기연수 : 500천원 ~ 800천원 내외

제9조(결과보고) ① 연수생은 연수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귀

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학처(국제협력)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연수생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다

음 학기의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반환) 연수생은 서약서(붙임2) 내용을 위반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해외어학연수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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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해외 어학연수(장․단기)지원서

구    분 언 어 국 가 연수기관
지  원

사  진

(3×4)

단  기 장  기

※ 지원 연수언어/

   기관/기간 1곳에

  ○표하세요.

  (교차지원불허)

성

명

한    글
소속

대 학

한    문 학 과

영  문(여권과동일) 학번 학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소지자에 한함)

연

락

처

집  학점(해당자)

핸드폰 (      /4.5)

이메일 (     /100)

병역관계 병역필(     ) 병역미필(     )

보조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본교지원

해외연수 

참가경력

기  간 국가(연수기관명) 주관/지원기관명

학  생
 본인은 위와 같이 “20    해외어학연수‘에 지원합니다.

 20  . _____. _____.  지원자 : _______________________(인/서명)

학과장
 위 학생을 “20   해외어학연수”에 추천합니다.

 20  . _____. _____.  학과장 : _______________________(인/서명)

보호자
 본인은 상기인의 “20   해외어학연수”참가에 동의합니다.

 20  . _____. _____. 관계 : __________  성명 : ________________(인/서명)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 첨부 : 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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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   약   서

   군장대학교에서 실시하는 (20   )학년도 해외어학연수에 임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군장대학교의 규정(지침)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해외  

       어학연수에 임하겠습니다.

      - 연수기간 중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킴은 물론 학교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일신상의 이유로 무단 귀국 또는 미 귀국은 허락지 않으며 사전  

         에 교학처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 연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연수의견 및 감상문)  

         를 제출하겠습니다. 

    2. 연수기간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보안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어겼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20  .    . 

                 학 부  및  학 과 :                

                 주 민 등 록 번 호  : 

                 보     호    자 :                    (인) 

                 보호자와의 관계 : 

                 본           인 :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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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연 수 결 과 보 고 서

■ 연 수 자 :          대학         학부(과)      학년  

             학  번                 성  명                (인)

■ 연 수 명 :             연수국가 :          연수기관 :          

■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제출일자 :      년  월  일

1) 어학연수에 대한 평가서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어학연수를 경험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후의 연수계획에 활용하기 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대답은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여러분의 평

가를 A(매우만족), B(만족), C(보통), D(불만족), E(매우 불만족) 중 하나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    역 평가항목

평가결과

만족             불만족

A B C D E

(1) 수업내용 및 숙소

1. 수업 내용의 적절성

2. 교사의 수업준비와 노력

3. 학교의 시설물 이용도 편의성

4. 숙소(기숙사, 홈스테이)의 안전성

5. 숙소(기숙사, 홈스테이) 사용의 편리성

(2) 연수효과
1. 언어능력 향상

2. 자기개발 능력 향상도

(3) 준비과정

1. 어학연수 공고문 확인방법의 편리성

2. 연수원서 접수방법의 편리성

(교학처 직접접수) 

3. 어학연수 안내 (오리엔테이션)

2) 자유의견서

 ※ 해외어학연수의 일정, 소감 등을 자유 형식으로 2페이지 이상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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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문화가정학생지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대학생활과 학생권익 보장을 위한 대학의 책임을 명백히 

하여, 학교 내의 학습, 생활 등 모든 대학생활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의 다문화가족 학생(외국인학생 포함)은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의 학생을 말한다. 

제3조(차별금지 등) ① 다문화가족 학생은 학생권, 학습권, 생활복지권 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대학구성원 모두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구성원 모두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비하․모욕․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문화가족 학생의 대학

생활에 관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의 책임) 대학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학교 내의 모든 생활에 있어

서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생활의 질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5조(학생지도위원회의 역할) 학생지도위원회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

서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제6조(교수-학습) ① 다문화가족 학생이 그 학생의 수학능력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학과(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은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일반학생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 및 취업지도) ① 대학은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전문적 상담 및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

학은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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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신문방송부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부의 명칭은 군장대학교 신문방송부라 한다.

제2조 (목적) 본부는 학생들의 면학정신을 선양하고,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여 건전한 학풍 

진작과 대학문화의 창달 및 제반 홍보 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부는 군장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부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대판 8면(칼라) 1회의 “군장대학교학보” 는 년 4회 발행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증, 감면 또는 증, 감회할 수 있다.

    ② 게재 기사의 종류

     1. 교내 제반행사와 공지사항에 관한 기사

     2. 교수의 논설, 연구논문, 작품 기타

     3. 학생의 논문, 작품, 기타

     4. 건전한 외부 투고

    ③ 기타 본사 목적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기 구

제5조 (임원) 본부는 발행인 1인, 주간 1인, 편집국장 1인을 둔다.

제6조 (발행인) 본부의 발행인은 군장대학교 총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본부의 발행인으로서 본부를 

대표하고, 업무일체를 총괄한다. 단, 총장 유고시에는 주간이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 (주간) ① 주간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주간은 총장을 보좌하고 본부의 편집인으로서 총장의 명을 받아 본부의 업무일체를 집행한다.

제8조 (편집국장) 편집국장은 본 대학 사무직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며, 주간의 명을 받아 신문의 

취재, 편집, 발간업무 및 제반서무 등을 관리하고, 편집국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 (편집국원의 구성) 본부는 본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편집장 1인, 부장 및 기자와 수습기자를 

둔다. 학생 편집국원은 지원자 중 주간이 임명한다.

제10조 (편집장) ① 편집장은 1학기 이상을 활동한 자 중 최고 학년자를 대상으로 주간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편집장은 편집국장의 지시에 따라 학보의 취재, 편집, 발간, 발송 등 발행실무를 수행하며, 

국원들을 지도한다.

제11조 (부장) ① 본부에는 신문부, 방송부 2개 부를 두며, 각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1학기 이상을 

활동한 정기자 중 최고 학년자로서 주간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신문부: 기사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원고교정, 기사분류, 신문편집, 외부 원고 청탁, 수집, 

가편집대상 작성 등 신문발행에 필요한 행, 재정지원, 섭외활동, 발송업무 등

     2. 방송부: 학교교내방송, 음악방송 등 학교 방송에 필요한 업무

제12조 (기자) ① 본부에는 신문발행을 위해 약간명의 기자를 두되, 수습기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수습기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습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로 한다.

제13조 (취재편집) 본부 제2조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의 신문을 발행할 수 없으며 취재, 편집이 완료된 

내용은 주간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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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생 편집국원 준칙) 신문의 공익성에 유의하여 기사취재, 작성 및 편집에 공정을 기해야 하며, 

기사작성의 표현은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5조 (경비) ① 본부의 임원에게는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생 편집국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본부의 예산, 결산, 사규의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주간은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간이 된다.

제17조 (회의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8조 (징계) 아래 사항을 위반한 기자는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교 제 규정 위반자

      2.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자

      3. 사규를 문란케 한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부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19조 (표창) 본부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총장의 명으로 표창할 수 있다.

제 4 장   회 계

제20조 (수입재원) 본부의 운영자금은 본 대학 재학생이 납부한 학생회비 중 일정금액 및 

기타(학교지원)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 (예산) 본부의 예산은 매학기 초에 주간이 편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결산) 주간은 매학기 말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 (회계년도) 신문방송부의 회계년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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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학생생활상담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전인적인 자기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군장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상담실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과 학생생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운영

2.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심리 건강, 사회생활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검사, 상담 

및 교육

3. 자살, 중독, 폭력, 학교 부적응 등 위기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4. 학생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 발간

5. 기타 학생생활 상담 및 지도 등에 관련된 사항

제3조(상담실장) ① 상담실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80124)

② 상담실장은 상담실을 대표하고 상담실 업무를 통괄한다. 

제4조(교직원 및 겸임 상담교원) ① 상담실에는 학생들의 전문 상담을 위하여 교직원 및 겸임 상담교원

을 둘 수 있다.

     ② 교직원 및 겸임 상담교원은 상담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겸임 상담교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전문상담사자격증 혹은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대학의 사범계열 출신으로서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④ 교직원 또는 겸임 상담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 상담실에 학생생활에 관한 상담․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본 상담실에는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담실장이 되며, 위원은 교학처장, 기획관리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한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학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학기 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본 상담실의 운영비는 본 대학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또는 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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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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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보건실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소는 군장대학교 보건실(이하 "보건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진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장) ① 보건실에 실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보건의료계열 전임교원 중에서 교학처장의 추천으

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보건실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건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보건실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4조(직원) ① 보건실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보건실장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간호사(간호보조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보건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진료

      2.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교육상담

      3. 교내 환경위생관리

      4. 각종 의료기구ㆍ의약품의 구입관리

      5. 기타 보건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보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보건실장이 된다.

      2.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재정) ① 보건실의 재정은 교비, 자체 수익금, 기타 비용으로 한다.

     ② 진료소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9조(업무감독) 보건실의 업무는 교학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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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장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

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하는 개인정보(교직원 정보 포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관계법령, 고시 및 훈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학부)의 장을 말한다.

  5.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학교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정

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

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8.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

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연계, 연동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9.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을 말한다.

 10.고유식별번호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1.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

경력 정보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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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12.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

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3.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4. “개인영상정보 처리”란 개인영상정보 생성, 기록, 저장, 보유, 편집, 검색, 복구, 이용, 제공, 파기

(破棄),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5.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6.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

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를 말한다.

 17.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학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

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

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제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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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령에서 학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학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

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

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 학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

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학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

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하거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학교는 정보주체가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학교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

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

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학

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학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

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법 제18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

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ㆍ직접적으로 수집ㆍ보유한 학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② 학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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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학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취급자가 목적 외 이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얻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

법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3

자 제공 동의, 목적외 이용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학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

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민감정보 처리) ① 학교가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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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

용

제13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학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

용

제14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제15조(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주

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

다.

제16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

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① 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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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개인정보 안전성 확

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

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보

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제2절  개인정보 관리체계

제2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

괄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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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한 자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위임

받아 관련 실무를 수행한다.

제23조(분야별 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유 부서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서 해당 부서의 개인

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야별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른다.

제24조(개인정보취급자의 임무) ①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유

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및 공개

제2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변경) ① 학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적 기재사항) ① 학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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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② 학교는 제1항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2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① 학교는 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내용

  4. 교육일정

  5. 교육방법

  6.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28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이 다음 각 호

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신규 또는 변경 구축하는 경우로서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2. 학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

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에 연평균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

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영향평가를 수행할 평가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의뢰하여야 한

다.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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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학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③ 학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변경이 있을 시에는 「개인

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29조제1항제1호의 내부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 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학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

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학교는 전보·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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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기적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실태 조사와 기술

적․관리적․물리적으로 안전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여

야 한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3조(권리요구 주체) 학교에서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
제 또는 처리정지 등을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하는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대

리인(법정대리인 포함)이 될 수 있다.

제34조(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①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결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정보주

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는 정보주체가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그 개

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할 수 없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삭제할 수 없는 사

실을 근거 법령과 함께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

다.

제35조(이의제기 절차) 정보주체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권익침해 구제방법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절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제36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

우

  3. 학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

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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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① 학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개

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접속경로의 차단

  2. 취약점 점검·보완

  3.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의 긴급한 조치 등

② 학교는 유출사고가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학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학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유출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정보주체에게 다름 

각 호의 사실만을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2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④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 한 사실 및 

조치결과를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⑥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

상 게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절차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른다.

제3장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제3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변

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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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

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서 운용하는 각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제40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

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 )에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

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개인정보 보유기간 책정)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른다.

  ②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결

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

관리기준표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목적의 회원개인정보 등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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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

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및 시행

  5.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대한 실무

  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대한 관리

  7. 개인영상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관리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9.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10.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제45조(분임책임자의 지정) 분임책임자는 관리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질적인 운

영·관리를 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대한 실무

  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대한 관리

  4. 개인영상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관리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질적인 운영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가 위임한 사항

제46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추가 설치 시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

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7조(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중임을 쉽

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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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48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49조(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

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5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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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

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

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51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존재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

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이 때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

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

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52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수집 목적 외 이용, 제공, 파기, 열람 등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3조(정보주체 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의 조취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54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

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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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
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
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
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
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
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
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
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
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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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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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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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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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

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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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

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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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대한결과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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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보고)
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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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
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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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대장  

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① 개인정보파일 명칭

②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③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
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⑥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⑦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
는 기관의 명칭

⑧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
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
보주체 수

⑨ 해당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

⑩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⑪개인정보파일에서열람을제
한하거나거절할수있는개인정
보의 범위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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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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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파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파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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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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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 구 체 적으로

요청하지 않

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

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5.01.01 18:30 ~ 2015.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

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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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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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직무능력성취도평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의  NCS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재학생의   

  직무능력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자와 평가대상) NCS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에 대하여 직무능력  

  성취도를 평가해야 한다. 단 각 학과(전공)에서 자체개발한 교과목은 제외한다.

제3조(직무능력평가) 직무능력평가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실시한다.

  1. 수행준거의 평가도구는 구술시험, 지필시험, 실기시험 및 프로젝트 수행 등을 포함한다.

  2. 수행준거는 5점 척도로 평가하되 매우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을 

부여한다.

  3. 한 능력단위요소의 수행준거들의 평균값이 3점을 초과할 경우는 해당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학생의  

  직무능력이 “양호함”으로 판정하고, 3점 이하일 경우는 해당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학생의 직무능력이  

  “부족함”으로 판정한다.

제4조(자격증에 의한 평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능력단  

  위요소는 “양호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학과는 인정 자격증과 해당 능력단위요소를 명기하여 학  

  기 개시 1개월 전까지 NCS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평가위원회에서는 학기 개시 2주 전까지 심의  

  하여 확정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 NCS지원센터장, 학부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으며, 교학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능력성취도평가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평가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기준, 평가지표, 배점 및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직무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 심의, 조정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국가공인자격 등과 연계한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직무능력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가계획) ① 담당교수는 학기 개시 3주전까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행준거별 평가방법을 구체  

  적으로 기술한 평가계획을 해당 학과의 NCS 전담교수(학과/ 계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NCS 전담교  

  수(학과/ 계열장)는 평가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보완한 후 각 교과목의  

  평가계획을 첨부한 학생직무능력평가 계획서를 학기 개시 1주일전까지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자기 평가) ① 학생은 학기가 종료하면 제3조 2항 및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 대해 직무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능력 자기평가 결과표를 해당학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직무능력성취도) 학생의 직무능력성취도는 해당 학생의 전체 능력단위요소 중 해당 학생이 양호  

  함으로 판정받은 능력단위요소의 백분율로 정의하고 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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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의 제출) 담당교수는 학생에 대한 수행준거 평가결과와 직무능력성취도를 포함하는 직무능력  

  평가결과표를, NCS전담교수(학과/ 계열장)는 학생의 직무능력자기평가결과표를 해당 학기 종료 후 2  

  주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계열)장은 직무능력성취도 평가결과표를 종합하여 학과(전공)별 직무능력성취도 평가결과표를  

  작성하고 해당학기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평가) ① “부족함”의 평가를 받은 학생은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자습을 실시한 후  

  담당교수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구받은 교수는 1주일 이내에 재평가 계획을 학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재평가 결과 해당학생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결과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해당교수는 직무능력성  

  취도 평가 변경요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인증) ① 능력단위별로 담당교수가 평가한 직무능력완성도가 70%를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능력단위에 대해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 인증통과 여부는 학생의 “NCS 직무능력평가표”에 능력단위별로 기술되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학생 개인별 직무능력성취도 평가결과는 지도교수가 학기별로 점검하고 해  

  당학생이 더 향상된 직무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② 각 교과목별 직무능력성취도 평가결과는 해당교과목의 교수방법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된다.

③ 학과(전공)별 직무능력성취도 평가결과는 학과(전공)별 NCS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된다.

④ 평가결과는 해당 학생으이 취업지원을 위해 해당 학과의 다른 교원들이 열람하거나 해당 분야의 산  

  업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11조(평가환류 체계) ① 직무능력완성도 평가결과는 각 학부(과) 및 전공으로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PLAN(계획) - DO(실행) - CHECK(평가) - ACTION(개선반영추진) -Cycle (환류)을 통  

  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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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들의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학업ㆍ진로 및 취업 등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졸업 후에는 졸업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상담과 학교와의 협력강화 등을 위한 평생지도교수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장) 평생지도교수제에 관한 사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 평생지도교수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직자인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학처팀장으로 하며, 의안정리ㆍ자료

   준비 및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평생지도교수제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생배정) ① 학과(계열)장은 평생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 1인당 지도학생수를 학과    

   (계열)별 특성에 맞추어 입학생(편입생 포함)부터 졸업생까지 학년별로 균등하게 배정하고 전공이 확  

   정되면 재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계열)장은 학생배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학기 초 지도학생을 입력하고 배정명단을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정된 지도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학생상담) ① 전임교원은 평생지도교수제에 참여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평생지도교수제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배정받은 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당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입

   력한다. 그 밖에 상담 및 지도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집단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상담 시간을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연구업적 활용 및 상담기록 입력 등) ① 학생상담 실적은 교원 연구업적평가에 반영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들과의 상담내용 등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SNS 상담 등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기말에 교학처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상담지도 수당 지급) 지도교수에게는 배정된 지도학생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지도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등) 우수 지도교수 및 학과(계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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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학생이력관리시스템(KCMS)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이하 “KCMS”라 한다)

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CMS = Kunjang Carer 

Management System)

제2조(적용범위) KCMS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KCMS는 본 대학교 학생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학생상담관

리, 학생역량관리, 취창업진로탐색 기능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상담관리 기능은 지도학생의 학사 및 진로 프로필 조회,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상담 등 내역 

히스토리 관리를 지원한다.

③ 학생역량관리 기능은 인성봉사, 전공실무, 취업실무, 외국어 영역의 학생역량 및 경력개발 관리를 

지원한다.

  ④ 취창업진로탐색 기능은 인성 및 적성에 관한 사항, 교내외 채용정보 DB 통합 검색을 지원하고 이

력서 관리 및 맞춤형 채용정보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① KCMS는 세부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1. 학생 상담관리 – 교학처 및 학생생활상담실

   2. 학생 역량관리 -  창조교육개발원

   3. 취업 취창업진로탐색 – 산학협력처 및 취·창업지원센터

  ② 전담부서는 KC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이력정보 수집을 위한 학생, 학과, 부서 등과의 협력 업무

   2. KCMS의 학생이력 정보 모니터링 업무

   3. KCMS 운영 결과 보고 및 환류 업무

   4.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과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의 등록, 삭제, 수정 등  컨텐

츠 관리업무 

  ③ 산학협력처는 KCMS 총괄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KCMS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간 업무분장 및 기능 조정을 주관한다. 

   1. KCMS 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2. KCMS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3. KCMS 개발 및 구축

   4. KCMS 컨텐츠 관리

   5. KCMS기능별 활용부서 지정

   6. KCMS 운영을 위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백업, 보안 등 관리

   7. 기타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①KCM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처에 KCMS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창조교육개발원장, 

학생생활상담실장, 취창업지원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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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처 취업담당자가 된다.

제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

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08 -

99. 명장(名匠) 멘토교수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장대학교 명장 멘토교수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명장 멘토교수제”란 대한민국 분야별 명장(名匠)을 활용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현장실무중심 전공능력의 함양과 진로 및 취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직과 운영을 통하여 성공적

인 생애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제3조(계약) ① 대학은 명장 멘토교수와 소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명장 멘토교수의 신분, 근무조건, 급여 등의 사항이 적시되어야 한다.     

제 2 장  담당부서

제3조(담당부서) 명장 멘토교수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1. 취·창업지원센터 : 명장 멘토교수제 안내 및 운영 총괄

2. 학과/계열 : 명장 멘토교수 배정, 멘티학생 지정, 생활지도 및 진로상담 업무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명장 멘토교수제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취창업지원센터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전임교원 4명 및 명장 3명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      

    ④ 운영위원회 업무는 취·창업지원센터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취·창업지원센터 담당자가 맡는다. 

제5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명장 멘토교수제 운영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명장 멘토교수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4 장  프로그램 운영

제7조(명장 멘토교수 배정) ① 학부장은 학과(계열)장의 요청에 따라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관련 

있는 전공분야의 명장을 멘토교수로 위촉해주도록 취창업지원센터장에게 요청한다.

  ② 명장 멘토교수는 비교과 프로그램 외 정규 교과목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장의 신분은 

학부장의 요청으로 교학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학부장은 요청한 학과(계열)에 명장 멘토교수를 배정하고, 배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학과(계열)장은 정규 교과목 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만큼 명장 

멘토교수를 배정하며, 명장 멘토교수는 프로그램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부(과)장은 비교과 프로그램 다당 명장 멘토교수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취·창업지원센터에 통

보한다.

제8조(학생 배정) ① 명장 멘토교수 1인당 배정 가능한 학생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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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멘티학생은 명장 멘토교수와 주어진 기간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명장 멘토교수는 배정된 멘티 이외의 학생이 지도 및 상담을 요청할 경우 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작성 보관한다.

제9조(학생지도) ① 명장 멘토교수는 별도의 상담 가능시간을 게시하여 공지한다.

  ② 명장 멘토교수는 상담 후 상담 및 지도 내용을 상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0조(결과활용) 명장 멘토교수제 운영 결과는 학생이력마일리지시스템과 연동하여 학생상담 및 진로

지도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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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업연한 3년제 간호과 재학생의 4학년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간호과 3년제 재학생의 4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3년제 재학생의 4학년 교육과정(이하 “4학년 교육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대

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자가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4학년에 진급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1

년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진급대상) 4학년 교육과정에 진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이전 입학한자로서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본 대학 3년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지 않은 자

3. 해당연도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

4. 4학년 진급을 희망하여 신청한 자 중 학과 진급대상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진급대상 선발기준) ① 4학년 진급대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학과 1, 2학년 1, 2학기 이수자

2. 4학년 진급신청서를 제출한 자 

3. 1, 2학년 4개 학기 평균평점 우수자 순으로 4학년 진급대상자를 선발하며, 동일 순위의 경우 백분위 

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4. 학과 교수회의에서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의 경우 4학년 진급대상자에서 탈락한다.

제5조(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시간) ① 4학년 교육과정은 간호학과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과 전임교원 전체의 동의를 받은 후 본 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습교과목의 

이수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③ 매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학적관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1. 국내 다른 대학(교)에 이중 입학한 자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

3.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7조(학위과정 및 졸업요건) 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 및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제8조(관련 규정 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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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성과 기반 프로그램 이행의 의무) ①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학습성과 기반 학사학위 프로그램

을  개발·운영  및  평가함으로써  간호교육  발전에  기여할  사회적  책무를  준수한다.
② 학습성과 기반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운영, 학습성과 측정 및 평가주기 등의 세부사항은 간호학과 

[학습성과 평가시스템 운영수칙]에 따른다.

③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학습성과 기반 학사학위 프로그램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준거에 의하여 학습성과 별로 모든 성취도 달성 최

소요건을 만족했을 경우 학생 개인별 해당 학습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한다.

⑤ 2013학년도 이후 복학생은 간호학과 학습성과 기반 학사학위 프로그램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 2018학년도 이후 졸업생은 졸업 후 3년까지 교육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목표 달성도 평

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과정 편성) ①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본교 학칙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 교

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과정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직업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배양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계속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③ 교육과정은 학생의 입학년도 별로 적용한다. 다만 복학, 유급, 재입학 학생은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에 

의한다.

④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는 개편안을 교수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군장대학교 교학처에 

제출하여 보고한다.

⑤ 교양교과목은 25학점 이상을 편성하고, 전공기초 과목 중 인문사회과학 영역은 8학점 이상을 편성 

하며,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교과목은 70학점 이상 90학점 이내가 되도록 편성한다.

제4조(간호학과교육과정위원회)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

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간호학과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 및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

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④ 계절 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현장실습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

로 정한다.

⑥ 정원 외 입학한 자(타전형자 포함)가  본  대학에  개설된  교양과목을  기 졸업한  대학 또는 전문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성적평가) ① 학과성적 80%(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평소 및 과제 20%)와 출석성적 20%

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과성적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평가비율은 강의계획서에 기록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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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A+   A0   B+   B0   C+   C0   D+   D0   F

 실점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 이하

 평균   4.5   4.0   3.5   3.0   2.5   2.0   1.5   1.0   0

   ② 학과성적은 중간 및 학기말 각 1회의 정기시험, 실험, 실습, 퀴즈, 평소 및 과제물 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자료(답안지, 과제물, OMR 카드 등)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시간 

강사의 성적평가 자료는 학과사무실에서 1년간 보관한다.

④ 출석성적은 출석점수조견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학기 총 출석 시  수의 3/4 이상을 출석

하지 못한 과목은 F 등급의 학업성적으로 평가한다.

⑤ 정기시험에 결시한 과목의 학업성적은 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시험일까지 공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학과성적을 평가한다.

1.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결시한  자.

2. 교통사고로 결시한 자.

3. 직계존속의 상고로 결시한  자.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시한  자.

⑥ 군 입대로 인하여 학기말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중 총 출석시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학기말 학과성적은 당해학기 중간고사 성적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⑦ 이론 성적의 배점은 학칙에 의한 9단계 평점방법에 의해 상대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

과목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교무처에 상대평가 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⑧ 임상 및 교내 실습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 특성에 따라 "Pass" 또는 “Fail"

로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졸업 및 수료) ① 교육과정에 의하여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4년제 교육과정에 의한 졸업요

소 및 필수 학점을 이수한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간호학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015학년도 이후 

간호과 전문학사 입학생은 간호과[전문학사 학위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시스템 운영세칙]에 의하여 

학습성과 별로 모든 성취도 달성 최소 요건 이상 달성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② 졸업에 필요한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 18~25%, 전공교과 75~82%를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필수과목 

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③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14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학칙 37조]에 의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6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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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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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성인학습 지원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휴먼융합학부 성인학습자 학생들의 평생교

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2조(조직) 성인학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교수학습

지원팀, 학습지원팀, 취·창업팀, 진로상담팀을 둔다.

제3조(센터장) ① 성인학습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제4조(팀 구성) ① 성인학습지원센터에는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학습지원팀, 학습지원팀, 

취·창업팀, 진로상담팀으로 나뉜다. 

   ② 각 팀별 구성원으로는 팀장과 팀원을 둔다.

제5조(센터 기능) 성인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지원한다.

   ① 학습이력관리 및 경력개발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 교육 및 지원

   ② 학생의 진로 및 취업상담 및 지원

   ③ 성인친화적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보급

   ④ 성인학습자의 학업 적응과 안착을 위한 지원

제6조(업무) 성인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학습지원팀, 취·창업팀, 진로상담팀은 각 호      사항

을 수행한다.

   ① 교수학습지원팀

    1.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보급

    2.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학사제도에 맞는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지원

    3.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후 환류

    4. 기타 업무 지원

   ② 학습지원팀

    1. 정보화 자원을 이용한 학생들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경력관리

    2. 수업일정, 장소, 방식 등 온라인, 앱 등 활용 지원

    3. 기타 업무 지원

   ③ 취·창업팀

    1. 대학멘토, 전문멘토 선정 및 멘티 매칭 역할

    2. 직무능력카드 관리 및 취·창업 계획 설

    3. 취·창업 관련 정보 지원

    4. 취·창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④ 진로상담팀

    1. 학습 및 진로 상담

    2. 학교생활의 적응과 학업의 안정화 지원

    3. 전담 인력 배치와 체계적 진로 상담 및 학업 설계

제7조(기타) 성인학습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과 센터 운영

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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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휴먼융합학부 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군장대학교 학칙」과「군장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군장대학교 휴먼융합학

부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의 휴먼융합학부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장대학교 학칙」및「군장대학교 학사운영규정」등 제 규정

을 적용한다.

제2장 학사관리

제1절 학사일반

 가. 제3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다학기제 등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 할 수 있

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집중이수제)

① 휴먼융합학부 소속 전공 학생이 학업전념 목적의 집중적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주     간, 야간 

등 성인학습자가 원하는 시기에 과목을 단기 집중으로 이수하는 제도 (이하         “집중이수제”라 한

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집중이수제는 학과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2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③ 집중이수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학년별 최대 12학점까지 군장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주간,  

야간, 주말 등 정규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④ 기존 15주 정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집중형 강의로 진행한다.

  ⑤ 집중이수제 강의 개설시기는 4주, 8주, 15주 등으로 구분하여 강의 시작 시점을 달리하고 해당교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 가능하다.

  ⑥ 집중이수제는 학생이 신청하고 학과장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한다.

제5조(유연학기제) ① 기존 2~4학기 규정을 다양한 학제 운영으로 5학기 이상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 실습학기, 집중학기 등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집중이수제와 연계 또는 계절수업(여름, 겨울)을 정식학기로 인정하여 방학 기간에도 학사 운영 할 

수 있다.

  ③ 다학기제는 학과가 신청하고 학과장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한다.

제6조(학점당학위제) ① 기존 15주 정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집중형 강의로 진행하여 시간제등록제 개

선 방안으로 학점당학위제(마이크로디그리)를 도입한다.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여름·겨울학기 수업은 매학기 4주 이

상으로 한다.

  ②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

수를 감축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는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없다.

제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휴먼융합학부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입학자격) ① 휴먼융합학부의 정원 내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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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고 전문반이나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과정 수료자 

   2. 입학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 고졸학력 이상의 성인 학습자

  ② 휴먼융합학부의 정원 외 입학자격은 제1항 제1호와 2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학능력진단) ① 학습공백기를 가진 신입생의 학업능력을 파악하여 대학 수준의 학업 수행에 

필수적인 기초역량 중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수

학능력을 진단한다.

  ② 수학능력진단은 휴먼융합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시행한다.

  ③ 수학능력진단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입학 전 또는 입학 후 학사일정 1/4선 안에 실시한다.

  ④ 수학능력진단 과목별 점수가 기준 미달인 학생은 입학 전에 휴먼융합학부에서 지정한 교육프로그

램을 이수해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지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수학능력진단 미실시자는 수강신청을 제

한할 수 있다.

제11조(전과) ① 융합학부의 학생은 제1학년 1학기와 2학기를 마치고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1

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다.

    ② 전출과 전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한다. (단 결원이 있을 경우 

전입 가능함)

  ③ 전과는 전공 구분 없이 허용하되 휴먼융합학부 소속 학과로 한정한다.

제12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기간 이전에 휴학신청서를 제

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휴학기간은 1회에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병역, 질병, 육아(임신, 출산, 8세 이하 자녀 양육의 경우. 

이하 같다),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시기와 기간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휴학 중에 있는 학생이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휴학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교육과정) ① 휴먼융합학부의 교육과정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

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교양과정의 교과목은 졸업필요학점의 10% 이내로 편성한다.

  ③ 사전기초과정은 6학점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졸업필요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성인학습자 전담 온라인 원격강의는 교양, 전공 각각 개설학점에 제한 없이 개설 할 수 있으며 교

과목구성, 이수학점, 교수자 편성은 자율로 편성 운영한다.(교육부공문:2019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운영 기준에 대한 안내)

  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LiFE사업 전문대학협의체에서 공동 개발한 K-MOOC를 휴먼융합학부 교양

교과목으로 선정하고 학점이수 하도록 한다.

  ⑥ LiFE사업 전문대학협의체 소속 대학 간의 공동 학점 교류를 인정하고 학교에서 개발된 교과목을 

공유 할 수 있다.

제14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출석수업, 비출석수업, 출석수업과 비출석수업을 혼합한 수업 및 현장실습

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출석수업은 교내에서 주중 주간, 야간과 주말 주중에 하되, 필요에 따라 교외의 고정강의실, 근무

지 강의, 이동강의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비출석 수업은 음성강의(AOD : Audio on Demand), 동영상 강의(VOD : Video on Demand), 원

격수업, K-MOOC 등의 온라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출석수업과 비출석수업을 혼합한 수업방식(Blended & Flipped Learning)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과별로 현장실습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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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그 밖에 수업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수업개설 기준) ①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에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

다.

   1. 학년별 재학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2. 필수교과목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6조(수강신청학점) ① 학생이 신청 가능한 최대 수강학점은 정규학기 24학점, 계절학기 6학점이다. 

  ② 학기별 전공수강학점은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타 학과 전공 교과목을 15점 이내로 수강

신청 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한다.

  ③ 교양과목은 6학점 이상 신청 가능하다.

  ④ 다학기제 등 학사제도 운영에 따른 수강학점에 대해서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교 학

사규정에 따른다.

제17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시험, 과제, 실기, 출석 등을 고려한 학업성적 평가의 방법과 배점을 정하여 학

기 초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성적평가에서 출석에 의한 점수는 최대 20점까지로 하며,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적용하고 각 과

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과목의 학점을 미취득

(F)으로 처리한다.

  ④ 휴먼융합학부에서 개설한 과목의 성적평가는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절대평가를 하도록 하며 평가 

비율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수자가 조정가능하고 교육과정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단 본교의 일반과

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본교의 평가원칙에 의한다.

  ⑤ 성적평가 D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⑥ 성적등급 부여가 적정하지 않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급제를 P(Pass)등급으로, 낙제를 

F(Fail)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은 총 평점 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학습경험인정제) ① 본교의 다른 계열 및 학과와 휴먼융합학부의 소속 학과, 국내외 다른 대학, 

평생학습관련기관, K-MOOC 강좌, 교내외 학점과정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

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의 다른 계열 및 학과와 휴먼융합학부의 소속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 졸업소요학점   의 

50% 이내 

   2.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졸업소요학점의 50% 이내

   3. 다른 기관 학위과정의 집합교육에서 취득한 학점 : 졸업소요학점의 10% 이내

   4.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 본교 졸업소요학점의 10% 이내, 다른 기관 졸업소요학점의 

10%이내 

   5.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 본교 졸업소요학점의 10% 이내, 다른 기관 졸업 소요학점의 10% 

이내

   6. 산업체 재직 경력에 따라 졸업 총 이수 학점에서 10% 이내로 인정한다. 

    - 산업체 근무 21년~30년 이상 : 7학점 인정 

    - 산업체 근무 11년~20년 : 5학점 인정

    - 산업체 근무 3년~10년 : 3학점 인정

   7. 학생이 소지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총 이수 학점에서 10% 이내로 인정한다.

    - 기술사 : 7학점

    - 기능장 : 5학점

    - 기사 및 산업기사 : 3학점

제17조(융합전공제) ① 휴먼융합학부 소속 전공과 기존 학과들을 융합한 사회적 경제과 신설

제18조(시간제 등록제) ① 모집정원은 당해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한다.

  ② 자격조건은 휴먼융합학부 입학지원 조건과 동일하게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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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계절(여름, 겨울)학기

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통합반은 매학기 15주, 별도반은 4주 이상으로 하고 계절학기는 통합반 및 별도반 모두 4주 이상

으로 하며 계절 수업에서는 6학점 이내로 취득 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 출석, 성적, 수업방식은 휴먼융합학부 학사운영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⑥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교육이수 후 별도의 수료증 발급하지 아니하고 성적증명서로 대체한다.

  ⑧ 수업료는 평생교육진흥 차원의 적정수준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⑨ 시간제 등록생의 학적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제19조(학년수료 및 졸업요건) ①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35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70학점 이상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76학점으로 한다.

  ③ 졸업심사는 76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졸업 및 전공이수 요구학점의 충족 여부

   2. 교양 및 전공 필수교과목 이수 여부

   3.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과목 이수 여부

   4.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

제2절 등록금

제20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학점 단위로 정한다.

  ② 등록금 납부는 학점당 등록금 납부와, 등록금 총금액의 분할납부, 등록금 총금액 일시 납부가 가능

하다.

  ③ 납입기간, 분할 회수 등 총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1학기, 2학기는(여름,겨울학

기제외) 학기별 최소 4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3절 장학금

제21조(수혜기간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 수혜기간은 매학기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름, 겨울

학기는 수혜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장학금 항목과 시행 규정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만들고 학기별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성적이 

B(3.0)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③ 성인학습자들에게 등록금경감과 학업유지를 위한 생활비성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단 항목별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며 함)

  ④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기준안을 마련하여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휴먼융합학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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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강사 인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전임교원 “강사”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2장 임 용

제3조(자격) 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

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는 자로 한다.

제4조(임용시기) ① 강사의 임용은 3월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① 강사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강사 신규 채용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6조(임용기간) ①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2.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사망

②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략적 필요에 의거 임용기간 초

과자를 해당 학부(과)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

다.

③ 임용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 학기말까지로 한다.

제7조(임용제한)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계열(학과) 및 본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4. 재임용탈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8조(임용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

3.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계열(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4.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제9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

4. 해당학기에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

제10조(면직사유) ①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1.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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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열(학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

5.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

6.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를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7.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8.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학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 제15조 제2항에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수업 및 휴·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9.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10.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

생을 지도·선동한 때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3장 재임용

제11조(재임용) ①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

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4호 서식⌜강사 재임용 

신청서⌟ 및 관련한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재임용 평가 시기는 재계약 예정 직전학기 중에 실시하며, 재임용평가는 별표5호의 ‘강사 재임용 평

가 기준’에 따른다.

④ 강의향상설문평가 결과가 평가시행 직전 3개 학기 중 2개 학기 이상 전체 교원의 하위 1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 한다. 다만, 임용 학기가 3개 학기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별표5호의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⑥ 재계약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

⑦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표6호의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를 1개월 전까지 강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임용 탈락 시 소명)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

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

제14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2. 소속 학부(과) 폐과한 경우

3.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채용한 경우

4.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4장 직무 및 근로조건

제15조(의무)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및 준수

2. “1호”에 따른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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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지도

4.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 장애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

③ ⌜학칙⌟제72조에 의한 교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6조(소속) 강사가 본 대학 내의 여러 계열(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

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교수시간)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

지 할 수 한다.

제18조(처우) ① 임금은 본 대학 강의료지급규정 및 임금계약으로 정한다.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

다.

③ 강사의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계열(학과)장에게 서면으로 의

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휴직)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신청일 전날 까지 계속 근로기간

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정관 제41

조 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21조(휴직교원에 대한 처우) 휴직중인 강사는 본 대학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장 징계

제22조(징계의 사유) 본 대학이 유지·경영하는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성희롱·성폭력, 기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23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25조(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강사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6조(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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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척사유) 강사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8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강사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

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

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29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징계의결)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

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④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징계의결의 기한) 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강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보칙) ① 강사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절차 보장에 관한 예외) 2019학년 2학기에 신규임용 된 강사의 경우 신규임용 및 재임용

을 포함하여 3년 6개월까지 절차를 보장한다.

제3조(임용 중인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간강사로 이미 임용된 자는 그 임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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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세칙

제1장 총 직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 강사인사규정 」 제5조(임용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채용계획) 교학처장은 각 계열(학과)장과 협의하여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 (채용전형) ①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며,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 출산휴가 ‧ 휴직 ‧ 파견 ‧ 징계 ‧ 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 퇴직 ‧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

 3.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 이내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긴급히 채용이 필요한 경우

제2장 공개채용

제4조 (채용공고) 강사의 신규채용 공고는 임용분야,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5일 이상 공고한다.

제5조 (제출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강사 신규채용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전공 유사성

 4. 학위 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5. 지원서 상의 경력증명서

제6조 (심사기구) ① 신규채용 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

 1. 서류심사위원회: 해당 학부(계열/학과)별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3명

 2. 전공심사위원회: 해당 학부(계열/학과)별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3명

 3. 면접심사위원회: 교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 단, 면접심사위원회는 다수로       

              구성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 ‧ 회치 등) 심사위원과 지원자가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인척 4촌)인 경우 제척 

‧ 회피하고,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은 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 (심사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 지원자의 강사 자격기준 심사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과 채용분야의 전공유사성 심사

 3. 면접심사 : 지원자의 품성과 태도 및 교육 역량 심사

제9조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2, 별표3과 같다.

제10조 (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서류심사위원회에서 별표2 「 서류평가 평가표 」 에 따라 강사 자격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③ 전공심사위원회는 별표2 「 전공심사 평가표 」 에 따라 전공심사를 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3배

수 내외를 선정 한다.

④ 강사 자격기준 적합자에 대하여 면접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3 「 면접심사 평가표 」 에 따라 면접심

사위원별로 심사를 하며, 지원자의 면접평가점수는 각 지원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⑤ 지원자의 최종점수는 전공심사 평가점수와 면접심사 평가점수의 합으로 한다.

⑥ 최종합격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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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별채용

제11장 (특별채용절차) ① 재3조 2항의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열(학과)는 또는 어학교

양학부는 별표1의 「강사 특별채용 추천서」에 소속 전임교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교학처장에게 추천한

다.

② 교학처장은 자격을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4장 기 타

제12조 (심사결과 공개) 신규채용 지원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

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비밀유지) 강사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4조 (보칙)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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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및 고등교육법 48조(수업연한) 2항 “수

업연한단축”에 의거 일학습병행제(P-TECH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고숙련일학습병행 사업(이하 “일학습병행제(P-TECH반)”이라 한다)

의 정의는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학부(과) 및 전공과

정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

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도제식현장교육훈련”)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근무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현장외교육

훈련”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 “학습기업”이란 국가로부터 일학습병행과정을 지정받아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을 말한다.

   3. “P-TECH 사업”이란 전문대학-기업이 연계된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전문대)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개념“산학연계 통합교

육”을 말한다.

  4. “일학습병행제(P-TECH반)”이란 고숙련일학습병행 사업 일환으로 군장대학교 교육과정 수업 운

영지침에 따라 편성된 반을 말한다.

   5.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

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

정」제12조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7. “수료”란 학습근로자가 훈련과정 이수 후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제12조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8. “중도탈락”이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

을 말한다.

제 2 장  일학습병행제(P-TECH반) 설치 및 운영

제3조(학위과정) 일학습병행제(P-TECH반)를 운영하는 학부(과) 및 전문과정에 전문학사과정과 동일하

다.

제4조 (일학습병행제(P-TECH)의 설치 ․ 운영기간) 일학습병행제(P-TECH반)의 설치 ․ 운영 기간은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관련 협의체 등과 상호협의로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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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일학습병행제(P-TECH반) 편성자격) 도제 고교 과정을 이수한 협약고교 학습근로자에 한하여 

P-TECH반 편성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 (학습근로자선발의 기준 및 방법) 일학습병행제(P-TECH반) 학습근로자 선발은 무시험 특별전형

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모집 시 따로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일학습병행제(P-TECH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제10조에 

따라 현장외교육훈련비를 신청 지원받아 경비로 운영한다.

② 별도의 예산활용이 필요할 경우 지원받은 현장외교육훈련비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현장외교육훈련비를 별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에 따라 집행하

도록 한다.

제8조 (학습근로자 등록 및 장학관련) ① 일학습병행제(P-TECH반)에 입학한 학습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국고지원금 및 교내장학금으로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②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학습근로자 관리 및 지도) 학습근로자 관리는 사업단에서 관리하며, 학습근로자 지도는 해당학과

에서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회계관리) 지원받은 현장외교육훈련비의 회계관리는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 3 장  일학습병행제(P-TECH반) 수업 및 학사운영

제11조 (학기) 학기는 1년 2학기로 하고, 졸업 학점(76학점)은 총 4학기로 운영하여 졸업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특별학기(여름학기, 겨울학기)를 개설 한다.

제12조 (수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단, 특별학기의 경우 8주 이내로 한다.)

제13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 ․ 현장실습수업 ․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 대학 학칙에 의하여 본

교 또는 고등학교, 계약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일학습병행제(P-TECH반) 수업은 주간이나 야간, 토요일, 공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① 일학습병행제(P-TECH반) 교육과정은 전공과정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운영하고. P-TECH 사업 초기 인증 받은 프로그램개발보고서를 따른다. 

② 교양과 전공의 배점 기준은 학칙 제8장 제33조(교육과정) 제1항에 따라 교양교과를 최소 6학점으로 

편성하고, 전공교과를 6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일학습병행제(P-TECH반) 편성기준은 총 76학점으로 하고, 교과목 이수단위를 패스(pass) 및 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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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학점까지 정할 수 있다.

④ 수업은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현장외교육훈련(OFF-JT)으로 운영한다.

⑤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의 경우 현장실습운영규정을 준용하며, 현장외교육훈련의 경우   학칙을 준용하

도록 한다.

⑥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의 경우 별도의 과목을 설정하여 교육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학점이수) ① 일학습병행제(P-TECH반)을 운영하는 학부(과) 및 전공과정의 이수학점은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산업체 ,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매학  기 15학점 이

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③ 제11조의 특별학기의 취득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  

④ 졸업학점은 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7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성적) ① 성적은 학칙 제43조에 의거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 프로그램 수행평가에 준하여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제17조 (학사제도 적용 제외) ① 일학습병행제(P-TECH반)의 학습근로자는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휴학, 재입학 시 일학습병행제(P-TECH반)로 복학이 불가하다. 단, 일반 계열로의 복학은 가능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일학습병행제(P-TECH반)을 운영을 위한 학부(과) 및 전공과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지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9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학칙 및 제규정 등을 준용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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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특별학기 수업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학습병행제(P-TECH반) 운영규정 제11조(학기)에 의한 특별학기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특별학기 수업”이란 군장대학교 일학습병행제(P-TECH반) 운영규정 제11조

(학기)에 따른 1, 2학기(이하 “정규학기” 라 한다) 수업과는 별도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현장외 

교육훈련(OFF-JT) 연계전공 등을 위하여 학사과정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②“일학습병행제(P-TECH반)”이란 고숙련일학습병행 사업 일환으로 군장대학교 교육과정 수업 운

영지침에 따라 편성된 반을 말한다.

제3조(학기 설치) 특별학기는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설치 운영한다.

제4조(교과목 개설) ①개설교과목은 P-TECH 사업 초기 인증 받은 프로그램개발보고서를 따른다.

  ②각 교과목별 최저 수강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강자격 및 수강신청) ①수강자격은 본교 자동차기계계열 P-TECH반으로 편성된 등록된 자로 

한다.

  ②특별학기 수업 이수대상자는 이수할 교과목을 특별학기에 이수하여야 하고, 동 교과목을 정규학기

에 이수할 수 없다. 

제6조(수업기간) 수업기간은 하계 와 동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되, 그 기간은 각 8주 이내로 한다.

제7조(학점) ①특별학기에서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시험시간 포함)를 1학점으로 한다. 

  ②매 특별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

제8조(성적평가) ①성적평가는 과목별로 강의 시간 중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학칙 제43조에 의거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 프로그램 수행평가에 

준하여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제9조(납입금) ①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강의료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

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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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납입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강사료 등의 지급) 강사료 및 기타 필요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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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특별학기수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운영규정 제11조(학기)에 의한 특별학기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특별학기 수업”이란 군장대학교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운영규정 제11조

(학기)에 따른 1, 2학기(이하 “정규학기” 라 한다) 수업과는 별도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도제식현

장교육훈련(OJT), 현장외 교육훈련(OFF-JT) 연계전공 등을 위하여 학사과정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②“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이란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일환으로 

군장대학교 교육과정 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편성된 반을 말한다.

제3조(학기 설치) 특별학기는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설치 운영한다.

제4조(교과목 개설) ①개설교과목은 유니테크사업 초기 인증 받은 프로그램개발보고서를 따른다.

  ②각 교과목별 최저 수강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강자격 및 수강신청) ①수강자격은 본교 자동차기계계열 유니테크반으로 편성된 등록된 자로 

한다.

  ②특별학기 수업 이수대상자는 이수할 교과목을 특별학기에 이수하여야 하고, 동 교과목을 정규학기

에 이수할 수 없다. 

제6조(수업기간) 수업기간은 하계 와 동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되, 그 기간은 각 5주 이내로 한다.

제7조(학점) ①특별학기에서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시험시간 포함)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의 경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매 특별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

제8조(성적평가) ①성적평가는 과목별로 강의 시간 중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학칙 제43조에 의거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 프로그램 수행평가에 

준하여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제9조(납입금) ①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강의료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

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납입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강사료 등의 지급) 강사료 및 기타 필요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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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일학습병행(유니테크반)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칙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및 고등교육법 48조(수업연한) 2항 

“수업연한단축”에 의거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대학·고교 통합과정(이하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이라 한

다)의 정의는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산업체,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

는 학부(과) 및 전공과정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

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이하“도제식현장교육훈련”)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현

장외교육훈련”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 “학습기업”이란 국가로부터 일학습병행과정을 지정받아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유니테크사업”이란 고교-전문대학-기업이 연계된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고교·전문

대)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개념

“산학연계 통합교육”을 말한다.

  4.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이란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일환으로 

군장대학교 교육과정 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편성된 반을 말한다.

   5.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

정」제12조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7. “수료”란 학습근로자가 훈련과정 이수 후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제12조 제2항에 따

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

   8. “중도탈락”이란 학습근로자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훈련을 중단한 

것을 말한다.

제 2 장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설치 및 운영

제3조(학위과정)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을 운영하는 학부(과) 및 전문과정에 전문학사과정과 동일

하다.

제4조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의 설치 ․ 운영기간)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의 설치 ․운영 기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관련 협의체 등과 상호협의로 체결된 운영계약서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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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편성자격) 유니테크사업 고교 과정을 이수한 협약고교 학습근로자에 

한하여 유니테크반 편성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 (학습근로자선발의 기준 및 방법)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학습근로자 선발은 무시험 특별전

형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모집 시 따로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제10조에 

따라 현장외교육훈련비를 신청 지원받아 경비로 운영한다.

② 별도의 예산활용이 필요할 경우 지원받은 현장외교육훈련비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

록 한다.

③ 현장외교육훈련비를 별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에 따라 집행

하도록 한다.

제8조 (학습근로자 등록 및 장학관련) ①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에 입학한 학습근로자의 경우 노동

부 국고지원금 및 교내장학금으로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②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학습근로자 관리 및 지도) 학습근로자 관리는 사업단에서 관리하며, 학습근로자 지도는 해당학

과에서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회계관리) 지원받은 현장외교육훈련비의 회계관리는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 3 장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수업 및 학사운영

제11조 (학기) 학기는 1년 2학기로 하고, 졸업 학점(80학점)은 총 3학기로 운영하여 졸업학점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특별학기(여름학기, 겨울학기)를 개설하고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 남은 1학기

의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수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단, 특별학기의 경우 8주 이내로 한다.)

제13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 ․ 현장실습수업 ․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 대학 학칙에 의하여 본

교 또는 고등학교, 계약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수업은 주간이나 야간, 토요일, 공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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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①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교육과정은 전공과정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운영하고. 유니테크사업 초기 인증 받은 프로그램개발보고서를 따른다. 

② 교양과 전공의 배점 기준은 학칙 제8장 제33조(교육과정) 제1항에 따라 교양교과를 최소 8학점으로 

편성하고, 전공교과를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 편성기준은 총 82학점으로 하고, 교과목 이수단위를 패스(pass) 및 1학

점에서 6학점까지 정할 수 있다.

④ 수업은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현장외교육훈련(OFF-JT)으로 운영한다.

⑤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의 경우 현장실습운영규정을 준용하며, 현장외교육훈련의 경우   학칙을 준용하

도록 한다.

⑥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의 경우 별도의 과목을 설정하여 교육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학점이수) ①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을 운영하는 학부(과) 및 전공과정의 이수학점은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산업체 ,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매학  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③ 제11조의 특별학기의 취득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  

④ 졸업학점은 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성적) ① 성적은 학칙 제43조에 의거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 프로그램 수행평가에 준하여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한다.

제17조 (조기졸업) 학습근로자의 졸업요건은 제1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제15조(학점이수)의 

이수학점을 고려하여 80학점 이상 취득 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단, 1학기부터 3학기까지(특별학기 

포함)의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제18조 (학사제도 적용 제외) ①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의 학습근로자는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휴학, 재입학 시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로 복학이 불가하다. 단, 일반 계열로의 복학은 가능하

다.

제19조 (운영세칙) 일학습병행제(유니테크반)을 운영을 위한 학부(과) 및 전공과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지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학칙 및 제규정 등을 준용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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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특임교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임용하는 특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특임교수’라 함은 국가 ·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해당 분야

의 연구 또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 또는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있다고 인

정된 자로서 본교의 교육 목적상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특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적이 뛰어난 자

2. 특정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자

3. 기타 본 교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용절차) 특임교수는 소속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및 해임) ① 특임교수의 임기는 2년 이내로 계약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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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구비서류) 특임교수를 임용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특임교수 추천서(서식 제1호)

2. 이력서

3. 학력 및 경력증명서

4.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

제7조(처우) 특임교수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본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2. 특임교수의 급여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임무) 특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이 부여한 특별 업무 수행

2. 연구 또는 특강

3. 기타 본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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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휴먼융합학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휴먼융합학부 학칙에 의거하여 학습경험

인정제도에 따라 학점인정에 관한 대상·절차와 범위 등 학점인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대상)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대학교에 입학을 허가 받

은 자 또는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학점인정 대상기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근무경험을 학점취득 및 교육 이수 결과에 대하여 학

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 예규 제31호)의 별표1에 의한 산

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8.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학점인정 내용) ① 산업체 근무경력의 학점인정 대상은 우리대학교가 개설·운영하는 모집단위의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교육과정과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 경험간의 관련성 유

무 판단을 심사 및 평가에 의하여 인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모집단위의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과 학습·연구·

실습 또는 근무 경험간의 관련성 유무 판단의 기준은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한

다.

제5조(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이수 학점인정)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통한 

학점인정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이내로 인정한다.

    - 산업체 근무 21년~30년 이상 : 7학점 인정 

    - 산업체 근무 11년~20년 : 5학점 인정

    - 산업체 근무 3년~10년 : 3학점 인정

제6조(위원회 등) ①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교육 이수 결과에 대한 학점인

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점인정 신청사항에 대하 세부적인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학과별로 교원 및 산업체인사로 구성

된 학점인정소위원회를 둔다. 

  ③ 학점인정심의위원회와 학점인정소위원회의 조직 구성, 기능과 역할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점인정소위원회의 기능은 산업체 기준, 교육과정과 근무경험 등 간의 관련성 유무, 인정학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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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 주요사항을 심의 평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 평가 인정 과정의 적절성, 객관

성 등 심사 및 평가를 통해 학점인정을 확정한다.

제7조(학점인정을 위한 준비) ① 각 학과는 산업체 근무경력 등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별표 1]

에 준하여 개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정 실시 이전에 공개한다.

  ② 각 학과는 산업체 근무경력 등 학점 인정제도에 대한 홍보 이해를 위해서 상세한 안내자료를 개발

하고, 설명회 등의 홍보활동과 관련한 상담 등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③ 산업체 근무경력 등 학습인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직원 대상으로 직무연수 및 교

육을 실시한다.

제8조(학점인정 절차) ① 교무처는 년간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관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통

하여 학기별로 대학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단, 학기별로 미 신청자를 위하여 학기초와 학기말로 구분하여 

공고하고, 학과에 공지한다.

  ② 산업체 근무경력 등에 관한 학점인정은 제3조와 제4조에 의한 학점인정 대상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③ 교무처는 접수된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고, 학과는 

학과 자체 평가인정 기준(평가지표 등)에 의하여 학점인정소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자는 학점인정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제3항의 절차에 의

하여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⑤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최초 평가인정 결과 및 재평가인정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⑥ 교무처는 학과별로 평가 인정된 결과를 수합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⑦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평가 결과에 

대하여 확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⑧ 확정된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평가 결과의 확정 내용을 학과 및 신청자에게 승인서를 발

송한다.

  ⑨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에 대한 학점인정 결과 확정 후 교무처는 즉시 원활한 학사관

리를 위하여 대학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

  ⑩ 교무처는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자의 학점 및 학사관리를 위하여 신청자 및 학과에 

학점인정 결과 확정 후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 등을 안내한다.

제9조(학점인정 신청) ① 학점인정 신청자는 입학 하기 전의 산업체 근무경력에 대하여 입학허가 시점

부터 졸업이전 시점까지 매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등에 관한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일정에 

의한다.

  ② 매학기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은 수강신청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1. 과거 2회 이상 신청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각된 자

  2. 과거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 학점인정 신청을 제한한 자

  ④ 학점인정 신청자는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접

수한다. 단, 신청과정에서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안내와 상담을 거치도록 한다.

  ⑤ 학점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1]

  2. 직무기술서 [별지 2] 및 학습설계서 [별지2-1]

  3.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등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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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과가 학점인정을 위해서 직접 현장실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자는 위 제3호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학점인정 평가의 실시) ①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인정은 신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의한 현장실

습 교과목별로 실시하되, [별지 3]호 서식에 의한다.

  ② 평가인정에 의한 성적평가는 「학칙 제29조」, 「현장실습운영규정」에 따라 P(Pass) 여부만을 학

과 자율로 정한다.

  ③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자 제출 자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4]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

여야 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학점인정소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보완

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학점인정소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지 후 10일 이상 경과한 뒤 신청자의 추가자료 제출 등의 조치

를 반영하여 평가인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단,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경과기일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5호에 의한 재평가시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 재평가 신청서 [별지 5]

  2. 제9조 제5항 제3호에 준하는 재평가 증빙자료

  ⑧ 제7항에 의한 재평가 신청서 제출시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2. 학점인정 재평가 신청의 이유 및 근거

  3. 학점인정 재평가를 위한 추가서류 목록과 증빙자료

  ⑨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절차는 최초 평가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학점인정 확정)  ①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을 위하여 학과의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최종 

학점인정 평가 심사 결과를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을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인정 결

과에 대하여 [별지 6]서식을 활용하여 학과의 평가인정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되 학과의 평가인정 기준

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평가인정 심사기준에 준하여 평가 심의한다.

  1.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산업체 근무경력이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산업체 기준

에 부합하는 기관의 유무

  2.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학습·연구·실습또는 근무 경험간의 관령성에 대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

정」의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을 준용의 적합성 유무  

  3.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기준에 준하는지 여부

  4. 개별 신청자의 평가인정 학점한도 초과여부

  5. 개별 신청자가 향후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에 대한 학습설계 여부 

  6. 기타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 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학점인정소위원회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학점인정 결과 통보 등) ① 교무처는 학점인정 평가결과의 확정은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총

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각 신청자와 학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승인서는 [별지 8] 서식에 의하며, 승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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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인적사항

  2.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 세부내용 : 교과목명, 인정학점, 수업시수

  3. 신청자가 산업체 근무경력 등으로 인정받은 총 학점 수

  4. 학과가 규정하고 있는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최대 학점 수(인점범위)

  5. 학습자에게 향후 학습수행에 도움이 되는 권고사항

제13조(학점인정 결과 확정 적용) ① 대학(교학처)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평가인정 결과에 

따른 확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평가 인정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 면제

  2. 평가 인정된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3. 평가 인정된 학점은 학점인정 범위내에서 졸업학점에 포함

  ② 대학은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득학점 과정을 인정하고 평점 평균산출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①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에 의한 평가인정 결과의 확정은 신청자의 학기별 

등록금 고지 및 납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신청자가 산업체 근무경력 등의 학점인정 신청에 의한 평가인정 결과의 확정에 의하여 「학칙 제

25조」 제3항의 1·2학기 최소이수학점을 미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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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휴먼융합학부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휴먼융합학부 학칙에 의거하여 학습경험

인정제도에 따라 학점인정에 관한 대상·절차와 범위 등 학점인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대상)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대학교에 입학을 허가 받은 자 또는 재

학생으로 한다.

제3조(학습경험인정 대상기관) 학점취득 및 교육 이수 결과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학

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

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사

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 

  5. 산업체(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에 의함.)

  6. 기타 관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제4조(학점인정 내용) ① 학습경험인정 대상은 우리대학교가 개설·운영하는 모집단위의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의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취득 및 교육 이수한 학점인정 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습경

험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 제2호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2. 제3항 제3호의 교육기관에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대학(전공사내

원격 등)에서 취득한 학점

  3. 제3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서 취득한 학점

  5. 다른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6. 우리대학교의 부설 및 부속기관과 LiFE사업에서의 4주 이상의 개설 운영하는 비학위과정 등의 교

육이수 결과(교육 수료자에 한함.)

  7.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의 교육이수 결과

  8.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 계좌제에 의해 평가인정된 교육프로그램 이수경력(단, 초·중등학

력으로 인정되는 교육경험은 제외)

  9. 위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학습경험 중 석사학위 교육과정 이상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행학습 인

정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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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행학습 이수 학점인정) ① 선행교육을 통해 이수한 이수증, 자격증 증명서를 절차를 통해서 확

인 후 학점을 인정한다.

   1. 본교의 다른 계열 및 학과와 휴먼융합학부의 소속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 : 졸업소요학점의 50% 

이내 

   2.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졸업소요학점의 50% 이내

   3. 다른 기관 학위과정의 집합교육에서 취득한 학점 : 졸업소요학점의 10% 이내

   4.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 본교 졸업소요학점의 10% 이내, 다른 기관 졸업소요학점의 

10%이내 

   5.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 본교 졸업소요학점의 10% 이내, 다른 기관 졸업 소요학점의 10% 

이내 인정하며 별도 내부 규정에 따른다.

   6. 학생이 소지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총 이수 학점에서 10% 이내로 인정한다.

    - 기술사 : 7학점

    - 기능장 : 5학점

    - 기사 및 산업기사 : 3학점

제6조(위원회 등) ①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교육 이수 결과에 대한 학점인

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점인정 신청사항에 대하 세부적인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학과별로 교원으로 구성된 학점인정소

위원회를 둔다.

  ③ 학점인정심의위원회와 학점인정소위원회의 조직 구성, 기능과 역할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점인정을 위한 준비) ① 각 학과는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교과별로 개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정 실시 이전에 공개한다.

  ② 각 학과는 선행학습 인정제도에 대한 홍보 이해를 위해서 상세한 안내자료를 개발하고, 설명회 등

의 홍보활동과 관련한 상담 등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③ 선행학습인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직원 대상으로 직무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학점인정 절차) ① 교무처는 년간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학기별

로 대학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단, 학기별로 미 신청자를 위하여 학기 초와 학기말로 구분하여 공고하고, 

학과에 공지한다.

  ②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은 제3조와 제4조에 의한 학점인정 대상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③ 교무처는 접수된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고, 학과는 학과 자체 평

가인정 기준(평가지표 등)에 의하여 학점인정소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자는 학점인정소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학점인

정소위원회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⑤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최초 평가인정 결과 및 재평가인정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⑥ 교무처는 학과별로 평가 인정된 결과를 수합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⑦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 결과에 대하여 확정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⑧ 확정된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 결과의 확정 내용을 학과 및 신청자에게 승인서를 발송한다.

  ⑨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에 대한 학점인정 결과 확정 후 교무처는 즉시 원활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대학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

  ⑩ 교무처는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자의 학점 및 학사관리를 위하여 신청자 및 학과에 학점인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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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확정 후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 등을 안내한다.

제9조(학점인정 신청) ① 학점인정 신청자는 입학허가 시점부터 졸업이전 시점까지 매학기 선행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일정에 의한다.

  ② 매학기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은 수강신청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1. 과거 2회 이상 신청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각된 자

  2. 과거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 학점인정 신청을 제한한 자

  ④ 학점인정 신청자는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접

수한다. 단, 신청과정에서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안내와 상담을 거치도록 한다.

  ⑤ 학점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 [별지 1]

  2. 직무기술서 [별지 2] 및 학습설계서 [별지2-1]

  3.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증

빙자료

  4. 학과가 학점인정을 위해서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자는 위 제3호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인정은 신청 교과목별로 실시하되, [별지 3]호 서식에 의

한다.

  ② 평가인정에 의한 성적평가는 대학 규정에 따라 배점(백분율) 또는 P(Pass)/F(Fail) 여부만을 학과 

자율로 정한다.

  ③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자 제출 자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4]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

여야 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자는 학점인정소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보완

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학점인정소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지 후 10일 이상 경과한 뒤 신청자의 추가자료 제출 등의 조치

를 반영하여 평가인정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단,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경과기일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5호에 의한 재평가시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 재평가 신청서 [별지 5]

  2. 제9조 제5항 제3호에 준하는 재평가 증빙자료

  ⑧ 제7항에 의한 재평가 신청서 제출시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2. 학점인정 재평가 신청의 이유 및 근거

  3. 학점인정 재평가를 위한 추가서류 목록과 증빙자료

  ⑨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절차는 최초 평가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평가인정 결과 확정)  ①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위하여 학과의 학점인정소위원회는 최종 학점인

정 평가 심사 결과를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인정 결과에 대하여 

[별지 6]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의 평가인정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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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행학습 학점인정 기준에 준하는지 여부

  2. 개별 신청자의 평가인정 학점한도 초과여부

  3. 개별 신청자가 향후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에 대한 학습설계 여부 

  4. 기타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 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학점인정소위원회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학점인정 결과 통보 등) ① 교무처는 학점인정 평가결과의 확정은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총

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각 신청자와 학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행학습 학정인정 승인서는 [별지 8] 서식에 의하며, 승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

시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인적사항

  2.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 세부내용 : 교과목명, 인정학점, 수업시수

  3. 신청자가 선행학습으로 인정받은 총 학점 수

  4. 학과가 규정하고 있는 선행학습 학점인정 최대 학점 수(인점범위)

  5. 학습자에게 향후 학습수행에 도움이 되는 권고사항

제13조(학점인정 결과 확정 적용) ① 대학(교학처)은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인정 결과에 따른 확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평가 인정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 면제

  2. 평가 인정된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3. 평가 인정된 학점은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졸업학점에 포함

  ② 대학은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득학점 과정을 인정하고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①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에 의한 평가인정 결과의 확정은 신청자의 학기별 등록금 고지 

및 납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신청자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에 의한 평가인정 결과의 확정에 의하여 「학칙 제25조」 제3항

의 1·2학기 최소이수학점을 미달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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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안전지원처 소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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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직원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동학원정관(이하 “광동학원”이라 한다) 제79조에 의한 군장대학교(이

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기술직), 기능직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급의 구분) 직원의 직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임용절차 및 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08.26)

제6조(임용의 시기) 직원의 임용시기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인사발령일자 소급금지)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소급 발령할 수 있다.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3. 징계의 재심에 의해 복권되는 경우

제8조(신규 채용의 범위) 직원의 임용은 직급별 정원 기준에 따라 결원이었을 경우 충원 및 별도의 증원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08.26)

제9조(신규 채용의 방법)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과 특별 전형 채용 방법에 의한다.

제10조(공개채용 방법) ① 공개경쟁 채용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심사 방법으로 행하며 시험과목, 

방법, 절차등은 총장의 명을 받아 행정안전지원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신규채용 시 본 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관련하여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의 

능력평가 심사에 따라 특별 가산점을 부가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11조(신규채용심사 평정기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심사평정은 다음과 같다.

    1. 면접평정: 40점

      -. 서류심사 - 10점(개정 2013.08.26)

      -. 용    모 - 10점(개정 2013.08.26)

      -. 태    도 - 10점(개정 2013.08.26)

      -. 언    행 - 10점(개정 2013.08.26)

    2. 사무처리 능력 평정: 30점

      -. 이론시험 - 15점(개정 2013.08.26)

      -. 실기시험 - 15점(개정 2013.08.26)

    3. 경력평정: 30점

      -. 행정경력 - 18점(개정 2013.08.26)

      -. 기타경력 - 12점(개정 2013.08.26)

    4. 특별가점(제10조 2항 적용) : 5점

제12조(신규채용 평정자와 확인자) 신규 채용 평정자는 행정안전지원처장이 되고 확인자는 총장이 된

다.

제13조(신규채용심사 평정) 신규 채용자의 심사 평정은 제11조, 제12조에 의하되 별지 제1호, 제2호의 

서식과 같이 한다.

제14조(특별전형 채용) 특별한 직급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전형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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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규채용 제한)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가. 4급이상 - 만 45세이하

     나. 6급이상 - 만 40세이하

     다. 9급이상 - 만 35세이하

     라. 기타직급 - 해당 직종의 성격과 기능을 감안하여 정한다.

    2. 학력 및 직급: 직원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기술직 및 기

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따라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

한다.(개정 2013.08.26)

    3. 결격사유: 신규채용 된 직원이 광동학원 정관 제78조1항의 규정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

다.(개정 2013.08.26)

제16조(신원조회)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

다.(개정 2013.08.26)

제17조(임용구비 서류) 신규채용 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1. 자필 이력서

      2. 인사 기록 카드

      3. 최종학교 학력 및 성적 증명서

      4.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5. 경력 증명서

      6. 신원 증명서

      7. 가족관계증명서(사유기재)

      8. 신원 조사 회보서

      9. 병적 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0. 채용 신체 검사서(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의료원)

      11. 주민등록 등본

      12. 기타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

제18조(신규채용자 발령 제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대학교의 전반 업무파악 및 실무적응 능력향상을 

위하여 발령일부터 1년간의 수습기간을 조건부 계약직으로 발령한다.(개정 2013.08.26)

제19조(승진임용) 일반직, 기술직 및 기능직원을 승진, 승급 임용코자할 때 제24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

정하고 제34조의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 순위순으로 하되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자가 결원일 경우

에는 차 순위자로 승진 임용 제청한다.(개정 2013.08.26)

제20조(승진 임용 기준일) ① 승진 임용의 기준일은 매년 2월말일과 7월 말일로 한다.

   ② 승진, 승급 임용의 기준일은 총장의 별도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1조(승진 임용 소요 최저년수)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이상 당해 직급에 

재직한 자라야 한다. 다만, 제18조 조건부 임용기간중 1년은 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직, 기술직

     가. 5급 → 4급 - 4년이상

     나. 6급 → 5급 - 3년 6월이상

     다. 7급 → 6급 - 4년이상

     라. 8급 → 7급 - 4년이상

     마. 9급 → 8급 - 3년 6월이상

    2. 기능직

     가. 8등급 → 7등급 - 4년이상

     나. 9등급 → 8등급 - 3년이상

     다. (삭제)

   ② 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전 항의 기간에 산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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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승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 제20조에 관계없이 특별 승진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한 때

    2. 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3. 재해,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 또는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한 자

제23조(승진의 보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승진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1. 징계 처분 받은 자

    2. 휴직중에 있는 자

    3.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무계출 결근 3회이상, 지각 조퇴 년 20회 이상, 각종 행사 동원에 불참 년 4회 이상에 각각 해

당하는 자

제24조(평정의 종류 및 평정점) 직원을 승진, 승급 임용함에 있어서 평정의 종류 및 평정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구분 복무자세 접근 리더십 근무수행자세 접근 계

일반직
6급, 7급 80 20 - 100

8급, 9급 80 - 20 100

기술직 8급, 9급 80 - 20 100

기능직 8급, 9급 80 - 20 100

제25조(근무성적 평정)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일반직, 기술직 및 기능직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

은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근무 성적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하되 다음 

각 호에 기준 한다.(개정 2013.08.26)

    1. 평정 대상자의 근무 성적을 동점으로 하지 말 것

    2. 평정 대상자의 근무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

    3. 신뢰성 타당성을 절대적으로 할 것

    4. 평정자는 객관성을 갖고 평정할 것

    5.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에 대하여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개정 2013.08.26)

제26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직원에 대한 근무 평정은 일반직(기술직) 및 기능직(신분전환) 9급, 8급 평

정자는 각 부서 팀장이 되고, 7급, 6급 평정자는 각 부서 처 단장이 되고, 평정표 수합자는 행정안

전지원처장이 되며 최종확인자는 총장이 된다.(개정 2013.08.26)

   ②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근무성적 평정의 채점) ① 근무성적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공통 복무자세 접근 : 80점, 

일반직 7급, 6급 대상 리더십 20점, 일반직(기술직) 및 기능직(신분전환) 8급, 9급 근무수행 자세 접

근 20점 각각 평정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일반직 6급→5급 : 85점, 7급→6급 : 80점, 일반직(기술직) 및 기술직 8급

→7급 : 75점, 9급→8급 70점, 계약직에서 기능직 신분전환시 60점을 기준하며 이 평정 점수 미만 

해당자는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8조(경력판정) 삭제.

제29조(경력평정자와 확인자) 삭제.

제30조(경력평정의 종류 및 평정점) 삭제.

제31조(경력평정기간 제외) 삭제.

제32조(필기시험 평정) 삭제.

제33조(평정의 가감점) ① 승진, 승급 임용 대상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한 가산점은 당해 법인 재직시에 받은 것에 한하며,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한다.

    1. 국무총리이상 표창 ~~~~~~~~~~~~~~~~~~~~~~~~~~~~~~~~~~~~ (2점)

    2. 법인 이사장 표창(장기근속제외) ~~~~~~~~~~~~~~~~~~~~~~~~~~~~(1.5점)

    3. 대학교총장, 장관이상 표창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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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승진, 승급 임용 대상자가 승진, 승급 소요 최저년수 기간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점수

를 감산한다.

    1. 사유서(3매기준) - 1점으로 하며 1매초과시마다 0.5점을 감점한다.(개정 2013.08.26)

    2. 시말서(1매기준) - 1점으로 하며 1매초과시마다 1점을 감점한다.(개정 2013.08.26)

    3. 경고, 견책(1회기준) - 2점으로 하며 1회초과시마다 2점을 감점한다.(개정 2013.08.26)

    4. 감봉, 정직, 징계(1회기준) - 3점으로 하며 1회초과시마다 5점을 감점한다.(개정 2013.08.26)

제3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승진 후보자 명부는 별표 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승진 후보자중 총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경력 평정, 근무 성적 평정순으로 한다.

   ③ 승진 후보자 명부는 승진 임용 제청시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5조(보직 및 전보) ① 직원의 보직 발령은 총장의 명을 받아 행정안전지원처장이 행한다.(개정 

2013.08.26)

   ② 직원의 보직전환 발령은 필요에 따라 시행하되 그 시기는 학기초에 실시한다.(개정 2013.08.26)

제36조(휴직 및 복직)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정관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에 준한다.

제37조(면직)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소속장 및 행정안전지원처장 기타 총장이 배석시

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1. 근무지 무단이탈 15일 이상일 경우

    2. 채용당시 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하지 않거나 휴직자가 타직종에 종사하였을 경우(개정 

2013.08.26)

    4.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면직 조건에 해당될 경우

제38조(신분보장) 직원은 광동학원 정관 제82조에 의거 신분 보장을 받는다.(개정 2013.08.2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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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사무직원의 직급

      가.  일반직

           3급 ~~~~~~~~~~~~~~~~~~~~~~~ 부참여

           4급 ~~~~~~~~~~~~~~~~~~~~~~~ 참사

           5급 ~~~~~~~~~~~~~~~~~~~~~~~ 부참사

           6급 ~~~~~~~~~~~~~~~~~~~~~~~ 주사

           7급 ~~~~~~~~~~~~~~~~~~~~~~~ 부주사

           8급 ~~~~~~~~~~~~~~~~~~~~~~~ 서기

           9급 ~~~~~~~~~~~~~~~~~~~~~~~ 부서기

      나. 기술직

          7급 ~~~~~~~~~~~~~~~~~~~~~~~~ 일반직 부주사급

          8급 ~~~~~~~~~~~~~~~~~~~~~~~~ 일반직 서기급

          9급 ~~~~~~~~~~~~~~~~~~~~~~~~ 일반직 부서기급

     다. 기능직

         7등급

         8등급

         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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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근무평정별 점수 시산 표

1. 행정직원 종합평정점수 기준

평정구분 평정항목

평     가     정   의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아주 미흡하다

직무수행 능력

행정 전문성 10 8 6 4 2

행정 추진력 10 8 6 4 2

행정 기획력 10 8 6 4 2

이해 판단력 10 8 6 4 2

상황 분석력 10 8 6 4 2

소  계 50 40 30 20 10

직무수행 태도

평 정 항 목

평   가    정   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소신 책임 형 6 5 4 3 2

대화 협조 형 6 5 4 3 2

대외 활동 형 6 5 4 3 2

능률 성과 형 6 5 4 3 2

노력 성장 형 6 5 4 3 2

소  계 30 25 20 15 10

배 점   계 80 65 50 35 20

2. 일반직6-7급 대상 리더십 평점기준

16개 항목

(20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16개 항목×1.25 

1.25 1.15 1.0 0.5

3. 일반직8-9급. 기능직 근무수행 자세 평점기준

16개 항목

(20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16개 항목×1.25 

1.25 1.15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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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2. 일반직 5-7급 대상 리더십 접근 평가

                              직    별

                              급    별

     체  크  항  목             성    명

비고

-지도자 덕목으로 관리. 포용. 결단력이 있다.

-조직 내에서 상호 협력을 중요 시 하고 있다.

-업무추진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활동적이다.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이하고 있다.

-지위 체계를 바로 잡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 해결를 위해  연구 노력하는 사고적인       

자세다.

-항상 부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설득대화능력이 뛰어나 대화 친화적이다.

-목표. 계획을 정확히 지시하고 관리 한다.

-업무를 편견이나 고집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급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사례판단 능력을 갖추고 실무에 잘 적용 한다.

-긍정적인 사고로 책임감이 강하다.

-직무에 대해 분석적이고 기획력을 갖추고 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위기관리를 잘하고 있다.

합  산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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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3. 일반직(기술직포함)8-9급. 기능직대상 직무수행 자세 접근 평가

                                         직

                                   급

                                     성   명

      항           목

-맡은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 한다.

-사무 처리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한다.

-계획 목표달성 율에 항상 역점을 둔다.

-예산비용 절감에 관심을 기울인다.

-남의 험담이나 뒷공론을 하지 않는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며 일 한다.

-겸허 성을 수반한 자존심을 지니고 있다.

-업무에 감정의 개입을 삼가하고 한다.

-사무에 완 급을 분석하면서 추진한다.

-고집이나 편견에 좌우되는 경우는 없다.

-장점을 신장시키도록 노력 한다.

-언어와 행동 일치에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인 자세로 자기 일에 충실 한다.

-각종 대학 행사에 협조적이다.

-직무에 관련법규정을 잘 적용하여 활용 한다.

-정보 관리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합   산   점   수



- 554 -

<별지 제5호>

행정직원 근무평정 표

1. 복무자세 접근 종합평가

  

   평정요소

피평정자

직 무 수 행 능 력 

단위별

점수 계

(A)

직 무 수 행 태 도 

단위별

점수 계

(B)

합  산

점  수

(A +B)

행  정

전문성

직  무

추진력

행  정

기획력

이  해

판단력

상  황

분석력

소  신

책  임

형

대 화

협 조

형

대  외

활  동

형

능  률

성  과 

형 

노  력

성  장

형

 ※참고사항

 ①직무수행 능력 평정은 본인 스스로 노력에 따른 성과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②직무수행 태도 평정은 타인 즉, 해당 부서장 관리 역량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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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인사위원회 시행규칙(개정 2013.08.26)

제1조(직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8.26)

제2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직원을 임면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보직을 임면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 직원에 대하여 임명제청의 동        

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1. 근무실적

    2. 직무수행 능력

    3. 직무수행 태도

    4. 공직자의 자질 

제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직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지원처장이 된다.

     (개정 2013.08.26)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인사위원회 회의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본 대학교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08.26)

제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3.08.2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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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원 복무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의무) 모든 교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조적인 

사고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밀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교직원은 직무상 소속상관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4조(협조) 교직원은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한다.(개정 2013.08.26)

제5조(집단행위 금지) 교직원은 사전승인없이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품위유지)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어떠한 사례도 수수할 수 없다.

제 2 장    근     무

제7조(근무시간)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③ 교직원은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교직원은 주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하며 방학기간 중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08.26)

제8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직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

를 명하거나 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적당한 날로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10조(외출 및 출장) ① 외출은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 실행하며 4시간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8.26)

   ② 교직원의 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실시하고 교직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교한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일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을 위하여 일직, 경비, 기타의 일직근무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였을 

때는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기타 일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결근. 조퇴. 지각

제12조(결근)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당일 즉시 신고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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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퇴 및 지각) 교직원이 조퇴 및 지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부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

다.(개정 2013.08.26)

제14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조퇴. 지각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승진 및 승급에서 불이

익을 줄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 4 장   휴     가

제15조(휴가의 구분)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6조(연가일수) ① 교직원의 연가일수는 근속기간별로 다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

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08.26)

   ② 교직원의 연가에 있어서는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연2회

로 나누어 허가한다.

   ③ 교직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8.26)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근일수는 휴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교직원의 병가는 년 누계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

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병가일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가)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9조(특별휴가) ① 교직원 본인이 혼인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20조 특별휴가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20조(휴가 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

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8.26)

제 5 장  사 무 인 계

 

제21조(사무인계) 교직원이 전보. 승진. 강임. 면직. 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그 담당 

사무를 소속부서장이 지명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22조(사무인계서 작성) ① 사무인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② 사무인계서는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③ 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및 직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0일을 한도로 계속 근

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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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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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직근무 시행규칙(개정 2013.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직원 복무규정 제11조의 일직근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근무시간)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제3조 (일직 명령 및 변경) ① 일직의 주무는 행정안전지원처에서 하되, 일직명령은 행정안전지원처장이 

근무 예정일 1개월전까지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일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체없이 

행정안전지원처장의 일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 ① 일직근무자는 행정안전지원처로부터 일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일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일직근무 종료시 이를 행정안전지원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규칙) ① 근무자는 취침하거나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근무자는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근무자는 근무중 취식을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식사는 지참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

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일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⑤ 근무자는 일직근무수칙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일직의 편성) 일직근무자는 본 대학교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7조(일직의 일반업무) ① 일직근무자는 언제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순찰 및 점검

    2. 문서의 수발 및 인계와 관리

    3. 본 대학교 시설물 관리

   ② 일직근무중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지원처장 또는 총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시 업무) ① 근무자는 본 대학교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본 대학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전교직원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②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 할 때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 경비 강화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지원처장, 총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9조(일직실의 비품) 일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일직 근무 일지

    2. 교직원 비상 연락망

    3. 교직원 주소록 및 약도

    4. 행정사무실 종합열쇠

    5. 일직근무 수칙

    6. 기타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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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직보고) 일직자는 일직근무 상황을 행정안전지원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일직확인) 행정안전지원처장은 일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현지 및 전화로 점검 확인 하여야 한다.

제12조(일직 태만자의 조치) 일직명령을 받은 자가 일직근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할 때에

는 행정안전지원처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3조(일직근무 수칙) 일직근무 수칙은 <별첨 1>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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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일직근무 수칙

1. 임  무

   일직근무는 총장을 대리하여 학교행정에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발생되는 사태에 대하여 실정에 

맞는 판단을 내리고 신속히 연락 또는 보고한다.

2. 근무시간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09:00부터 평일의 퇴근시까지 근무한다.

3. 근무자 : 계약직이상 직원 1인 으로 한다.

4. 교대방법

    일직자는 근무교대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근무일지, 순찰부 및 근무상황에 대한 이상유무를 

인수인계한다.

5. 근무장소 : 학창관1층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6. 벌  칙

   일직자가 다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응분의 문책을 한다.

    가. 외부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을 때 받지 않거나 불친절한 대화로 물의를 야기 했을 경우

    나. 일직중 음주 또는 도박을 하였을 경우

    다.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하였을 경우

    라. 일직중 물건을 도난 당하거나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마. 근무 당번을 허가 없이 사적으로 교체 또는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바. 일직근무중 외부로부터 물자가 입고되었을 경우는 일․숙직 해당자가 그 사실을 일직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인명으로 확인한 입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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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서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공문서의 작성과 접수, 통제, 결재, 발송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서처리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공문서의 작성과 처리 및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 : 문서라 함은 본 대학교 내부 각 부서 상호간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되는 문서와 

각 부서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3.08.26)

    2. (삭제 2013.08.26)

    3. 처리과 :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

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전자문서 :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

성, 송 ․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6. 서명 :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서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의 2. 전자문자서명 :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

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

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서명 :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

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2013.08.26)

    9. 행정전자서명 :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0. 전자이미지관인 :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

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1. 전자문서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서의 기안 ․ 검토 ․ 협조 ․ 결재 ․ 등록 ․ 시행 ․ 
분류 ․ 편철 ․ 보관 ․ 보존 ․ 이관 ․ 접수 ․ 배부 ․ 공람 ․ 검색 ․ 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

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모든 직원은 소관 업무에 관련된 문서의 생산(기안) 또는 관리(보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개정 2013.08.26)

제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교직원이 퇴직, 휴직, 전보 또는 업무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  인

수 할 때는 소관 문서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진행중인 업무와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인계자는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안전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의 원칙) 모든 공적인 업무처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는 규정된 서식에 의해 작성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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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 서 관 리

제 1 절  문서의 종류와 효력

제7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내용에 따라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

로 구분한다.

    1. 법규문서 :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학칙 및 본 대학교에서 제정한 제규정 등에 관한 문서로서 

조문 형식을 취한다.(개정 2013.08.26)

    2. 지시문서 : 지시문서란 발령, 예규, 지시, 공고 등 총장 또는 해당부서장이 하위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한 문서로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개정 2013.08.26)

      -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복직, 면직 및 징계 등을 통고하는 증거 및 그에 관한 인사에 관

계되는 발령문서.

      -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예규문서.

      - 총장 또는 부서장이 해당부서 또는 모든 부서에 대하여 특정 업무 사항을 지시하는 업무 지시 

문서와 당직, 출장, 특근 및 휴가등의 기타지시문서.

    3. 시설 및 구입 관계문서 : 시설공사, 유지보수, 물품구입 등의 요구, 견적, 계약, 검수 및 지출에 

관계되는 문서.

    4. 비치문서 : 비치대장, 관리대장, 일지 등과 같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부서내에 비치하면

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 : 민원인이 본 대학교에 대해 특정사항은 요구하는 문서 및 민원문서에 관계되는 대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8.26)

    6. 일반문서 : 위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로 기안문서, 업무연락, 계획

서 및 보고서 양식에 의해 작성한다.(개정 2013.08.26)

       - 기안문서 : 학사운영의 주요사항 또는 타기관 보고 및 통보의 목적으로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사안에 해당하는 문서로 <제1호 서식>의 기안양식을 사용한다.(개정 2013.08.26)

       - 업무연락 : 각 부서 상호간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 <제

2호 서식>를 사용한다.

       - 각종계획서 : 연도별 대학교 운영계획서, 발전계획서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로  표

지는 <제3호 서식>의 양식으로 작성하며 발행부수, 배포처에 관련사항을 반드시 결재받아야 

한다.(개정 2013.08.26)

       - 연구보고서 :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지정 연구의 경우의 문서로 해당 사업에 따라 지정된 양식

으로 작성한다.(개정 2013.08.26)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모든 문서는 당해문서에 대한 서명(전자이미지서명 포함)에 의한 결

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기록되는 것)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

다. 

   ③ 민원문서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 2 절  문서의 접수와 처리

제9조(문서의 접수) ① 본 대학교에 송달되는 모든 문서는 행정안전지원처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각 처

리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없이 행정안전지원처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일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업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고 다음 근무시간 시작후       

지체없이 이를 행정안전지원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모든 외부 문서는 행정안전지원처 서무담당이 접수하여 문서접수대장(<제4호 서식>)에 접수 일

시, 발신기관, 문서번호 및 제목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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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모사전송접수를 구분하여 명기해야 한다.

   ⑤ 특수우편물(등기, 내용증명 등)로 접수한 문서는 특수우편물 접수대장(<제5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⑥ 전화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6호 서식>의 전언통신문에 기록하여 접수되며 통화 일시와 

송․수화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접수문서의 처리) ① 문서통제관이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처리부서를 분류하여 접수문서 여백에 

결재란을 설정하고 수신문서 여백에 통제인을 찍은 후 정서, 발송  등의 사항을 기록한 다음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문서의 처리부서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문서의 인계) ① 총장의 결재가 끝난 문서는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인계되어야 한다.

   ② 접수된 문서가 두 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

서에, 관련성의 정도를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임 부서에 원본을 나머지 부서에는 사본을 인계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문서는 그 복사본을 처리부서에 우선 공람한다.

제12조(문서의 반송) ① 접수한 문서에 업무분장상, 형식상의 흠이 있을 때에는 반송할 수 있다.

   ② 소관 밖의 문서를 인계받은 처리부서의 문서책임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지원처에 반송하여야 하

며 문서통제관은 당해 문서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의 열람) ① 문서는 각 부서 상호간에 사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으나, 상사

의 지시없이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의로 열람시키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의 업무 내

용을 간섭하거나 알고자 해서도 안된다.

   ② 문서를 정리함에 있어 인사, 성적, 재정에 관한 기밀문서는 사적으로 옮김을 불허하고 상사 또는 

합법적인 요구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시하지 못한다.

   ③ 상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문서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제 3 절 문서의 기안

제14조(기안의 의의) ① 기안이란 본 대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정책이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8.26)

   ② 기안자는 먼저 담당업무의 내용을 연구하고 관계법령, 정관, 학칙, 규정 등에 정통하여야 하며, 

문서의 작성요령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기안의 원칙) ① 기안은 <제1호 서식>의 기안용지에 의하여 해당사무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안은 기안용지에 정서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다.

   ③ 문서의 내용과 제목은 일치하여야 한다.

   ④ 기안문에 첨부되는 통계표, 도표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의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기안의 종류) 기안은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안 :  어떤 한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소정의 기안용지에 작성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기

안이 이에 해당한다.

    2. 내부결재 : 

      - 총장 또는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사실 등을 상신하여 일정한 지침을 결정받거나, 특정 사안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기안을 말한다.

      - 내부문서를 기안하였을 경우에는 기안용지의 수신란의 “내부결재”라 표기한다.

    3. 수정기안 :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할 때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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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괄기안 :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일괄기안

의 경우에는 각 안별로 시행문을 따로 작성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해야 한다.  

    5. 재기안 : 기안문서 처리에 있어서 재기안의 경우에는 원 기안문서를 첨부하고 원기안문서의 문

서등록번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①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

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한자 또는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다만,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 후 괄호( )를 하고 한글로 표기한다.

   ③ 문서에 쓴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년,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특별한 형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를 세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문자 여백 다음에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을 때에는 첨부의 표시

문 끝의 한 문자 여백 다음에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문서의 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줄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책임자가 그 곳에 날인

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

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책임자가 그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표기하고 그곳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다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되 수정전의 문서는 해당부서의 

필요에 따라 따로 보관할 수 있다.

제19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장 이상의 문서는 간인하여야 한다.

     - 전후관계를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허가, 인가 또는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공방식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면표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부서장과 총장의 결재를 받기전에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아야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서의 협조와 협조부서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하는 부서에서 기안문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당해 문서의 협

조란에 ‘의견첨부’라고 기록하고 별지에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협조자는 의견을 표

시할 수 있으나 문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 절  문서의 결재

제21조(결재) ① 모든 문서는 기안부서장과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하

는 문서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자는 인장을 날인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서명을 하고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기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결재시간을 표기할 수 있다.

제22조(전결) ① 총장은 일상적, 반복적 시행업무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전결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② 위임전결을 할 때에는 문서의 전결권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하고 총장의 결재란에 서명 또

는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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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결) ①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적기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한 문서에 대

하여는 총장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직무대리권은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자와 지정대리자로 나눌 수 있다. 

   ③ 대결권자가 한 결재는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결권자는 대결한 문서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대결하는 경우에는 기안용지의 해당 결재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4조(후결) ① 긴급시행을 요하는 사안(문서)으로써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땐 그 직무를 대

리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 것을 후결이라 한다.

   ② 사후에 결재권자가 후결을 할 때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을 지

체없이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후열) ① 후열은 대결은 또는 전결로 완성된 문서 중에서 내용에 따라 정규 결재권자의 열람이 

필요할 때 결재란에  “후열” 표시를 하고 문서상에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후열하는 결재권자는 후열“ 표시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후열일자를 기재한다.

제26조(최종결재권자의 표시)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에 있어서 시행문서의 발신자명의는 총장명의를 

하고 발신자명의 밑에 별표1과 같이 전결권자자 또는 대결권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부결사유의 명시) ① 기안문서의 결재에 있어서 결재권자가 그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할 때

에는 부전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붙여야 한다.

   ②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부결 또는 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결사유를 부전지에 명시하거나 구

두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28조(대장등재에 의한 기안생략) 일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의 허가, 인가, 증명서 교

부 등 단순한 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기안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기입하고, 결재하여 처

리할 수 있다.

제29조(시행문의 작성) ① 발신할 시행문은 결재권자의 결재가 끝난 후 결재받은 기안문에 의거하여 작

성한다.

   ② 시행문(<제7호 서식>)에 작성한다. 다만, 수신처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처리란을 설정 및 표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8.26)

   ③ 보고서, 계획서, 통계 등 별도의 서식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

니하고 당해문서의 발신명의란 또는 문서의 하단 여백에 직인을 찍어 시행할 수 있다. 

   ④ 전언통신에 의한 발신문서는 시행문의 작성을 생략하고 기안문에 의한다.

   ⑤ 모사전송(FAX)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통신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신을 

마친 때에는 시행문의 여백에 “송신필”의 날인을 하고 모사전송 송신기록부(<제8호서식>)에 발신사

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직인의 날인 또는 서명) ① 총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증명서에 속

하는 문서에는 직인(전자이미지직인 포함)을 찍거나 총장이 서명을 한다.

   ②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하

는 경우에는 시행문의 발신기관명 위에 “직인생략” 표시를 하고 직인날인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일상적, 반복적으로 다수에게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 대신에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08.26)

제31조(직인사용) ① 직인관수부서의 부서장은 직인관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직인관수부서에는 직인사용부(<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기록하며 직인관

수 담당자가 확인날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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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문서의 발송

제32조(문서의 발송원칙)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해야 할 부서에 발송한다. 

   ② 하급부서에 발송하는 문서는 하급부서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부서를 경유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간소화를 위해 상급부서와 하급부서에 동시에 발송할 수 있다.

제33조(발송방법의 지정) ① 결재권자가 발송방법을 특별하게 지정하는 때에는 기안문서의 “취급”란에 

“인비”, “전언통신”, “모사전송”, “관리통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사전송에 의한 발송문서는 모사전송발송대장에 문서등록번호, 발송일자, 수신처, 문서 제목 등

의 주요항목을 기록해야 한다.

제34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을 기안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언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

고 특수우편물 발송대장(<제 10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④ 각 부서간에 수발되는 협조문은 당해문서 기안부서에서 협조문발송대장에 등록한 후 직접 발송한

다.

제35조(전자문서의 처리) ① 전자문서로 기안한 문서는 전자문서관리규정에 의해 발송하고 별도의 파일

로 관리해야 한다.

   ② 전자문서로 발송할 경우에도 서류문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안원문에 기록된 문서번호로 발송

과 접수 관리를 해야 한다.

제36조(문서의 등록) ① 문서를 생산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는 각 부서별로 부여된 표 1의 내용

과 같이 문서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각 부서별로 비치한 문서등록대장(<제1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문서등록대장에는 문서등록번호, 발송일, 수신처 또는 배부처를 기록해야 한다.

제37조(기안문서의 처리) 기안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기안문서에 의거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며, 완결된 기안문서는 해당사무 담당자 또는 기안자가 보관한다.

제38조(문서의 책임) 문서에 대한 책임은 최종결재권자가 지며, 기안자를 포함하여 모든 중간 결재는 

해당문서에 대한 집행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절  문서의 통제

제39조(문서의 통제자) 본 대학교의 문서의 통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서통제관”을 두고, 

“문서통제관”은 행정안전지원처장으로 정한다.(개정 2013.08.26)

제40조(문서의 관리자) ① 문서통제관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부서에 “문서관리자”를 

두고 “문서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문서관리자는 해당부서 문서의 접수, 등록, 발신, 보관, 보존 및 문서대장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한다.

제41조(문서의 통제) ① 총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

항을 당해문서 처리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기안문서 시행문의 일치여부

    3. 전결, 대결 구분의 착오여부

    4. 첨부물의 첨부여부

    5. 발신방법의 지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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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관․보존․폐기

제42조(분류번호) ① 문서의 분류번호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생산부서-일련번호의 내용으로 부여한다.  

(예시 : 산학협력단 생산문서 중 36번째 : 산학-036)

제43조(보관․보존․폐기) ① 문서는 문서보관․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8.26)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 199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의 모든 문서는 이 규정에 의해 작성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과조치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사용중인 각종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의한 서

식 및 규격과 병용한다.

4.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의 모든 문서는 이 규정에 의해 작성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과조치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사용중인 각종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의한 서

식 및 규격과 병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 569 -

6. 문서 보관․보존 및 폐기에 관한 시행규칙(개정 2013.08.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문서관리규정 제43조(보관․보존․폐
기)에 의하여 문서 종류별 보관․보존 및 폐기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접수 또는 생산하는 모든 문서의 보존방법, 보존기간 및 폐기

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법령과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완결문서의 처리) ① 모든 문서는 보관부서별, 문서종류별, 학년도별, 일자순으로 편철, 보관 및 

보존한다.

   ② 경리관계 서류는 회계연도에 의하여 편철, 보관 및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하는 졸업자명부, 각종 대장 및 법규문서는 누년 편철 할 수 있다.

   ④ 학칙, 규정등 법규문서가 개정된 경우는 개정전의 규정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편철 : 처리가 완결된 문서를 보존문서관리부서로 이관하기 전에 일정 방법으로 분류하고 묶는 

것을 말한다. 

     -. 1건 합철 : 문서를 편철할 때 매 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

생순으로 한데 묶는 방법을 말한다.

     -. 분철 : 1건의 문서 또는 동일 종류의 문서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여러 권의 보관철로 나누어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존 :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 준영구 또는 일정기간 동안 보존문서관리부서에서 

일괄 보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8.26)

     -. 보관 : 문서처리의 완결 후부터 보존문서관리부서로 인계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 이관 : 보관중인 문서 중 보존의 필요가 있는 문서를 편철하여 보존문서관리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 보존문서관리부서 : 보존문서의 보관,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행정안전지원처) 를 말한다.

제 2 장  문서의 편철․보관

제5조(보관철의 편철) ① 처리 완결된 문서는 해당부서에서 종류별, 보존기간별로 분류하고 구분하여 발

생일자순으로 편철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생일자순이란 먼저 발생한 문서가 하단에 편철되도록 한다.

   ② 1 권의 보관철에 해당하는 문서량이 소량일 때는 보존기간이 동일한 타 종류의 문서와 합철할 수 

있다. 이 때 각 종류별로 발생일자순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표지의 작성) ① 보관철의 표지는 <양식 1 >과 같이 작성한다.

   ② 보관철의 옆면에는 <양식 2>와 같은 등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제7조(색인목록) 보관철의 첫째면에는 <제1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발생일자순으로 기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관철의 분철) ① 1건의 문서량이 과다하여 1권의 보관철로 편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제목 

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여러 권으로 분철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같은 종류의 문서량이 1 권의 보관철로 편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월별로 구분하여 여러 권으로 

분철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9조(문서첨부물의 처리) 인쇄물 또는 책자, 디스크 등 문서의 첨부물로 규격외이거나 보관철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첨부물은 <제2호 서식>의 문서첨부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도로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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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문서보관 및 보존) ① 완결된 문서는 시건창치가 되는 문서보관함(화일, 캐비넷, 등)에 보관한다.

   ② 모든 보존문서는 문서보존실에 보존하며 보존문서관리부서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된다. 이 경우 

문서보존실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편철된 문서는 문서보관함, 서가 또는 책장에 보존

한다.(개정 2013.08.26)

제11조(배열) 문서보존실에서 편철된 문서의 배치는 보존기간별, 연도별, 부서별로 하며 등 표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개정 2013.08.26)

제12조(보존문서 색인표) 서류함, 책장 및 캐비넷 등에 보관한 보존문서는 문서철을 쉽게 찾을 수 있도

록 문서철 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 3 장  문서의 인계 및 이관

제13조(보관문서의 관리) ① 각 부서장은 문서의 분량, 성질에 따라 해당부서 소관문서의 개인별 보관, 

또는 부서 통합보관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특히 기밀유지 및 보안을 필요로 

하는 문서는 부서장이 직접 보관해야 한다. 

   ② 전 제1항의 부서 통합관리의 경우 해당 부서의 문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문서의 보관을 담당 

하도록 한다.

제14조(인계 및 이관) ① 각 부서에서 보관하는 문서 중 영구, 준영구 및 5년이상 보존문서는 1건 보관

철로 편철하여 정해진 인계절차에 따라서 보존문서관리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② 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상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보관철은 3년까지 각 부서별로 

자체 보관할 수 있다.

   ③ 졸업자대장, 학적부, 교원자격증발급대장 등 민원용 대장 등은 해당부서에서 영구 보관할 수 있

다.

제15조(이관절차) ① 보존문서를 인계할 경우에는 각 부서의 문서관리 책임자가 <제3호 서식>의 “보존

문서대장” 2부와 전산 파일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을 한 다음, 인계부서와 보존문서 관

리부서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전산 파일은 이관될 문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 4 장 문서의 보존

제16조(보존) ① 이관된 모든 문서는 보존문서관리부서의 주관으로 생산부서별, 생산연도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문서보존실에서 보존해야 한다.

   ② 보존년한이 3년 이하인 문서는 보관철로 편철한 다음 해당부서에서 문서관리책임자가 보존하도록 

한다.

제17조(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 책정기준) ① 문서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부여한다.

    1. 영구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로 영구보존의 필요가 있는 문서

     -. 문서관리 규정 제7조(문서의 종류)의 법규문서 원본

     -. 각종 대장, 학적부, 교직원 인사관리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 및 확인에 필요한 문서

     -. 그 밖의 문서로 영구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

    2. 준영구

     -. 인사기록카드,

     -. 본 대학교 주요 위원회 회의록(개정 2013.08.26)

     -. 예규․지침에 관한 원본 문서

     -. 그 밖의 문서로 영구보존 가치는 없으나 10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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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년

     -. 산학협력, 학사입시,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한 계획․조사․연구 및 보고 문서 

     -. 각종 인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문서

     -. 그 밖의 문서로 6년이상 10년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

    4. 5년

     -. 예산, 결산 및 재무 회계 등의 관계문서

     -. 각종 감사관계 문서

     -. 그 밖의 문서로 4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

    5. 3년 

     -. 각종 증명서 발급관계 문서

     -. 주요업무 계획관계 문서

     -. 그 밖의 문서로서 2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6. 1년

     -.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문서

     -. 행정기관의 단순한 자료연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문서

     -. 그 밖의 문서로 1년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서

   ② 전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2>와 같으며, 이 별표에서 지적하지 아

니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해당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18조(보존기간의 변경) 각 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

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문서의 보존기간을 10년 이하에서 영구 또는 준영구로 연장하거나, 영

구 또는 준영구에서 10년이하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는 보존문서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본 대학교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수정되어 문서의 보존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

우(개정 2013.08.26)

    2. 각종 검사․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 그 종료시까지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문서의 내용이 경미하여 장기간 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보존기간의 기산) 처리 완결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20조(보존문서 관리대장) 보존문서관리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보존문서대장 전산 파일을 이

용하여 보존기간별로 <제4호 서식>의 “보존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산파일과 출력인쇄물로 비

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시․사본공개․누설) 보존문서는 정당한 대출, 열람 절차 없이 타인에게 제시, 공개 또는 누설하

면 안된다.

제22조(기밀문서) 보존문서 중 인사․성적․재정에 관한 기밀문서는 표지에 적색으로 “대외비”의 표기를 

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함에 별도로 보관한다.(개정 2013.08.26)

제 5 장 보존문서의 대출 및 열람

제23조(대출) ① 업무상 목적으로 보존문서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호 서식>의 “보존문서대출 

대장”에 문서명, 대출사유 등을 기록한 다음 보존문서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대출 할 수 있다.

   ② 보존문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정하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대출절차를 거

쳐야 한다.

   ③ 보존문서를 대출한 자는 목적이외의 사용을 금하며 복사, 본 대학교 외부 반출은 절대 불허한다.

(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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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22조의 “기밀문서”를 대출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열람) ① 보존 중인 문서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② 보존 중인 문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열람 사유를 보고하고 보존문서관리부서장의 승인 받아 열

람할 수 있으며 관계자 이외의 동반 열람은 불허한다.

   ③ 제22조의 “기밀문서”는 생산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25조(복사) ① 보존 중인 문서를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복사하고자 할 때는 <제6호 서식> “보존문서 

복사대장”에 문서명, 복사사유 등을 기록한 다음 보존문서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복사할 수 있

다.

   ② 제22조의 “기밀문서”를 복사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존 중인 문서를 복사할 때는 보존문서관리부서의 문서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복사해야 한다.

   ④ 보존문서의 복사본은 관련업무 완결시 즉시 보존문서관리부서의 문서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폐기

해야 한다.

제 6 장 보존문서의 폐기

제26조(일반문서철의 폐기) ① 이 세칙 제16조 제2항에 의해 각 해당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보존기간 

3년 이하의 문서철은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 해당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자체에서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문서보존실에서 보존중인 문서 중 영구, 준영구를 제외한 일반 문서철은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 

폐기대상 <제4호 서식>인 보존문서관리대장에 폐기일자를 적색으로 기록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사본의 폐기) ① 본 대학교내 각 부서 간 수발되는 문서의 사본은 업무처리가 완결되면 즉시 폐

기할 수 있다. 단 다른 문서의 첨부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8.26)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업무의 완결을 확인하고 보존문서 기록대장 비고란

에 폐기일자를 기록한 다음 폐기한다.

제28조(폐기표시) 폐기되는 문서에는 그 표지에 “폐기”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29조(폐기문서의 인계) ① 이 규정 제26조(일반문서철의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 보존문서는 

보존문서관리부서의 주관으로 최종 처리한다.(개정 2013.08.26)

   ② 기타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보존문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처리한다.

제30조(재생활용)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는 문서를 소각하고 기타의 폐기문서는 재생․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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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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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서식)

색 인 목 록

부서명 :

순번 매수 생산년월일 문서번호 발신처 제    목 비  고

(제 2호 서식)

문서첨부물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원문서

번 호

생 산

년 도
제          목

보 존

기 간
부서명 이관/폐기일자 비 고

(제 3호 서식)

보존문서대장

부서명:

일련번호 보존기간 생산년도
문     서     철

비  고
제   목 건 수 매 수

인수인계

일자
     .   .  .

인계자 소속:         직급 :          성명 :         인 

인수자 소속:         직급 :          성명 :         인 

(제 4호 서식)

보존문서관리대장

부서명:

일련번호 보존기간 생산년도
문     서     철

폐기일자 비  고
제   목 건 수 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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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호 서식)

보존문서 대출대장

일련

번호

대출

일자

문  서  철 대출받는자
대출

사유

확인자

인

반   납
생산

년도
제    목 소  속

성명

(서명)
일자 확인

(제 6호 서식)

보존문서 복사대장

일련

번호

대출

일자

문  서  철 복사요구자
복사

사유

복사
확인자

인
생산

년도
제    목 소  속

성명

(서명)
문서명 면수

<양식 1>

부서명 생산년도 보존기간

제  목

 권 번호

     총 권

수

<양식 2>

보

존

년

한

생

산

년

도

제

목

 권번호

   

    총권수

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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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문서별 보존년한(1)

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기획관리처 예 산 회계별 예산서 영구

예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 5 년

예산편성기본지침 관계문서 5 년

추경예산 관계문서 5 년

학생 납입금 책정관계문서

교직원 보수, 수당책정관계문서 3 년

강사료, 인건비 책정관계문서 3 년

교직원 산업체 연수관련 문서 3 년

기 획 중장기발전계획서 준영구

기본운영계획 관계문서 5 년

업무분장 조정 관계문서 5 년

심사분석 관계문서 5 년

규정의 제정, 개폐 관계문서 준영구

규정심의 관계문서 5 년

통  계 연도별 교육통계 원본 준영구

교육통계관계문서 3 년

공  통 보존문서기록대장 준영구

사무인수인계서 5 년

문서접수대장 3 년

문서발송대장 3 년

문서이관 및 폐기 관계문서 3 년

업무일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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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별 보존년한(2)

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산학협력 협약서 5 년

산학협력 예산관계 문서 5 년

재정지원사업 신청서 5 년

재정지원사업 결과보고서 5 년

산학협력위원회 회의록 3 년

기타 산학협력관계문서 3 년

산업체인사 초청특강 관계문서 3 년

교직원 산업체 연수관련 문서 3 년

공  통 보존문서기록대장 준영구

사무인수인계서 5 년

문서접수대장 3 년

문서발송대장 3 년

문서이관 및 폐기 관계문서 3 년

업무일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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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별 보존연한(3)

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교학처 교  무 교원인사기록카드 준영구

교원인사관리대장 영구

교원의 임용 및 해임관계문서 5 년

교원의 보직, 위원 임명관계문서 5 년

교원 임용보고 관계문서 준영구

시간강사위촉대장 준영구

교무위원회 회의록(학칙개정등 주요사항) 준영구

교원업적평가 및 승진관계문서 준영구

학과개편, 정원조정 관계문서 준영구

실업고 교육과정 연계 협약 관계문서 5 년

교무위원회 회의록(기타 일반사항) 1 년

교원 연구실적 관리 관계문서 준영구

교원 연수실적 관리 관계문서 준영구

수  업 학사일정 관계문서 5 년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관계문서 5 년

수강신청서 및 수강신청 변경원 3 년

수업계획서 3 년

강의결과보고서 3 년

성적대장 준영구

성적단표 5 년

출석부 3 년

성적정정 및 이의신청관계문서 3 년

진급, 졸업사정 관계문서 3 년

학사경고 관계문서 3 년

계절학기 관계문서 3 년

시간강사출강부 3 년

수업시간표 3 년

강의평가관계문서 1 년

교직과정설치 및 승인관계문서 영구

교원자격증 취득자 명부 영구

교직과정이수신청 및 선발관계문서 3 년

교원자격증 신청 관계문서 3 년

학생 현장실습 관계문서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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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교학처 학  적 학적부 원본 영구

입퇴학자명부 영구

학적관계 증명서발급대장 준영구

학적부 정정관계 문서 3 년

학적조회 및 회보관게문서 1 년

유급, 제적, 자퇴관계 문서 준영구

휴학, 복학 관계문서 5 년

재입학, 편입학, 전과 관계문서 5 년

학적통계 관계 문서 5 년

졸업생 명부 영구

입시관리 신입생 명부 10 년

신입생 입학 사정대장 10 년

입학원서 5 년

입시관련 통계 보고문서 5 년

면접카드, 면접성적 3 년

입시관리센터 운영관계문서 3 년

입시결과분석 관계문서 3 년

입시관련 위원회 회의록 3 년

공  통 보존문서기록대장 준영구

사무인수인계서 5 년

문서접수대장 3 년

문서발송대장 3 년

문서이관 및 폐기 관계문서 3 년

업무일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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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존연한(4)

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행정안전

지원처
인사/복무 직원 인사기록카드 준영구

교직원 상훈 및 징계처리대장 영구

교직원 상훈 및 징계관계 문서 5 년

교직원 휴가, 당직관계문서 3 년

교직원 휴직, 복직관계문서 3 년

교직원 교육훈련관계문서 3 년

직원 인사관리대장 영구

직원 임용관계문서 5 년

직원 해임관계문서 3 년

직원 호봉확정 관계문서 5 년

직원 승진, 승급관계문서 준영구

임시직원 고용계약 대장 10 년

일직근무일지 등 근무상황기록일지

일직편성기록부

차량운행일지 1 년

연급/의료보험 부양가족수당/학비보조수당 관계문서 5 년

교원공제회 관계문서 5 년

고용보험 관계문서 준영구

연금/의료보험 가입관계 문서 준영구

연금/의료보험 해지관계문서 준영구

연금급여청구 관계문서 3 년

연금대여 관계문서 3 년

의료보험 정산관계문서 3 년

시  설 설계도면 원본 영구

시설인허가관계문서 준영구

시설공사 계약서, 입찰관계문서 5 년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관계문서 5 년

자재수급 관계문서 5 년

기타 공사관계 일반문서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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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행정안전

지원처
조  달 기자재, 비품구입관계문서 5 년

실습재료 구입관계문서 3 년

기자재 수리관계문서 5 년

SW 구입 및 사용계약관계문서 5 년

행정/문서관리 직인등록부 준영구

업무분장 관계문서 준영구

각종 증명발급대장 준영구

직인사용대장 영구

우편물수불대장 3 년

모사전송 기록대장 3 년

문서등록대장(대외공문서) 10 년

문서등록대장(내부문서) 3 년

시설관리 시설관리대장 영구

설비시설도면 준영구

소방 및 위험물시설 관계문서(대장포함) 5 년

통신시설 관계문서(대장포함) 3 년

전기시설 관계문서(대장포함) 3 년

냉난방시설 관계문서(대장포함) 3 년

기타 영선관계 일반문서 1 년

조경관리대장 5 년

비품관리대장 5 년

청소용품관리대장 1 년

차량관리 차량관리대장 준영구

차량검사관계문서 3 년

차량보험관계문서 3 년

차량 유류수불 관리대장 1 년

차량운행일지 1 년

실습 기자재관리대장 준영구

기자재 구매관계문서 5 년

기자재 재물조사 관계문서 3 년

기자재 유지보수(수리)관계문서 3 년

기자재 손망실 관계문서 3 년

기자재심의위원회 회의록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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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행정안전

지원처
경  리 학생등록대장 영 구 전산자료

학생등록자 명부 3 년

학생등록 관계문서 3 년

차입금 상환 관계문서 준영구

자금운영계획 관계문서 5 년

회계별 현금출납장 준영구

수입결의서 및 구비서류 5 년

지출결의서 및 구비서류 5 년

교직원 급여대장 영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준영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준영구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계문서 5 년

세금 및 공과금 관계문서 5 년

회계결산 회계별 세입,세출원부 5 년

회계별 결산서 영구

예결산 자문위원회 회의록 5 년

회계별 세입,세출 보조부 5 년

회계별 월계표 3 년

회계별 일계표 1 년

결산에 관한 일반문서 1 년

공  통 보존문서기록대장 준영구

사무인수인계서 5 년

문서접수대장 3 년

문서발송대장 3 년

문서이관 및 폐기 관계문서 3 년

업무일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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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별 보존연한(5)

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도 서 관 수  서 도서등록대장 영구

도서수증관계문서 영구

도서구입대장 준영구

장서점검대장 준영구

도서목록 관계문서 5 년

도서구입 관계문서 5 년

정기간행물 관리대장 5 년

수증도서 관리대장 5 년

수서관리 일반문서 1 년

열 람/ 대 출 도서대출증 발급대장 5 년

도서대출 관리대장 3 년

도서대출연체 관계문서 3 년

도서 손망실처리 관계문서 3 년

도서 폐기처리 관계문서 3 년

도서관리 일반문서 1 년

공  통 보존문서기록대장 준영구

사무인수인계서 5 년

문서접수대장 3 년

문서발송대장 3 년

문서이관 및 폐기 관계문서 3 년

업무일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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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별 보존연한(6)

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전산정보실 전산장비 관리대장 영구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 관계문서 5 년

프로그램 개발 및 작성 결과자료 5 년

SW 보유 및 관리대장 준영구

전산화 중장기 계획서 준영구

연도별 업무추진계획서 3 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관리 기록부 3 년

프로그램 개발 및 작성 관계문서 3 년

서버운영 관계문서(대장포함) 3 년

전산정보센터 일반 문서 1 년

A/S용 재료구입관계 문서 3 년

재료수불 및 사용대장 3 년

 컴퓨터실 관리 일지 3 년

공  통 보존문서기록대장 준영구

사무인수인계서 5 년

문서접수대장 3 년

문서발송대장 3 년

문서이관 및 폐기 관계문서 3 년

업무일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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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별 보존연한(7)

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교학처 학생지도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록 5 년

학생지도계획 관계문서 5 년

학생환경카드 및 관계문서 3 년

학생증 발급대장 3 년

학생증발급 관계문서 1 년

버스승차권 발급대장 3 년

버스승차권 재발급대장 1 년

학생회/대의원회 임원 명부 준영구

학생회칙 제정, 개정관계문서 5 년

학생회 예산, 결산 관계 문서 3 년

학생회비 현금출납부 3 년

학생회비 지출관계문서 3 년

축제, 체육대회 및 학생행사 관계문서 3 년

동아리 등록대장 3 년

동아리 승인 관계문서 1 년

병  사 학적보유자명부 10 년

학적변동통보 관계문서 3 년

학생병사관계 일반문서 1 년

군장학생선발 관계문서 3 년

장  학 장학위원회 회의록 준영구

장학금 수혜자 명부 영구

교내, 교외 장학금 관계문서 3 년

대여장학금 지급 및 상환 관계문서 준영구

후생복지 체육기구 관리대장 3 년

의약품 관리대장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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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별 보존연한(8)

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학생생활관 생활관 생활관 입사자 명부 5 년

생활관 예산, 결산 관계문서 3 년

생활관 현금출납부 3 년

생활관 근무상황일지 1 년

생활관 시설관리대장 3 년

공  통 보존문서기록대장 준영구

사무인수인계서 5 년

문서접수대장 3 년

문서발송대장 3 년

문서이관 및 폐기 관계문서 3 년

업무일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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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별 보존연한(8)

부 서 계 문 서 명 보존년한 비 고

인력개발원 취업 취업추천서발급대장 5 년

취업관련 기자재 및 프로그램 계약관계문서 5 년

취업현황 및 분석관계문서 3 년

취업지도위원회 회의록 3 년

취업지도 관계문서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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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인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각종 직인 및 계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본부에 적용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인(원형, 철인)

    2. 총장의 인

    3. 민원업무전용 인

    4.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속기관장 및 기타의 인

    5. 직인을 관수하는 부서는 필요에 따라 계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규격 및 형태) ① 본 대학교의 인은 원의 중심에 군장대학교총장의인 교명을 새기되 그 규격은 

원형으로 한다.(개정 2013.08.26)

   ② 총장의 인은 “군장대학교총장의인”이라고 그 직명을 새기되 3 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한다.

   ③ 민원업무 전용의 직인은 총장의 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업무전용”이라 새기며 2.7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한다.

   ④ 제3조의 제1항 제4호의 직인은 직명 다음에 “인”자를 넣고 2.4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한다.

   ⑤ 직인의 인영과 자체(字體)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⑥ 계인은 타원형으로 하되 “길이” 3,5센티미터 “폭” 1.5센티미터로 하고 “계”자 우측에“민원업무전

용” 또는 해당 부속기관장의 직명을 한글로 세로로 새긴다.

제5조(각인 및 등록) ① 직인을 신규 각인하거나 이를 재각인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지원처장을 경

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직인을 각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지원처의 인장대장(제1호서식)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의 관리) 직인의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지정한 자로 한다.

    1. 대학교의 인 및 총장의 인 : 행정안전지원처장

    2. 민원업무전용의 인 : 교학처장(개정 2013.08.26)

    3. 부속기관장의 인 : 해당부속기관장

제7조(직인의 사용) ① 총장의 직인은 소정의 결재과정과 문서통제가 완료된 시행문서에 한하여 직인 

사용부(제2호서식)에 날인할 문서의 관계사항을 기재하고서 날인한다.

   ② 민원업무전용 직인은 소정의 결재과정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발급에 한하여 사용      

한다.(개정 2013.08.26)

    1. 재적증명서(제적,휴학)

    2. 재학증명서

    3. 졸업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졸업예정증명서

    7. 기타 학업에 관계되는 증명서

   ③ 전 제1항과 제2항에 속하지 않는 각종 추천서 및 기타 문서는 해당부서에서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행정안전지원처 직인사용부에 날인할 문서에 관계사항을 기재하고서 총장의 직인을 날인한다.(개

정 2013.08.26)

제8조(찍는 위치) 직인은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

할 경우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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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총장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

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직인인쇄용지 관리대장(제3호 서식)에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10조(직인생략) 결재과정과 문서통제가 완료된 동일한 시행문서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여러기관에 발

송할 때에는 직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명 위에 “직인생략”표시를 하여야 한

다.

제11조(직인 취급상의 주의) ① 직인은 기관장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항시 노출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직인을 날인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직인관수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담당자는 제7조(직인

의 사용)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직인상자는 일과중에는 담당자의 책상설합에 일과후에는 금고 또는 철재 케비넷에 보관하여야 하

며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직인상자를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직인의 사고) 직인이 분실, 마멸 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각

인 및 등록)에 따라 재각인하되 등록을 마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13조(직인의 폐기) ① 직제의 개편이나 직인의 마멸로 인하여 직인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구직인을 

행정안전지원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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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장 여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이 공무상으로 국

내외 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료의 4종으로 구분하며 운임은 철도운임, 선  

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여비 규정 제3조에 명시된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13.08.26)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교직원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출장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여비 지급의 예외) ①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   

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 3항에    

의하여 지급하며 숙박비와 교통비는 동행자와 동일하게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상시 출장등의 여비) 상시 출장을 요하는 교직원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교직원은 따로 그 여비   

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되 여비의 결정은 총장이 한다.

제7조(운임의 지급) 철도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선박운임은 관급 요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실비운임) 공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 시․도를 경유함으로써 발생한 운임은 경유지 구간

별, 이용노선 운임별로 실비 계산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9조(지급의 제한) ① 본 대학교로 소속된 차량으로 출장한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8.26)

   ② 교원이 학문 영역별로 가입된 각종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년 2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학회에서 본인이 직접 연구발표를 하기 위하여 출장 참석시에 여비 지급은 제한하

지 아니한다.(개정 2013.08.26)

제10조(지급기준) 여비의 정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 제13조 및 제16조 1항에 관련된 <별표 2>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11조(도내여비) 육로 120㎞ 또는 수로 60㎞ 미만의 출장에 있어서는 운임은 실비, 식비는 3분의 1   

을 지급한다.

제12조(지급) 여비는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계산 지급하고 귀교후 정산한다.

제13조(복명) 귀교 후 복명은 서면 복명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구두 복명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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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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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직원 국외연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교직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연수자격) 교직원의 국외연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이 구비된 자로서 총장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다만, 본 대학교발전과 국가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8.26)

    1. 연수기간중에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자

    2. 국외 연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4조(연수허가) ① 국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1. 국외연수 계획서(제1호 서식)

    2. 서약서(제2호 서식)

    3. 직무보완대책(제3호 서식)

    4. 기타 참고 서류

   ② 국외연수허가에 있어서는 연수 횟수가 적은 자를 우선한다. 다만, 자비 연수는 연수 횟수에 계상

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수시기) 교직원의 국외연수로 인한 강의 및 업무에 대한 다음 각호와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다

만, 외국에서 받은 보수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1. 3개월이내 보수의 전액(학생지도비는 제외)

    2. 3개월이상 6개월이내 보수의 50%. 단,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휴직 및 면직조치) 제3조 연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계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

며 휴직계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연수자 의무) 국외 연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위와 본 대학교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아니한다.(개정 2013.08.26)

    2. 국외 연수기관의 규칙을 준수한다.

    3. 연수국명, 목적, 기간을 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력인정)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국외연수을 한 자에게는(휴직처분자 포

함)그 연수기간을 연구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개정 2013.08.2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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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서식)

      

국외연수계획서
1. 여행자 :

  본  적 :

  현주소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2. 연수목적(구체적으로) :

3. 연수기간 : 자  20    년    월    일

              지  20    년    월    일

4. 연 수 지 :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     적 :

  주     소 :

  성     명 :

  소속 및 직책 :

   본인은        목적으로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에

연수함에 있어서 교직원 국외연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

우에는 신분상, 재정상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보증인 연대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주  소 :

직  업 :

보증인 :         인

주  소 :

직  업 :                     관  계 :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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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서식)

      

직무보완대책(교원용)
소 속 :               과

직 명 :

성 명 :

1. 연수자 담당직무 보완 방안

연 수 자 대 행 자

과 목 시 간 과 목 시 간 성 명

2. 소속과 현원 현황

※유고자 난에는 현재 연수중인 자, 연수예정자를 포함 기록한다.

직 명 정 원 유 고 자 비 고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제4호 서식)

      

직무보완대책(직원용)
소 속 :          

직 명 :

성 명 :

1. 연수자 업무 :

2. 대행자 :

소속 :            직명 :               성명 :

3. 소속과 현원 현황

※유고자 난에는 현재 연수중인 자, 연수예정자를 포함 기록한다.

직 명 정 원 유 고 자 현 원 기 타

담 당 관

담 당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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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교직원 국외여행자에 대한 급여 및 조치사항

구 분 종 류 여행기간 보수 및 조치

학술연구 및

 연수 초청 회의 및 

학회참석

학사시찰 교육부 

지원파견

단기

3개월이내 보수전액지급

3개월초과 보수의50%지급

(학생지도비,급량비 제외)6개월까지

6개월초과 휴직

장기

12개월이내
보수전액지급

(학생지도비,급량비 제외)

12개월초과 보수의50%지급

(학생지도비,급량비 제외)24개월이내

24개월초과
휴직(무보수)

36개월이내

36개월초과 면직

외국기관, 기구 및 재외 

교육기관에 고용

12개월이내 휴직(무보수)

12개월초과
휴직(무보수)

36개월이내

36개월초과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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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전기금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본 규정의 기금은 자산의 형태 또는 종류에 따라 현금 등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도서, 유  

물, 골동품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을 포함에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  

산을 일컫는다.

제3조(기금의 종류)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특정 학부(과․계열)에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3. 특별목적발전기금 :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제 2 장 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2.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

    3.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4.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5.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특정 용도를 지정한 기금을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경우

    2.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가 장학기금일 경우

    3. 지정발전기금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1인을 두며 위원중 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총장,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행

정안전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위촉토록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우리대

학교 교직원,  동문, 사회전문직지도층, 학교법인 관계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지원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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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금 접수

제7조(접수)① 기금의 총괄 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안전지원처에서 관장한다.

   ② 수증물품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  

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부동산 수증은 행정안전지원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법인에 

의  뢰 한다.

   ④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 4 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사용)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   

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본교의 교육․연    

구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기금관리․운용계획)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서를 신학년도 개시 1개

월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후 계획안을 최종확정한다. 위원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기금의 관리 운영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심의 요

청할 수 있다.

제10조(제반경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위원회 소집과 회의진행경비 및 공헌자     

격려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기금의 과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공헌자 인센티브)학교는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조정실  

적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회계처리)① 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와는 별도인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 ․ 운용의 감독 등)① 당연직 위원인 교학처장은 기금 및 수익금을 관리․운용․사용  전반

에 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기금에 대한 결산을 당해학년 종료 후 2개월 이내의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14조(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 등)① 총장은 기금출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  

다.

    1.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

    2. 본교 주요 행사에의 초청

    3. 기금출연자의 이름 또는 아호를 새긴 기념물의 설치

    4. 기타 기금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세부사항 이외의 예우를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예  

우내용을 제안서로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예우 내용 및 기금출연자의 기금 규모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예우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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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주관부서

제15조(주관부서)발전기금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무 및 회계경리는 행정안전지원처에서 

주관한다. 

제 7 장   보    칙

제16조(보칙)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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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험 ․ 실습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실험실습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

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적을 둔다.(개정 2013.08.26)

 제2조(실험실습실 운영) 실험실습 관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교학처장 : 교육과정 편성, 실험실습실 배정

    2. 학부장 : 실험실습 교육, 실험실습기자재 및 소모품 운영 관리, 청결유지

    3. 행정안전지원처장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현황유지, 실험실습기자재 수리 및 손망실 처리

제3조(기자재의 분류) 비소모성 실험실습 기자재와 소모성 실험실습재료로 분류한다.(개정 2013.08.26)

    1. 비소모성용품 : 기자재 

    2. 소모성용품 : 소모품

 제4조(기자재 관련 장부의 비치) 각 학부의 실험실습실에는 다음과 같은 기자재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  

한다. 

    1. 현재 보유 중인 실험실습 기자재의 관리대장을 2부씩 작성 비치하되, 기자재 구입 및 폐기 처분 

시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 확인 받아야 한다.

     2. 실험실습 소모품 대장을 비치하고 소모품의 출납을 담당교수가 매일 작성하여 학부장의 확인을 

아야 하며 매 학기마다 수업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3. 학부장 및 실습 담당교수는 실험실습운영일지에 실험실습 내용, 실험실습기자재 운용 및 실습

재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학부장의 확인을 받고 매 학기마다 수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13.08.26)

 제5조(기자재 구매요구) 실습용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 학부 교수회의를 거

쳐 매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2월초, 7월초) 기자재 구입 및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6조(기자재 활용 및 안전관리) ① 실험실습 기자재는 원칙적으로 목적 외 사용이나 대여를 금한다.

   ② 실험실습 기자재 사용방법 미숙으로 사장시키거나 개인의 사적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③ 보유 기자재의 파손, 분실 또는 화재 예방 대책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시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물조사관 임명) 행정안전지원처에서는 재물조사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교직원을 재물조사관으

로 임명한다.(개정 2013.08.26)

 제8조(인계인수 및 재물조사) ① 실험실습실 담당교수 교체 시 학부장 입회하에 실험실습실, 실험실습 

기자재, 실험실습소모품 등 전반에 대하여 필히 인계인수서를 작성 날인하고 수업담당과 구매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실험실습기자재 정기검열은 연 1회(6월～8월) 계열 및 과단위로 담당교수가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정기재물조사는 해당 학부장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담당교수 입회아래 구매담당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실, 변상 및 수리보수) ① 분실, 도난으로 인한 기자재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기자재를 변상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화재에 의한 손망실 및 손실의 경우는 제외)

    ② 각 학부에서 대여해준 기자재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상호간의 

협의하여 파손 또는 분실된 장비와 동등한 제품을 변상토록 한다.(개정 2013.08.26)

    ③ 실험실습 기자재의 보수 및 수리를 요할 때에는 1차 학부 혹은 A/S실에서 하고, 학부나 A/S실에

서 보수 및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자재수리요청서로 신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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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불용처분 및 폐기처분) ① 기자재 점검시 불용품이나 폐품으로 판단될 때에는 학부에서는 실험

실습기자재 불용품 및 폐품처분 신청서를 구매담당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실습계는 불용품 및 폐품처분 신청서를 확인, 점검하고 불용, 폐기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총

장의 결재 후 폐기처분한다.

제11조(기자재사용설명서 관리) ① 기자재 구입 시 포함된 각종 설명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 기자재 중 고가품이나 보관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기자재는 설명서를 도서목록 하여  보

관하고, 관리자 교체시 인수인계서에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실습실 안전관리 및 청결 유지) ① 각 학부에서는 학부장 및 담당교수 책임 아래 정기적으로 

실험실습실의 정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험실습이 종료되면 항상 청소를 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사용한 기자재를 손질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③ 실험실습 기자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방범창 및 잠금장치 시설을 갖추고 방화방지에도 철저를 기한

다.

   ④ 실험실습 기자재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실험실습실 퇴실 전 전원 개폐기의 차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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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험 ․ 실습기자재 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기자재 확보기준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실험․실습기자재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정된 품목의 규격 심의

    2. 학생실험실습 및 교수연구 또는 기타 요구 목적에 적합한 기종 여부의 검토

    3. 공동기자재 구입 및 활용 여부의 검토

    4. 구입 기자재의 경제성 및 기술성 검토

    5.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예산액의 배분

    6. 실험실습기자재조정심의 규정의 제정 및 개편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지원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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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설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하여 교육시설로서 

기능을 다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운동장, 체육시설,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및 기타 건물 내․
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2. “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효용, 미화상태 등을 점검하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이라 함은 교내의 수업, 행사,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 외부기관 및 단체에 대한 대여 등 시

설물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용도: 본 대학교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 2013.08.26)

    가.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행정실,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 체육관, 강당, 전산정보실, 실습공장, 학생생활관 및 그 부대시설, 복지시설, 편의시

설, 장애인 시설(개정 2013.08.26)

    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 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라. 부속시설: 박물관, 숙소,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이 시설과 그 부

대시설 및 부속학교, 전시실, 계열별 실습장, 기타 시설

제 2 장 시설 관리

제3조(관리업무의 관장)①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지원처에서 관장한다.

   ② 제반시설의 관리 책임은 별도의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지원처장이 된다. 다만,  학사운

영에 관련된 교육용 시설(강의실, 실습실, 기타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실) 운영 책임은 교학처장에게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운영책임자가 필요한 경우 이를 선정하여 당해 운영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4조(관리 의무)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전 승인없이 무단 변경,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귀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자는 각 시설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정검 등 안전관리에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5조(사용 의무)① 사용자는 사전 승인없이 어떠한 시설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의 사용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행정안전지원처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처리절차) 사용자는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지원처에 문서로써 요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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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 허가

제7조(사용의 원칙)① 각 시설은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대학교의 설

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주민이나 외부기관 및 단체에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08.26)

   ② 각 시설 사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본 대학교 학생의 수업 및 실습(개정 2013.08.26)

    2. 본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08.26)

    3.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주관하는 교육적인 행사(개정 2013.08.26)

    4. 지역주민이나 외부기관 및 단체의 행사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사 내용이 신청내용과 상이하거나 시설물의 용도와 목적이 다를 때

    2. 사용목적이 교육목적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본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3.08.26)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본 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5일전 “행사승인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학생들의 교육목적으로 시설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허가를 득하고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 허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며, 행정안전지원처장이 처리한다.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가설물을 설치 한 때에는 행사 

종료후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원상복구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단. 사용료는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12조(안전관리)① 각종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본 대학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가입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 4 장 시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물의 강의실, 실습실, 연구실, 행정실 및 그 밖의 시설 공간 조정

 2. 건물 내 각 실의 용도 및 구조변경

 3. 공간사용에 관련 부서간의 이견 조정

 4. 각 실의 환경개선, 시설 보수의 타당성 및 소요경비의 적합성

 5. 재해취약시설의 지정 및 해제

 6.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계획

 7.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

지원처장으로 한다.

②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교직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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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간사는 별도 구성하지 않으며 위원 중 한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 외의 경우는 

총장의 결정에 의한다.(개정 2013.08.2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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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허가 신청서

결

재

담 당 팀 장 처 장 총 장 협

조

행정안전

지원처장
기획관리처장

                                                                                  20   .     .   

  .

사용 시설명

행 사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목적

신청자 및 부서 사용인원

신청일시 연락처

기타 요구사항

위와 같이 시설물 및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기관명 :                (인)

    

                                               사용책임자 :                (인)

붙 임 : 행사계획서 1부 끝.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하



- 606 -

14.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

고 본 대학교의 자산을 유지보존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실습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등재되어 있는 연구실에 적용한다.(신설 2014.12.12)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신설 2014.12.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안전, 보건, 환경에 관련된 사항으

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2. “연구실”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들의 실험․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 장비, 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

한다.(개정 2014.12.12)

     3.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조교, 학생으로서 연구실에서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14.12.12)

     4.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

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6.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하며, 연구실 사고 구분은 [별표 

2, 3]와 같다.

제 2 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4조(안전관리조직) 본 대학교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4.12.12)

     1.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지원처장으로 하고, 교학처장과 기획관리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실이 있는 학과는 학과(계열), 학부(계열)장이 위원이 되며, 총장이 임명한다. (2014.12.12)

     2. 안전관리 책임자는 학부장으로 하며, 안전관리 담당자는 연구실을 사용하는 담당교수로 한다.(신설 

2014.12.12)

     3. 안전관리 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한다.(신설 2014.12.12)

     4.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제5조(안전관리위원회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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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개정 2014.12.12)

     3.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2)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개정 2014.12.12)

     5.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8.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9.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10.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12.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제6조(위원회의 회의) 1.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학기당 1번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12.12)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2014.12.12)

제7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이 서

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제8조(결과 고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

어야 한다. (신설 2014.12.12)

제 3 장  조직 및 직무

제9조(조직) 본 대학교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한다.

(신설 2014.12.12)

     1.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행정안전지원처장 (신설 2014.12.12)

     2. 안전관리책임자: 학부장 (신설 2014.12.12)

     3. 안전관리담당자: 실습담당과목교수로 한다 (신설 2014.12.12.) (개정2019.04.19.)

     4. 안전관리부서: 행정안전지원처 시설 담당 (신설 2014.12.12)

     5. 안전환경관리자: 관련법 자격해당자로써, 정과 부는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12.12.)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02.12.)

         가. 연구실안전환경과리자가 여행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9.02.12.)

         나.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

한 경우 (신설 2019.02.12.)

제9조(조직)2 안전관리책임자: 해당 연구실의 책임(담당)교수로 한다. 단 (전임교수중 조교수 이상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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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9조(조직)3 안전관리담당자: 실습담당과목교수로 한다.

제10조(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부서의 직무)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부서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4.12.12)

     1.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 (개정 2014.12.12.)

    가.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 관리 및 안전관리담당 안전 환경과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나. 공동연구실의 경우 사용자간의 협의를 거처 연구실 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연구실 책임자 이외의 자  

    들도 당해 연구실을 공동 사용함에 있어 연구실 안전 환경 확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

    다. 유해물질 취급 및 보관할 경우 해당물질 MSDS자료 비치 및 관련 안전교육 실시

    라. 해당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 실시

    마. 사고 발생시 사고보고 체계는 [별표 6] 에 의하여 즉시 보고 될 수 있는 체계 구축    

    바. 개인보호구 비치 및 관리  

    사. 연구실별 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작성  

    아. 유해물질, 연구 설비 및 장비의 유지․관리

    자. 연구실험은 2인 이상 수행토록 지도  

    차.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카. 필요시 병원 및 소방서에 신고하고 해당 부상자 가족에게 연락

    타. 사고 재발 방지대책 시행

     각 학과 실험실의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학과/계열의 장으로 하며, 학과내의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에 소속

되지 않은 연구실은 사용빈도에 따라 지정 한다. (개정 2014.12.12.)

   파.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하. 현장실습 전 별표1에 필요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개정 2014.12.12)

      가. 교학처장은 연구실별로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정, 부의 2인을 둔다. 정은 해당 연구실의 담당(지도) 교수가 되며, 부는 

사용자 중에서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12)

      1). 연구실의 시설, 기자재, 시약 및 기타 위험물등의 취급, 유지관리, 페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2)

      2). 연구실 안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2)

      3). 연구실 운영과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2)

      4). 실험․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2)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개정 2014.12.12)

     3. 안전관리부서의 직무 (개정 2014.12.12)

      가.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12)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2)

      2).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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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2)

      4). 화재예방 및 소방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2)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2)

제11조(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4.12.12)

    1.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가. 연구실 사고발생 시에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와 조언

      나. 사고예방을 위한 순회점검 및 연구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지도와 조치 건의

      다. 연구실 상황에 따라 년 1회 이상 안전(정밀,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 (개정 

2014.12.12)

     라. 안전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마. 연구실의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12)

     바. 연구실의 등록 및 현황 관리 (신설 2014.12.12)

     사. 연구실별 위험등급의 지정 및 관리 (신설 2014.12.12)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담당자 “정”의 직무 (개정 2014.12.12)

     가. 중대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행동 여건 마련 (개정 2014.12.12)

     나. 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토의 (개정 2014.12.12)

     다. 안전관리부서의 연구실 예산 요청 (개정 2014.12.12)

     라. 정밀(정기)안전점검의 실시 (개정 2014.12.12)

     마.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부”의 직무

     연구실 안전관리자 정의 지시에 따라 연구실 안전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제12조(자체안전점검)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연구실 자체 일상점검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자체 안전점검표에 의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

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체 일상점검의 기록은 연구실 환경관리자가 안전점검 시에 확인한다.

제13조(안전점검)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자가 정․부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의 내용 을 포함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시설, 전기, 소방 등 일반사항 안전 점검

    2. 가스, 화학약품 등 위험물 안전 점검

    3. 기계, 설비 안전 점검

    4. 폐기물 안전 점검

    5. 개인 안전 보호구 점검

    6. 기타 실험실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 (개정 2014.12.12)

    7. 일상 점검표 작성 확인 <신설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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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전점검은 안전환경관리자가 필요로 할 시 실시할 수 있고, 학기별 1회 원칙으로 한다. 안전점검 실시 

후 연구실의 문제가 판단되면, 연구실 안전관리자 및 연구실 책임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조치할수도 있다. (신설 2014.12.12)

     가. 1회 위반: 경고 후 개선 조치 독려 (신설 2014.12.12)

     나. 2회 위반: 위원장 보고 후 시정 조치 (신설 2014.12.12)

     다. 3회 위반: 총장 보고 후 개선 조치 완료 될 때까지의 연구실 폐쇄 및 그 해년도 실습실 환경 개선 지

원 없음 (신설 2014.12.12)

제14조(정기정검 및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외부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안전관

리위원회에서 판정하거나,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서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

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기

관으로 하여금 정기점검(년1회) 및 정밀안전진단(2년1회)을 실시한다. (개정 2014.12.12)

제15조(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자체 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환경담당자에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위험물 보관 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연구실에는 경보장치, 소화기 등 소방안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고가의 실험기기가 설치되었거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연구실은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생명․신체나 재

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부서는 별도의 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6. 학교 내의 중대한 사고나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본교 사고대응매뉴얼에 따른 비상연락망 체

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7.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 발생 시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에 관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2에 의거 경미한 사고는 1달 이내, 중대한 사고는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유선, 무선, 팩스, 이메일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속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제16조(안전교육) 안전관리부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안전관리부서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

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   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가. 연구실 안전담당자는 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의 신규교육 2시간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2시간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나. 연구실 안전담당자는 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을 하였다는 교육일지 및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다. 제출하지 않은 학과/계열을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연구실 환경 개선 및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교육을 할 때까지 연구실 출입을 금지 할수도 있다. (개정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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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관리부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가. 단 연구개발에 목적을 두지 않고 순수 수업 및 실습에 목적에 의의를 두면 건강검진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실은 안전관리부서에게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통보하여, 연구활

동종사자에 맞는 특수건강검진을 신청하면 안전관리부서는 그에 맞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 (개정 

2014.12.12).

     3.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사용자에게 안전수칙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하

며, 연구활동종사자가 교육을 불이행시 연구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4.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2014.12.12>

제17조(안전교육의 내용) 안전교육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실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
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 보호장비 관리

     2. 전기, 소방 안전

     3. 응급처치요령 및 사고시 행동요령

     4. 실험장비 및 기구의 취급 방법

     5. 화학약품관리 -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연구실

     6. 폐기물 안전 - 폐기물 발생 연구실

     7. 가스 - 가스 사용 연구실

     8. 공작실 안전 -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연구실

     9. 기타 안전관련 교육

    10.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신설 2014.12.12>

제18조(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용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제13조 8에 의거해 조

취 한다. (개정 2014.12.12)

제19조(연구실안전수칙)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별표4)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20조(위험물관리 및 시설, 장비의 안전유지) 연구실의 위험물 및 시설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1. 연구실의 위험물 및 시설. 장비는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2.연구실의 건축, 전기, 기계, 환경시설과 관련하여 변경이나 추가시설의 설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

정안전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2)

   3. 모든 용기, 배관, 가스, 기계, 위험물질을 사용한 내용물에는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4. 시약 및 위험물은 지정된 장소의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보관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격리 보관하여야 한

다. (신설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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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사용량만을 배분토록 하고, 사용 후 잔여량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다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제21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사항

     2. 자체점검 및 안전교육 기록

     3. 기기 및 분석기기의 수리 내역

     4. 시약 및 위험물 사용량 확인과 보존 상태 이상 유무

     5. 폐기물 안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7. 본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설 2014.12.12)

     8. 본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신설 2014.12.12)

     9. 본교 연구실 사고에 따른 비상연락망 (신설 2014.12.12)

제22조(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연구 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건강검진) 안전관리부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

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부서에 요청하여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4.12.12)

     1. 단 연구개발에 목적을 두지 않고 순수 수업 및 실습에 목적 의의를 두면 건강검진 대상에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습실은 안전관리부서에게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통보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에 맞는 특수건강검진을 신청하면 안전관리부서는 그에 맞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제24조(연구실 안전표식)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의 특성에 맞게 연구실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 방지 차원에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사항 이나 안내사항 등을 안전색, 그림, 기호, 글자 등을 포함한 안전표식 및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표식) 안전 표식 및 표지 설치와 관련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표

식 및 표지의 설치와 관련 하여는 당해 연구실 책임자의 임의 결정 하에 목적을 충족 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

 안전 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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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고의 조사 및 조치)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구

실에 대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2)

     1. 경미한 사고: 시정 조치 의뢰, 경고, 주의, 교육 및 훈련, 경위서 제출 등 (신설 2014.12.12)

     2. 중대한 사고: 경위서 제출, 교육 및 훈련, 징계, 연구실 사용 제한, 연구실 폐쇄 등 (신설 2014.12.12)

     3. 안전관리부서는 위의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및 조치결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 유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 중대 사고 등) 본교 연구실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각 학

과/계열 연구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5. 연구주체의장은 사고조사표(별표5)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 관리에 관한 운영 방침

제26조(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인

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의 금액으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회의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 하여야 한다.

     가.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마.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바.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 장비 구입

     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아.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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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험가입) 삭제

제 6 장  보 칙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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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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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교육 과정
교육

담당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정기 

교육·훈련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실험실내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

안전관

리부서

신규채용된 연구활

동

종사자(계약직 포

함)

8시간 이상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실험실내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실험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대학·연구기관등에 

채용된 자 외의 자

로서 신규로 연구

개발활동에 참여하

는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대학원생 

등)

2시간 이상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교육·훈련

안전관

리 

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실험실내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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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연구실 사고 구분

□ 연구실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분류기준 및 대응수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분 류 기 준

중대

연구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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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영 제13조

1.「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

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

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

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일반

연구실사고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1. 인적피해 : 병원 등 의료 기관 진료 시

2. 물적피해 : 1백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 시(취득가 기준)

단순

연구실사고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일반 연구실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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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사고항목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일반사항

∙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연락해 사후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한다.

∙ 특히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 혹은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는 긴급 상황으로 간

주하여 신속히 대처한다.

∙ 필요한 응급처치는 침착하고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피난 시에는 경보를 울리고 지체 없이 가까운 출구로 빠져 나간다.

∙ 소방서(국번없이 119), 경찰서(국번없이 112), 병원 등 관련 부서에 긴급 전화

로 도움을 요청한다.

화재 및 폭발

￭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전기기기 및 전열기기의 전원을 끄고, 인화성 물질을 먼 곳으로 이동시킨 후, 

방독면을 착용한 후에 “화학화재용 소화기”나 모래를 사용해서 화재를 소화 시

킨다.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유기 용매에 착화하였을 경우에는 물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되며 이산화탄소 또는 하론소화기를 이용한다. 화학 실험실에서 일어난 

화재의 경우에는 독성가스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화재경보기를 작동

시켜서 건물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시설관리처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 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 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험실의 모든 학생은 가까운 출구를 이용해서 대피

해야 한다. 화재가 동반될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경우와 같이 행동한다.

￭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 당황해서 뛰어다니지 말고, 바닥에 누운 후에 실험복과 같은 옷이나, 소화담요

를 사용해서 불을 끈다. 바닥에 몸을 굴려서 불을 끌 수도 있고,  얼굴에 가까운 

부위가 아니라면 화학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해도 되며, 유기용매에 의한 불이 아

닐 경우에는 물을 사용해도 좋다.

시약 및 유기용제 노출

￭ 시약을 쏟았을 경우

∙ 피부나 옷에 시약을 쏟았을 경우에는 흐르는 수돗물로 10분 이상 씻어낸다. 몸

의 넓은 부위에 시약을 쏟았을 경우에는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샤워기로  

충분히 씻어낸다.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 약이나 바르지 말고, 깨

끗한 붕대로 상처를 보호한 다음에 의사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눈에 시약이 들어갔을 경우

∙ 알칼리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붕산 세안 액으로 씻고 산이 눈에 들어갔을 때에

는 묽은 탄산소수나트륨 용액을 씻는다.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는 실험실에 설

치되어 있는 세안기 이용 다량의 물로 씻고 지체 없이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

다.

￭ 시약을 마셨을 경우

∙ 즉시 손을 입에 넣어서 마신 것을 모두 토하도록 한 후에 의사의 치료를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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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및 화상

￭ 호흡이 정지하였을 경우

∙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경우에는 구강대 구강 법으로 인공호흡을 

한다.

￭ 피부를 베었을 경우

∙ 상처를 에탄올로 소독하고, 유리 파편 등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깨끗한 수건

으로 눌러서 지혈을 시킨다. 상처가 심각할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

다.

￭ 출혈이 심할 경우

∙ 쇼크를 피하기 위해서 상처부위를 패드나 천으로 감싸고 즉시 119로 연락한

다.

∙ 환자를 편안하게 누이고, 피가 흐르는 부위를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놓게 하

고 계속 눌러 주어 지혈을 한다.

∙ 지혈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 화상을 입었을 경우

∙ 화상이 심할 경우에는 아무 연고나 함부로 바르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깨끗

한 헝겊으로 덮은 다음에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화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가운 물로 씻어서 열기를 식힌 후에 화상 연고를 바르고 붕대로 덮

는다. 

유독가스 흡입

∙ 즉시 앉거나 누워서 깊게 호흡한다. 할로겐을 흡입하였을 때에는 알코올로 적

신 솜뭉치로부터 공기를 흡입한다. 상당한 양을 흡입하였을 때에는 인공호흡 

과 산소의 흡입이 필요하며 지체 없이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한다.

∙ 염소가스, 이산화황, 암모니아, 클로로포름, 에테르 등의 유독가스 혹은 휘발

성 액체의 증기를 마셨을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눕히고 체

온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온하고 회복할 때까지 안정시킨다. 특히 염소가스를 

흡입하였을 때에는 편한 자세에서 맑은 공기로 심호흡을 하고 알코올 증기를 

흡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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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연구실 안전수칙

전 분 야 공 통

○ 모든 실험은 실험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위험발생 요소가 있는 실험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보호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실 출입문(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는 비상시 비상연

락망과 연구책임자, 출입가능 연구원 등의 기록을 반드시 표

시한다.

○ 실험책임자는 실험 전에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

소에 대하여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보존, 흡연, 화장 등의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실험과 무관한 물품의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험을 수행 한다.

○ 연구실 퇴실 전후에 연구실의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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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수칙

보호 장비

○ 보호 장비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 보호 장비는 별도의 보관소에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 보호 장비는 파손, 오염, 태양광선, 극한온도, 과도한 습

기 및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한다.

○ 공기호흡보호구는 안면부와 흡․배기 부위에 변형을 초래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 개인보호장구를 공동의 보관함에 같이 보관하는 경

우, 사용자의 이름을 보기 쉬운 곳에 기록하고, 혼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보호 장비는 사용 전과 청소 시마다

점검한다.

○ 보호 장비의 기능, 연결부위의 견고성, 안면부․머리끈·밸

브·연결관·여과재 등 부품 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한다.

○ 보호 장비의 안면부 등 고무제품의 유연성과 노화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한다.

○ 보호 장비의 보관함 상태와 청결성을 주 1회 이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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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수칙

(비상통로, 출입구, 실내소화기)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연구실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

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

다.

○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비상구, 비상통로, 비상용 기구 등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연구실 통로는 통행에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되어

야 한다.

○ 보관중인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이동되거나 손잡이

가 쉽게 작동되어 소화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이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

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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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수칙

화학공통

○ 위해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 신속히 물로 세척한다.

○ 실험 중 배기후드의 문은 최소(1/3이하)로 열려진 상태를 유

지하도록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을 항시 숙지한다.

○ 모든 시약의 용기에는 표식을 전면부에 부착한다.

○ 시약은 종류별로 시약장에 보관하고, 시약용기는 사용 후 항

상 원래의 보관 장소에 놓아 보관한다.

○ 발열반응 화학 실험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 실험에 임한다.

○ 연구실과 저장소 사이에 시약을 이동할 경우 안전한 운반 장

비를 사용한다.

○ 유기/무기물질은 시약장에 분류 보관하고 증기를 흡기할 수

있는 닥트시설이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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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수칙

가연성 액체의 실내 보관

○ 각 연구실 당 가연성 액체의 보유 용량은 15리터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

○ 유리병 당 가연성 액체의 보관 용량은 3리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플라스틱 병 당 가연성 액체의 보관 용량은 0.5리터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 내화성 보관함에 가연성 액체을 보관할 경우에는 연구실 당

100리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장소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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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수칙

조리실 안전 수칙

○ 가스 사용 전 에는 환기를 시킨다.

○ 가스 사용 후 에는 밸브를 잠근다.

○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다.

○ 화기 주위에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 인화성 물질은 화기 주위에 놓지 않는다.

○ 튀김 요리 시 튀어오르는 기름에 주의한다.

○ 미끄럼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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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수칙

엘리베이터 안전 수칙

○ 문이 열리면 엘리베이터안의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타도

록 한다.

○ 엘리베이터 조작 단추를 함부로 누르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 안에서 띄거나 장난을 치지 않는다.

○ 갑자기 문이 열릴 수 있으므로 문에 기대어 서지 않는다.

○ 갑자기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거나 정전이 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비상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후 기다린

다. 인터폰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나가지 말고 밖

의 상황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 나가토록 한다.

○ 화재, 지진 등의 비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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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수칙

가스

○ 유독성 가스 발생 실험은 반드시 배기후드 작동 상태에서 실행

한다.

○ 유독성 가스를 사용할 경우 중화제 및 방독면을 항상 비치하

여 놓는다.

○ 퇴실 전후 가스밸브의 개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가스 용기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홀더를 반드시 사용한다.

○ 가스라인은 주 1회 이상 누출 시험을 실시한다.

○ 가스용기는 사용 여부를 표기한다.

○ 가스용기 주변에는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 실내 가스 저장소 내 전기시설은 방폭 및 정전기 제거시설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가스용기을 이동할 경우 가스용기 밸브는 닫힌 상태여야

하고, 조정기를 분리한 후 가스용기의 캡을 씌워서 이동시켜

야 한다.

○ 연구실 내에서 단거리 수평이동 시킬 때에는 가스용기를 양

손으로 기우려 잡고, 한 손으로는 가스용기의 캡을,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스용기의 중앙부를 지지하면서 용기 밑의

둘레로 굴려서 옮기도록 한다.

○ 가스용기는 이륜차 이상의 안전성이 높은 운반용 기구를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 628 -

연구실 안전수칙

기계공통

○ 공작기계, 측정기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규

격의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장갑은 거친 작업물을 다룰 때 착용하고, 기계 운전 시에

는 절대로 착용을 금해야 한다.

○ 기계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는 운전 기계 곁을 떠나지 말아

야 한다.

○ 기계를 점검,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

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기계장치는 실험 전 사용 지침서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운

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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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수칙

전기전자 공통 I

○ 모든 전기전자 기기는 사용을 중지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 모든 전기전자 기기는 정격전류에 알맞은 전선과 해당전선

을 보호하는 차단기를 사용한다.

○ 전원 배선을 연결할 때에는 전기관련 기술자의 입회하에

연결하도록 한다.

○ 배선의 연결부위는 반드시 절연테이프 이상의 절연내력을

갖는 절연물로 피복해야 한다.

○ 실외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장치의 전기배선은 반드시 방수

기구를 사용한다.

○ 모든 금속제 외함을 갖는 실험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

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부위의

접촉은 금한다.

○ 활선 회로를 조작할 경우에는 건조한 장갑을 반드시 착용

해야 한다.

○ 고압이상의 회로를 다룰 경우에는 절연장갑을 반드시 착용

해야 한다.

○ 전기회로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해당

기관의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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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수칙

전기전자 공통 II

○ 모든 전기전자 장치는 정격전압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

어야 한다.

○ 전원의 누전차단기의 적색버튼을 눌러서 누전차단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연구실 내 난방용 전열기구 사용을 금하며, 석유난로용 석유

의 실내 보관을 금한다.

○ 하나의 전원코드에 문어발식 접속으로 인한 과부하를 피해

야 한다.

○ 퇴실 전․후에는 전기코드 등 전원장치의 이상 유무를 반드

시 확인한다.

고전압 발생장치

○ 고압 회로에 접근할 경우에 절연장갑과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한다.

○ 전원회로의 단락강도가 높은 경우(단락전류 100A 이상)에는

아크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한다.

○ 고압부의 접근은 반드시 전원장치를 차단하고, 충분한 방전

이 되었음을 검전기로 방전 완료를 확인 한 후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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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5.7.1.>

연구실사고 조사표

기관명(주소)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사고장소

인적 피해
ㅇ 피해 연구활동종사자 인적사항 
  - 성명, 나이, 신분, 부상의 종류 및 정도 기재

  - 치료예상기간 및 완치 여부 :

물적 피해
ㅇ 약       천원

  - 물적 피해 세부내역 및 추정근거(소방서 등) 기재

사고원인

및 발생경위

 사고 관련 취급물질, 사고 당시 연구활동종사자(또는 피해자)의 연구활동 내용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

  -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하여 작성하고, 사고현장 사진 별첨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시점까지 내부보고 등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치료 및 복구 등) 기록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구분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기록

 안전관리규정 작성 작성 여부 및 작성일 기록

 정기점검 실시 실시(일자) 또는 미 실시로 기입 

 정밀안전진단 실시 실시(일자) 및 미 실시로 기입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가입(보험명, 일자) 또는 미 가입으로 기입

 연구실안전교육 실시 교육실시 현황 기입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현황

기관예산에 편성 :                  천원

연구비에 계상   :                  천원

       계       :                  천원

향후 재발방지 

조치계획
 상세계획은 별첨

관계자확인
(       년   월   일)

  연구주체의 장                                        (서명 또는 인)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서명 또는 인)

  연구실책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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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연구실 중대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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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직원 국외여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공무 및 공무외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여행”이라 함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지원받고, 

공무의 수행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이라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3.08.26)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기관(단체․재단․학회)

     다. 외국정부․국제기구․외국교육기관

     라. 국내학회․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회단체

    2. “공무 국외출장”은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교비로 일정기간 국외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국외공무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또는 부속부설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출장의 취지와 목적을 보고받은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가. 대학(기관)간 국제학술교류협정체결을 위해 방문하는 자(또는 가능성 타진을 위한 방문)

     나. 본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인솔자로서 학생안전을 책임지는 자(개정 2013.08.26)

     다.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행사에 본 대학교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자(개정 

2013.08.26)

    3. “공무외 국외여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여행경비 

전부를 여행자가 부담하고,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08.26)

제3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① 교직원의 교비 국외출장을 제외한 국외여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8.26)

    1. 여행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본 대학교 외의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공동연구 수행 기관(대학, 연구소, 연구기관)에서 부

담하는 것은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2. 학기 중(하기․동기휴가기간 제외) 공무국외여행 기간이 통산하여 14일(공휴일 포함)을 초과하여 

신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관   

리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 학부장으로 한다.(개정 2013.08.26)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08.26)

   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세부심사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3.08.26)

    1.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자격요건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를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제3조 제4항

의 심사사항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 요건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의결을 생략할 수 있

다.(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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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신청) ①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14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관

련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초청장 또는 학회참가 등록증 및 그 번역문

    3. 보강 계획서(하기․동기 휴가기간 제외) 등

   ② 교직원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예정일 1주일 전까지 휴가 신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무외 국외여행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

    2. 보강 계획서(하기․동기 휴가기간 제외) 등

제5조(여행기간 등) ① 공무국외여행은 학기 중(하기․동기휴가 제외)에는 통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한다. 다만, 국가 목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및 총장이 공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

의를 거쳐 14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하기․동기휴가기간 중의 공무국외여행은 하기․동기휴가기간 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국외여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2. 여행목적과 기간 등 승인된 제반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

제7조(귀국보고) 공무국외여행자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여행 허가 내용 보고) 교학처장 및 행정안전지원처장은 교직원의 국외출장허가 현황을 

등록 관리하고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허가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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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학과 ○○○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함.

1. 심사건명 : 공무국외여행

2. 일시 및 장소 :

3. 심사자료

  가. 여행(파견)자(소속, 직, 성명) : 

  나. 여행(파견)기간 :

  다. 여행(파견)국가 :

  라. 부담기관 : 

  마. 심사사유 :

※ 적합여부를 검토의견란에 기재

세 부 심 사 기 준 검 토 의 견

◦ 여행(파견)의 필요성

 - 국외여행(파견)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파견)은 억제

◦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파견)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국가․기관 방문 지양

◦ 여행(파견)자의 적합성

 - 여행(파견)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 여부

 - 여행(파견)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 2인 이상일 경우 

개

   인별 임무부여

◦ 여행(파견)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여행(파견)시기의 적시성

 - 방문국의 휴가철, 방학기간 등에는 교원연수,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 지양

◦ 여행(파견)경비의 적정성

 -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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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여행국                      〔방문기관 :                〕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행경비

금액(원) 부담기관

2. 여행일정

일자(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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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경비

성 명

여 행 경 비 내 역

합 계 항공
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첨부서류

 1.

 2.

  상기와 같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직급        성 명           (인)

                               

              학부장(부서장)     직급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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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무외 국외여행사유서

1. 여행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2. 여 행 국 : 

3. 여행기간 : 

4. 여행사유 : 

  상기와 같이 공무외 국외여행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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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귀 국 보 고 서

1. 여행(파견)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2. 여행국 : 

3. 여행기간 : 

4. 여행목적 : 

5. 여행목적 수행내용(결과) 

  ※ 별지 작성 가능

6. 첨부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등

   상기와 같이 출장목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인)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 640 -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여행

기간
여행국 보고서제목

1

2

3

4

5

※ 작성방법 

   성  명 : 다수인 경우 보고서 작성자 외 ○명으로 표시

   여행국 : 여러 국가인 경우 대표적인 국가명 외 ○개국으로 표시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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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장대학교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입찰참가신청) 본 대학교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찰희망자”라 한다)는 지정된 일시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1. 입찰참가 신청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통(개정 2013.08.26)

      2. 해당공사의 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

제3조(관계서류 열람) ① 입찰희망자는 본 대학교가 정한 시설공사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계약서안 현장설명 사항, 기타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하여야 되며, 이 사항의 이해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 및 계약자에게 있다.(개정 

2013.08.26)

     ② 이상의 제 서류는 등록마감일 근무시간 내에 본 대학교 행정안전지원처에서 공람한다.(개정 

2013.08.26)

제4조(현장설명) ① 본 대학교는 입찰등록 전에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공사의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자 면허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금액(총 공사 입찰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시중은행의 자기앞수표,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에 

한한다.

제6조(입찰) 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찰 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등) ① 입찰은 본 대학교에서 배부한 소정의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입찰금액은 총계금액으로 기재하며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정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봉함하여 제출한다.

     ④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격 또는 수입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대리 기재하여 입찰 제출한 자

      4. 입찰서중 중요한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 날인이 없는 경우

      5.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

제9조(낙찰) ① 유효한 입찰자중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개정 2013.08.26)

     ②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0조(내역서)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공사금 내역서 2부을 제출하여 본 대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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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대학교에서 작성한 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은 공사의 견적이며, 공사계약상 낙찰자가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실질적인 내역은 아니다.(개정 2013.08.26)

      ③ 낙찰자는 1항의 내역서가 설계도서 시설공사 입찰인 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현장 

설명사항 및 기타 제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본 대학교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11조(입찰에 대한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 발생시일로부터 1년간 본 대학교에 

시설공사 계약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3.08.26)

       1. 입찰신청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현장설명에 불참한 자

       2.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또는 고의로 기권한 자

       3. 입찰시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사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본 대학교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케 한자(개정 2013.08.26)

제12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의 처리) 입찰 및 계약보증금은 입찰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개정 2013.08.26)

제1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의 서식에 공사금내역서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소정양식의 계약서에 쌍방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연대보증인은 그 공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가진 자 1인 

이상으로 하며 이 공사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문서) ① 계약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인 유의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금내역서 및 현장설명 조서등으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도서 내의 불분명, 누락, 오류, 불일치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사실을 지적 

통지하여 본 대학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08.26)

      ③ 본 대학교는 유효적절한 시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도면 및 공사지시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된다.(개정 2013.08.26)

      ④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의 착수)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② 착공시에는 착공계와 공정표를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③ 본 대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야간공사는 하지 못한다.(개정 2013.08.26)

제17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필히 

내역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내역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으로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적 합한 것이라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현장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대학교는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개정 2013.08.26)

      ④ 공사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물품은 현장감독자의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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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이나 외부로부터 검사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시공은 

현장감독자의 입회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⑥ 계약자가 각항에 위배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 본 대학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도급금액의 

추가 요구를 할 수 없다.(개정 2013.08.26)

제18조(현장대리인)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상응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고 

그 사실을 서면을 통하여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근하여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현장감독) ①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행한다.

      ② 감독원의 집무에 대하여 계약자와 그의 고용인은 충분히 협조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독원은 자기에게 부과된 권한을 남용하여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감면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0조(긴급보수) 공사기간이나 하자보수기간중 발생하는 보수 또는 수리 등을 긴급히 할 필요가 

발생하여 계약자나 그의 보증인이 즉시 시공할 수 없을 때는 본 대학교는 계약자의 부담의 

책임하에 제 3자에게 일방적으로 시공시킬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21조(설계변경) ① 본 대학교는 공사의 시공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신축,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은 내역서의 단가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내역서 기재 외에 속하는 것이 있을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기한연장과 지체상금) ① 계약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자는 지체일수 및 연장일수에 매 

1일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은 계약자에게 지불할 공사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3조(공사의 준공)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가 완공하였을 때에는 공사자재중 지급재를 정리하여 본 

대학교에 반납하고 기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작물 내외를 

청소 정돈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계약자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준공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시는 즉시 보수 개조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은 지체상금의 대상이 된다.

      ④ 준공검사 완료 전에 발생된 공작물 또는 제3자의 손해는 계약자의 부담이 된다.

제24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사 금 수령일까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및 보험계약증서로써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하자보수 기간중 계약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또는 제출받은 

보증서의 금액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개정 2013.08.26)

      ③ 하자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때에는 하자기간 종료 후라도 본 대학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실액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25조(특허권 사용)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발굴물의 처리) 계약자 또는 그 고용인은 공사장에서 발굴된 모든 가치 있는 물건은 파손됨이 

없도록 하여 즉시 본 대학교에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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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금지급) 공사가 준공된 후의 공사비 지급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8조(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이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② 본 대학교의 승인을 얻어 유자격자에게 부분 하도급을 시킬 수 있으나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개정 2013.08.26)

제29조(기성공작물 및 타의 설비) ① 본 대학교는 공작물의 인수전에도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② 계약자나 부가계약은 본 대학교의 지시에 따라 상호협력하여 공사가 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30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자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기술자 및 고용원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계약자는 대리인 종업원들이 본 대학교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및 불미스러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본 대학교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개정 2013.08.26)

제31조(계약불이행)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본 

대학교는 일방적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3.08.26)

       1. 착공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치 않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 기간 내 준공치 못할 때

       3. 공사가 공정대로 진보되지 않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자 또는 대리인 및 종업원이 본 대학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본 대학교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개정 2013.08.26)

       5. 기타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제32조(어구해석과 분쟁) ① 입찰유의 및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본 

대학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개정 2013.08.26)

      ② 계약에 따른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분규는 본 대학교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3.08.2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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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물품구매 계약 규정(개정 2013.08.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적정한 업무를 집

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물품 정의)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 제공품, 가공품 등 내 ․ 외자를 포함한 물품(소모품, 비품, 차

량, 시설자재, 영선자재, 실험실습기자재, 실험실습재료, 약품, 인쇄물, 출판물)등을 말한다.

제3조(관장부서) 모든 물품의 구매는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행정안전지원처 구매담당자가 과장함을 원칙

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4조(구매요구절차) 물품의 구매는 해당 부서에서 물품구입요구서(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관리처

장과 행정안전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고 물품구입은 행정안전지원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3.08.26)

제5조(지명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물품구매 예정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자 지명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입찰금액 및 절차) ① 물품구입 및 수리금액이 2,000만원이상은 입찰에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찰시행 5일전에 입찰방법, 시방서, 도면 및 견본들을 업자에게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물품

검수원이 입회한다.

제7조(개찰 및 낙찰자 결정) ① 개찰은 입찰 장소에서 입찰자 전원 참석 하에 이를 행한다.

     ② 낙찰이 된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별도로 정한 입찰자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에 위배될 때는 입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

으로 경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의계약에 의함이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2.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시간여유가 없을 때

     ② 수의계약시에는 반드시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단가계약) 빈번히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구매결의서) 물품 공급 예정자가 결정되면 물품(구매, 수리, 운반)요구서(甲,乙)를 작성하여 총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① 물품구입금액이 2,000만원이상은 계약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기 금액 이하일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

다.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도급 또는 대행시킬 경우

에는 낙찰 권을 무효로 한다.

    ③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사본(시방서, 도면 등을 첨부하고 견본이 있을 때에는 견본소재 장소명

시) 1통을 3일 이내에 물품검사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연대보

증금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쌍방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

정된다.

제12조(계약보증금 및 연체료) 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계약보증금 받을 수 있다.

    ② 납품 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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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자보증금) ① 물품 구입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3이상의 하자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물품하자 정도에 따라 100분의 3을 초과한 경우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② 하자담보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4조(물품검사) ① 납품된 물품은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과정 중에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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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군장대학교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내규

제1조(입찰참가신청)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시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 통

      2. 자격증명서류 1통

      3. 인감신고서 1 통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

제2조(입찰보증금) 입찰금액 100분의 10이상의 현금으로 지정된 시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대학교에서 면제조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본 대학교에서 제공한 서식에 의하여 총액입찰일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일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본을 제출할 때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취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인 입찰

      3.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이 없는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또는 입찰관계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6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물품, 공사내역서, 공정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등)

     ②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증권 및 현금 또는 본 대학교에서 승인하는 

증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7조(보증금의 처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입찰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 

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개정 2013.08.26)

제8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본 대학교 물품 요구 부서에서 인수한 때

에 완료한다.(개정 2013.08.26)

     ② 납품완료 이전에 생긴 망실 파손 및 제 운임 및 검사료는 전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본 대학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3.08.26)

제10조(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특허 또는 상표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

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금지급) ① 물품대금은 계약자가 다음 서류를 구비 청구한 후에 지급한다.

     1. 거래명세서

     2. 물품검수조서

     3. 물품인수(영수)증

     4. 분할납품이 계약상 허용되었을 때에는 분할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지

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본 대학교에 있을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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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계약의 해제) 계약자가 계약이행에 지체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방적

으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품된 물품대금은 제11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허가해석 및 준용) 이 규정 및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쌍방의견이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의 해

석에 따르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용한

다.(개정 2013.08.26)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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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사협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

교”라 한다)의 사용자와 근로자(이하 “노사”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

을 증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설치) 본 대학교와 직원협의회 간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일반원칙)  협의회는 노사 쌍방 간 상호 평등한 인격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

며 강제수단은 개입 될 수 없다.(개정 2013.08.26)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본 대학교와 직원협의회 쌍방이 각각 5인의 노사협의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

다.(개정 2013.08.26)

   ② 사용자가 선임하는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선임하며, 총장, 행정안전지원처장, 기획관리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직원협의회원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은 당연

직으로 한다.

   ④ 협의회 개최시에는 노사 쌍방 합의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장) ① 협의회 의사진행은 양측대표가 매회기마다 윤번 교대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담당한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사 쌍방은 즉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여 상

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측 위원이 될 수 없다.

    1. 본 대학교의 노사관계 결정에 관련이 없는 자(개정 2013.08.26)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기

소된 사실이 있는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 측 위원이 될 수 없다.

    1. 본 대학교의 근로자가 아닌 자(개정 2013.08.26)

    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4.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자

제8조(간사) ① 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회의의 사전준비, 회의록 작성 및 사후 정리 등 회무를 처리한다.

제 2 장 협의회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되, 방학 중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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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제10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업무능력 향상 및 근로자 복지 증진

    2. 근로자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노사분쟁의 예방

    4. 근로자 고충처리

    5.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6. 인사 노무관리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기타 노사협조사항

제11조(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교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개정 2013.08.26)

제12조(협의회 개최통고) 협의회 개최요구통고는 개최예정일 10일 전에 상정의안, 협의회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기) 협의회의 매회기는 개최일로부터 합의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회의성립)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

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안상정) ① 협의회의 상정의안은 상호간에 사전 통고된 의안에 한한다.

   ② 쌍방 합의에 따라 제안설명이나 의견청취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의안처리) 상정의안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의사록) 의사록은 매회기별로 의사 진행측의 간사가 작성한다.

제 3 장 합의사항처리

제18조(합의사항) 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문서로서 작성하되 2통을 작성하여 양측이 각각 1통씩 보관한

다.

제19조(합의사항 준수) 협의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간 최선의 노력과 협력으로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규정개정

제20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협의회를 통한 쌍방 합의에 의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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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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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직원 취업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장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할 근로

조건 및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계약직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칙에 따르며, 명시 

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본 대학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개정 

2013.08.26)

제3조(계약직 직원의 구분) 계약직 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광동학원 정관에 규정된 본 대학교 직원 이

외의 자로서 고용계약에 의하여 한시 기간 동안 임용되는 자를 말하며, 업무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구분한다.(개정 2013.08.26)

    1. 사무계약직 - 사무보조, 비서 및 기타 경미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기능계약직 - 경비 및 환경미화에 종사하는 자

    3. 전문계약직 - 운동부감독, 관리기사, 상담원 및 기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촉탁직 - 퇴직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시간직 -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일용직을 포함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1. 본 대학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근무조건으로 계약직 직원을 근무시키며 계

약직 직원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2. 계약직 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08.26)

제 2 장   임   용

제5조(임용의 원칙)

    1. 계약직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절차에 의거 선발한 자를 총장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에 의해 행정안전지원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2. 전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의 자격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8.26)

제6조(임용의 방법)

    1. 각 부서에서는 별도의 채용계획서(채용목적, 기간, 업무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채용인원, 

급여, 채용방법 등 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별표1]를 작성하여 행정안전지원처장에게 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2. 행정안전지원처장의 타당성 검토 후 채용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한다.(개정 

2013.08.26)

제7조(구비서류)

    1. 전조에 의거하여 임용이 확정된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행정안전지원처에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가. 인사기록카드(학교 소정양식)                    1부

     나. 최종학력 / 졸업증명서                       각 1부

     다. 고교생활기록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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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기본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등본 / 초본                         각 1부

     사.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아. 추천서 및 소개장(해당자)                       1부

     자. 기타 본 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2. 계약직 직원은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

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주소 및 인사기록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임용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3. 폭력, 재물손괴, 사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벌을 2

회 이상 받은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위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및 불명예 제대자

    6. 정신질환자

    7. 전직 중 불미한 행위가 있었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계약기간)

    1.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의 연속으로 인해 계

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가. 특정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전문적 기술 및 지식 또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다. 고등교육법상의 조교

제10조(근로계약의 갱신)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해당 부서장이 재계약추천서[별표2]와 근무평정표[별표3]를 첨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고, 행

정안전지원처장은 해당서류를 검토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3.08.26)

제11조(근무평정)

    1.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은 근무평정표[별표3]에 의거하여 각 항목별로 4.5점 만점을 기준

으로 평가하며 총 평점이 61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대상자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평정은 최초 계약만료 1개월 전에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제1차 평정은 소속 부서장이, 제2

차 평정은 행정안전지원처장이 평정한다.(개정 2013.08.26)

제 3 장   복   무

제12조(근무기강의 확립) 계약직 직원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특히 다음 사

항에 유의하여 직원으로서의 신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며 직무수행에 공정하여야 한다.

    2.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고 직장생활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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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질서와 규율을 지켜야 한다.

    3. 근무시간 중 이유 없이 자리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대학교 내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에 불화를 조성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08.26)

    5.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겸직의 금지) 계약직 직원은 본 대학교 이외의 타 기관에서 종사할 수 없다. 단, 시간제 및 일용

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8.26)

제14조(결근)

    1.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결근사유와 예정 일수 등을 

기록한 휴가원을 제출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구두로 

연락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구두연락이 없

거나 휴가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개

정 2013.08.26)

    2. 전항의 결근이 2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

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15조(조퇴 및 외출)

    1. 조퇴라 함은 시업시각으로부터 5시간 경과 이후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하며,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퇴계를 제출하여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2. 직원은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간을 정하여 사전에 외출계를 제출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사

정으로 인한 외출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8.26)

제 4 장   근   무

제16조(근무시간)

    1. 계약직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8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

    2. 1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점심시간)은 12시에서 13시까지 60분으로 한다.

제17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1. 본 대학교는 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 의 근무

를 명하거나 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 및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휴일의 대체여부는 행정안전지원처장이 결정하고, 대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리자

가 부서의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 5 장   휴일 및 휴가

제18조(휴일)

    1. 본 대학교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다.(개정 2013.08.26)

    2. 주5일 근무에 따른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하며,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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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대학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 휴일로 정한다.(개정 2013.08.26)

     가. 정부지정 공휴일 또는 임시 공휴일

     나. 국경일

     다. 근로자의 날(개교기념로 휴무일 대체)

     라. 본 대학교가 따로 정한 공휴일(개정 2013.08.26)

제19조(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준한다.

    2. 연차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본 대학교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연

차휴가를 사용하고도 남은 잔여 연차 일수에 대하여는 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는다.(개정 

2013.08.26)

    3.(삭제 2013.08.26)

    4.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년에 모두 사용, 소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대학교는 연차청구권이 만료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직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고 연차휴가사용을 적극 촉구한다.(개

정 2013.08.26)

    5. 입사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자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 신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의 1회 초대휴가 사용기간은 연차휴가처리로 12일 이내로 하되 1주일 

전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연차휴가는 계약기간으로 산정한다.

제2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1. 직원이 선거 기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시간을 준다. 단, 이 신청의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

자는 소집일 3일 전에 훈련통지서 사본과 휴가원을 행정안전지원처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수료 

후 훈련참가필증을 행정안전지원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21조(산전후휴가)

    1. 본 대학교는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개정 2013.08.26)

    2. 직원의 동 휴가기간에 대하여 60일은 유급휴가로 하며,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급여를 청

구하여 지급 받는다.

    3. 임신한 여자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직원이 청구한 때에는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관련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임신 중인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경미한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

제22조(육아시간) 본 대학교는 관련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한다.(개정 2013.08.26)

제23조(생리휴가) 본 대학교는 여자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부여하며, 휴

가를 사용 시에는 익월 급여에서 해당 임금을 공제한다.(개정 2013.08.26)

제24조(병가) 본 대학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

를 허용할 수 있다. 동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될 때에는 계약만료 시점까지 허용한다.(개정 

2013.08.26)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의 감염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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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급   여

제25조(보수의 계산) 보수는 임명, 기타 여하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6조(급여의 지급방법)

    1.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해당 업무의 특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2. 급여의 지급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은 17일에 지급한다.

    3. 월 급여는 제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대신한다.

제 7 장   신분 및 권익의 보장

제27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의원면직)

    1.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면직으로 한다.

    2.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안전지원처장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무

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29조(당연퇴직)

    1.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2. 사망하였을 때

    3. 본 규칙 제8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4.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30조(퇴직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경과 후 퇴

직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 8 장   표창과 징계

제31조(표창과 징계) 계약직 직원의 표창과 징계는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 657 -

[별표1]

채 용 계 획 서


년      월      일  

결

재

담 당 팀 장 처 장 총 장 협

조

행정안전

지원처장

기획관리처

장

1. 채용목적

2. 채용기간

3. 채용인원

4. 채용방법

5. 채용 예정 분야의 직무 내용 및 특성

  가. 직무 내용

  나. 직무 특성

6.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

  가. 필요 지식

  나. 필요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다. 경력 요건

  라. 요구 자격증

  마. 기타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 658 -

[별표2]

재 계 약 추 천 서


피 추 천 자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재 계 약

추 천 사 유

20   년        월        일

                                                  부 서 장  :                 (인)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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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계약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1. 평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2. 피 평가자

소   속 직   종

직   급 성   명

3. 평가표

순 번 질    의    내    용

평    가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 맡은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 한다.

2 예산비용 절감에 관심을 기울인다.

3 남의 험담이나 뒷공론을 하지 않는다.

4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며 일 한다.

5 겸허 성을 수반한 자존심을 지니고 있다.

6 업무에 감정의 개입을 삼가하고 한다.

7 고집이나 편견에 좌우되는 경우는 없다.

8 장점을 신장시키도록 노력 한다.

9 언어와 행동 일치에 노력한다.

10 긍정적인 자세로 자기 일에 충실 한다.

11 각종 대학 행사에 협조적이다.

※ 평가: 탁월(4.5점), 우수(4.0점), 보통(3.5점), 미흡(3.0점), 불량(2.5)

4. 지도평가자

구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점  수 평가등급

1차평정자

2차평정자

※ 1차,2차 평정자 평가합계 평가등급

   A (91점 이상), B (91점 미만～81점), C (81점 미만～71점), D (71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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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학협력처 소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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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 취업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효율

적인 취업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취・창업지원센터의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취・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진로설계, 경력개발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 교육 및 지원

    2. 학생의 취업상담 및 지원

    3. 진로/취업 프로그램 운영

    4. 각 학과(계열)에 취업정보 제공 및 홍보

    5. 취업안내자료 수집, 발행 및 제공

    6. 각종 기관 및 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취업정보 입수

    7. 기타 취업에 관한 업무

제 2 장   조  직

제3조(조직) 취・창업지원센터는 산학협력처 내에 두며 센터장 1인과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직원을 둔다.

제4조(센터장 등) ① 취・창업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처장의 추천으로 총장

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취・창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제5조(취업전담교원 및 취업지원관) ① 취・창업지원센터에는 취업지도 업무 전담을 위하여 취업전담교원 

및 취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원 및 취업지원관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취업전담교원 또는 취업지원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활동) ① 학과(계열)별로 중점 취업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필요에 따라 직 

접 방문한다.

   ② 취・창업지원센터 및 각 학과(계열)로 취업의뢰 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 여부를 의뢰업체에 통

보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제7조(취업추천서 발급 대상) 취업추천서 발급은 취・창업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

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 중 품행이 단정하고 근면, 성실한 자

    3.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8조(취업추천서 발급) 취・창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추천서 발급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제출한 졸업

(예정)자에게 추천서(별지서식 제2호)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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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위원회

제9조(취업지도위원회) ① 대학 특성에 맞는 취업 대책 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취업지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취업전담교원 및 취업지원관

제10조(업무) 취업전담교원 및 취업지원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계열)의 학생 진로 및 취업상담

    2.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3. 학과(계열) 졸업생의 취업률 관리

    4. 학과(계열)의 취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 관리

    5. 기타 학생 취업과 관련된 취・창업지원센터와의 업무 협력

제11조(회의) 취업전담교원 및 취업지원관 관련 회의는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소집하여 진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군장대학교 인력개발실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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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취업추천서 발급신청서

학과(계열) 학번 학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락처

졸업(예정)   년  월  일

현재 학적사항 졸업예정 졸업자

성적 평점     점/평균     점

사용용도

       위와 같이 취업추천서의 발급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학부장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결

재

담당 팀장 센터장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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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호)

제   -   호

추 천 서

  학 과(계열)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년도 본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성품이 온건 착실하며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이에 취업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군장대학교 총장



- 666 -

 □ 창업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총괄하며, 학생과 일반인들의 신선하고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성공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치한 군장

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군장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는 군장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창업경진대회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3. 창업강좌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4.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5. 창업동아리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6. 자율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7. 학과기업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8. 창업관련 산·학·관 협력 사업

    9. 기타 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조직) ① 지원센터는 창업교육팀, 창업지원팀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

회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둔다.

 ③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직무 및 업무분장) ①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창업교육팀

      가. 창업강좌 운영

      나. 창업동아리 육성 및 공간 지원

      다.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

      라. 멘토전문가 육성

      마. 취약계층 창업지원 강화프로그램

      바. 창업동아리 운영 및 관리

      사. 기타 창업교육과 관련된 사업

    2. 창업지원팀

      가. 예비 창업자의 기술개발 업무지원

      나. 예비기술창업자육성 및 공간 지원

      다. 핵심/공동 애로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라. 애로기술상담 및 지도

      마. 대학-연구소-기업 네트워크 지원

      바. 지역 창업경진대회 운영

      사. 기타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원센터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센터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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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수행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자체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비밀유지의무) 지원센터의 소속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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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지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본 대학의 학생 취업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업

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취업활성화 방안 및 학생의 취업지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업체 순방과 취업업체의 발굴 · 확대 · 취업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구인의뢰업체의 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4. 취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학과(계열)의 취업률 제고에 관한 사항

    6. 취업정보 입수 · 분석에 의한 취업준비 대처방안 제시

    7. 졸업생과의 유대 강화 방안 수립

    8. 졸업예정자 취업현황 분석과 대책 수립

    9. 기타 취업에 관한 제반사항

제3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이 된다.

    2. 위원은 산학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 학과(계열)장을 위촉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제2조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4회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

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보고 및 시행)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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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33조(교육과정) 및 제34조(학점이수)

에 의거 학생의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01.)

제1조의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신설 2018.02.28)

   ① “실습교과”는 수업시간의 3분의 1이하를 이론 강의하는 교과목을 말하며, 이론교과는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이론 강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현장실습”은 학과(계열)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 근무를 행  

   하며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교내실습”은 교내에 산업체와 유사한 교육환경과 조건을 구비하여 실습수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

한다.

   ④ “현장실습”은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근무시간을 실습시간으로 보며 수업일수에 출석한 것으로 간

주한다.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 학과(계열) 교육과정에 의하여 소정기간을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방학 중 현장실습”은 방학 중에 학과(계열) 교육과정에 의하여 소정기간 현

장실습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연계 현장실습”은 최종 학기 교육과정이 실습교과로 편성된 

학과가 해당학기를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으로 병행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⑤“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학과(계열) 교육과정에 의하여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연속하여 운영되

는 현장실습을 말한다.“방학 중 현장실습”은 방학 중에 학과(계열) 교육과정에 의하여 소정기간 

운영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취업연계 현장실습”은 최종 학기 교육과정이 실습교과로 편성된 학

과(계열)가 해당학기를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으로 병행 운영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⑥ "현장실습기관”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⑦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 교육지원비용을 말한다. (조 신설 2018.02.28)

   ⑧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대학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조 신설 2018.02.28)

제2조(적용범위) ①～③ 삭제(2018.02.28).)

   ④ 각 학과(계열)는 교내에서 수업할 수 없는 전공교과목이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계

획하 고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02.28)

   ⑤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사회맞춤형 학과(계열)에서 협약 산업체에 한해서 운영한다. (신설 

2018.02.28)

제3조(현장실습 기간) ① 현장실습은 학과(계열) 전공 및 교육과정과 연관된 실습기관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02.28)

   ②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14주 500시간 이상을, “방학 중 현장실습”은 4주 160시간 이상을 운영

하여야 한다.(조 개정 2018.02.28)

제3조의 2(현장실습 운영시간) ①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02.28)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

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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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장실습은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

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

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8.02.28)

 제4조(현장실습 방법) 실습기관 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생에 대한 실습기

관 현장의 수용능력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내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8.02.28)

  ① 실습기관과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학교의 보험 가입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에 대한 보건·안전·환경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4조의 2(현장실습 운영원칙) 현장실습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02.28)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체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 기술 ․ 태도를 습득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총장은 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보기 여건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현장실습은 수업계획, 수강신청계획, 평가방식, 학점부여 근거 및 기준 등 수업으로서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

다.

    † 각 계열/학과 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서를 학교

       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

   3. 현장실습 대상 전공, 인원 및 학년

   4.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내용

   5. 실습지원비 및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⑦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절차

    2. 현장실습 학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현장교육 담당자의 배치

    3.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

    4.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확보 및 제공

    5. 현장실습 학생 지도, 출석, 평가 관리 할수 있다.(조 신설2018.02.28.) 

제4조의 3(지원센터 및 운영체계) 

 ① 현장실습을운영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생 그리고 실습기관간의 체계적 현장실습 관리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

    적으로 조정·관리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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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및 참여 신청,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접수 관리

  4.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5.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6.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7.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③ 지원센터는 제4조2의 6항 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실습기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현장실습 수행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수행 점검의 방법은 현장방문 또는 서면을 통한 점검 등으로 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학생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습기관과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⑦ 지원센터는 실습 관련 수행 사항을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 한다.

  ⑧ 현장실습은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현장실습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운영한다. 

  ⑨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총괄하며,학과장(계열장)이 관리 운영한다.

  ⑩ 학과(계열) 현장실습 담당자는 센터장의 지휘로 현장실습 업무를 담당한다.

  ⑪ 현장실습에는 실습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습기관 관리자를 현장실습지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조 신설 2018.02.28.)

제4조의 4(현장실습 운영)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  

                          여야 한다.

 1. 학기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현장실습 실습기관 수요 조사 및 접수

 3.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

 4. 현장실습 참여 학생 신청, 접수

 5.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

 6.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

 7.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

 9.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관리

 10.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

 11.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12.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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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습기관 선정과 현장실습 시기(개정 2018.02.28)

제5조(실습기관 선정) ① 실습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학과(계열)의 교육내용과 유관한 실습기관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8).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험장 또는 연구

소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4. 우리대학의 총장과 그 대표가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한 산업체 및 기관(신설 2015.03.01)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기업, 학교 실험실습장 및 산업체(개정 2015.03.01.)

    6. 사회맞춤형학과 협약 산업체 (신설  2018.02.28.)

   ② 대상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승인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본 대학교와 대상 실습기관 간에 학생 현

장실습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8.02.28.)

제5조의2(현장실습 협약) ① 학과(계열)에서는 현장실습 실시에 앞서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실

습 계획서와 함께 현장실습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8)

   ② 현장실습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의 장의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는 학과

(계열)장과 실습기관의 장 또는 담당 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2.28)

   ③ 현장실습 협약은 업무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 산학협력협약서, 가족

회사 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조 신설2013.09.01)

제6조(현장실습 의뢰)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각 학과장(계열장)의 요청에 의하여 실습기관으로 추천된 

실습기관의 장에게 현장실습 의뢰 공문(서식 1호)을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8.02.28.)

제7조(현장실습 산업체 인정) 삭제(2018.02.28.)

제8조(현장실습 개설시기) ① 제2조 제4항의 “방학 중 현장실습”은 2년제는 1학년 하계방학부터, 3년제

는 1학년 동계방학부터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조 제5항의 “실습학기제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은 학생의 최종학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토요일,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현장실습 일수에 산정하지 않는다. 단,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 개정 2018.02.28.)

제 3 장  현장실습 실시 및 평가

제9조(현장실습생의 배정) 학과(계열)장은 실습기관별로 현장실습생을 배정하고 현장실습실시계획서

(서식 3호)를 현장실습지원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 개정 2018.02.28)

제9조의 2(현장실습생의 사전 교육) 학과(계열)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8.)

     1. 학과전공 교육내용과 현장실습 내용과의 연계성(신설 2013.09.01)

     2. 삭제(2018.02.28.)

     3. 현장실습시 안전교육 및 예절교육(개정 2018.02.28.)

     4. 삭제(2018.02.28.) 현장실습전에 연구실안전교육규정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18.02.28)

     5. 현장실습 일정(신설 2018.02.28.) 

     6. 현장실습 중지 사유(신설 2018.02.28.) 

     7. 현장실습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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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현장실습생의 의무 및 권리) 현장실습생이 지켜야할 의무 및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누설 금지 등

  ②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 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

     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조 신설 2018.02.28..)

제10조(현장실습의 유보) 현장실습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과(계열)장의 허가를 

얻어 현장실습을 유보 받을 수 있다.(개정2015.03.01)

    1. 질병(의사의 진단서 제출)

    2. 관혼상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예비군 동원훈련(영장 사본)

    4. 기타 학과(계열)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발생시(개정 2015.03.01)

제10조의 2(실습기관 변경) ①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이 중지되는 경우, 학과(계열)장은 현장  

    실습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실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변경은 승인하지 않는다.(조 신설2018.02.28)

제11조(현장실습 면제) 현장실습 대상 학생 중 현재 산업체에 근무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실습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현장실습을 면

제할 수 있다.

    1. 재직증명서

    2. 갑근세 근로소득 증명원

    3. 의료보험증 사본  

제12조(현장실습생 제출서류) ① “방학 중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서식 4호)를,“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제 현장실습 신청서”(서식 4호) “학기제 현장실습 대체과목 지정 확인서”(서식 16호)

  작성하여 학과(계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학 중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학과(계열)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현장실습일지”(서식 15호)를 학과 (계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취업연계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학과(계열)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별로 부여받은 “현장실습보고서” 및 과제물 등 결과물을 실습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조 개정2018.02.28) 

제13조(현장실습 순회지도) ① 학과(계열)장은  현장실습기간 중에 1회 이상 지도교수를 파견하여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원거리인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지도내용을 기록

으로 남겨야 한다.(개정 2018.02.28)

   ② 현장실습 순회지도 교수는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서식 9호)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 개정2018.02.28) 

   ③ 예산범위 안에서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순회 지도교수는 순회지도 중 현장실습 학생의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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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습생의 출결 상황

    2. 실습 태도 및 이행능력

    3. 현장실습일지 기록 상황 및 실습 지도

    4. 실습생을 지도감독, 평가할 산업체 담당자의 지정 여부 및 지도 상태

    5. 현장여건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 등 (조항 신설 2018.02.28)

제14조(현장실습의 무효) ①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기간 중에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

를 하였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처벌하며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을 무효로 한다.(개정 2018.02.28)

   ② 실습기관 현장실습 현장에서 무단으로 실습에 임하지 않으면 현장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③ 현장실습생이 지정 또는 허가 받는 현장실습 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단

할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현장실습을 무효로 한다. (조 개정 2018.02.28.)

제15조(학점) ① 현장실습의 학점은 교육과정표의 해당 현장실습 과목의 학점으로 한다.(개정

2013.09.01)

   ② 복학생 및 유급생은 현재 재학 중인 동일 학년의 학점에 준한다.

   ③ 삭제(2015.03.01.)

제15조의2(현장실습 취득학점 및 교과명칭) ①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15주 이상의 현장실습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에 개설된 실습교과목 중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부여하며, 성적평가는 Pass 및 Fail로 부여한다. 

   ② “방학 중 현장실습”은 4주 이상의 현장실습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학 중 현장실습으로 취득

할 수 있는 학점은 학과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전공 4학점 이상으로 하며, 현장실습 수행학기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취업연계 현장실습”에 대한 취득학점 및 성적은 해당학기에 수강 신청된 교과목 중에서 실습교

과목에 한하여 부여된다. 

   ④ 현장실습은 수강신청한 당해 학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의 ‘인턴십실습’ 교과목은 사회맞춤형 학과의 최종학기에 24학점 이하로 

개설한다. (조 신설 2018.02.28.)

제 4 장  현장실습의 재원 및 서류 등

 

제16조(현장실습 평가) ① 삭제 (2015.03.01.)② 현장실습은 실습기관 현장지도 책임자의

“현장실습수행 평가표”(서식 11호),“현장실습 성적평가서”(서식 11-1호), 

  지도교수 “현장실습 순회지도 평가“ ”현장실습일지“의 기록내용 등을 근거로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종합하여평가한다.(개정2013.09.01, 2015.03.01, 2018.02.28.)

  ③ 조 삭제(2018.02.28)

  ④ 현장실습 면제자의 현장실습 평가는 재직중인 실습기관의 “근무평가서”(서식 18호) 및 

    지도교수 “현장실습 순회지도 평가”(서식17호)를 근거로평가한다.(신설 2018.02.28)

제17조(현장실습 성적) ① 현장실습의 성적 평가는 학칙 제43조를 따른다.(개정 2018.02.28)

   ② 삭제(2018.02.28.)

   ③ 삭제(2015.03.01.)

   ④ “실습학기제 현장실습" 및 ”방학 중 현장 실습“은 현장실습 종료 후 평가기간 내에 평가

      자료에 의거 담당교수가 현장실습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전산입력하며, 평가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신설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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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학 중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산업체현장지도자 평가서 60%, 현장실습  순회지도결과,        

     기타(현장실습일지, 과제물 등)40%로한다. (신설 2018.02.28)  

⑥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산업 체 평가 50점, 학교 평가 50점을 기준으로 100점을 만점  

   으로 하며, ”실습학기제 현장실습 성적평가서“(학기제 현장실습운영규정 서식2 )에 의해 학사운영  

    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평정한다.  

⑦ “취업연계 현장실습”의 성적 평가는 출석20%,산업체 평가 30%,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 50%를

    기준으로 각 실습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하며, 해당학생의 중간고사 결과가 있는 경우는 출석 20%, 

    중간고사 30%, 산업체 평가 20%,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 30%를 기준으로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는학생의 현장실습 기간을 반영한 현장실습 보고서 

    및 과제물을 개별 부과하여야 한다.(신설 2018.02.28.)

⑧ “취업연계 현장실습”에서 산업체 평가의 경우 학생의 학기 중 중도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산업체에서 평가서 작성이 불가능한 때에는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8.02.28) 

제18조(성적제출)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개인별 학생의 현장실습 성적을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5.03.0, 2018.02.28.) 

제19조(현장실습지원비)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대학과 실습기관은 협

의하여 교육지원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8) 

제20조(현장실습 관련 서류의 보관) 

   ① (삭제 2015.03.01)

   ② 담당교수는 현장실습 학생들에게서 수합한“현장실습일지”(서식15호) 등 제반 서류와 

    “현장실습계획서”(서식6호), “현장실습순회지도보고서”(서식 9호),현장실습방문지도결과보고서  

   (서식10호) 등의 서류를 졸업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03.01, 2018.02.28)

 제21조(보험가입) 현장실습 학생을 현장실습 기간 중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및 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 2018.02.28)

    ① “실습학기제 현장실습“ 및 ”방학 중 현장실습“ 중인 학생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및 학생실습종합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으로 근무 중인 학생은 고용보

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취업연계 현장실습”은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

어야 하며, 학과(계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조항 신설  2018.02.28)   

제22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특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현장실습 학과 계획 및 평가) ① 매 학년도 현장실습 시작 전에 학과(계열)는 현장실습운영 계획

서를 작성하여 학과(계열)장 확인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완료 후 학과(계열)는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여 학과(계열)장 확인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2.28)

제24조(규장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및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신설  2018.02.28.)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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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1학년도 입학생의 현장실습은 이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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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개정2015.03.01. 개정 2018.02.28)

사랑과 도전과 창조의 대학

명장이 가르치는 대학

군  장  대  학  교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현장실습 담당자

제목  0000학년도 0학기 현장실습 참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대학에서는 현장직무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현장 경험과 실무를 습득하는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7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귀 기관

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가. 운영일정

             1) 참여신청접수 : 20  년  월   일 ~   월   일 까지

             2) 학생 모집/지원 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까지

             3) 실습일정 : 20  년   월   일 ~   월   일 까지(4주간)

           나. 현장실습 신청서 회신

             1) 회신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회신 (FAX 063-450-8112)

             2) 회신기한 :  20   년   월   일

           

별첨 : 1. 학생현장실습추천서 1부

       2. 학생현장실습 인정승인서(회신용) 1부.   끝

군 장 대 학 교 총 장
수신처 : 

지도교수 학부장 산학협력처장 부총장 총 장

협조자 교학처장

시행     00학부 (20  .00.00.) 접수

우 573-709 전북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홈페이지주소: / http://www.kunjang.ac.kr

전화 063)450-8056 전송 063-450-8112 / 전자우편주소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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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학생현장실습추천서(대학)

소속학과 학년 이름 학번 실습기간 산업체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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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현장실습 인정 승인서 (실습기관 회신용)

현장실습 승인 학생 명단

 성 명 학부               전공

1. 실습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2. 담당부서:   

3. 현장실습 담당자: 

4. 현장실습 담당자 입사년도:        년

5. 산업체 주소: 

   산업체 전화번호: 

   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6. 기타사항 (현장 실습 시 사전 준비사항 또는 대학 측에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 

 위의 내용으로 귀 대학에서 의뢰한 현장실습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자명 :             (인) 

 군장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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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호](삭제2015.03.01.) (신설 2018.02.28)

현 장 실 습 협 약 서

제1조(목적) 이 실습학기제 교육 협약서는 실습기관대표 (이하 “실습

기관” 이라 한다)과 실습생 (이하 “학생”이라 한다)과(와) 군장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상호간의 실습학기제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로 하며, 교육 장소는 “실습

기관”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교육 방법 및 내용) 교육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

실습 수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대학”은 실습계획,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

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강신청 처리한다.

제4조(실습기관의 의무) “실습기관”은 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

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2. 교육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학생”의 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3. “대학”의 현장 방문 지도 및 협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제5조(대학의 의무) “대학”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교육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2. 교육기간 중 “실습기관”의 사규 및 안전관리규정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3. 교육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한다.

4. 교육 도중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하도록 한다.

제6조(교육 기준시간) 교육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4주를 기준으로 연

속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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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실습기관”과 “대학”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4주 기준 월

원정으로 하되,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

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계약 시 “실습기관”와 “대학”의 협의에 의한다.

제8조(보험의 부담 등) “실습기관”은 “학생”이 교육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산

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평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실습기관 평가서를 교육 종료 즉시 “대학”에 제출하며 “대

학”은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제10조(제경비 지원) 교육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 경비는 “실습기관” 및 “학생” 부

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교육 협약의 해지) “실습기관”과 “학생”은 교육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

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및 상호 협의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학생”, “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실습기관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학 생 ∙ 소 속 : 군장대학교 학부 학과(전공)

∙ 주 소 :

∙ 성 명 : (인)

대 학 대학명 : 군장대학교

∙ 주 소 :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 총 장 : 이 승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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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개정2015.03.01.), (삭제 2018.02.28) , (신설 2018.02.28)

현장실습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 (학생) 
성 명 계 열 / 과
생년월일 학 번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자 택

이메일

안전사고

예방교육

  본인은 현장실습 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현장실습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충분히 숙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 명) 

                                                                                                    

 ※ 참고사항 : 대학에서는 각 학과별 현장실습 계획서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며, 보험보상 내용은

               현장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재물 및 대인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에만 보험의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실습 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입원 및 치료비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개별 상해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보험가입내용  :
                         (단위: 천원)

보 장 1인 보상한도액 부가조건 비 고

상해사망․후유장애 (학생실습 중) 50,000

일 괄 배 상 (학생실습 중) 5,000 자기부담금 2만원 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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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삭제 2015.03.01)(신설 2018.02.28)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신청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명

주 업 종 사업 자등록 번호

주    소  

홈페이지

실습생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휴대폰

office FAX

E-mail

요청

사항

실    습

기    간
20  .   .   ~   20  .   . 

근 무

일 수
(       )일

관련학과
실 습

인 원

    명

대    상

학    년
남/여/구분없음

자    격

요    건

실습내용

실습요일 ~

실습시간 :   ~   :  (8시간)

지원사항  ( 중식, 교통비 등 지원 사항)

    본 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군장대학교 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서  명)

 군장대학교 총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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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개정 2015.03.01) (삭제 2018.02.28)(신설 2018.02.28)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 현장실습 참여 이유 및 목적 등 서술

전공 및 기술 

능력

※ 참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 능력이나 기타 기술 능력을 서술

주요경력 및 

자격사항

※ 참여 학생 본인의 주요 경력, 자격(증)사항 정보를 서술

성격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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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개정2015.03.01.)(삭제 2018.02.28) (신설2018.02.28)  

00학년도 현 장 실 습 계 획 서
계열/과:         00 학부/00  과               전 공: 00     

연번
학과/

계열

현장실

습내용
성 명 학번

주민번

호

전화번

호

산업체

명

산업체

전화번

호/팩

스번호

산업체

주소

인정학

점

실습기

간

순회지

도일정

순회지

도교수
비고

　 　 　 　 　 　 　 　 　 　 　 　 　 　 　
　 　 　 　 　 　 　 　 　 　 　 　 　 　 　
　 　 　 　 　 　 　 　 　 　 　 　 　 　 　
　 　 　 　 　 　 　 　 　 　 　 　 　 　 　
　 　 　 　 　 　 　 　 　 　 　 　 　 　 　
　 　 　 　 　 　 　 　 　 　 　 　 　 　 　
　 　 　 　 　 　 　 　 　 　 　 　 　 　 　

2017. 06. 00

　순회지도교수 :            (인)     학과장 :            (인)    학부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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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 (개정 2015.03.01) (삭제 2018.02.28) (신설2018.02.28)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주

 ※ 주차별 실습 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작성

2주

3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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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삭제 2015.03.01)(신설2018.02.28) 

현장실습 출석부

성    명 전공/학과

실습기간 학     번

실습기관명 기업담당자명

출결

사항

□ 출석 : ______일    /     □ 결석 : ______일    /     □ 지각 : ______일

구분 월/일 요일 출결내용 비고

1주

/ 월 출석(  ), 결석(  ), 지각(  )

/ 화 출석(  ), 결석(  ), 지각(  )

/ 수 출석(  ), 결석(  ), 지각(  )

/ 목 출석(  ), 결석(  ), 지각(  )

/ 금 출석(  ), 결석(  ), 지각(  )

/ 토

/ 일

2주

/ 월 출석(  ), 결석(  ), 지각(  )

/ 화 출석(  ), 결석(  ), 지각(  )

/ 수 출석(  ), 결석(  ), 지각(  )

/ 목 출석(  ), 결석(  ), 지각(  )

/ 금 출석(  ), 결석(  ), 지각(  )

/ 토

/ 일

3주

/ 월 출석(  ), 결석(  ), 지각(  )

/ 화 출석(  ), 결석(  ), 지각(  )

/ 수 출석(  ), 결석(  ), 지각(  )

/ 목 출석(  ), 결석(  ), 지각(  )

/ 금 출석(  ), 결석(  ), 지각(  )

/ 토

/ 일

4주

/ 월 출석(  ), 결석(  ), 지각(  )

/ 화 출석(  ), 결석(  ), 지각(  )

/ 수 출석(  ), 결석(  ), 지각(  )

/ 목 출석(  ), 결석(  ), 지각(  )

/ 금 출석(  ), 결석(  ), 지각(  )

/ 토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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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개정 2015.03.01.) (삭제 2018.02.28) (신설 2018.02.28) 

현장실습 방문지도보고서

방문일시

방문교수 소속 대학                 전공          

방문 교수 명

방문업체

업체명 업체대표

주소 

전화 Fax

면
담
자

부서

직위

성명

방문내용

개선사항 및 기타의견

위와 같이 현장실습 지도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  문  자                

군장대학교 총장/산학협력처장  귀하

결 재

순회지도교수 센터장 처장 부총장 총장 총장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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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개정 2015.03.01.) (개정 2018.02.28) 

현장실습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 기업명 : 

□ 실습 개요

담당교원

실습지

실습유형

실습대상자

실습분야

지도 방문일시

□ 방문 사진

□ 기업 현황, 실습 내용, 지도 내용 등

□ 기업 요청사항, 개선 사항, 방문 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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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호] (삭제 2015.03.01.) (신설 2018.02.28) 

현장실습 수행 평가표

성    명 전공/학과

실습기간 학     번 -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지도자                    (인)

항목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수행능력

실무관련지식

업무숙지능력

업무이행능력

창의성

프리젠테이션스킬(발표력)

수행태도

성실성

책임감

안전관리준수

출결태도
지각/결석/조퇴 등

출결상태 평가
 * 무결석 : 20점

평가점수 ________ / 60점

평가의견



- 691 -

[서식 11-1호] (신설 2018.02.28) 

                           현장실습 성적평가서

학과:

학번:

성명:

과목:

대학교 평가

평가구분

성적

만점 평가

현장실습일지

기록평가
20

과제평가 10

순회지도

교수평가
10

합   계 40

종 합 평 가

산업체 평가          점

담당교수평가          점

합   계
판정

(A-F)

과목담당교수              (서명)   

학과장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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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 (개정 2015.03.01.) (삭제 2018.02.28) (신설 2018.02.28) 

                          

                 학생 현장실습설문조사

문     항 평 가

 ■ 현장실습 내용의 실효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실습은 본인의 전공지식과 실무능력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장실습은 취업 전에 기업문화, 조직 분위기 등 직장생활을 경
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장실습은 향후 본인의 진로와 취업계획 수립, 졸업 후 직장생활
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앞으로 현장실습 과정을 다른 동료나 후배에게 추천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 현장실습 운영의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대학의 실습운영(정보공지, 학생선발 등)은 적절하게 구성되
었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대학 및 지도교수는 실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 및 의견을 충
분히 반영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장실습의 학점부여 규정(ex. 이수학점, 실습기간 등)은 적
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은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
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실습환경(시설, 기자재, 안전 등)은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적합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실습기관에서는 기술지도위원(실습관리 담당자)을 배정하여 실
습교육 및 업무부여 등 원활한 실습을 운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실습기관의 실습내용은 전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
무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실습기관은 실습계획 및 일정에 따라 운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향후 실습기관으로부터 입사 제의가 들어온다면 취업할 의사
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기타 향후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14.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대학 내 교육과정과 다른 장점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15. 위 사항 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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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 (삭제 2015.03.01.) (신설 2018.02.28) 

                    

                      산업체 현장실습설문조사

문     항 평 가

 ■ 현장실습 내용의 실효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 능력을 보
유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높은 관심을 보였
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장실습 참여한 학생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분위기 도
출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의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현장실습 운영의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대학의 현장실습계획 및 일정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계획
에 따라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대학에서는 실습과 관련된 실습기관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
히 반영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장실습을 통해 향후 대학과의 산학협력 및 교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 기타 향후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8. 귀 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9. 현장실습의 유형으로는 어느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형태)

  ① 계절제   ② 학기제   ③ 계절제 + 학기제

 10. 계절제/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몇 주의 실습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절제 : ____주  /  학기제 : ____주

 11. 위 사항 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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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호] (삭제 2015.03.01.)(신설 2018.02.28) 

                        현장실습기관 지원사항

  성명 : 학번: 학과/계열: 전공 :

지원
사항

Ÿ 실습후 채용 연계 □ Ÿ 통근버스 운행 □ Ÿ 중식 제공    □
Ÿ 실습비 지급   □

(       천원/4주)

Ÿ 기숙사 제공  □ Ÿ 상해 보험가입 □ Ÿ 자기계발 지원 □ Ÿ 현장실습 담당자 □

Ÿ 기타 실습기관 지원 사항 : 

※ 지원 사항은 þ 로 표시 

(지원 사항은 학생의 기업선택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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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호] (삭제 2015.03.01.) (신설 2018.02.28) 

현장실습일지 실습생            (인)
현  장
책  임
지도자

            (인)

  20  년    월    일(    요일)

근무시간   시부터 ~    시까지 근무분야           부           과

실습내용

교과내용

과의관련

실습상의 

애 로 점

실습상의 

느낀 점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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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호] (신설 2015.03.01)(삭제 2018.02.28) (신설 2018.02.28) 

학기제 현장실습 대체과목 지정 확인서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학기제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위와 같이 20   학년도   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장                  (서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교과구분 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현장실습과의

전공 관련성(%)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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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호] (신설 2018.02.28) 

현장실습 순회지도 평가(취업자)

1. 현장실습 산업체명 :

2. 산업체 주소 :

3. 현장실습 지도일자 : 20  년     월     일

4. 현장실습 학생 인적사항 :

   학과 :              학년 :       성명 :            

5. 실습평가 (현장실습 지도책임자 의견 참고 평가)

연번 평 가 항 목 만점 평가점수 비고

1  실습 사항의 숙지정도

2  실습 적응정도 및 창의력

3  실습에 임하는 성실성, 근면성

4  실습장 비치 계기의 조작 정도

5  협동, 화합하는 자세

계

6. 지도사항 :

상기와 같이 학생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실습 담당교수 :                 (인)

                                                        학     부     장 :                  (인)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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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호] (신설 2018.02.28) 

근 무 평 가 서(취업자)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근  무  부  서 현 직책/직위

주요 담당 업무

평 가 내 용

순번 평가항목 만점 평가점수

1 직무수행에 대한 성실성 6

2 작업 및 실험능력(작업, 실습에 대한 신속성, 정확성, 완결성) 6

3 새로운 근무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6

4 현재 담당 직무 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 6

5 용모, 복장, 언행의 단정성 6

6 협동심 및 직원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6

7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성 6

8 근면성(출․퇴근상황 포함) 6

9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독자적 수행 능력 6

10 근무 중 각종 기계, 가구의 관리 철저 및 정리 정돈하는 태도 6

계 60

  상기 학생은 본 기관(산업체) 재직자로서 현장실습 완료인증을 위한 근무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산업체)명 전화

주      소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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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본교이라 한다)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센터는 본 교 내에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현장실습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실습의 운영․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과 현장실습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학연계 대외협력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 (구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성원을 둔다.

     1. 센터장: 1인

     2. 운영위원: 7인 이내

     3. 행정인력: 약간명

제5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 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 

업무를 기획․총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인력) ①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필요한 행

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인력의 일부는 기업체 근무 경력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자문․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간사는 센터 담당자로 한다.  

제8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자문

     3. 현장실습 시행에 따른 실적과 평가

     4.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현장실습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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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센터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7.05.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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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생․대외협력처 소관규정 

(삭제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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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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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서관 소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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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장대학교 도서관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학칙 80조에 의거 군장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도서관은 대학교의 학술진흥 및 학문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과 서비스 제공

    5. 기타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② 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의 개방, 자료의 제공 등 지

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도서관장)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고 한다)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소속 직

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조직) 수서⦁정리 담당과 열람⦁대출 담당을 두고 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1. 수서․정리 : 도서의 선정 및 구입, 분류, 등록, 편목, 정리, 수증의뢰 및 교환업무, 폐기자료 제적

업무, 참고자료 구입 및 보관, 복본조사, 자료인계, 간행물 납본, 기타 모든 업무

    2. 열람⦁대출 : 자유열람실 및 서고 관리, 대출열람, 자료반납업무, 자료서가 배열정리, 도서관 이

용통계, 신간안내, 정기간행물업무, 논문정리, 장서관리, 각종서지조사, 희망도서    신청접수, 문서

관리업무, 도서정비, 연체자 관리, 참고문헌 복사에 관한 업무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5조(명칭)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장대학교 도서관운영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관장이 겸하고,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간사1인을 둔다.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의 사회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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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자료의 수집

제9조(자료의 구분)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의 종류로 구분하여 정리 보존한다.

 1.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2. 일반도서

 3. 정기간행물 및 석 박사 학위논문

 4. 비도서자료 및 통계자료(개정 2013.08.26)

 5. 기증도서(신설 2013.08.26)

 6. 전자도서 및 기타자료(개정 2013.08.26)

제10조(수집자료의 구분) 수집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한다.

 1. 구입

 2. 수증

 3. 교환

제11조(예산) 예산은 대학교에서 책정된 금액과 그 밖의 자료관련 수입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12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학술연구관련 자료, 교직원 및 학생들의 희망도서는 구입신청을 받아 예

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제13조(기증자료) 기증자료는 기증자를 명기하여 구입자료와 별도로 진열할 수 있으며, 열람 및 대출은  

일반자료와 같이 처리한다.

제14조(자료교환)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기관의 도서와 교환하여 도서관   

에 소장할 수 있다.

제15조(간행물의 납본의무)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2부 이상을 도서관에 납본함

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8.26)

 1. 본 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2. 교직원의 논문저서, 교재, 연구 보고서 및 학회지(개정 2013.08.26)

 3.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간행물

제 5 장  대출 및 반납

제16조(대출의 자격)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교의 교직원(시간강사 포함) 및 재학생

 2. 기타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17조(도서대출증) 대출증은 학생증 및 기타 증빙자료를 활용한다.(개정 2013.08.26)

제18조(개관시간) 

 1.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 자료열람실 : 09:00~18:00(월 - 금/ 하계)

                09:00~17:00(동계)

 - 학생자유열람실 : 09:00~22:00(월 - 금), 10:00~18:00(토, 일요일 및 휴일)

    2.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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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일요일 및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한 휴업일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20조(열람실의 금지 및 퇴실)

 1. 열람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식음, 흡연

- 고성, 잡담

- 휴대폰 사용

- 인쇄물등 기타 물품의 불법게시 또는 배포

- 화기나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

-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위의 각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관외대출자격) 자료의 관외대출(이하“대출”이라고 한다)자격은 이 규정 제16조 에 준하여 허가  

한다.

제22조(대출제한) 다음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금한다.

  - 귀중(희귀자료) 및 특별취급자료

  - 참고자료(사전, 연감, 편람 등)

  -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 기타 (미 정리도서, 열람 빈도가 높은 자료 등)

제23조(대출절차) 대출은 직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며, 대출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24조(대출시간)

 1.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  일 : 09:00~18:00(하계)

 평  일   09:00~17:00(동계)

- 토/일요일 및 공휴일(휴무)

제25조(대출권수 및 기간)

 1.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교직원 이상은 5책(15일)

- 조교 및 시간강사 5책(10일)

- 재학생 2책(전공도서), 3책(소설류) : 7일

- 기타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 1책(5일 이내)

 2. 반납기일이 휴관일일 경우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제26조(대출자료의 반납)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출기간 이내 일지라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1. 재학생이 휴학, 재적인 경우 : 학사정리 기간 내

 2. 교직원이 휴직, 정직, 퇴직할 경우 : 즉시

 3. 교직원이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 : 출발 7일전 까지

 4. 강사의 위촉기간 만료의 경우 : 즉시

 5. 졸업예정자 : 졸업 예정일 20일 전 까지

 6. 도서점검 및 기타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 즉시

제 6 장  제재 및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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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출의 중지 및 연체료)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대출을 중지 및 연        

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대출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는 연체일의 2배로 중지하고, 소정의 연체료를 징    

수한다. 20일 이상 연체자는 한 학기 동안 대출을 중지한다.(단,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명서의 발급이 중지된다.)

    2. 연체료는 관장이 따로 정하고 징수된 연체료는 도서관 자료구입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3. 교직원으로서 반납 독촉을 받고도 불응 시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한다.

제28조(자료의 손망실) 

    1. 자료를 분실 훼손하였을 시는 동일한 자료 또는 현물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2. 동일한 자료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 시가의 2배에 상당한 금액으로 가산하여야 한다.(개

정 2013.08.26)

제 7 장  자료의 폐기

제29조(자료의 폐기) 다음과 같은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1. 파손이 극심한 자료로서 대체가능한 자료 및 불필요한 복본자료

 2. 관장이 폐기해야 한다고 인정한 자료

제 8 장  서비스 평가

제30조(이용자 만족도 조사)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활용도에 대한 이용자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자체평가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및 기타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서비스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 도서관 이용자 및 재학생

    2. 조사 방법 :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실시

    ②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서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9 장 대학 도서관 발전 계획

제31조(발전계획의 수립)①도서관은 대진법 시행령에 기초한 우리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

획을 수립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발전계획”)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

    ② 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

립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방안

    6. 그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연도별 계획의 수립)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2월 말일까지 수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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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의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0 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33조(직원의 배치)① 총장은 도서관에 대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훈련)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및 전문 직원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진법에서 

제 시한 연간 최소 교육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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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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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산정보실 소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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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정보실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0조에 의거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전산정보실(이하 “전산

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전산정보실은 대학교의 교육․연구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교직원의 학문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운영 및 제공

    2. 학사 및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정보처리

    3. 교수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처리

    4. 정보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수립

    5. 교내외 전산망 구축과 운영관리

    6. 대학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7. 원격교육 관리 및 운영

    8.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화 지원

    9. 타 대학 및 기업과의 정보 교환

    10. 기타 전산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 2 장  조   직

제3조(전산정보실장) 전산정보실장은(이하 “실장” 이라고 한다) 총장의 명을 받아 전산정보실 업무를 총

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구성) 전산정보실에 전산운영과 장비관리 담당을 두고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운영 : 학사행정 ․ 대학교 홈페이지 ․ 원격교육 수정 보완 및 운영, 전산보안 정책 수립, IDISK 

관리, 전산 발전 방안 등 전산 관련 모든 업무

    2. 장비관리 : 학내 서버/네트워크 관리, 웹메일 관리, 컴퓨터 실습실 관리, S/W 라이센스 관리, 행정

직원 컴퓨터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5조(명칭) 전산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정보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실장이 겸하고, 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간사 1인을 둔다.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실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산정보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전산정보실 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자재, S/W 구입 시 관련 사항

    4. 전산정보실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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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스템의 이용

제9조(사용자)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2. 실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10조(이용범위) 컴퓨터 및 전산시설물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 전산교육 및 실습에 관한 사항

    3.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제한) 실장은 전산망 운영에 장해를 초래하거나 해킹 또는 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자

에게는 전산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 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12조(의뢰받은 전산처리 업무) 

    1. 타 부서로부터 접수된 정보처리요청은 서면으로 통보 받고 중요사항일 경우에는 실장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유무선 통화로 의뢰할 수 있다.

    2. 자료처리 시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단 근거자료의 

변경 시는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료 및 파일을 변경시킬 

수 없다.

    3. 수정된 파일은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학기당 1회 백업된 파일을 전산정보실에서 보관한다.

제13조(자료관리 및 보안) 

    1. 전산관련 담당자는 시스템 내부 자료의 보관 및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전산관련 담당자 및 전산시스템 이용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입출력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

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자료를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14조(전산장비 장애) 

    1.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유관부서에 통보하고 회복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운

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전산장비 및 주변기기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전산정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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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실습실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실습실의 활용도를 높

이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실습실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실습실 지정) ① 대학교 보유 실험실습 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

하여 관련 계열 또는 학부의 학생들에게도 이를 개방하여 실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공동실습

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실습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1. 실험실습기자재의 공동 활용 극대화 

    2. 동일 기자재의 중복 구매 억제

    3. 고가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의 체계화

    4. 중복 구입 기자재 및 잔여 기자재의 타 용도로의 사용 유도(창업보육센터, 기술지도 등) 

제3조(공동실습실의 분류) 공동실습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전산관련 : PC실습실(1,2,3)

    2. 전공관련 : CAD실습실, 멀티미디어실습실, CATIA실습실, 컴퓨터그래픽실습실, 인터넷 정보검    

색실 등

    3. 어학관련 : 어학실습실(1,2,3) 등

제4조(공동실습실 관리) ① 전산정보실에서는 공동실습실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학부나 학과를 특정  

하여야 한다.

   ② 공동실습실 관리하도록 지정된 학부나 학과는 필요에 따라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 요청하여 야 

한다. 

   ③ 공동실험실습실 운영 관리는 본 대학교「실험실습실운영규정」의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④ 공동실습실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실습조교 또는 근로학생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시행세칙) 본 규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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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보안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의 모든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정보보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정보자산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대학교 구성원과 관

련 외부 인력으로 한다.

   ② 적용범위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정보자산 그 부대시설로 한다.

제3조(의무와 책임) 대학교의 정보자산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구성원과 관련 외부 인력은 대학교의 

정보보호 규정·세칙과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사용권한과 관리 권한 내에서 정보자

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자산”이라 함은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 및 데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

리적 환경, 인적 자산과 문서, 지적 재산권, 기술 관련, 학술연구 관련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유·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2. “외부인력”이라 함은 대학교 소속의 구성원 이외의 모든 인력을 통칭하며, 대학교의 정보자산 이

용여부에 따라 외주용역인력, 외부 연구참여인력, 기타 외부 인력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3. “정보보호사고”라 함은 대학교의 정보자산이 무단으로 열람, 유출, 훼손, 변경 되는 사고를 말한

다.

   4. "정보보안책임관"이라 함은 대학교의 정보보안 업무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5.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자를 말한다.

   6.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 부서(처)의 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5조(정보보안심사위원회) ① 대학교의 중요한 정보보안 정책 및 사고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정보보

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전산정보실장을 위원장,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의 중요한 정보보안정책 심의

   2. 정보보안사고 사고에 대한 심의․결정

   3. 정보보안교육 및 정보보안준수 사항 감사

   4.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보안 안건 심의

   ③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안건을 상정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

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정보보안 조직구성) ① 대학교 내 정보보안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조직을 구

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보보안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지정한다.

   1. 정보보안책임관 : 전산정보실장

   2. 정보보안담당관 : 전산정보실 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3. 부서정보보안담당관 : 부서(처)의 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제7조(정보보안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보안책임관을 지정하고, 전

산정보실장이 겸직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대학교의 정보보안 활동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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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교의 정보보안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관리감독

   2. 추진계획에 따른 심사분석

   3. 정보보안 정책 및 세칙에 관한 관리감독

   4. 정보보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5. 대학교의 정보보안 조직에 관한 관리감독

   6. 기타 대학교의 정보보안 활동에 관한 관리감독

제8조(정보보안담당관)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산정보실 팀장으로 지정한다. 팀장이 없는 경우 그에 준

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책임관의 업무를 보좌

   2. 부서정보보안담당관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

   3. 정보보안 관리규정, 시행규칙 제·개정 총괄

   4. 정보보안 내·외부 감사 및 보안점검 총괄(교육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정부 등)

   5. 기타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부서정보보안담당관) ① 각 부서 및 부속기관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별 팀장이 되며 팀장이 

없는 경우 그에 준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부서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서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인식제고 활동

   2. 부서 보조기억매체 관리

   3. 부서 중요문서, 개인정보 관리 감독

   4. 부서 PC 보안관련 사항

   5.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대응팀 활동 지원

제10조(정보보안전담부서) ① 대학교의 정보보안 실무 총괄부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안전담부서

를 둔다.

   ② 정보보안전담부서는 전산정보실에서 담당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정보보안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정보보안 관리 체계 수립

   2. 정보보안 중장기 및 연간 계획 수립

   3. 정보보안 정책 및 세칙 총괄 관리 업무

   4. 정보보안 모의평가 및 보안감사 활동

   5. 정보보안 교육 및 훈련 업무

   6. 기타 정보보안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

제11조(정보보안 교육)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보안 교육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년 2회 이상의 전문기관교육 또는 정보보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외부 정보보호 전문교육과 세미나 참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부서에 전파해야 한다.

제12조(정보보안 홍보 활동 수행) 정보보안담당관은 교직원에게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을 활용하여 전자메일(E-Mail), 교내게시판(홈페이지, 그룹웨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

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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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신 보안사고 사례 및 동향 : 필요시

    2. 의심스럽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외부 전자우편 수신시 열람금지에 대한  공지 : 사안 발생 시

    3. 최신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방안 : 필요시(최신 바이러스 발생시)

제13조(세칙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보보안 규정의 시행과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하며, 세칙의 종류와 관리사항은 정보보안책임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각 세칙의 제정과 개폐는 대학교의 규정 관리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 723 -

4. PC 보안 관리 시행 세칙

2011.09.23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개인PC의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 개인PC의 정보보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내의 교직원 PC로 하며, 단, 

공동실습실 PC의 경우에는 ‘공동실습실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사고”라 함은 대학교 내 개인PC의 자료가 무단으로 열람, 유출, 훼손, 변경 되는 사고를 말

한다.

   2. “담당자”라 함은 PC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비인가자”라 함은 해당PC 사용자가 아니거나 해당 PC 사용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을 말한다.

   4. “악성코드”라 함은 컴퓨터바이러스와 달리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지는 않지만,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비밀번호”라 함은 전산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무단열람하거나 부정출력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말한다.

   6. “상용망”이라 함은 내부망을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4조(PC 관리책임자·취급자 지정) PC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팀장(팀장이 없는 경우는 선임직원)으로 

하고, 취급자는 해당 PC 사용자로 한다.

제5조(PC 관리) ① 각 부서 PC 관리책임자는 PC 및 노트북 관리현황을 ‘PC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

식]’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PC 등 단말기를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③ PC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PC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및 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개인소유의 PC 등 단말기를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PC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PC 보안설정) ① 개인이 사용하는 PC의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PC 사용자에게 있으

며 사용자는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

도록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단말기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CMOS 비밀번호) · 자료(중요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 · 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

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도록 권고

   2.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3. PC용 최신백신 운용·점검, 침입차단, 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

(한컴 오피스,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

   ② PC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특수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하

고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4. 이전에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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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6. 초기 할당된 임시 비밀번호는 사용자 로그인 후 즉시 변경

제7조(소프트웨어 설치제한) ① 모든 사용자의 PC(노트북 포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업무상의 인가

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는 설치·사용할 수 없다.

   ② 담당자는 대학교 내의 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격지에서 목적 없이 개인의 PC·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폴더 관리) ① 공유폴더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목적에 의해 폴더를 공

유할 경우 반드시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공유를 제거토록 한다.

   ② 담당자는 학기별로 공유폴더를 검색하고 해당 PC 사용자의 동의를 구한 후 공유폴더를 삭제하고 

‘공유폴더 점검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9조(악성코드 방지대책) ① 담당자는 웜·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사용자는 PC에서 작성하는 문서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상

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상용

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      으로 진단 후 사용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대화방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사용을 금지하

고 담당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 설정하

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담당자는 정보보안책임관과 협조하여 사용자가 적용

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 또는 PC 등의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을 분리한다.

   2. 악성코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조치가 완료된 후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담당자는 감염 PC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삭제한다.

   2. 감염이 심각한 경우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

   3. 악성코드 감염의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조치를 수행한다.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자는 사용자들이 PC 지키미 점검을 하도록 권고하고 월별 PC 지키미 점검 결과를 

출력 보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 725 -



- 726 -

[별지 제2호 서식]

공유폴더 점검대장

작성일 년      월      일 점검자

점검일 점검 대역 점검현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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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시행세칙

2011.09.23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USB(Universal Serial Bus)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

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2.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의 팀장 또는 팀장에 준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휴대용 저장매체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아 한다)라 함은 사용중인 휴대용 저장 매체의 실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제4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각 부서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제한) ① 각 부서는 등록된 휴대용 저장매체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담당직원의 공지·교육을 통하여 휴대용 저장매체의 임의사용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

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 ① 각 부서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각 팀장 또는 팀장에 준하는 직원 하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담당 부서에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할 경우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제

1호 서식]’에 기록관리 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에 최종 변경된 휴대용 저장매체의 등록현황을 등재하여야하며 정보보안담

당관의 요청 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학기별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휴대용 저장매체의 구분 및 관리요령) ① 휴대용 저장매체는 일반용, 비밀용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보조기억매체(이하 ‘일반용’ 이라 한다)의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에는 일반자료(공인인증서 포함)만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관리대장에 기록하

여야 한다.

   2. 일반용은 개인서랍,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3. 관리번호는 부서명, 일반, 연번으로 한다. 이 경우 부서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 전산정

보실-일반-01, 전산정보실-일반-02 등)

   ③ 대외비 이상 자료를 보관하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이하 ‘비밀용’이라 한다) 관리요령은 다음

과 같다.

   1. 비밀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비밀용은 비밀자료와 동일하게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비밀용을 사용하여 비밀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완료하거나 일시 중단할 때에는 PC에서 즉

시 분리하여야 한다.

    4. 관리번호는 부서명, 비밀등급, 연번으로 한다. 이 경우 부서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예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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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보실-II급-01, 전산정보실-III-02 등)

제8조(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및 재사용) ①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용처리 

시 물리적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그 사실을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

여야 한다.

   ②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처리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소각 시 대처방안) ① 취급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소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소각사실을 통지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 조사

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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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점검일시

현 보우수량

이상유무

점검관

비고(서명)

II급 III급 대외비
일반

(인증)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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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버(보안) 관리 시행세칙

2011.09.23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대학료’라 한다)의 UNIX계열, Windows 계열 서버 시스템을 다

양한 보안 위협 및 취약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용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대학교 내의 모든 UNIX, Windows 계열의 서버 시스템을 그 적용범위로 하

며, 적용 범위 내의 모든 장비와 그 부대시설물을 포함하는 모든 자원 및 동 자원을 이용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산정보실 내 서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패치”라 함은 해당 H/W나 S/W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로그”라 함은 시스템 사용에 관련된 전체의 기록, 즉 입출력 내용, 프로그램사용 내용, 데이터 

변경 내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등의 기록을 말한다.

    4. “FTP"라 함은 서버와 단말기 사이의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세션”이라 함은 통신을 하기 위한 논리적인 연결을 말한다. 

    6. “침입차단시스템”이라 함은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게이트웨이에 설치되는 접속

제한, 일명 방화벽을 말한다.

    7. “백도워” 및 “스파이웨어”라 함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의적 프로그

램을 말한다.

제4조(서버 보안관리) ① 전산정보실장은 효율적인 서버 보안 관리를 위해 서버관리책임자(“이하 ‘시스

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각종서버·정보통신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이 비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허

용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년1회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취약성을 진단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포트의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포트 사용이 확인

되는 즉시, 해당 포트를 삭제하고 ‘정보시스템 서비스 포트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한다.

   ⑤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서버 시스템의 설치) ① 서버 시스템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규 서버 도입 시 시스템 보안설정, 서버백신 등의 도구를 설치해야 한다.

    2. 시스템관리자는 신규로 도입 설치되는 서버 시스템에 서버 취약점 점검 도구를 설치하여 시스템 

및 OS의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며, 점검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토록 한다.

    3. 시스템관리자는 신규 서버 설치 및 변경 사항을 ‘서버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다.

   ② 소프트웨어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서버에는 업무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2. 불법 소프트웨어는 설치 할 수 없다.

    3. 원격관리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관리 목적상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

스템관리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보안설정 적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주기적인 패치 및 보안설정을 적용한다.

   ② 서버 로그인 시 OS버전, 서비스정보 등의 취약점 유추가 가능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설정한

다.

   ③ 서버의 보안 설정된 정보와 로그는 임의적으로 삭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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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서버 접근 기록 관리) ① 서버 접속기록은 접속일시, 접속IP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고발생 시 책임추적이 가능하도록 서버 접근기록을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모든 서버의 로그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으며 서버 로

그를 비인가자가 열람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정보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처벌하거나, 외부자의 경

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시스템 접근기록을 검토하여 비인가자의 접속시도, 정보 위·변조 및 

무단삭제 등의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침입흔적 발견 시 전산정보실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변경·폐기 시 전산정보실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사용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정, 사용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

자 계정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③ 패스워드는 숫자와 문자, 하나 이상의 특수문자 등으로 8자리 이상으로 하고 1년에 1회 이상 주

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관리) ① 서버 내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시스템관리자가 결정하여 신청하며 전산정보실장

은 접근 권한을 검토 후 부여한다.

   ② 일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혹은 시스템 관리에 관한 파일 혹은 디렉토리에는 접

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③ 업무상 불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서비스 중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 명령어 혹은 컴파일러

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④ 관리자 권한 등의 중요 권한을 일반 사용자에게 생성해 주지 않는다.

   ⑤ 슈퍼유저 계정을 이용한 FTP 접속권한을 해제한다.

   ⑥ 불필요한 RPC 통신 권한을 해제한다.

제10조(접근통제관리) ① 업무상 접속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를 파악한 후 보안도구를 이용해 IP 주소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될 때까지 사용자의 접근  

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서비스 중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적으로 불필

요하거나, 침해의 위협이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관리자 보안 이행사항) ① 서버에 접속한 후 사용자나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일정시간(20분 이

하)동안 어떤 입력도 일어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로그오프 시키거나 세션을 중단시키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개발 업무나 서버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통제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서버는 시스템관리자 및 사용자가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패스워드가 설정된 화면 보호기가 작동되도록 하거나 로그오프하여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한

다.

제12조(원격접속자 관리) 시스템관리자는 서버에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접속하여 정비하는 것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강구

하고 전산정보실장에게 협의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시스템관리자는 ‘원격근무 보안관리대장[별

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 한다.

   1. 원격접속 수행자에게 임시 접근권한 부여

   2. 접근시간의 사용시간 명시, 시간 경과 후 접근권한 삭제

   3. 원격정비 시스템의 IP 사전 파악, 지정된 시스템에서만 수행

    4. 원격 정비기록을 유지, 정비결과 시스템관리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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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패치 및 변경 통제) 패치나 시스템 파라미터(IP, 사용자 계정, 권한 설정, 환경설정 값 등)를 변

경할 시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증적을 남긴다.[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제14조(백신설치 및 운영) ① 시스템관리자는 윈도우 시스템의 경우 최신 버전의 백신을 설치하여 컴퓨

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해킹 및 사이버테러에 대응해야 한다.

   ②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은 바이러스 검색 프로그램으로 진단한 

후 사용한다.

   ③ 중요 실행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속성을 변경하여 관리한다.

   ④ 바이러스 감염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감염사실을 전산정보실장에게 신속히 보고

    2. 감염된 시스템 사용 중지

    3.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퇴치

    4. 원인분석 후 예방조치 권고사항의 수행

제15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 ①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는 

가능한 내부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의 보안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제한하며,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게재 내용은 자료 담당자의 의견을 거쳐 비밀내용 등의 비공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④ 공개서버는 업무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개발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보안기

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공개서버의 보안취약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변조, 훼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개서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점 점검) ①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 불법 접근 및 해킹 프로그램(백도워 및 스파이웨어 등)

의 설치 여부 점검 등 일상적인 보안 활동을 수행한다.

   ② 서버에 대한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외부 시스템 이관 및 신규 서버 도입 등 필요 시 수

시 점검을 실시한다.

    1. 시스템관리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취약점 발견 시 전산정보실장에게 보고한다.

    2. 전산정보실장은 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취약점 점검 대상, 기간, 주요 점검항목, 점검결과 및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력을 관리한다.

제17조(백업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화 자료 백업 계획을 수립하고 백업을 실시한다.

   ② 백업대상 선정 및 주기는 시스템별 중요도 및 현업 팀의 추가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③ 백업에는 정기적인 백업, 비정기적인 백업을 포함하며, 비정기적인 백업은 시스템 변경작업, S/W 

설치, H/W 변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 전에 반드시 수행한다.

   ④ 백업 수행 후에는 ‘백업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18조(서버 시스템 백업매체 관리) ① 백업매체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격리된 곳에 보관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백업 정보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② 백업매체가 재난 등으로 인해 원본과 동시에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과 물리적으로 떨

어진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물리적인 접근 통제 및 백업 일자 목록을 유지 관리한다.

   ③ 백업매체의 폐기 시 전산정보실장의 승인을 득한 후 소각 폐기한다. 

제19조(복구관리) ① 장애 발생 시 장애의 종류를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서버 운영에 별 문제

가 없을 경우 업무 종료 후에 복구를 수행하고, 업무 중에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최소 시

간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복구의 종류를 파악하고, 즉시 복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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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애로 인하여 영향 받는 부서 및 업무를 파악하여 관련자에게 장애원인 및 복구 예정시간 등을 통

보하여 복구로 인한 업무손실을 최소화 한다.

   ③ 발생한 장애에 대한 조치 복구 결과를 ‘장애조치내역서[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④ 긴급사항 발생 시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제20조(용도변경) 시스템관리자는 해당 서버의 용도 변경 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삭제되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연속성) 시스템관리자는 장애 도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

적으로 모의 훈련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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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용자 계정 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연번 소속 성명 업무명 계 정 접근권한 처리내용
(등록, 수정, 삭제) 처리일자 확인

[별지 제4호 서식]

원격근무 보안 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접속자 인가자 인증ID 신청일시 폐기일시 접속IP 폐기사유 정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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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서버 구성/설정 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버 구분  

구성/설정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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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서버 보안패치 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연번 패치명 서버명 용도 패치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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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취약점 결과 보고서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구분
IP   주

소 범위
장비위치 설치된   응용프로그램

점

검

대

상

서버    

네트워크    

PC    

정보보호

시스템
   

기타    

주요점검항목  

점검자/연락처

점검기간

주요점검결과 조치사항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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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장애 조치 내역서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장애 상황  

장애

원인

분석

 

긴급 대응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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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침해사고 대응 시행세칙

2011.09.23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대응절차를 기술하여 침해사고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보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대학교의 전산정보실 및 침해사고가 발생 가능한 자원의 관리자 및 담당자

를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침해사고”라 함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2. “외부용역업체”라 함은 대학교의 정보자산을 이용하여 서비스와 기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

한다.

    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장비(서버 등), 전송장비(교환기 등), 통신장비(라우터 등), 보안장비

(방화벽 등) 등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하

며, 정보를 입력․보관하고 보조기억매체를 종합 관리․보관하는 장소로써 자료보관실을 말한다.

    4.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

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제4조(침해사고대응팀 구성) ①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침해사고대응팀을 구성하며, 침

해사고대응팀은 침해사고 발생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침해사고 발생 시 대학교의 정보보안 조직은 침해사고대응팀으로 전환되어 운영되며, 각 부서의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③ 침해사고대응팀의 팀장은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침해사고 대응 및 보고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④ 침해사고대응 팀장은 침해사고대응팀 및 외부용역업체 등의 연락처를 ‘침해사고 비상연락망[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현행화해야 한다.

   ⑤ 침해사고대응팀은 년 1회 이상 자체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제5조(침해사고 유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침해사고로 본다.

    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

    2. 정보자산의 유출(H/W, S/W, DATA 등)

    3. 비인가자에 의한 중요 정보의 위·변조 삭제에 관한 사항

    4. 악성 프로그램(바이러스, 백도어 등) 유포

    5.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거부공격(DDOS 공격 등) 발생

    6. 네트워크 장비, 서버 및 PC등에 대한 해킹 발생

    7.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발생

    8. 그 밖에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

제6조(침해사고 신고 및 접수) ① 전 교직원은 침해사고 등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

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② 전 교직원은 침해사고 등의 이상 징후가 탐지되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③ 침해사고 발생 시 가장 빠른 방법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침해사고 발생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기록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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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침해사고의 보고)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시정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기록을 유지, 관리하며 조치된 내역에 대해 ‘침해사고 처리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보안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사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확인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침해사고 대응 및 조치)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해킹, 웜·바이러스 유포 등 사

이버공격 인지 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필요시 해킹된 정보시스템과 전산망 

분리, 공격 IP 및 포트의 차단 등 초동조치를 취한다. 

   ② 홈페이지 변조, 전산망 마비 또는 중요 정보자료,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초동 

조치 후 즉시 관계기관(교육과학기술부, 교육사이버안전센터 등), 외부용역업체 등에 통보하여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피해시스템은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증거보전을 의무화하고 임의 자

료삭제 또는 포맷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응급조치 후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해당 침해사

고 관련 로그 및 제반 증거 자료를 수집/확보 한다.

제9조(침해사고 복구 및 재발방지)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자적 침해사고로 인하여 소관 정보통신기반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복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및 

외부 정보보안 전문업체에게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침해사고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경우,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

응·복구사항에 대한 교육 및 공지를 수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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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침해사고 비상 연락망 

 

1. 침해사고대응팀 연락망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E-mail, HP, office)

  

  

  

 

2. 관련 부서 연락망 

부서명 담당자 담당업무 연락처(E-mail, HP, office)

   

  

   

   

 

3. 관련 업체 연락망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E-mail, HP, office) URL

   

   

   

   

 

4. 유관 공공기관 연락망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E-mail, HP, office)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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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침해사고 발생보고서

정보보안

책임관

 

 

담  당 팀  장 부서장

   

침해사고 처리 담당자 침해사고 번호

 

신고기관 정보

기관 이름  

신고자 이름  

전화번호  

E-mail  

피해 시스템 정보

IP 주소  

호스트 명  

운영체제  

추정 피해 시간  

시스템 운영 환경  

공격 시스템 정보

IP 주소  

호스트 명  

사고에 대한 설명(간단히 작성)

사고발견 경위, 

피해현황 등
 

       

관련 기관(부서) 통지

기관(부서)명 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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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침해사고 처리결과서

정보보안

책임관

 

 

담  당 팀  장 부서장

   

 

* 주 : 하위 목차를 준수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 

1. 개 요 

  1.1 피해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 

  1.2 분석일시 및 분석 환경 

  1.3 특이사항  

 

2. 초기분석 결과 

사고를 최초 탐지했을 때의 상태, 로그 기록과 초기분석 결과 등을 

기록한다. 

주로 탐지된 공격로그나, 라이브 시스템 상에서 발견된 공격흔적에 

해당한다. 

 

3. 상세분석 결과 

공격자 활동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 공격 프로그램 분석결과, 

네트워크 모니터링 결과 등을 기술한다. 중요 결과만 정리해서 

기술하고, 상세 분석 내용은 첨부로 작성한다. 

 

4. 피해시스템 복구 및 대응방법 

  사고분석 결과, 해당 사고를 탐지하는 방법, 피해시스템 복구 방법,

  그리고 단기 대응방법, 장기 대응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5. 의견 

  사고를 분석한 담당자의 분석 의견을 적는다. 해당사고로부터 습득

  한 새로운 지식을 정리할 수도 있으며, 현재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 될 수 있다.  

 

6. 참고 자료 

  사고분석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참고자료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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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시스템실 보안 시행세칙

2011.09.23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정보시스템실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함으로써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실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대학교 정보시스템실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실”이라 함은 서버와 네트워크 등 대학교 주요 장비들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를 말한

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실 관리를 책임지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시스템관리부서”라 함은 대학교 내의 전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실 통제구역 설정) 정보시스템실의 물리적 보안을 위해 통제구역으로 설정 관리한다.

제5조(통제구역의 통제) ①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다음과 같은 통제를 적용한다.

    1. 출입통제를 위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2. 비인가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통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통제구역의 출입 권한 등록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인가자 외의 인원 출입 시 관리책임

자의 인솔 하에 출입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정보시스템실 상시출입자 [별지 제1호 서식]’를 

지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출입자 출입사항을 통제구역 

‘정보시스템실 출입자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통제구역 출입 시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는 물품(노트북, 기억매체, 카메라, 카메라폰, 캠코더 등 

영상저장용 장비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물품을 압수하고 출입

자를 통제구역 밖으로 퇴실 시킬 수 있다.

제6조(장비 반출입 통제) ① 전산장비의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장비반출요청을 전산정보실장에게 요

청한다.

   ② 전산정보실장은 장비반출 및 데이터 삭제 결과를 ‘장비 반출입 보안조치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

식]’에 기록 관리한다.

   ③ 저장매체가 있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는 전산실내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저장매체의 반출을 허용

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실장의 승인을 득한 후 허용한다.

제7조(일상점검) ① 관리담당자는 전산기기 가동 시 월별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산기기 운용상황을 점검하여 전산정보실장에게 보고한다.

    1. 정보시스템실 온습도 정상여부 확인

    2. 전원 상태 확인

   ② 시스템관리부서는 월별점검 중 문제점 발견 즉시 전산정보실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예방정비) ① 시스템관리부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예방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② 각 종 장비의 유지 보스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외부 유지 보수 서비스 필요시 외부 유

지 보수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제9조(전원공급) ① 장비는 정전이나 기타의 전기적 장애로부터 보호한다.

   ② 장비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규격에 맞는 적합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한다.

   ③ 일시적인 전력중단이나 기타 전기적 이상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전

력 공급원을 확보한다.

   ④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실 내의 정보시스템에는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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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비폐기 및 재사용) 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 장치의 폐기 및 재사용시에는 물리적으

로 파괴하는 등 적절한 정보보안 대책을 적용한다.

   ② 하드 디스크와 같은 저장 매체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는 폐기되기 전에 저장매체로부터 중

요한 데이터 및 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비밀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등의 문서는 안전하게 파지 또는 소각하며, 하드디스크, 광파일, 마그

네틱 테이프 등의 매체를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된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포맷 또는 삭

제한 후 폐기한다. 

제11조(보호구역 재해 대비) ① 화재대비 소화기를 비치한다.

   ②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기를 설치 운용한다.

   ③ 비상시에 대비하여 휴대용 조명기기를 비치한다.

   ④ 재해 방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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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정보시스템실 상시 출입자 명단

결

재

담당자 전산정보실장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장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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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역사업 보안관리 시행세칙

2011.09.23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이 용역업체에 제공한 내부자료나 용역 결과물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제반 자료가 해킹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업무 효율상 계약에 의해 대학교 정보화사업, 정보보안컨설팅유지보수업무, 유지관리업

무 등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주용역업체”라 함은 ‘제3자(Third Party)' 및‘외부위탁’ 업체를 총칭한다.

    2. “외부용역인력”이라 함은 대학교 내의 정보자산을 이용하여 서비스와 기타 업무를 대행하는 자

를 말한다.

    3. “내부망”이라 함은 대학교의 보안관리하에 있는 네트워크 중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스크리닝 라

우터를 경계선으로 하여 보호받는 대학의 주요 네트워크를 말한다.

    4. “외부망”또는“상용망”이라 함은 내부망을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4조(용역 입찰 시) ① 중요 외주용역사업은 착수단계부터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용역 

의뢰하고 ‘대외주의’, ‘요보안’등의 모호한 표현 사용을 금지한다.

   ② 입찰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 장비 가운데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기준을 마련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계약부서는 입찰 공고 시에 용역사업 관련 기밀유지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사전에 고

지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 수행 시) 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정보보안 서약서[별지 제1호 서

식]’를 징구한다.

    2.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정보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3. 용역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보안 교육결과

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산정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망도·IP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비공개 자료는 ‘자료관

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정보보안담당관)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

계·인수한다. 

    2.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 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3.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호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전산정보실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협의를 통해 

동 환경이 구축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산정보실이 제공한 곳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외부용역인력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

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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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가받지 않은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 등 보조기억 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

보보안담당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 수행 시 대학교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외

부인력 ID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 시 대학교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정보보안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종료 시) ①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후 폐기한다.

   ②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별도로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③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 조

치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

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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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정보보안 서약서

                                      성        명 :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함)에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대학교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대학교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대학교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대학교의 정보를 대학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대학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대학교의 자산(정보포함)을 사용 후에는 즉시 대학교에 반환한다.

   8. 기타 대학교의 정보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의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

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을 물론 그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

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군 장 대 학 교 총 장  귀 하



- 756 -

[별지 제2호 서식]

정보보안 교육결과서(용역업체용)

1. 목적

2. 대상

3. 주관

4. 교육 세부 결과

수강자 소속 및 지위 전화번호 E-Mail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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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외부인력 ID 신청서

결

재

정보보안

책임관

신 청 자

소    속  

이    름                         (인 또는 서명)

신 청 일 20  년    월    일

신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용     도 □ 신규등록  □ 권한변경  □ 사용중지  □ 재사용  □ ID삭제 

시스템 

이  름

1. 4. 7. 

2. 5. 8.

3. 7. 9.

ID 이름  
초기

패스워드
 

사 유

및 

내 용

 

1. 최초 로그온 시 반드시 패스워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2. 패스워드는 최소8자리 이상이며, 영문자, 숫자는 반드시 포함하고, 특수문자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보호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인 또는 서명)

처리일 20  년    월    일

시스템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인 또는 서명)

처리일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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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네트워크(보안) 관리 시행세칙

2011.09.23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효과적으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함으로써, 내부 사용자들의 합법적인 네트워

크 사용을 유도하고 내외부의 불법적인 침입과 위협으로부터 내부정보자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대학교 내의 모든 네트워크 자원의 보안 운용관리를 그 적용범위로 하며, 적

용 범위 내의 모든 장비와 그 부대시설물을 포함하는 모든 자원 및 동 자원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네트워크관리자”라 함은 네트워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부망”또는“상용망”이라 함은 내부망을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를 말한다.

    3. “접근통제”라 함은 노출, 변경, 파괴되면 대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불법침입”이라 함은 대학교 내 네트워크에 네트워크관리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접

근하는 것을 말한다.

    5. “백업”이라 함은 사용자의 실수나 컴퓨터상의 오류,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로 데이터가 손실, 

혹은 삭제되는 것에 대비하여 여벌로 다   른 장치에 저장해 두는 것을 말한다.

    6. “원격근무”란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학교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 

수행하는 근무 형태로써 재택근무․파견근무․이동근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외부망 연동) ① 다른 기관과의 정보통신망과 연결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취약성 점검

    2.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 운용 등

   ② 외부망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제공범위 및 이용자의 접근제한 등에 대해 전산정보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 등 상용망 및 타 기관과의 정보통신망 연동 시 불법침입(해킹)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하여 연결지점을 지정 운용함으로써 임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5조(네트워크 IP 주소 관리) ①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

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한해서 공인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관리자는 내부통신망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내부 IP 주소

체계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네트워크관리자는 IP 현황을 최신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IP 세부 할당 현황 포함)은 대외비 이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네트워크 장비 계정 및 권한 관리) ① 네트워크 장비에는 관리자 계정 등 최소한의 계정만을 생

성해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 관리자 계정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네트워크 장비에는 설치 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해야 하며 해당 계정이 필

요한 경우 기본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사용한다.

   ③ 네트워크 장비의 패스워드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여 최소 8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제7조(네트워크 장비 접근제어) ① 네트워크관리자는 미사용 포트에 대한 비 인가자의 불법적인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를 수행하거나 미사용 포트는 사용할 수 없

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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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네트워크 장비에 로그인 시 적절한 경고 문구를 삽입한다.

   ③ 필요치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기능은 제거 또는 중지 한다.

   ④네트워크 관리자 계정의 접속은 콘솔포트 및 특정 PC에서만 접근하도록 설정한다.

   ⑤ 네트워크 장비에 접근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단, 기능이 없는 장

비는 제외한다.

    1. 5회 이상 정확하지 않은 패스워드의 시도가 있는 터미널은 자동으로 세션을 종료한다.

    2. 관리자와 사용자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 분리 운영한다.

    3. Idle Time은 10분 이내로 한다.

제8조(네트워크 시스템 변경 통제) ① 네트워크관리자는 패치나 시스템 파라미터(IP, 사용자계정 등)를 

변경할 시에는 전산정보실장과 협의하여 변경에 따른 잠재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네트워크 장비 

보안패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이나 ‘네트워크 구성/설정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 네트워크관리자는 네트워크 시스템 변경을 수행하기 전에 시스템의 현재 설정을 백업하여 이상 

상황에 대비한다.

제9조(로그 및 백업관리) ① 네트워크관리자는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시간을 동기화하여 로그 

생성 시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도록 한다.

   ② 주요 네트워크 장비의 로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로그가 저장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기능을 제공

하지 않는 장비는 제외한다.

   ③ 네트워크 로그는 학기별 1회 이상 백업을 수행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로그파일 및 구성정보는 일반사용자 권한으로 수정 및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라우터 및 스위치는 가용성 보장을 위해 유지보수를 해야 하며 최소 1개월마다 정

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네트워크관리자는 라우터 및 스위치의 주요 패치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패치의 안전성이 확보되

는 시점에 패치 적용을 수행한다.

제11조(원격근무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대학교 이외의 환경에서 재택·

이동 근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지정하고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② 원격근무자에 대해서는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한다.

   ③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시스템 접근 기록은 월 1회 주기적으로 확인하다.

제12조(무선랜 보안관리) ① 대학교 내의 모든 무선중계기(AP)는 전산정보실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② 네트워크관리자는 비인가자의 무선랜 무단 사용, 비인가 AP 설치 등에 대해서 학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③ 무선랜 사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AP의 물리적 접근통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1. AP의 서비스 구역이 건물의 경계나 조직이 사용하는 건물내로 한정되도록 전파 출력을 조정하

고, 외부 벽이나 창 쪽에서 먼 건물 안쪽에 설치한다.

    2. AP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리적으로 외부인이 발견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한다.

   ④ 비인가자가 AP 보안기능의 설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출고시 AP 제조회사에서 설정한 AP 관리

용 S/W의 ID,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추측이 어렵게 설정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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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네트워크 장비 관리자 계정 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네트워크장비명

NO 계정 패스워드 Enable 등록일 용도 책임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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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네트워크 장비 보안패치 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네트워크장비명

NO IOS / 패치명 Patch ID 용도 패치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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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네트워크 장비 보안패치 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네트워크장비명

네트워크 구분  

구성/설정 ※ 장비에서 제공중인 프로토콜 및 서비스 등을 관리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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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원격근무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부여받은 인증 관련 정보 및 매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

다.

 2. 나는 원격근무 중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

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원격근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를 업무목적에만 활용하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및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4. 나는 여타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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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자산 관리 시행세칙

2011.09.23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군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모든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주요 자산의 식별 및 분류, 분류 자산의 지속적 관리, 자산의 훼손, 변조, 도난 유출 등

의 다양한 형태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주요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대학교의 모든 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보보안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정보자산 관리 유형)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의 자산에 대한 최신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1. 정보(문서)

    2. 서버(스토리지)

    3. 네트워크, 정보보안시스템

    4.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5. 부대설비(항온항습기, UPS)

   ② 각 부서(처)는 다음의 자산에 대한 최신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1. 디지털 OA 기기

    2. PC(노트북),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제5조(정보자산 식별)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보자산들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지

고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처) 별로 정보자산을 관리한다.

   ②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의 위임에 따라 대상 정보자산들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해

진 관리 및 운영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사용자만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를 수행한

다.

제6조(정보자산 목록 유지 및 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자산의 중요도, 용도, 소유자, 관리자 등

을 포함하여 ‘정보자산목록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자산의 도입, 추가 및 폐기로 인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정보자산목록

을 변경해야 한다.

   ③ 각 부서(처)의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정보자산현황(USB, 외장형하드디스크, PC 등)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정보자산 목록 유지 및 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보호등급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정보자산에 대한 보호등급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산의 보호등급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I’ 급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대학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심각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자산

    2. ‘II’ 급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대학교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자산

    3. ‘III’ 급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대학교의 업무수행 및 대학교의 이미지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

보자산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의 보호등급 평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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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주기적으로(년 1회 이상) 또는 자산의 용도 및 세부내역이 변경된 경우 자산의 

보호등급을 재검토하여 재분류 한다.

제8조(정보자산의 보안관리) ① 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은 대학교 내부 정보자산을 개

인의 목적으로 외부 반출 및 타인에게 전송할 수 없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중요 정보자산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을 통제할 책임을 지닌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자산이 적절하게 사용 및 운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한

다.

제9조(제재절차) ① 대학교의 정보자산이 내·외부의 무단사용자에 의해 침해를 받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세칙에서 정한다.

   ② 제재조치의 범위는 대학교의 정보자산 이용제한 또는 서비스 제한을 말한다.

   ③ 제재조치가 발생한 경우 즉시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제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

우 선 조치 후 고지할 수 있다.

   ④ 대학교의 정보자산 이용제한 또는 제한 이상의 징계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학교의 관계 규정에 의

하여 처리한다.

제10조(정보자산의 폐기) ①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자산의 폐기사유가 발생하면 대학교 폐기 규정

에 따라 폐기한다.

   ② 정보자산 재사용 또는 폐기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출력물 보조기억매체

재사용
대외비 이상 정보의 재사용

(이면지 사용)금지

덮어쓰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 완전 소거

폐기
문서 수거함이나 문서

파쇄기를 통한 폐기
물리적으로 매체의 완전 파괴

제11조(정보자산의 반·출입 관리) 중요 정보자산의 외부 반출은 부서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 후 반

출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하며, 저장매체 내의 데이터를 확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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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창조교육개발원 소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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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교육개발원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군장대학교 교직원의 창조교육역량강화와 학생의 창조능력에 의한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군장인 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교육을 연구․개발하여 학습효과를 향상시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창조적이며 실용적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켜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의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조교육개발    

원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군장대학교 창조교육개발원(이하 ‘창조교육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군

장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내에 둔다. 

제3조(업무) 창조교육개발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창조교육 연구 ․ 개발 사업

   ② 학원 건학이념 보전 ․ 계승 사업

   ③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

   ④ 교수지원 사업

   ⑤ 학습지원 사업

   ⑥ 교육체제 운영 지원 사업

   ⑦ 이 밖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조   직

제4조(편제 및 기구) 창조교육개발원은 본교 부속기관으로 두며, 창조교육개발원 내에 교육연구 개발부  

와 교육지원부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창조교육개발원에는 원장, 운영위원, 연구교수 및 연구원, 조교, 직원을 둔다.

   ② 교육연구 ․ 개발 업무분야에서는 때에 따라 그에 맞는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창조교육개발 사업 및 학원 건학이념 계승 ․ 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    

   문가로 구성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

제6조(원장) ① 원장은 창조교육개발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교수 및 연구원) ①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창조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개발 및 연구 자료 수  

집 등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총장이 학교법인의 제청에 의하여   

임명한다.

   ③ 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조교) 조교는 창조교육개발원의 제반 업무를 보조한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9조(설치) 창조교육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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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원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창조교육개발원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규정의 개 ․ 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  

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4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창조교육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   

다.

부  칙(2008.02.20.)

본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제5조(구성) 중 ‘① 창조교육개발원에는 원장, 운영위원, 연구교수 및 연구원, 조

교, 직원을 둔다.’로 문구 수정한다. ‘③ 창조교육개발 사업 및 학원 건학이념 계승 ․ 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

촉 한다’ 을 삽입한다.

제7조(연구교수 및 연구원) ‘①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창조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개발 및 연구자료 수

집 등 연구업무를 수행한다.’로 문구 수정한다. ‘②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학교법인의 제청에 의하여 임명한다.’를 삽입한다.

부  칙(2009.02.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 문구의 개정) 제5조 3항, 제6조 2항, 제7조 2항․3항, 제10조 1항의 “학장”이란 직명을 고등교

육법 제14조에 의거 “총장”으로 변경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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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장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행해지는 모든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명과학기술 연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간 대상 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아래에 해당하

는 연구를 말한다.

     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

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對面)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연구”란 연구개발, 검사 및 평가를 포함하여 지식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체계적 조사를 

말한다.

     3.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5.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

다.

     6. 그 밖의 용어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의

에 따른다.

제4조(기능 및 임무) ①위원회는 본교에서 행해지는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관한 

심의와 감독을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생명윤리 강령, 가이드라인, 심의 기준 등을 제정․시행한다.

   ③위원회는 생명윤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외부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후

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위원장은 피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

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

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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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학기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1인 이상의 외

부인사가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의) ①위원회는 모든 허가된 연구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를 수행하며, 지속적 심의에 관

한 위원회의 요구사항들을 연구승인서를 통해 연구자에게 전달한다.

   ②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 사안을 사전심의, 신속심의, 정규심의, 지속심의 등으로 구

분하여 별도의 심의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의를 위한 각종 서류 양식을 구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는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존한다.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법

령이 정한 별도의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0조(자문위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

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이를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3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창조교육개발원에서 관장한다.

제14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관한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등) ①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총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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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산학협력처장, 창조교육개발원장, NCS지원

센터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조교육개발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초학습능력 진단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3.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의 향상도 평가, 개선, 환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직업기초능력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6조(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창조교육개발원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창조교육개발원 직

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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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분류) ① 비교과 프로그램이란 정규 교육과정(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프로  

   그램을 의미한다.

     ②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은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학습역량(언어능력, 외국어능력, 

사고능력, 수리능력, 학습매체활용능력 등과 학습동기를 포함한다)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

로 진단(평가), 상담, 멘토링, 튜터링, 클리닉, 특강, 워크숍, 공모전, 그룹활동, 전시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        

      2. 전공역량 연계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중 전공의 학습을 통해 학습 성과를 제고하여 

학생의 핵심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해 계열/과나 특별사업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3. 진로지원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진로 탐색, 준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캠프, 특강, 공모전, 직업 및 직무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4. 취업지원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격

증 강좌, 특강, 직업(직장)체험프로그램, 모의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5. 창업지원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

적 지원, 창업 교육, 모의 창업,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6. 심리상담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제공하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7. 기타 프로그램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중 위 제1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한다.

     ②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핵심역량의 함양을 지원하고 본 대학교 교육목표를 실현하

고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재의 육성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비교과 교육프로그램운영위원회) ①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운영위원회(이하 “비교과프로그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비교과프로그램위원회는 당연직 창조교육개발원장 및 각 센터장, 상담실장, 부총장, 처장을 포  

     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비교과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기본방향

     2.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통합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열/과 및 부서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비교과프로그램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비교과프로그램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며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역량개발소위원회 : 창조교육개발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2. 취∙창업개발소위원회 :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한 위원회로 갈음한다.

      3. 심리상담지원소위원회 : 학생생활상담실 운영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제5조(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  

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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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조교육개발원

      가.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지침, 매뉴얼의 제정과 개정

      나. 각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 개발 효과성 분석

      다. 비교과 통합 시스템의 운영

      라.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 학습유형진단․핵심역량 진단

      마.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관리

      바. 비교과프로그램위원회 업무  

     2. 취·창업지원센터

      가. 진로·취업·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 진로·취업·창업역량 개발, 지원

      나. 진로·취업·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관리

     3. 학생생활상담실

      가.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

      나. 각종 심리검사, 학생문제조사, 상담교육훈련 및 지원

     4. 계열/과, 특별사업단 및 부서

      가.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②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열/과, 특별사업단, 부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교과 교육프로그램별 사전조사 및 분석

      2. 비교과 교육프로그램별 편성표 작성

      3. 비교과 교육프로그램별 운영계획 수립

      4. 비교과 교육프로그램별 운영 승인(내부결재)

      5. 비교과 교육프로그램별 운영

      6. 비교과 교육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결과를 포함한 운영성과 분석보고서 작성

      7. 비교과 포인트 제도 운영 

제6조(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성과관리) ①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계열/과, 특별사업단 및 부서는  

당해 연도 프로그램 종료 후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보고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프로그램별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프로그램별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당해 연도 계열/과, 특별사업단, 부서의 소관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매년 초 성

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비교과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비교과프로그램위원회는 프로그램 성과관리 주관부서가 제출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

서를 종합 분석하여 다음 당해 연도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개선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비교과프로그램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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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학생의 학습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역량 강화 비교과 과정

     2.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등 기초학습

     3. 기타 대학이 제공하는 기초학습능력강화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

제3조(학습역량강화자체평가위원회) ①학습능력강화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역량강화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사전조사 분석 및 반영에 관한 사항

     2.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내용 수립 여부에 관한 사항

     4.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5.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의 전문성 여부에 관한 사항

     6.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 실적에 관한 사항

     7.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성공 또는 우수사례 등 정성적 실적에 관한 사 항

     8. 기타 학습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창조교육개발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학과의 교수1인씩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창조교육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대내외 수요와 전년도 추진

실적을 토대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에 수립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학습능력 진단 프로그램

     2.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3.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4. 교직원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 지원

     5.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6. 기타 학습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계획의 추진) ① 창조교육개발원장은 제4조 각 호의 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창조교육개발원장은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① 창조교육개발원장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와 연차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

쳐야 한다.

     1.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결과

     2.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선 설문조사결과

     3.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분석결과

     ② 창조교육개발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외부의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창조교육개발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음 연도 계획에 대한 환류) ① 창조교육개발원장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 및 학과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창조교육개발원장은 개선이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장 및 학과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창조교육개발원장, 관계 부서의 장 및 학과의 장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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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창조교육개발원장은 환류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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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양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교양교육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창조교육개발원장, 교무처장, NCS지원센터장, 각 학부장 과 창조교

육개발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조교육개발원장이 된다.

제3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

    2. “교육과정 개발 편성 지침”에서 정한 교양과정 교과의 선정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창조교육개발원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회의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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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NCS지원센터 소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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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CS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라 한다)을 기

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NCS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NCS 기반 교육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05.01)

  2.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개정 2015.05.01)

  3.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개정 2015.05.01)

  4.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개정 2015.05.01)

  5.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업무(개정 2015.05.01)

  6. NCS 기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개정 2015.05.01)

  7. NCS 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개정 2015.05.01)

  8. NCS 기반 교육과정 질관리 지원 업무(신설 2015.05.01)

  9. 기타 NCS 기반 직업교육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업무(신설 2015.05.01)

제3조(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05.01)

제4조(센터장의 임무)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

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2. NCS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NCS 기반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NCS 기반 교과목의 세부 교수학습계획서, 사전진단 체크리스트, 수행평가서 개발에 관한 사항

    5. NCS 기반 교과목의 수행평가서 점수에 관한 사항

    6. NCS 기반 교육용기자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지원 사항(신설 2015.05.01)

    7. 기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5.05.01)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국고와 교비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기타)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에 준하고 별도로 정 할 수 있다(개정 

2015.05.0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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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군장원격교육원 소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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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장원격교육원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군장대학교 부설 군장원격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설립이념인 

“창조적 인간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과 교육과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원은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이념을 실현함과 동시

에 국민에게 수준 높은 온라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창조적 역량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3 조 (명칭) 본원은 군장대학교 부설 군장원격교육원이라 한다.

제 4 조 (위치) 본원은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500-3번지에 둔다.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 5 조 (원장) 본원의 원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본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조 (부원장) 삭제

제 7 조 (조직)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 운영위원회, 전임교원, 강사, 직원 및 조교를 두며, 

교학부, 콘텐츠개발부, 홍보부 및 학사지원부를 둔다.(신설)

제 3 장  교육과정

제 8 조 (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침에 

따라 각 과정별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을 1기로 두고, 각 기수 별로 모집한다.

제 9 조 (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전문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법률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침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0 조 (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과정의 수준을 감

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1 조 (설치과정 등) 본원의 설치과정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증받은 학점은행제과정(학점인정과정)

과 일반 평생교육과정(비학점인정과정)으로 하며, 교육과정편성표 및 과정별 정원은 변동사항 발

생시 또는 필요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조 (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를 준용한다.

제 13 조 (장학금) ①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및 기타 

본원의 위상을 크게 높인 학습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원장

이 따로 정한다.

       ② 수강중인 자가 징계처분 또는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

다.

       ③ 장학금 지급 등 세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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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개강좌

제 14 조 (공개강좌) 본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에 관한 사항은 공개강좌시마다 원장이 정한다.

제 5 장  회   계

제 15 조 (회계) 본원의 회계 관련 사항은 “예산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보   칙

제 16 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 조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① 본원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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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군장대학교 부설 군장원격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평생교육진흥

원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점 인정) 학습과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제 2 조 (학사관리) 본원의 학점은행제 학사관리는 소관규정 “학점은행제 학사관리 규칙”에 따른다.

제 3 조 (출석관리) 본원의 학점은행제 출석관리는 소관규정 “출석관리 규칙”에 따른다.

제 4 조 (장학금) 본원의 학점은행제 장학금지급은 소관규정 “장학금 지급 규칙”에 따른다.

제 5 조 (운영 교ㆍ강사) 본원의 학점은행제 운영 교ㆍ강사 관련 세부사항은 소관규정 “운영 교ㆍ강사 

규칙”, “강의료 지급 규칙”, “강의평가 규칙”에 따른다.

제 6 조 (조교) 본원의 학점은행제 조교 관련 세부사항은 소관규정 “조교 인사 규칙”에 따른다.

제 7 조 (기타) 본원의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 및 기타 소관규정을 준용하며,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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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과정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군장대학교 부설 군장원격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일반 평생교육

과정(학점 미인정) 학습과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평생교육과정 학사관리

제 2 조 (수업계획) 모든 교과목은 수업계획과 수업일정을 수업운영 플랫폼를 통하여 공지하    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① 수업계획에는 과목정보(과목명, 교‧강사명, 수업개요, 수업목표, 교재, 수업 진행방법 및 특

이사항)가 입력되어야 한다.

  ② 수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제물 부과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할 수도 있다.

        ③ 수업계획(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평가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④ 수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평가 및 수업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 3 조 (수업운영) 수업은 미리 제작된 수업 콘텐츠를 수업운영 플랫폼에 탑재하여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원장은 수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1강좌의 담당 교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팀티칭의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학습장을 설치하여 수업의 보조 또는 주요 수단으로 운영되는 오프라인 강좌     운영은 

금한다. 단 단기성 특강은 가능하다.

④ 군입대자가 수업일 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입대하는 경우에 입대일 을 기준     으로 해

당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 4 조 (과제물)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

다.

① 사전 공지해야 한다.

② 과제는 가능한 한 LMS 강의실 내에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우편    제출 방

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③ 과제물의 일정과 주제는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제 5 조 (장학금) 본원의 학점은행제 장학금지급은 소관규정 “장학금 지급 규칙”에 따른다.

제 6 조 (운영 교ㆍ강사) 본원의 학점은행제 운영 교ㆍ강사 관련 세부사항은 소관규정 “운영    교ㆍ강

사 규칙”, “강의료 지급 규칙”, “강의평가 규칙”에 따른다.

제 7 조 (조교) 본원의 학점은행제 조교 관련 세부사항은 소관규정 “조교 인사 규칙”에 따른     다.

제 3 장  평생교육과정 출석관리

제 8 조 (출석인정) 학습자의 출석인정기간과 출석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사일정의 기준일의 기준시각은 자정으로 한다.

        ② 출석인정기간은 수업계획서 상의 학기 중 수업을 이수한 경우 인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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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출석기록은 학사관리시스템(LMS)를 통하여 실시한다.

        ⑤ 천재지변과 서버 오류 등에 의하여 수업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지하고 해당하는 수업시간을 보완해야 한다.

        ⑥ 수업이수기간은 과정의 특성에 맞추어 정하고, 단위별(차시별) 콘텐츠 분량의      100% 이

상을 수강하여야 출석이 인정된다(부분점수 부여 불가).

        ⑦ 학습자가 군입대의 경우에는 총수업의 3분의 2이상을 수강하면 이수한 것으로 한    다.

제 9 조 (출석 불인정) 다음의 각 항에 대해서는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① 타인이 대리 출석한 경우

        ②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제 4 장 평생교육과정 수강신청과 등록

제 10 조 (등록) 등록과 학습비 납입 방법과 절차는 사전 공고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학습자는 입학 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과 기타 학비감면에 해당하는 학생도 전항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11 조 (수강신청) 원장은 수강신청의 자격∙제한과 절차는 사전 공고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수강신청은 본인의 책임 하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전산 입     력하여

야 한다. 다만, 필요 시 교육원의 방침에 의해 수작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과목은 낙제(F)가     된다.

제 12 조 (수강신청의 변경) 수강과목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금액이 동일

한 경우에는 학습비를 반환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다.

제 13 조 (수강과목의 포기 및 학습비 반환신청) 수강과목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신

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록3]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

항 관련)에 준한다.

제 5 장  학   적

제 14 조 (학적) 본 교육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적홈페이지에 학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최소 2년 이상 보존한다.

제 15 조 (학적 기재사항의 정정) 학적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   자 할 때는 

본인이 학사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정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16 조 (운영세칙)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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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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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 소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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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군장대학교(이하 “본대학교” 라한다.) 부설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 (소재) 본 센터는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십자들로 27에 둔다.(개정 2013.08.26)

제3조(목적) 본 센터는 자동차 관련 기술에 대한 양성교육 및 향상교육 등과 같은 전문직업기술교육  

운용과 산업체의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산학연 컨소시엄 등)과 같은 학‧산‧연‧관 협력 활동을 통  

하여 지역 내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및 기계관련 전문기술 직업교육 (양성교육, 향상교육, 재교육, 평생 교육, 위탁교육등)(개

정 2013.08.26)

    2. 유기적인 학‧산‧연‧관 협동 사업(현장 애로기술지도, 신기술교육, 산학연 컨소시엄참여, 산학공동 

과제연구 및 기계기술개발 등)에 대한 기술지원

    3. 자동차기계 관련 전공동아리 지원을 통한 전문기술인 양성(자동차연구회, CATIA동아리, RC카동

아리, 자동차자격증 동아리, 자동차 AV 동아리 등)(개정 2013.08.26)

    4. 각종 자동차튜닝시험 및 자동차 시험 성능 기술 용역 

    5. 웹기반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통한 실시간 산업체 기술지도 및 원격 교육 

    6. 자동차기계계열 학생들의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며, 현장실무에 관련된 교육 지원(개정

2013.08.26)

    7. (삭제 2013.08.26)

    8. 기타 본 센터의 설립 목적에 관련된 업무 추진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    장 : 1인

    2. 운영위원 : 10인 이내

    3. 직    원 : 약간명

제6조 (선임) 본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소장은 본 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삭제 2013.08.26)

    3. 직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08.26)

제7조(임무) 본 센터의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직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센터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기) 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9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그 산하에 교육‧ 행정관리부, 자동차기계생산기술혁신센터운영부, 산‧       
학‧연‧관지원부를 두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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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센터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3조(재정) 본 센터의 재원은 사업 수익금, 본 대학교 보조금 및 기타로 충당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 연도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②(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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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희롱 고충 상담실 소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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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군

장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본교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의 교직원, 외래강사, 연구원, 박사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및 기타 임시직, 학생, 교환학생을 말한다. 

    2.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특정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그 외 다른 수

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제22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적 용 범 위

제3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본교 모든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2.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군장대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이에는 교수(외래강사, 

외국인 교수 및 강사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포함)을 말한다.

제 3 장   처 리 기 관

제4조(성희롱・고충 상담실) 

    1.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

기 위해 본교 내에 성희롱・고충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2. 상담실 내에는 성희롱 처리부서 및 성희롱관련자 상담부서 그리고 업무효율을 위한 기타의 부서

를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상담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실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3.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의 조사

    4.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6.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 및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성희롱(성폭력) 처리에 관한 정책수립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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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1. 상담실을 대표하고 상담실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상담실장을 둔다. 상담실장은 본교 전임교원으

로 총장의 명에 따라 겸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2. 상담실에는 행정직원, 업무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조교를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계약직 상담

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재정 및 운영) 

    1. 상담실의 운영경비는 교비회계로 한다.

    2. 상담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처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예산서와 사업보고서를 

기획관리처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피해자 보호

제8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

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피해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

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

해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제 5 장   피해신고 및 접수

제10조 (신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실에 신고한다.

제11조 (신고접수 및 심의위원회 회부) 

   1.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2.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심의위원회(위원장 총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2)상담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경우

     3)상담실장 혹은 상담실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

인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4)피해자가 심의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상담실장 혹은 상

담실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한다.

     5)상담실장은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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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심 의 위 원 회 

제12조(심의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심

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조(기능) 

    1. 심의위원회는 상담실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2.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3.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하여 상담실장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

의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제14조(구성) 

    1. 심의위원장은 총장이 하거나, 제3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 회무를 통괄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여성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각 처장은 당연직 위원

이 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3.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징계 및 조처

제15조(조처) 상담실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조처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경우, 다

음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

    3. 금전적 피해보상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이외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처들

제16조(징계) 

    1. 상담실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

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1)교원 및 교직원 :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 처리

      2)학생 : 학칙 제12장 제64조 성희롱예방에 의해 징계처리한다.

    2. 상담실장은 징계가 의결된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가해자 공개실명사과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 실명사과를 할 수 있다.

      2)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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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회봉사 프로그램

      4)금전적 피해보상

    3. 징계가 부결된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

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5.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가중조처 및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실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가중조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성희롱상담실 조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

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제18조(재심의) 사건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

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담실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장  기  타

제1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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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의

거하여 군장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의사 존중 및 피해자 보호) 

    1. 성희롱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1차적 효력을 갖는다.

    2.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

가 있으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학과나 학번, 이

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변관련 사항과 사건관련 자료, 인상착의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희롱 상담실은 그 요청을 받아들

여야 한다.

    5. 사건처리를 위한 제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에

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7. 피해자는 사건의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 등의 내용에 대한 자료열람을 할 수 있다.

제3조(신고인 및 피신고인 보호) 

    1. 제3자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2.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

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고 등) 

    1.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조사과정에서, 상담실장은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고 면담시 면담 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제5조(소환방법) 

    1. 피신고인 및 사건관련자에게 전화, E-mail을 통하여 본인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2. 면담 요청시 성희롱 당해 사건 관련자임을 명시한다.

    3. 전화 및 E-mail을 통한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우편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1. 상담실장, 전문상담원, 행정조교, 운영위원회의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건당사자 및 참고인 그리고 사건처리 관련자는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당해 사건 관련자의 신원 노출을 하거나 명예훼손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피신고인이 조사 및 심의과정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열람을 허용한다.

제7조(중재) 

    1. 상담실장 혹은 상담실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원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부 전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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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양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

을 도출하도록 중재하며, 가해자가 성실히 실행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3. 상담실장은 필요한 경우, 제3의 중재 위원을 위촉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 중재로부터 발생한 합

의사항을 가해자가 실행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조사 및 심의) 

    1. 조사․심의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최종 조사․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단, 당사자의 요청이나 필요시 연장 할 수 있으

며, 연장 요청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3. 심의위원회는 조사․심의 시 피해자와 가해자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허락할 수 있다.

    5. 심의위원장으로 제3자가 위촉된 경우,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의 조사․심의 결과를 성희롱상

담실장에 통보한다.

    6. 성희롱상담실장은 사건의 심의․의결 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7. 심의위원회는 조사 시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8. 가해자가 내용증명발송을 통한 소환에 대하여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제9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당해사건의 당사자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2)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3)위원이 속한 학과 부서가 당해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2.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

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1항의 1),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및 조처) 

    1. 심의위원회는 징계요구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複數)의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다.

    2. 모든 징계 조치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피해자는 이 경우 제3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3. 상담실장은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조처사항 및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를 할 

수 있다.

    4. 사건의 공개 및 공개사과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의 장소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상담실장은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상담실에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7.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상담실 혹은 상담실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한다.

    8. 금전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심각성을 고려하고 가해

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9. 상담실장은 피해처리 및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0. 상담실은 규정 제10조의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 상에 공개한다.

    11. 상담실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



- 808 -

제11조(위원회수당)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의) 

    1. 상담실장은 사건당사자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사내용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조처사항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의를 진행한다.

    2.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 당사자 각각 1회에 한한다.

제13조(기록 및 자료보존) 

    1. 피신고인과의 면담 시 면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희롱관련자와의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2. 상담실은 성희롱 사건의 진위여부조사, 면담과정 및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 기록을 보존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01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01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전면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03월 01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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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생교육원 소관 규정





- 812 -

1.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의 설립정신에 따라 인간의 건전한 야심과 

풍부한 창조력을 조장하고 창조적 인간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

과 사회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칙 제80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명칭) 본 평생교육원은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위치) 평생교육원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군장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3.08.26)

제4조(설치과정)평생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학점은행제과정, 자격증취득과정,전문교

육과정, 예향교육과정 및 기타 필요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제5조(조직) 교육원에는 원장, 부원장, 전임교원, 강사,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6조(원장) 원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7조(부원장) 부원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구성) ①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이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원장, 처 단장을 당연직위원으로하고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위원을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3.08.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맡는다.(개정 2013.08.26)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제임 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8.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8.26)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08.26)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④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⑤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수강생 상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8.26)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11조(학습기간) 설치과정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

다.(개정 2013.08.26)

제12조(학습일수) 설치과정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08.26)

제13조(지원자격) ① 설치과정에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힘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개정 2013.08.26)

   ② 재학생 대상 교육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생 모집 및 선발) 설치과정의 수강생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모집 및 선발 한다. 다만 원장

이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에는 별도의 전형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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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설치과정 및 학습인원)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다.(개정 2013.08.26)

제16(입학원서제출) 각 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17조(입학시기) 입학시는 각 과정별 일정에 따른다.

제18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야간, 계절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원장이 위촉한 전임교원 및 강사가 담당한다.(개정 2013.08.26)

제19조(강사 위촉) ① 강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② 강사의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나 

그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과정개설) ①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관리지침을 준용하며 기타 과정의 개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수강생이 15명 이상인 경우 과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별도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1조(휴학) 삭제

제22조(복학) 삭제

제23조(퇴학) 삭제

제24조(제적) 삭제

제25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각 과정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개

정 2013.08.26)

   ②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총장 또는 원장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학습비 및 수강신청) ① 학습비는 위원화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개정 

2013.08.26)

   ② 학습자는 입학시에 학습비를 납부하고 과정개설 7일 이전까지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③ 삭제

   ④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학습비이 반환 등)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08.26)

제27조(등록시기) 삭제 

제28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동일하다.(개정 2013.08.26)

제29조(회계운영) 삭제

제30조(수입원) 교육원 수입은 다음과 같은 수입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3.08.26)

   1. 학습비

   2. 본 대학교보조금

   3. 위탁교육 지원금

   4. 기타수입

제31조(회계집행) 삭제

제32조(강의료) ① 강의료는 강의를 담당하는 자에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개정 2013.08.26)

   ② 강의가 교육원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③ 강의료는 4주단위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3.08.26)

   ④ 특수신분 강사의 강의료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08.26)

제33조(예산편성) 원장은 과정 개설 1개월 전까지 예산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3.08.26)



- 814 -

제33조의2(성과급) 평생교육원 교육 프로그림 운영, 홍보, 수강생의 모집 등 업무능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34조(학점은행제의 우선과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학점은행제 관리지침은 이 규정보다 우

선한다.(개정 2013.08.26)

제3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대학교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

어 원장이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정은 2007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규 정 시행당시 운영중인 사회교육원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운영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6원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운영중인 평생교육원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운영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운영중인 평생교육원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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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교류원 소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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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교류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외국과의 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장대학교 국제교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제교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제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교육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외국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의 자매결연

    4. 국제홍보,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유학 업무

    6. 어학센터 운영

    7. 본교생의 국외유학, 연수 및 교류지원 

    8.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업무

    9. 외국인 학생의 학사지도 및 상담 

    10. 외국인 학생 장학금 및 후생복지 업무

    11. 외국인 산업연수생 유치 및 관리

    12. 신입생, 재학생 국제문화교류

    13.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3조(국제교류원장) 

   ① 국제교류원에 국제교류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원장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어학 센터장) 

   ① 어학센터에 어학센터장을 두며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어학센터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③ 센터장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2(국제협력센터장)

   ①국제협력센터에 국제협력센터장을 두며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센터장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제5조(직원) 

   ① 국제교류원, 국제협력센터 및 어학센터에 약간명의 직원을 둘수 있음, 직원은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겸직시킬수 있다.

   ② 국제교류원의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운영위원) 

   ① 제2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제교류원에 운영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국제교육 운영위원는 국제교류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

제7조(재정) 국제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수입금 및 기타 외부지원금으로 한다.

제8조(세부사항) 외국과의 국제교육, 국제교류, 교환교수 및 학생교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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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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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학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어학센터의 명칭을 군장대학교 어학센터(이하“어학센터”)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어학연구와 언어교육의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어 및 

한국어의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화되어 가는 국제사회에 진출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

치된 어학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어학센터는 군장대학교 국제교류원내에서 운영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 또는 국외에

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어학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학 및 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외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3. 어학교재 및 학술 교재와 그와 관련된 출판물의 간행

    4. 어학교육과 관련된 여러 행사의 진행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① 어학센터는 센터장 1인과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어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어학센터에 어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의 임무와 책임은 따로 정한다.

제6조(구성) ① 어학센터장은 어학센터를 대표하며 어학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원 임명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어학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한사운영

제8조(교육과정) 어학센터 교육과정은 외국어강좌, 한국어강좌 등으로 구성하며, 그 외에 어학교육에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교육대상) 어학센터의 정규어학강좌 및 한국어강좌의 교육 대상은 본교 재학생, 일반인 및 외국인

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강사) ① 어학센터의 강사는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어학센터의 강사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③ 어학센터의 강사의 위촉 및 제반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료 및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기타운영) 어학센터에 개설된 강좌의 교육내용, 학제, 지원절차, 등록 및 환불, 휴학 및 복학, 장

학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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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업, 재정, 회계

제13조(재정) 어학센터의 재정은 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본교의 학칙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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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장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동법시행령 

제24조의8 및 교육부의「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하여,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기술연수생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이나,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파견되어 수학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어학연수생’이라 함은 본교 국제교류원 어학센터에서 입학심의를 받아 한국어 및 다른 언어 연수

를 목적으로 수학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 ‘기술연수생’이라 함은 본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입학심의를 받아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수학하는 외

국인을 말한다. 

제3조(총괄지원부서) 유학생 및 연수생의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유학생 및 연수생 총괄지원은 국제교류원에서 한다. 

  2. 유학생 총괄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계열과 학과, 어학센터 및 평생교육원 등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학적자료 관리부서) 유학생 및 연수생의 학적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유학생 중 학부생의 학적자료는 교학처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2. 어학연수생의 학적자료는 어학센터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3. 기술연수생의 학적자료는 평생교육원등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학업 및 생활 관리

제5조(학사 및 성적관리) 1. 유학생의 학사․성적관리는 해당학과 및 교학처에서, 어학 연수생의 학사․성
적관리는 어학센터와 기술 연수생의 학사․성적관리는평생교육원에서 하여야 한다.

  2. 학과, 어학센터, 평생교육원의 유학생 및 연수생 지도교수는 매 학기 중 해당학과 소속 유학생과 

연수생의 학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성적이 저조한 학생의 성적향상 방안에 관해 지도하여

야 한다.

  3. 국제교류원에서는 유학생 중 학업성적저조자(평균평점 2.0미만인 학생)를 대상으로 매 학기말 상담

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어학센터에서는 어학연수생이 연수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신소재

가공전공은 2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국제교류원과 어학센터에서는 유학생이 학위과정을 졸

업할 때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신소재가공전공은 3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국제교류원과 평생교육원에서는 기술연수생이 연수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필요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출결관리) 1. 수업 지도교수는 유학생 및 연수생의 출결사항을 매시간 확인하고 결석자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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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 학과, 어학센터, 평생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학과, 어학센터, 평생교육원에서는 유학생 및 연수생이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무단결석 시 국제

교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국제교류원에서는 유학생 및 연수생의 결석사유를 확인하고 문제 사항이 있을 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활동) 1. 유학생 및 연수생 지도교수는 매학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일지를 작성

하여 매 학기말 국제교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제교류원에서는 상담이 필요한 유학생과 연수생이 있을 때에는 상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제교류원에서는 연수생을 매학기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1. 본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유학생보험

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 9월말까지 보험가입증명서를 국제교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유학생 및 연수생이 재학기간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본교에 입학하는 유학생 및 연수생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제

교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숙소관리) 1. 본교에 입학하는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관에 우선 입실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생생활관에서는 유학생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유학생 및 연수생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해당학과, 어학센터 및 평생교육원에서는 매 학기 초 본교 학생생활관 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및 

연수생의 숙소에 관한 기본정보를 국제교류원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4. 국제교류원에서는 유학생 및 연수생의 숙소에 관한 기본정보를 파악 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국 관리업무

제10조(출입국업무 담당) 유학생 및 연수생의 사증발급신청,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등 출입국 

관련 제반사항은 국제교류원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1. 국제교류원에서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말까지 유학생 정보시스

템에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제교류원에서는 학기말 유학생의 성적정보를 유학생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학적자료 관리부서

에서는 매학기 1월말, 7월말까지 유학생의 성적을 국제교류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국제교류원에서는 매학기 연수 종료 후 연수생의 성적 및 출결정보를 유학생 정보시스템에 입력하

여야 한다.

제12조(변동신고) 1. 유학생 및 연수생의 제적, 휴학, 복학, 자퇴 및 졸업 등 학적변동 신청 시에는 국

제교류원의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2. 유학생 및 연수생의 미등록, 무단결석, 행방불명 등 학업이탈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해당학과, 어

학센터와 평생교육원에서는 유학생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학업이탈사항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제교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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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교류원에서는 학적변동 및 학업이탈사항을 유학생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출입국관리법」 제19조4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8의 변동신고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를 미이행한 부서의 책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본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기 타

제15조(관리수당) 국제교류원 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학생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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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생생활관 소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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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생활관(기숙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목표) 생활관은 학생의 복지증진과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며, 규율과 질서에 의한 공동생

활의 체험을 통해서 사생 상호간의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학풍조성을 도모하는데 운영의 목

표를 둔다.

제3조 (운영기간) 생활관은 개강 1일 전부터 종강 1일 후까지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

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휴관기간에는 관생이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숙할 수 

없다.

제4조 (이용제한) 생활관 및 부대 시설물은 관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단, 총장은 관생 생활에 불편

을 주지 아니하고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 (직제) ① 생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장과 사감, 그리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생활관장은 전임교원 및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생활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생의 생활 및 학습에 관한 사항

    2. 관생의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시설 및 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사 및 퇴사,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6. 학생 급식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감독

    7. 관생 점호 및 호실 배치에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입사자격 기준) 생활관 입사는 본교 재학생 및 신입생으로 매 학기 등록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등급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

    2. 원거리 거주자

    3.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

    4. 저학년

제7조 (입사자격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할 수 없다.

    1. 퇴사처분을 받은 사람

    2. 생활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사한 사람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4.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5.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관생정원 및 선발) ① 관생정원은 당해년도 시설에 준하며, 학년별 비율은 2학년 이상 관생이 

정원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신입생 입사등록이 미달할 경우 타학년 지원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입사등록 후 결원보충을 위하여 입사 후보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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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활관장은 선발된 입관생 명단을 교학처 학생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입사절차) ①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관생선발 기간 중에 소정의 입사원서를 학생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장은 입사일 7일 전까지 관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선발된 관생은 입사일 2일전까지 입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입사는 학기 단위로 허가하며, 중간 입사는 당해 학기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퇴사) ① 학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사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사 3일 전에 보호자

연서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의 퇴사한 사람은 다음 학기까지 재입사할 수 없다.

  ③ 명(命)퇴사자는 재입사할 수 없다.

  ④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생에게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생활관장 및 직원의 지도에 불응한 자

    2. 소정의 벌점을 받은 자

    3. 사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4. 생활관비를 체납한 자

    5. 학교 미등록자

    6.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및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등급 미만을 취득한 자

    7.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로 판정된 자

    8.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1조 (생활관비) ① 총장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관생이 납부해야 할 입사비 ․ 관리비 ․ 식비 등 생활관

비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 생활관비의 납부는 학기납으로 한다.

  ③ 일단 납입된 생활관비는 퇴사 등의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자치회 구성) 삭제

제13조 (사내생활) ① 모든 관생은 관생수칙에 따라 생활관에서의 생활에 임해야 한다.

  ② 관생수칙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생활관 운영위원회

제14조 (목적) 생활관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생활관장

    2. 위원 : 기획관리처장, 교학처장, 행정안전지원처장, 국제교류원장, 각 학부장, 학생담당, 총학생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총장이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간사 : 생활관 담당직원

제16조 (회의 및 기능)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수칙 및 제규정의 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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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사자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

    3. 생활관비 책정 및 예 ․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4. 생활관 자체 사업계획 및 승인

    5. 기타 생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3 장 적용 예외

제17조 (규정적용예외) 군장대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생활관 운영주체가 변경되어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

라 생활관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를 수입하고 이용한다.

    1. 수집 항목 : 성명, 학과, 학년, 생년원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보호자(성명, 관계, 

연락처), 긴급연락처(연락처, 성명, 관계), 사진, 계좌정보, 장애여부

    2. 이용 목적 : 생활관생 모집 및 생활관생 관리

    3.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사 관련 서류 3년, 생활관 및 관생 관리 서류는 1년으로 한다.

    4. CCTV는 본 대학 CCTV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9조(생활관 부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생활관 부대시설  게스트룸 사용에 있어 정규수업을 위하여 

타지역에서 내려온 대학 소속 교원은 수업일자 4일 이내, 대학에 10년 이상 근무한자가 방문 시 본인

에 한하여 무료로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게스트룸의 이용일 어려울 경우 관사를 이용할 수 있

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1999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3월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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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생활관 사생수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생활관에서 명랑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수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 사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 (생활관비 납부) ① 입사시에는 규정에 의한 생활관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일단 납입된 생활관비는 퇴사, 군입대, 취업, 휴학등의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실배정) 사실은 생활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일단 배정된 사실은 사생들간에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제5조 (사생증) ① 사생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분실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퇴사시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외부인의 출입통제) 사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사내에 동행할 수 없으      

     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하여야 한다.

제7조 (일과시간) 사생의 일과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간

기   상      07:00

조   식      07:00~08:30

석   식      18:00~19:00

점   호      23:00

폐   문      24:00

제8조 (점호) 생활관장과 부관장은 매일 점호를 통하여 인원점검 및 침실청소, 위생상태를 점검하       

     여야 한다.

제9조 (식사) 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타인의 식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결식시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식당 출입시 예의바른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⑤ 개인별 취사는 일체 금한다.

     ⑥ 식사는 일요일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일 2끼(아침-저녁)를 제공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토요일은 점심-저녁을 제공한다.

제10조 (외출․외박) ① 외출․하고자 하는 자는 1일전에 반드시 생활관장을 경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외출, 외박일지에 연락처, 행선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외출․외박 복귀시 반드시 외출, 외박 일지에 복귀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생활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출 복귀시간은 24:00로 정하며 그 이외에는 허가되지 않은 외박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유의 및 금지사항) 생활관내에서는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야 한다.

      1. 전열기구 임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

      2. 취사도구 사용을 금한다.

      3. 승인없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

      4. 도박 및 음주, 고성방가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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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출시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 사        

      물은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한다.

      6.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해서는 안된다.

      7. 집기 및 배정된 물건은 무단 이동하거나 임의 가공 해서는 안된다.

      8. 기타 사내 질서 유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2조 (광고 및 게시) ①모든 광고는 게시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생이 사내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문서를 배포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모든 광고의 철거 소멸은 관계자 이외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환자발생 보고)환자 발생시에는 생활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고 및 절차) ① 도난․상해․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관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모든 습득물은 생활관 사무실에 맡겨야 하며 사무실에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건 및 위생) ① 타인의 침대 및 침구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세탁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세탁할 수 있다.

제16조 (변상) 공용물의 파손․분실시에는 개인 또는 공동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관리) ① 전기․수도․라디에터 등의 고장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생활관장      

     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② 사내 기물의 이동을 금한다.

제18조 (행사) 사내의 모든 행사는 5일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벌칙) 생활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경고 또는 퇴사처분 할 수 있으며 벌점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경고처분

        가. 벌점이 5점인 경우

        나.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5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2. 퇴사처분

        가. 생활관 운영규정에 열거한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행위

        나.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7점에 해당될 때

        다. 경고처분 후 벌점 2점 이상을 추가하였을 때

제20조 (강제퇴사) 생활관장은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강제 퇴사처분 할        

     수 있다.

      1.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2. 휴학자 및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사내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하거나 위험물을 반입한 자

      4. 사내에서 음주․폭행․난동을 한 자

      5. 비품 및 공공시설을 파괴한 자

      6. 불법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한 자

      7.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8. 생활관비 체납자

      9. 남녀 혼숙한자

     10. 생활관 주위 민간인에게 대민 피해를 입힌자   

     11. 기타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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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징계 및 상벌상신) ① 생활관장은 학생생활관 규정 및 이 사칙을 위반하는 사생에 대하        

     여 학생 지도위원회에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② 생활관장은 생활관 생활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사생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22조 (수칙적용예외)  군장대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생활관 운영주체가 변경되어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라 생활관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 수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수칙은 1999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01년6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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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점  기  준  표

내                 용 벌 점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된 자

절도행위․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단체생활 부적격 자

사내생활과 무관한 단체활동을 행한 자

불온유인물 제작 및 배포자

사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사내에서 음주․도박․폭행행위자

외부인을 사내에 숙박시키는 행위자

남녀 혼숙한 자

무단 외출․외박행위자(사전 허락이나 연락 없이 자정 넘어 들어온 자)

기숙사 주위 민간인에게 대민 피해를 입힌자

사내 기물 및 시설물을 손상․파손한 자

사내에 인화물질․위험물 등을 반입한 자

사내에서 취사행위를 한자

배정된 사실을 사생 임의로 변경한 자

낙서․부착물을 훼손한자

외부인을 무단 입실시킨자

시설물의 무단 변형 행위자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자 

7(퇴사)

7(퇴사)

7(퇴사)

7(퇴사)

7(퇴사)

7(퇴사)

7(퇴사)

7(퇴사)

7(퇴사)

7(퇴사)

7(퇴사)

5

5

5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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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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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뷰티임상연구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부설 뷰티임상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산 3-3)내에 두고 연구소의 사업목적을 달

성  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피부미용관련 분야의 학문을 연구개발하고, 피부미용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피부미용(에스테틱, 헤어디자인, 뷰티메이크업, 뷰티코디네이션, 뷰티마케팅 및 창업경

영)에 관련된 학술, 기술, 및 임상조사연구

    2. 피부미용 관련 전공심화 교육과정 운영

    3. 논문집 발간 및 학술 행사

    4. 피부미용관련 산업체와의 연구교류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      장 : 1인

    2. 분  원  장 : 약간명

    3. 책임연구원 : 약간명

    4. 연  구  원 : 약간명

    5, 연구보조원 : 약간명

    6. 사  무  원 : 약간명

제6조(선임) 본 연구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분원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타 대학 교원 또는 산업체 관련 인사 중

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사무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무)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분원장은 본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한다.

    3. 책임연구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연구팀의 연구업무를 주관한다.

    4.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5. 사무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기)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837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교원 또는 책임연구원중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 주관 학술 행사와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타 모든 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5. 연구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3조(재원) ①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 연구 보조금, 외부 위탁연구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

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은 총 수령액의 20% 범위내에서 연구소 운영

비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칙)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군장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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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산업연구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사회경제에 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 지역 발전

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가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제3조(활동)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정기적인 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개최

    2. 관광관련 산업체와 연계강화

    3. 산업체와의 공동연구사업

    4. 연구보고서 및 연구 논문의 발간

    5. 연구자료의 수집

    6. 공동연구 분야를 개발하여 연구원의 공동참여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 2 장   임    원

제4조(임원) 본 연구소는 소장, 감사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5조(소장)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제6조(감사)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간사) 간사는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며, 소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8조(운영위원회) 본 연구소는 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2. 연구원 자격심의

    3. 소장의 자문요청에 관한 심의

    4. 기타 중요사항 심의

제9조(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 4 장   연 구 부

제11조(연구부) 본 연구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로 연구부를 둔다.

    1. 호텔 및 외식산업 연구부 

    2. 여행사경영 연구부  

    3. 관광개발 연구부 

    4. 관광정보센터

    5. 국제관광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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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역경제 연구부

    7. 관광정보시스템 연구부

제12조(연구부별연구부) 소장은 필요에 따라 본 연구소 내에 특별연구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부 직무 및 역할) 관련 연구부의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호텔 및 외식산업 연구부 - 국내외를 망라하여 호텔사업체와 외식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이론과 

    실제의 사례연구자료를 제시하여 생산성 향상의 연구를 심층 분석하여 이론적 배경을 설정한다.

    2. 여행사경영 연구부 - 여행사경영연구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3. 관광개발 연구부 - 관광개발 및 폐광지역 관광개발 연구를 담당한다.

    4. 관광정보센터 - 관광정보관련 등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5. 국제관광 연구부 - 국제관광 관련 사업연구 및 조사 활동을 담당한다.

    6. 지역경제 연구부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반 연구를 담당한다.

    7. 관광정보시스템 연구부 - 관광정보시스템 설계 및 제반연구를 담당한다.

제 5 장    연  구  원

제14조(연구원) 연구원은 전임교원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산업체 근   

무자 중에서 위촉할 수도 있다.

제15조(연구보조원) 본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임명한다.

제 6 장   재    정

제16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지원금 및 학술연구비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학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 7 장   보    고

제19조(보고) 소장은 총장에게 다음의 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보고서(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 활동상황)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원의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된다.

②(시행세칙) 본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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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부설 한국 외식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808-8)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서 외식사업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련산업의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발전 및 나아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식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수탁 과제 및 용역의 수행

    3. 외식사업체 기업진단 및 신규사업 컨설팅

    4. 외식사업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5. 산업체 기술지도 및 자문

    6. 식재료의 개발

    7. 식품 유통 및 케이터링(catering)

    8. 논문집, 정보집 발간,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9. 외식사업 관련 벤처기업(또는 지역 법인) 지위 획득 및 역할 수행

   10. 기타 관련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 1인

    2. 연구원 : 약간명

    3. 사무원 : 약간명

    4. 기타 연구 및 사업에 필요한 인력 : 약간명

제6조(선임) ① 소장은 군장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이 선임  

     한다.

   ③ 사무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④ 소장은 기타 특수 연구 및 사업에 인력이 필요시 별도의 연구인력을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본 연구소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사무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기) 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9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위원회는 관련학과(군장대학교 및 타 대학) 전임교원 및 관련 산업체 인사 중 소장이 위촉  

 한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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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관련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주관 학술행사의 제반절차에 관한 사항

    5. 논문집, 정보지 발간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지역법인)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3조(재정) ① 본 연구소의 재원은 군장대학교의 연구 보조금, 국가지원금 수탁 연구비, 산업체       

  및 공공단체의 용역연구비 또는 지원금으로 한다.

   ② 연구소를 통한 외식경영 및 식품개발 관련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의 3%로 충당한다.

   ③ 본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 및 수익금은 총 수령액의 80% 범위 이내에서 연구소 운영

비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본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의 일부를 연구소 기자재 확보를 위해 제공한다.

   ⑤ 벤처기업(또는 지역법인화 사업)에 대한 재정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안

1조(명칭)『군장대학교 외식사업연구소』를 『군장대학교부설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소』로 정정한다.

2조(소재)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산 3-3)을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로 정정한        

  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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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개발연구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연구소는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산학을 연계하여 공동 연구함으로서 지

역의 산업발전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소의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산학 연계체제의 확립과 공동연구 개발 사업

    2. 기업진단과 경영 기술지도

    3. 과학적 경영이론에 관한 자문과 기술협조

    4. 기업회계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조사 연구

    5. 연구지 발간과 연구자료 개발사업 및 학술행사

    6. 각종 용역사업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 1인

    2. 운영위원 : 8인 이내

    3. 간사 : 1인

    4. 연구원 : 약간 명

    5. 특별연구원 : 약간 명

    6. 보조연구원 : 약간 명

제6조(구성원의 선임) 1.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간사는 소장이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4. 연구원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5. 특별연구원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외부의 전문가(타 대학 교원 또는 산업체 관련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6. 보조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외부의 관련 인사 중에서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할 수 있

다.

제7조(구성원의 기능)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실무를 관장한다.

    3.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보조연구원은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임원임기) 소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연구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1.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의결)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

을 때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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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기능)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주관 학술행사와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모든 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6. 연구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재정) 1. 연구소의 재원은 본 대학교 연구보조금, 외부 연구보조금, 공공단체에서 지원하는 과제 

연구비, 외부위탁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 및 기타 수익금은 총 수령액의 20% 범위내에서 연구소 운영

비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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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기초음파연구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부설 전자기초음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전자기 및 초음파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 지원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의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자기 및 초음파와 관련된 연구

    2. 관련된 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3. 수탁 과제 및 용역의 수행

    4. 전자기 및 초음파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5. 산업체 기술지도 및 자문

    6. 논문집, 정보지 발간,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7. 기타 관련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 1 인

    2. 연구원 : 약간명

    3. 사무원 : 약간명

    4. 기타 연구 및 사업에 필요한 인력 : 약간명

제6조(선임)

    1.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2. 연구원은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중에서 소장이 선임

한다.

    3. 사무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4. 소장은 기타 특수 연구 및 사업에 인력이 필요시 별도의 연구인력을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사무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기)

    1. 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위원회는 공업계 관련학과 전임교원 및 관련 산업체 인사 중 소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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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

이 결정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관련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주관 학술행사의 제반절차에 관한 사항

    5. 논문집, 정보지 발간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3조(재정) 

    1. 본 연구소의 재원은 본 대학교 연구보조금, 국가지원금 수탁 연구비 산업체 및 공공단체의 기부

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 및 수익금은 총 수령액의 10% 범위내에서 연구소 운영비

와 학교 공동경비로 제공되어야 한다.

    3. 기타 특수 연구 및 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의 일부를 연구소 기자재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적립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    칙

제15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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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르텍스디자인연구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부설 아르텍스디자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연구소는 최첨단교육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Textile Design을 연구, 개발하

여 새로운 생활문화를 선도하고 산학을 연계하여 공동 연구함으로서 지역의 섬유산업 발전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소의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산학 연계체제의 확립과 공동연구 개발 사업

    2. 도내 업체 최첨단 기술지도

    3. 도내 업체나 학교 및 작가들 Digital Textile Print 장비 공동 사용

    4. Textile 디자인 연구개발 및 섬유제품 개발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 1인

    2. 운영위원 : 7인 이내

    3. 간사 : 1인

    4. 연구원 : 약간 명

    5. 특별연구원 : 약간 명

    6. 보조연구원 : 약간 명

제6조(구성원의 선임) 1.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간사는 소장이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4. 연구원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5. 특별연구원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외부의 전문가(타 대학 교원 또는 산업체 관련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6. 보조연구원은 필요에 따라 외부의 관련 인사 중에서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할 수 있

다.

제7조(구성원의 기능)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실무를 관장한다.

    3.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보조연구원은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임원임기) 소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연구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의결)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

을 때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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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기능)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주관 학술행사와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모든 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6. 연구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재정) 1. 연구소의 재원은 본 대학교 연구보조금, 외부 연구보조금, 공공단체에서 지원하는 과제 

연구비, 외부위탁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 및 기타 수익금은 총 수령액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소 운

영비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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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문화연구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다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608-8)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다문화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가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제4조(활동)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 다문화,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가정, 다문화 축제

    2. 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개최

    3. 다문화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 사업

    4. 연구보고서 및 연구 논문의 발간

    5. 연구 자료의 수집

    6. 공동연구 분야를 개발하여 연구원의 공동참여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      장 : 1인

    2. 수석연구원 : 1인

    3. 연  구  원 : 약간명

    4. 간      사 : 1인

제6조(선임) 본 연구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수석연구원, 연구원, 간사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타 대학 교원 또는 다문화 관련 기관 인사 중

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무)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연구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연구업무를 주관한다.

    3. 연구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4.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실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기)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9조(운영위원회) 본 연구소는 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

다.

    1.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2. 연구원 자격심의

    3. 소장의 자문요청에 관한 심의

    4. 기타 중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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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제11조 (위원장)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지원금 및 학술연구비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보고하고 학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02월 01일부터 시행된다.

②(시행세칙) 본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

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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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선·해양레저기술연구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부설 조선․ 해양 레저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연구소는 군장대학교에 설치하되, 산업체에 요구에 의하여 외부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연구소는 산․학․연․관 공동으로 조선․ 해양레저 산업기술에 학술적, 실무적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의 산업발전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소의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선․ 해양레저 산업에 관한 산․학․연․관 연계체제의 확립 

    2. 조선, 해양, 레저(보트․ 요트) 및 아쿠아 빌라(수중 팬션)에 관한 공동연구 및 기술지도

    3. 해양 레저 (보트․ 요트)에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4. 연구지 발간 및 학술행사

    5. 조선, 해양 및 레저의 차세대 기술 수요에 대비한 기초기반기술의 개발

    6. 함정기관에 관한 학․군 공동연구 및 기술지도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업무

제5조(조직 및 구성)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 1인

    2. 운영위원 : 8인 이내

    3. 자문위원 : 약간 명

    4. 간사 : 1인

    5. 해양레저기술연구팀장, 조선기술연구팀장, 함정기술연구팀장 

    6. 연구원 : 약간 명

제6조(구성원의 선임) 1.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유관기관 전문가 중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5. 연구원은 본 대학교 교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구성원의 기능)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실무를 관장한다.

    3. 연구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보조연구원은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임기) 1. 소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원의 임기는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원) 연구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1.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의결)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

을 때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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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주관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5. 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

    6. 연구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7. 외부 연구용역 수주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재정) 1. 연구소의 재원은 대학교 및 외부의 연구보조금, 외부수탁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모든 연구비 및 기타 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소 운영비로 충당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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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리울사회적기업연구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부설 아리울 사회적기업연구소(이하‘연구소’라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적인 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개최

    2. 사회적기업체와 연계강화

    3. 사회적기업체와의 공동연구사업

    4. 사회적기업 연구보고서 및 연구 논문의 발간

    5. 사회적기업 연구자료의 수집

    6. 사회적기업 공동연구 분야를 개발하여 연구원의 공동참여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5조(조직) ① 본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본 연구소에 회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1인

    2. 간사 1인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 본 연구소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명예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연구원, 명예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ㆍ연구한다.

제9조(보조연구원) ① 연구소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

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회계,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공개강좌 개설)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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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회비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계년도)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군장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② 소장은 총장에게 다음의 각 사항을 익년 회계연도 2월 28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보고서(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 활동상황)

    2. 연구원의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제15조(예산 및 결산)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

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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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만금문화컨텐츠연구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부설 새만금문화콘텐츠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새만금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를 연구하고, 스토리를 개발하여 이를 문화콘텐츠

로 연결시켜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의 문화관광 진흥을 꾀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제4조(활동)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지역의 역사문화 자료 수집, 새만금지역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

    2. 새만금지역 역사문화자산의 스토리텔링화 작업

    3. 군산시 문화관광 발전 방안 연구

    4. 전북 도내 문화관광역사 관련 학자들고 교류

    5. 새만금지역 내 문화콘텐츠포럼 개최

    6. 중앙정부 지원사업 연계

제5조(구성)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 5인 이내

    2. 소장 : 1인

    3. 운영위원 : 소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

    4. 간사 1인을 포함한 연구위원 : 약간 명

    5. 기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구성원을 둘 수 있다.(예 정책자문, 콘텐츠개발 등)

제6조(선임) 본 연구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의해 추천, 총장이 위촉한다.

    2.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용한다.

    3. 운영위원, 연구위원, 간사 등 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타 대학 교원,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새만

금 관련 기관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무)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운영위원은 소장과 함께 연구소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4. 연구위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5.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실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기)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본 연구소는 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

다.

    1.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2. 연구위원 자격심의

    3. 소장의 자문요청에 관한 심의

    4. 기타 주요사항 심의

제10조(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5인 이내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2조(재정) 1. 연구소의 재원은 대학교 및 외부의 연구보조금, 외부수탁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모든 연구비 및 기타 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소 운영비로 충당 할 수 있다.



- 855 -

제13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

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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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체동작연구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인체동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구소의 소재지는 전북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군장대학교 물리치료과

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의 목적은 본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창조적으로 인체동작을 연구하는데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동작연구와 산업체 근골격계 근로자의 동작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인체동작 연구의 증진 및 연구결과의 발표, 토의 

    2. 청소년들의 자세 평가 연구 

    3. 산업체 근로자의 동작 연구 토대로 작업환경 개선 연구

    4. 산업체 근로자의 근골격계 재활 상담 및 중재

    5. 전조에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활동 

제 2 장   연 구 원

제5조(연구원의 자격) 본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국내․외 개인과 단체는 회원이 되며 회원 가

입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제6조(분류) 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나누며,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을 말하며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3. 명예회원은 이 모임의 목적과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회원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연구소의 변경, 해

산, 예산, 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회원은 본 연구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매월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연구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연구소가 정한 회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 모임의 활동에 참여

할 의무,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연구소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탈퇴와 제명)

    1.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전에 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연구소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때

    3)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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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    구

제 1 절 총  회 

제10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소집)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의

결이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총회는 이 모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재적회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위임행사 할 

수 있다. 특히, 정기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

    3. 결산 및 예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4.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5. 기타 중요안건의 의결

제13조(임원의 선출) 이 모임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위원 약간명

    3. 감사 

제15조(소장의 임기)

    1.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1.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소장 및 군장대학교 물리치료과 소속 전임교수로 구성된다. 

    3. 소장은 매 반기 1회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제17조(감사)

    1. 감사는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

제18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안)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안) 

    4.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19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위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권한) 운영위원회는 이 모임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회칙에 명시된 위원회와 활동기구

를 조직 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제20조(사무국)

    1. 이 모임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소장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연구원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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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회계년도)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산)

    1. 본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본 단체의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4. 기본재산을 취득, 임대, 처분, 양도, 기타 저당권 설정 등을 설정하거나 감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5.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재산수익 방법)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입으로 사업비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및 기부금품

    3. 사업수익금

    4. 기본재산의 과실

    5. 기타수입

제24조(예산 및 결산) 

    1. 본 단체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

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단체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5조(회계감사) 감사는 년 1회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기 감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7조(해산 및 합병)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단체와 합병할 때에는 운영회의에서 재적 회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운영회의의 의결에 따라 청산할 수 있

다.

제29조(회칙변경) 본 단체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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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창교육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2008.07.24

심의 2008.09.25

설치 2008.10.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동학원의 창시자이며, 군장대학교의 설립자인 학창 이종록의 창조교육사상을 

연구함으로써 교육학의 새로운 발전과 인재육성의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설치한 연

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부설 학창교육연구소(이하 “학창교육연구소”라 한다)라 칭

하며 군장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사업) 학창교육연구소는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창 이종록의 창조교육 이념과 목적에 관한 연구

    2. 학창 이종록의 창조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3. 학창 이종록의 교육사상 관련 자료 수집 및 제공

    4. 학창 이종록의 교육사상과 업적에 관한 전문적 학술연구

    5. 광동학원 건학이념 계승․보전 사업 지원

    6. 군장대학교 창조교육관 학창기념관 운영 지원

    7. 학창교육연구소 학술지 및 연구소보 발간

    8.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9. 기타 학창교육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학창교육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사무직원과 사무보조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소장) ① 소장은 군장대학교 재직 조교수 이상의 교원, 외부인사로서 교육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

자 중에서 군장대학교 총장(이하“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학창교육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군장대학교 재직 조교수이상의 교원, 외부인사로서 교육학 분야 박사학

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은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중 2인 이내에서 상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상임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10인 이내로 둔다.

   ② 소장과 학교법인 광동학원 산하 군산중앙중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의 교장․교감․연구부장 교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이 외의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①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② 건학이념 계승․보전 사업 지원 및 창조교육관 학창기념관 운영을 위해 군장대학교 부속 창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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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에서 파견․배속된 연구원은 군장대학교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학사학위 이상 석사학위 과정중이거나 석사학위 

이상 박사과정인자로 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직원 및 사무보조원) ① 사무직원 및 사무보조원은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위원

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직원 및 사무보조원은 전문학사과정 이상으로 한다.

   ③ 사무직원 및 사무보조원은 운영위원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장대학교 창조교육관 학창기념관 운영위원을 겸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과 약간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여 10인 이내로 두고,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수립

    2. 연구소 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연구 분과의 설치 및 연구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재적 위원 3분

의 1이상의 동의로 부의한 사항

제11조(의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는 위

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군장대학교 연구지원금

    2. 연구위원 출연금

    3.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4. 기타의 수입

제13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군장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4조(승인 및 사업보고) ①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

   ②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사업계획 및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1. 연구소의 사업 운영보고

    2. 연구소의 사업 계획 및 예산서

    3. 연구소의 연구업적 보고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재산의 귀속) 연구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군장대학교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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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    칙

제16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장대학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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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재생에너지연구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 부설 신재생에너지연구소(이하‘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명의의 정기간행물 발간

2. 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자료수집 및 자문활동

3. 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연구의 수행 및 지원

제 2 장  조  직

제5조(구성)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운영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추천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활동과 행정을 총괄한다.

 ③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본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간사 및 연구소장이 위촉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 규정 제·개정의 발의, 시행세칙의 작성,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재   정

제9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교외 연구용역비

2. 연구소 시설 및 기자재 사용 및 임대료

3. 교내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

4. 기타 보조금

제10조(연구비) 본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예․결산) 본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소장은 본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소장은 본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863 -

14. 항공산업연구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설 항공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

한다.

제2조(소재) 연구소는 군장대학교(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연구소는 산·학·연·관 공동으로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학술적, 실무적 연구를 수행하여 지

역의 산업발전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소의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항공 산업에 관한 산·학·연·관 연계체제의 확립

    2. 항공 산업 전반에 걸친 공동연구 및 기술지도

    3. 항공 레저에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4. 연구지 발간 및 학술행사 

    5. 항공 및 레저의 차세대 기술 수요에 대비한 기초기반기술의 개발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업무

제5조(조직 및 구성)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 1인

    2. 운영위원 : 8인 이내

    3. 자문위원 : 약간 명

    4. 간사 : 1인

    5. 연구원 : 약간 명

제6조(구성원의 선임)

    1. 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은 유관기관 전문가 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4.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5.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본 대학교 교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7조(구성원의 기능)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실무를 관장한다.

    3. 연구원은 소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보조연구원은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임기)

    1. 소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과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원의 임기는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원) 연구소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1.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의결)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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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주관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5. 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

    6. 연구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7. 외부 연구용역 수주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재정)

    1. 연구소의 재원은 본 대학교 및 외부의 연구보조금, 외부수탁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

다.

    2. 모든 연구비 및 기타 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소 운영비로 충당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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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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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의

해 설립된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군장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군산시 성산면 군

장대길 13번지) 내에 둔다.(개정 2013.08.26)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② 산학협력단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국고보조사업 지원신청 및 집행에 관한 업무

    4.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지적 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본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개정 2013.08.26)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8.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13.08.26)

    9. 지역전략 및 특화사업에 관한 업무(신설 2013.08.26)

    10. 그 밖에 산학협력단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3.08.26)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부속시설

    2. 부설연구소

    3. 기타 국책사업 관련 기관 또는 조직

    4.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 2 장   조    직

제6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7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08.26)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제8조(감사 및 감사의 직무)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2인을 두며,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및 회계 감사, 사업부서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를 시행

하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요구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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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없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하부조직 및 인사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삭 제 , 2007년 3월 1일 >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

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

   ⑤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 인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11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12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2. 유관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3.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4. 산학협력성과에 의한 수익금

    5. 지적재산권 제공 수입금

    6. 산학협력단의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한 사용료 및 수입금

    7. 기타 이자 수입 등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수입금

제13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 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4조(지출 및 방법)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1. 제9조 4항에 해당하는 자의 급여, 수당 등의 인건비

    2. 산학협력단의 관리 ․ 운영비

    3.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4. 군장대학교의 시설 ․ 운영 지원비

    5.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6.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제15조(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제12조의 제3호 내지 제4호와 제7호에서 이자수입을 제외한 재원의 수

입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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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등을 

참작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

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16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

록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 

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

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

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총장과 협의하여 본 대학교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19조(결산)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산 보고서를 총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부속서류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

다.

제20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 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 보고서를 법

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감사)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 및 회계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회계처리)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

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

술부에서 고시하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제 4 장   보    칙

제25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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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개정 2013.08.26)

제27조(정관의 해석 및 운영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본 대학교 신문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개정 2013.08.26)

부    칙(2004년 03월 01일)

①(시행일)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는 2004년 03월 01일로 한다.

②(권리승계)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본 대학교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산학협

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특허권 등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시에 본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

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

야 한다.

부   칙(2007년 03월 01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03월 01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04월 27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03월 13일)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2013년 08월 26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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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동학원 정관 제90조 및 학칙 제8조와 군장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26)

제 2 장   운 영 위 원 회

제2조(구성) ①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직원을 총장

이 위원으로 임면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이 된다.(개정 2013.08.26)

   ③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개 ․ 폐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선정 ․ 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예·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4.01.01)

    5.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 3 장   조직과 업무

제5조(단장) ①단장은 대내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산학협력단 산하 조직을 통할한다.

   ②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무분장) ①산학협력단은 정관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개

정 2013.08.26)

   ②(삭제 2013.08.26)

    1.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산학협력사업 및 국고사업지원 업무수행, 산학연구개발의 지원

    2. 실험실 공장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

    3.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본 대학교 소유기술의 평가(개정 2013.08.26)

    4.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업무 등

    5.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 판매, 용역제공 등의 사업

    6. 학교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

    7. 협력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

    8. 산학협력단의 회계, 구매요청 및 일반서무, 장비 및 재산관리

    9. 산학협력업무 총괄 ․ 조정

    10. 산학협력 실적 ․ 성과의 평가

    11.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실무위원회 운영

제7조(산학협력교원 연구원, 직원)(20180227)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산학협력교원,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할 수 있

다.(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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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산학협력교원, 연구원 및 직원의 근로조건, 임명사항, 복무 등의 사항은 본 대학교의 규정에 준하

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26)(20180227)

   ③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연구원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직원의 원직 복귀시 인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단장은 총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연구원을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연구원 및 직원의 원직 복귀시 인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3.08.26)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산학협력단 재직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9조(회계절차) 산학협력단의 수입․지출 및 물품구매요청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절

차에 준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08.26)

제10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

록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회계년도) 산학협력단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개정 2013.08.26)

제12조(회계기관)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 책임자에게 위

임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에는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총장

과 협의하여 대학교 회계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다.

제13조(지출방법)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지출은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 단서에 인정되는 소액의 범주는 본 대학교의 그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3.08.26)

제14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 보고서를 법

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제 5 장   산학협력위원회

제15조(산학협력위원회) ①본 대학교와 산업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과 각종 유기적인 산․학․
연․관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체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개정 

2013.08.26)

   ③위원장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협의사항)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

    2. 산․학․연․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3. 산․학․연․관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구축

    4. 기타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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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산학협력계약 및 협의회 구성

제17조(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등) ①산학협력의 계약은 단장이 체결한다. 이 경우 단장은 산학협력계약

에 관하여 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한다.

   ②산학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③ 산학협력단은 계약체결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8.26)

제18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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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장대학교 특별사업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특별사업단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을 사업수행책임자로 하고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운영

을 지원하는 특별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지원기

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이 사업비를 지원 받아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단을 말한다.(개정 2013.08.26)

    2.“사업수행책임자”라 함은 본 대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지원기관의 수행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

으로 선정된 후 총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의 책임자로 임명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3.08.26)

    3.“대응투자금”이란 지원기관의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말하며, 본 대학지원금과  기타 지

원금으로 이루어진다.(개정 2013.08.26)

제 2 장   사업단의 설치· 운영· 폐지 등

제4조(사업단 유치지원) 총장은 본 대학교 구성원이 사업단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기

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사업 유치를 위하여 사업계획발표, 현장실사 등의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5조(특별사업 유치지원팀) ①제4조의 사업단 유치 지원을 위하여 유치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유치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장이 주관한다.

   ③유치지원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범위 결정

    2. 대응투자금의 확보 및 조정

    3. 사업유치활동 지원금의 결정

    4.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및 지원

    5. 기타 사업유치에 필요한 지원 등

제6조(사업단의 설치) ①사업개설책임자 및 사업수행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다.

   ②사업개설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사업 운영규정의 제정을 총장에게 요청한다.

   ③사업단의 운영규정이 제정되고 사업수행책임자가 임명되면, 사업단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단의 운영) ①사업수행책임자는 관계법령 및 지원기관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책임자는 예산의 부담이 수반되는 인력 채용 시에는 대 본 대학교 내 인력의 직급과 보수 

수준을 적용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8.26)

   ③사업수행책임자는 지원기관 및 대응투자기관 등에 사업성과를 연 1회 이상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사업 평가팀) ①산학협력단장은 사업단의 사업성과 보고를 참고하여 사업성과, 예산집행의 

타당성, 대응투자금의 적정성 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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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단의 폐지 및 해산) ①사업기간이 완료되거나 사업목표가 조기 달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단을 폐지 ․ 해산 하도록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 등 특별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기

간이 종료되었을지라도 사업단의 폐지 및 해산을 유보할 수 있다.

   ②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을지라도 특별사업평가단의 사업평가 결과, 사업수행 및 사업목적 달성

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단을 폐지 및 해산할 수 있다.

   ③사업단의 폐지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기타 사업단의 폐지 및 해산의 절차나 방법, 잔여재산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 3 장   사 업 회 계

제10조(산학협력단 회계적용)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단의 세입, 세출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

칙」(교육부 고시)에 의하여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되는 등 그 적용을 받는다.(개정 

2013.08.26)

제11조(회계년도) 사업단의 회계년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년도를 준용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 등

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단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제12조(세입) ①사업단 회계의 세입은 지원기관의 지원금, 대응투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분한다.

   ②사업수행책임자는 소관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기금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지정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편성) ①사업수행책임자는 사업비 지원기관의 사업운영규정 및 제반 회계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산과목은 국가에서 정한 세입· 세출예산 과목 해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이 별도의 

예산과목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예산안에는 본 대학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간접경비

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④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20180227)

제14조(예산안의 제출) ①사업수행책임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

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증빙서류

    3. 사업단의 예산안 편성 관련서류

제15조(예산의 집행) ①예산은 사업수행책임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관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집행한다.

   ②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은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하되, 공사계약 등 그 금액이 1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③사업수행을 위한 재료비(또는 재작비)는 500만원 이상 구입시, 사무용품비는 100만원 이상 구입시 

본 대학교 구매부서를 통하여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결산 기준) ① 세입․세출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별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②지원기관에서 소관사업에 대한 결산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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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산서의 작성) 기금명령관 또는 사업수행책임자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이나 지원기관의 결

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서

    2.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3.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결산서류 등

제18조(세입 및 출납관 지정) ①사업단의 세입, 사업신청협약 업무는 특별사업단의 장, 기금명령관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사업단의 지출· 자금관리 및 사업단 기금출납관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분임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전도) ①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운영비 등의 일상적 경비는 사업수행 책임자에게 자

금을 전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전도자금의 범위 및 금액은 사업단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제20조(수입금 직접사용 금지)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해당 사업단 회계의 예

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책임자는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기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1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사업단 회계에서 취득한 재산과 물품은 지원기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며,「국유재산법」과「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문구 정

비)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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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장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에 적용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 본 대학교의 교원에게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다만, 국고 및 기성 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수성격의 연구비는 제외한다.(개정 

2013.08.26)

    2.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교원이 직접 납부한 경비, 지원기관이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원한 경비 및 지원기관에 반납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연구비 집행 잔액과 이자를 말한다.(개정 2013.08.26)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 과제를 총괄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총장이 관리하되 그와 관련

된 사무는 산학협력단장이 관장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 활동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여 간

접연구경비가 최대한 연구 활동의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 ① 총장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원계획이 통보되면 관련 교원

에게 알려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연구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 연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연구보고서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 기한 내에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6조(연구비 지원결정통보) 총장은 연구비의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연구책임자 및 관련기관에 지원내

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비 예치 및 입금) 관리기관은 모든 연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 지급 

시에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비 수혜보고) ① 총장,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또는 교원 개인이 지원기관과 직접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 또는 해당 교원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및 교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각종 연구 활동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비 관리

제9조(연구비 실행예산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이하 “실행예산서”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행예산서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시한 실행예산 변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서 작성시 반드시 연구비 총액의 15%를 간접연구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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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비의 집행) 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에 의거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 및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거 직접 해당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

원에게 관리기관이 지급한다.

    2. 물품 및 비품, 도서는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의거 관리부서에서 구입하여야하며 산학협력단에 물

품대금을 청구하는 절차에 따른 후 산학협력단 소관물품으로 등재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를 제외한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등은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책

임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의거 관리기관이 지급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집행 후 소정의 연구비 집행내역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의 2(연구비 감사 및 상담․자문) ① 연구비의 적정한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비를 감사  

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연구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돕고, 연구비 집행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비 관리상담⋅자

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조(전도금) ① 전도금은 연구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서에 의거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 입금액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전도금 집행 후 10일 이내에 전도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연구비는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집행 잔액 및 이자) 연구비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지원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간접연구경

비에 편입한다.

제14조(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보가 있을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 3 장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

제15조(징수대상) 간접연구경비는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원되는 각종 연구비에서 징수하되 구체적인 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8.26)

제16조(징수율) 간접연구비의 징수율은 연구비 총액의 5%로 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지원기

관에서 인정하는 최상률(액)을 징수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간접연구경비의 징수) ① 본 대학교가 수주한 모든 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는 총장이 징수한다.

(개정 2013.08.26)

   ② 연구소 또는 본 대학교 교원이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소정의 간접연

구경비를 총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③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간접연구경비의 징수는 본 대학교 교원에 지원되는 연구비

에 한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08.26)

제18조(간접연구경비의 사용) 간접연구경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1.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비

    2.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

    3. 연구비

    4. 연구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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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과제 개발 활동비

    6. 기타 총장이 연구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추진비 및 연구관리 활동 보조비 등

제19조(예산의 이월) 당해 회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간접연구경비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재산의 귀속) ①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비품 및 도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구입

과 동시에 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로 구입한 비품 및 도서내역을 산학협력단의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서류의 비치) 관리기관은 연구비 집행에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이 규정의 내용이 지원기관의 세부지침과 상충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세부지침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3.08.26)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7.07.01)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규정은 공포 이후 지원이 결정된 연구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9.03.25)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13.08.26.)로부터 시행한다.



- 881 -

5. 맞춤형 교육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이라한다)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과

의 계약에 의한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계열(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주문식교육

과정, 산업체위탁과정 등의 맞춤형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13.08.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학과”라 함은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조건 또는 직원 재교육 조건으로 지

원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열(과)를 말한다.

    2.“주문식 교육과정”이라 함은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전공트랙에 따라 운영하는 계

열(과) 교육과정을 말한다.

    3.“산업체위탁과정”이라 함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산업 교육․훈련을 제공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4.“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함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

치․운영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절차) ①맞춤형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

과정 설립추진위원회(계열 및 과 포함)에서 설치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 설립추진위원회는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관련 전공 교수 1인  이상과 계약 대상이 

될 협력기관 인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총장은 관련부서의 검토 후 학칙개정이나 협약체결, 해당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정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설치를 확정한다.

제4조(설치신청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교육과정 설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의 명칭 및 소속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학생 또는 연수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4. 학생 또는 연수생의 정원

    5.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

    6. 학생 또는 연수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

    7. 학기 및 수업일수

    8. 교육과정의 설치․운영기간

    9. 교육과정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교육 과정 등에 재학하는 학

생 또는 연수생의 보호

    10. 기타 교육과정 설치․운영에 필요하다고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교육과정 설치를 위한 사전협의와 계약체결, 사업비 집행 등의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관

리한다.

   ②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책임자를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

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08.26)

   ③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학사, 인사, 재정 및 학생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6조(교육과정의 평가 및 폐지)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종료에 따

른 폐지 등의 절차는 본 대학교의 교무․학사 관련 규정과 산학협력단의 특별사업단 운영규정 중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3.08.26)



- 882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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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학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산업체가 산학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국

가적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전문적 기술 인력과 시설의 공동 활용 등 상호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있다.(개정 2013.08.26)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군장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① 이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의 명에 의거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산업체 임원 중 1명과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2명으로 한다.(개정 2013.08.26)

   ②(삭제 2013.06.26)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추진사업) 이 위원회의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본 대학교와 산업체간의 연계체계 확립

    2．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3．산업체 인사의 학교교육 참여(겸임교원, 시간강사 등)(개정 2013.08.26)

    4．교과운영 및 학과운영 평가, 협의, 자문

    5．학생의 현장실습, 견학 및 취업협조

    6．본 대학교와 산업체의 시설 활용(개정 2013.08.26)

    7．본 대학교 교수의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수

    8．산업체의 위탁교육

    9．산학기술정보 상호 교류

    10．산학협력기금 확보(장학금, 연구비 등）

    11．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경비)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본 대학교의 예산과 산업체의 산학협력 추진에 상당하는 

찬조금으로 한다.

제7조(사무처리) 이 위원회의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며 위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총장의 결

재를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3.08.26)

제8조(시행세칙)(삭제 2013.08.26)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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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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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산학협력센

터〃라 한다)의 조직과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역할)산학협력센터는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에 대한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술 경쟁력 제

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대학교가 중소기업청 및 전라북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이론과 응용 분야를 연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시킬 수 있도

록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개정 2015.03.01)

제3조(사업)산학협력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08.26)

    1.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사업 및 공동 기술개발

    2.창업 지원 및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3.기술 자료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4.연구 설비 및 시험 장비의 공동 활용

    5.현장 애로기술 상담 및 지도

    6.연구발표회, 강습회, 강연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7.국내외 타 연구소와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학자 교류 추진

    8.기타 산학협력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및 임무)①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 1인, 운영부장 1인, 운영요원 1인을 둔다.(개정 2015. 

03.01)

   ②산학협력센터의 센터장은 본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산학협력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03.01)

   ③산학협력센터의 운영부장은 본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센

터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03.01)

   ④산학협력센터의 운영요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산학협력센터 행정 업무

를 담당한다.(개정 2015.03.01)

   ⑤센터장의 임기는 2년, 운영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3.01)

   ⑥운영요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산학연협력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5.03.01)

제 3 장   운영위원회 및 연구분과

제5조(운영위원회)①산학협력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산학협력센터의 운영 관련 사항

    2.산학협력센터의 운영규정의 개정

    3.산학협력센터의 기초사업 예산 ․ 결산 심의

    4.공동기술개발 연구과제사업 중 과제의 선정 및 개발과제 결과 평가. 단,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 위촉 할 수 있다.

    5.산학협력센터의 운영실적 결과 내용 심의

    6.과제 참여교수 및 참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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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 교원 가운데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센터장

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5.03.01)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삭제 2015.03.01)

   ②운영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상호 협의 후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03. 0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하고 소집  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연구분과)(삭제 2013.08.26)

제 4 장   연구 개발 과제 선정

제9조(연구개발 과제의 구분 및 도출)①연구개발과제는 참여기업별 연구개발과제(1기업 1과제)와 공동

연구개발과제(다기업 1과제)로 구분한다.

   ②컨소시엄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교수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의 세부 지침에 부합하는 연구 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기준)①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은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컨소

시엄사업의 세부 지침에 의하여 자체 평가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의 평가는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참여기업별 연구개발과제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다음의 

평가 항목별 평점 산출기준에 의한다.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합계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불량
(1)

Ⅰ.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목표의 명확성

1. 기술개발의 중요성 및 명확성

  - 동기의 적정성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

  - 기술개발 범위와 목표의 명확성

2.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활용성

  -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

  - 개발기술의 구체성

Ⅱ.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3. 개발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 추진계획의 적정성

4. 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의 적정성

  - 총사업비/비목별 개발금액의 적정성

5. 개발목표 달성 체계의 적합성

  - 개발방법, 체계, 세부내용의 충실도

6. 과제와 참여기업간 상호연계성

  - 참여기업의 주생산품과의 연관성

Ⅲ.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7. 개발과제의 현장 적용성

  - 사내기술 축적 기여도

  - 개발의욕 고취 효과

8. 개발결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개발결과 기업의 매출증대 효과

Ⅳ. 주관기관 

 특성과의 부합성

9. 주관기관 성격 및 특성과의 부합성

  - 과제책임자의 전문성 및 적절성

  - 주관기관 보유장비의 활용가능성

총   계

평 가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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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업비 조달 및 관리, 집행(개정 2015.03.01)

제11조(사업비 조달)산학협력센터 사업비의 조달은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본 대학교 지원비로 한다.

(개정 2013.08.26)(개정 2015.03.01)

제12조(사업비 구성)산학협력센터 사업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개정 2015.03.01)

제13조(사업비 관리)산학협력센터 사업비의 관리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세부지침에 

따른다.(개정 2013.08.26)(개정 2015.03.01)

제14조(본 대학교 지원비)본 대학교 지원비는 간접비로 사용한다.(개정 2013.08.26)(개정 2015.03.01)

제15조(사업비 지출)사업비 지출은 중소기업청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세부지침에 준하며, 본 대학

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 관리한다.(개정 2013.08.26)(개정 2015.03.01)

제16조(사업비 정산)산학협력센터는 협약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초 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

여 중소기업청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세부지침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포함한 최

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3.01)

제17조(집행 잔액 및 이월금 처리)산학협력센터는 사업의 해약, 참여 기업의 탈퇴 및 부도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과, 사업비 사용 실적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사업비 사용 실적에 대한 검토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세부지

침에 의하여 반납 또는 이월금으로 사용한다.(개정 2015.03.01)

제 6 장  연구개발 결과 자체 평가

제18조(사업비 집행)① 연구장비·재료비중 재료비, 시작품제작비는 500만원 이상 구입시 본 대학교 구

매부서를 통하여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역구과제추진비중 사무용품비는 100만원 이상 구입시 본 대학교 구매부서를 통하여 구매함을 원

칙으로 한다.(신설 2015.03.01)

제19조(평가수행주체)연구개발에 대한 진도 점검 및 최종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개정 

2015.03.01)

제20조(평가방법)①과제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5일 이전까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2015.03.01)

   ②최종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세부지침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괄요약

    2. 시제품, 상품견본,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 사본

    3. 참여 기업체의 의견서

    4. 기타 연구개발 업적을 증명할 만한 물건

   ③연구개발 결과 평가는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

업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의 세부 지침에 의한 별도의 평가 항목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1조(해산)산학협력센터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본 대학

교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개정 2013.08.26)(개정 2015.03.01)

제22조(준용)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의 차이에 의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의 세부지침에 준한다.(개정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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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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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식재산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에 의하여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교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 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노하우기술, 

신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와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에 관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교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본 대학교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08.26)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3.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말한다.

    4. “노하우기술”이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5. “신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첨단산업재산권과 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6.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7.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이라 함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민간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기술이전 전담조직

제4조(기술이전 전담조직 및 권한) 직무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운영과 기술이전 및 보상 

등의 업무는 군장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제5조(권리의 승계 및 위탁) ① 산학협력단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총장 또는 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승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3.08.26)

   ②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에 대하여만 승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다만, 공동연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신고 및 출원

제6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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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리승계 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지식재산권 내용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내역

    5. 선행기술조사서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 된 발명이 제3조 제1호에 의한 직무발명임이 명확하고 발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한다.

   ④ 승계결정을 통보 받은 발명자는 즉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산학협력단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받는 즉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 개인명의 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거나, 심의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특허관련비용) 제8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특허출원, 등록, 유지, 실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자에게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의 요구에 의하여 해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요경비를 발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지식재산권의 심의

제12조(지식재산권의 심의기구) 본 대학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3.08.26)

제13조(심의사항)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국내·외 출원여부

    3. 지식재산권의 이전·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 여부

    5.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5 장   보    상

제14조(등록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승계·등록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규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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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의 일정비율을 

실시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해외특허출원 지원금에 대한 보상금의 처리) 산학협력단 명의로 해외특허를 출원하고 외부기관  

에서 특허관련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받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 지급 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9조(발명자의 협력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승계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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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속학과 전화번호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관련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비   고

출원 희망국

발 명 의

공개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신규성, 진보성) 권리승계

위의 발명을 군장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군장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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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권리승계 합의서

발 명 의

명    칭

출원번호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 타

양 수 인

성 명 군장대학교산학협력단 이 사 장

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하여 군장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군장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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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지식재산권 내용 설명서

관리번호 대리인

발명의 명칭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상표권, 기타 IPC분류번호

기술개발자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지분율

출원 예정국

주요

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기대

효과

적용

분야
시장성

기술의

특징

기업화

전망

기술

분야

□ 정보 전자 통신 분야         □ 기계 설비 분야

□ 소재 공정 분야              □ 생명과학 분야

□ 에너지 자원 원자력 분야     □ 환경 지구과학 분야

□ 건설 기술 분야              □ 기타

기타

관련

연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참여기업

사업명

연구비 총액 :            정부: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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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

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보수책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약직의 고용기

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산학협력단 계약직(이하 “계약직”이라 한다)이라함은 산학협력단의 국고 

보조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으로서 1년 미만 기간에 고용되는 인력을 말한다.(개정 2013.08.26)

제3조(계약직) 제2조의 규정을 받는 계약직은 일일근무시간내에 내근을 요하는 자로서 국고보조사업업

무 처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4조(자격)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자는 고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5조(고용계약서) ① 산학협력단 계약직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고용계약서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고용계약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산학협력단장이 판단하여 고용을 계

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재계약 해야 한다.

    2. 기타 고용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 고용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계약당사자가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6조(고용)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직을 신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

건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고용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신원조회(시․군, 읍․면장에게 의뢰)를 한 후에 

고용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3. 관련 자격증(면허)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② 산학협력단장은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계약직 고용예정자로부터 신체 검사서를 제출받아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1호 서식의 고용계약서에 의거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복무) ①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직원 복무규정를 준용한다.(개정 2013.08.26)

   ② 업무보조 인력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계약직 고용조건에 관한 특례” 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직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타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수결정) ① 계약직의 급여액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에 의해 월정액으로 정하며,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한 때에는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직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차년도에 재계약시 급여액은공무원 봉급인상률, 물가상승

률 등을 감안하여 그 인상률 범위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직중인자가 새로운 자격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

는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급여인상 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③ 계약직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수당을 급여액에포함하여 지급하며, 급여액에서 제외

되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출장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방법은 국내여비규

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준한다.

   ④ 급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말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지

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고용계약의 해지) 계약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자동고용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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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5. 당해 사업 및 업무추진 성과가 미흡할 때

    6. 복무규정 미 이행시

    7.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대장 등 비치)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직의 재직기간은 물론 퇴직후에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고용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제6조 구비서류

    3. 계약직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4. 계약직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

    5. 계약직 사역부(별지 제4호 서식)

    6. 기타 계약직 고용관계서류

제11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계약직으로 재직중인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산학

협력단장은 계약직 관리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직관리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계약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

로 보며, 계약직의 보수는 이 규정 당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

여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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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군 장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임 시 직  고 용 계 약 서

     임시직(한시)으로 고용함에 있어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갑”이라 하고 (계약당사

자)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 당사자)

           “갑” 군  장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제 2 조 (“을”의 담당업무)

           “을”은 “갑”의 계약서 내용과 같이 고용됨을 동의하였기에 (해당사업명) 사업

단의 행정지원 요원으로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을”의 고용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다

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4 조 (“을”의 신분)

            “갑”에서 “을”의 신분은 계약기간 내 한시직으로 한다.

  

   제 5 조 (“을”의 보수)

           1. “을”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급 여 급 양 비 월급여 계 급여총액( 개월) 비 고

  

 

   제 6 조 (고용계약의 해지)

          전항에 명기된 약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갑”은“을”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건강상 업무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을”이 업무수행에 있어 본 대학교 내 제반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기타 고용계약 해지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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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복    무)

         “을”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의 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제 8 조 (근무시간)

          “을”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 9 조 (기타 일반사항)

            1) “을”이 제7조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한다.

    본 계약서는 증거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 “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군 장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인)

                      “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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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계약직 관리대장

사용
부서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자격증 학 력 채용일
채용
기간

업무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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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계약직 관리카드

소 속
계약직

최초 근무일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호주 및 관계

         의 (     )

주 소
전 화

특 기 취 미

병역
사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 택          백만원  그 외 부동산           백만원 동 산            백만원

학 력

부터 까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연 봉 담당업무 비고

기타사항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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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계약직 사역부

   <20    년> (소속 :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월별
근무기간

(근무일수)
직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일당 지급액 예산과목
결 재

담 당 단 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902 -

[별지 제5호 서식]

재 직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영 문

주 소

소 속

직 명

재직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년 월).

용 도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장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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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과제 보안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등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이행사항을 정함에 있다.(개정 2013.08.26)

제2조(적용대상) 본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과제에 적용한

다.(개정 2013.08.26)

제3조(보안관리 책임자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총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연구과제 관리자(연구책임자를 포함)를 보안관리 담당자로, 산학협력단장을 보안관리 책임자

로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제4조(연구보안심의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

(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4명이내의 

전문위원을 산학협력단장이 위촉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ㆍ개정(개정 2013.08.26)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5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

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않은 과제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4.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

분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총장은 그 결과에 따른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

서에 표기하여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제7조(보안등급변경) 총장(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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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다른 보안조치 이외에 제2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착하는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

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

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참여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 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인접촉현황관리부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

    5.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할 경우 연구결과물 통제관리부에 기록하고 연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연구책임자를 변경 할 경우에는 신규연구책임자의 보안서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

인을 받아야 한다.

    9. 연구실 입구에 해당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동안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연구과제결과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

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연구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제는 연구기관별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출) 연구과제 수행기관 도는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기위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0월 중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보안관리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조사하여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사고 경위를 내ㆍ외부 기관에서 조사할 경우 보안관리 책임자와 보안관리 담당자 및 

과제참여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보안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애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보안관리 책임자와 보안관리 담당자 및 과제참여자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등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

한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규정한 심의회의 보안등급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연구과제를 신청할 경우

    2. 제9조에 규정한 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작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3. 제10조와 관련하여 보안관리 책임자가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준수할 수 없도록 관련사

항의 보고를 누락 또는 지연할 경우, 조사에 대한 비협조할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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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속과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분

류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준용) 보안과제로 분류된 산업체 연구개발과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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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보안등급 분류 신청서

□ 연구책임자 

 ○ 소속 :

 ○ 직명(직위) : 

 ○ 성명 : 

 ○ 연구과제명(신청, 수행) :

    - 지 원 기 관 :

    - 지원사업명 : 

 ○ 연구과제 수행사항 요약(보안 등급분류에 필요한 주요 내용) :

 ○ 보안등급 분류 사항(제5조에 의한 보안 등급 기재)

구 분 보안과제 일반과제 비 고

연구책임자 분류 1차 분류

심의회 의결 심의 검토 

20  .   .    .

연구과제책임자 :               (서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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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보안서약서(참여연구원)

○ 소속(대학교, 학과) :

○ 직명(직위·급, 학년) : 

○ 성명 : 

○ 연구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규

정을 숙지하고 이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경우 동 과제 

참여 제한 및 타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관련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5. 연구책임자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물의 반출·대외제공·공개 금지 

    6. 연구과제 사항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금지

    7. 외국인을 접촉할 시 현황을 신고하여 관리부에 기록 유지 

    8. 연구책임자의 출입제한 구역 및 주요 연구 자료의 접근 제한 규정 준수

20  .    .    .

서약자 성명 :            (서명)  

         

  군장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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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참여연구원)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참여 연구원 
접촉사유 및 상대자

책임자

(서명)성명 접촉일시 장소 방법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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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일자 점검 또는 교육 내용 장소 대상인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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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연구결과물 통제 관리부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일자

성과물 반출․대외 제공 제공 받은자

제공사유 제공방법
책임자

(서명)
비 고

반출․제공자 반출․제공 내용 소속 성명



- 911 -

11.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과제 등(이

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실험 및 시험, 기술개발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

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

다.

    3.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

장된 문서를 말한다. 

    5.사용 중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수행 과정에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6.사용 후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된 연구노트를 말한다.

    7.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8.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4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삽입이나 삭제가 어려운 제본된 형태의 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기록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연구노트의 각 장에는 쪽 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관명, 일련번 호, 

연구과제명, 기록한 날짜,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5조(작성항목) ① 연구노트에는 실험방법 및 과정, 실패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실험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외에 연구노트에는 연구수행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1. 연구목적

    2. 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

    3. 실험을 중단한 경우의 사유

    4.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계획 

    5.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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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재 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연구노트에 기재한 원문,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

록’이라 함)은 각 장의 테두리 안에 기재한 후, 일자를 명시하고 기록자 및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한

다.

    6. 연구활동 내용을 직접 연구노트에 작성하여야 한다.

    7.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

해 사선 등을 그어 이하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

야 한다.

    9.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 된다.

    10.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실험장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은 일자 

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테두리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

록하여야 한다.

    11. 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페이지가 공백임을 글로서 표시하여 다른 

기록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추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 표시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3.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본래의 내용이 보이도록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한 다음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14.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명기한 후 점검자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

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7조(점검자) ①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

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자나 보직자를 점검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역할) ①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

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

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연구노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장려조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

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으로 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착

수통보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노트를 수령 받아 과제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

가 성실히 작성․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8.26)

   ④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 913 -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

매할 수 없으며,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보관 및 관리) ①사용 중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기관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사용 후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

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2013.08.26)

   ③ 산학협력단은 제출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 중 서면연구노트 원본을 읽기전용 포맷(예, 

PDF/A)으로 변환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일로부터 30

년으로 한다.

   ⑤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 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 보관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가 별표1에 따라 부여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

할 수 있다.

   ⑦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기록자가 부재 시에

는 직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⑧ 산학협력단은 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① 보관된 연구노트는 기관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

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관리 관련 심

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폐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관리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

해 이를 심의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

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장대학교로 변경,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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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열람

등급
등급 기준 열람 권한

A

․ 연구노트의 내용이 대외 유출시 기관의 노하우 축적 

및 재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것 또는 대외 유출시 다른 유사분야의 연

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된 것

 ․ 기록자 및 연구책임자

B

․ 연구기관의 노하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큰 기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기관에서 보호를 위

해 열람범위를 가급적 최소화 시킨 것

 ․ 기록자 소속 부서책임자

C
․ 연구기관의 노하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기록자 부서의 상위 부서장

D
․ 연구노트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치 않은 것
 ․ 기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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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외비(Confidential)

관리번호:
(Serial NO.)

연 구 노 트

The Laboratory Research Notebook

연구과제명
(Project Title)

연구책임자명
(Project Leader)

연구자명
(Researcher)

부서명
(Team Name)

연구기간
(Duration of Research)

 군 장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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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개요

과  제  명

과제 책임자 지 원 기 관

연 구 기 간 ~ 연  구  비                        원

2. 연구노트 신청 현황

기 록 자  소속 :                    직                      성명 :

점 검 자

(연구책임자)
 소속 :                    직                      성명 :

작성 기간 ~ 주 작성목적
지재권확보 / 기록유지 /기술이전

연구진실성확보 / 기타

신규/계속 신규발급(   )   /  추가발급(   ) / 신청권수 (       권)

연구노트

번    호

신규(   ) 년도    -    번

추가(   ) 기존 연구노트번호 년도    -    번

연구노트

보존기간
30년 / 20년 / 10년 / 5년

보존기간 의견
(30년 이하인 경우)

작성방법 참여자별 개별 작성 / 연구책임자 통합작성

※ 연구노트 일련번호는 연구관리 담당부서에서 부여함.

국가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노트 관리규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               성명 :                 (서명)

군장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작성 유의사항>

1. 연구노트에 기재된 연구내용의 소유권은 군장대학교에 있으며, 대외비로 관리되므로 기록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연구수행자의 연구중단이나 퇴직시에는 반드시 연구노트를 인수인계하고 서명합니다.

3. 연구활동은 즉시 기록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올바른 기입방법으로 작성합니다.

4. 연구노트 기록자 및 점검자(증인)의 성명, 일시, 서명 등의 기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917 -

연구노트의 바람직한 작성법

￭ 연구노트의 사용자

· 참여연구자는 각각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구노트 내용

·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 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발명의 착상, 착상의 실행을 위한 연구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순차적으로 연구

상황을 기록한다.

·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연구 데이터 관리

· 연구노트에 보관이 힘든 자료(컴퓨터 파일로 작성된 다량의 결과물, 변질되기 쉬

운 필름 등의 원본데이터)는 별도 보관 후 상호인용(Cross-reference) 한다.

￭ 연구노트 조작 가능성 배제

· 원문기입, 스케치 및 도표는 지워지거나 나중에 기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

여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기록한다.

· 연구노트에 직접기입될 수 없는 것(예: 사진, 실험기계의 출력물 등)은 일자순으

로 풀 등으로 부착시킨다.

· 잘못된 부분을 지울 때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말고 볼펜 등으로 줄을 그어 수

정하고, 중요한 수정인 경우 오기를 설명하는 주석에 일자를 기재하고 증인과 함

께 서명한다.

· 추가로 기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항목 사이의 공백에 커다랗게 사선을 

긋는다.

· 연구노트는 한 페이지라도 없어져서는 안된다.

￭ 연구노트의 서명

· 기재한 모든 기록과 수정한 부분에 기록자와 점검자의 서명을 해야 한다.

· 점검자는 발명자 또는 기록자가 아니면서 발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당하며, 점검자(증인)의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연구 프로젝트 

수행자보다 다른 연구팀의 구성원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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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Summary of Project

과제명

키워드

목적

연구 내용 요약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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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제목

실험목적

 Continued from page:

                                                                  Continued to page:

기록자 Invented by
점검자 Witnessed and Understood 

by

점검자 Witnessed and Understood 

by

일자 Date 일자 Date 일자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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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제목

실험목적

 Continued from page:

                                                                  Continued to page:

기록자 Invented by
점검자 Witnessed and Understood 

by

점검자 Witnessed and Understood 

by

일자 Date 일자 Date 일자 Date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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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

로기술을 해결하며,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

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8.26)

    1. “산업자문”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8.26)

    2. "산업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08.26)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본 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

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산업교원 구성)

   ① 산업교원은 본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8.26)

   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자문 방법 등)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5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

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6조(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90%를, 산학협력단

에 10%를 배분한다. 

   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매년 6월말, 12월말에 2회 정산하여 분배 지급한다.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임용 및 재계약 임용시 실적 및 교수

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제8조(기타사항)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3.08.26)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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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산업자문 신청서

지원분야

(해당분야선택)
이․공학기술자문 / 경영지원 / 디자인 / 컨설팅

신청기관(업체)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희망자문기간
20   .  . ∼ 20   .  .

(총  시간)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산업교원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

성명 소속/부서 연락처 참여율(100%) 비고

현재의 문제점

산업자문 

희망사항

성공시 기대효과

기타제안

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기 관 : 대 표 : (서명)

(사전에 선정된 경우) 군장대학교 산업교원 : (서명)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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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지원분야

(해당분야 선택)
이․공학기술자문 / 경영지원 / 디자인 / 컨설팅

신청기관(업체)명

자문일시(기간) 20   .  . ∼ 20   .  .  (총  시간) 산업자문료
                    

(원)

산업자문 주제

자문 내용 및 결과

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            (서명)
   

붙임  1. 산업자문료 입금증 사본

위와 같이 신청기관(업체)에게 산업자문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   .   .

                  산업교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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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센티브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장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의 연구 등의 각종 산학협력활동과 연

구활동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센티브 구분) 인센티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성과 인센티브 : 대외 산학협력 과제의 유치를 장려하고, 그 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 완료한 과제(과제 유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

2. 사업수행 인센티브 : 대외 산학협력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활

동비성 인센티브

제3조(인센티브 지급대상자) ①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단 : 직접과제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단(이하 사

업단, 센터 등 포함)의 구성원

2. 과제 수행자 : 세부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과제책임자, 연구원, 사무원

② 제1항의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사업기간동안 타 기관으로 이적하였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재직상

태가 아닌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단이 폐쇄 또는 청산되거나, 과제수행자가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당해 인센티브 금액은 산학협

력단 수입으로 한다.

제4조(인센티브 지급기준) ① 산학협력단장은 외부연구과제의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과제수행자가 지

정하는 사업단에 일정액(율)의 사업성과장려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 인센티브는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에 규정된 OH 총액을 기준으로 

60%는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과제 수행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③ 간접비가 10% 미만인 경우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비의 특성에 따른 특

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간접비 금액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

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단 및 과제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범위와 비율은 원칙적으로 총괄책임자가 정하되, 산학

협력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제1항~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총

괄책임자가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센티브 재원) 인센티브는 당해 사업비 중에서 징구한 간접비를 재원으로 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시기) 인센티브는 사업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제7조(인센티브 지급방법) 사업성과장려 인센티브는 과제수행자에게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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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평생직업교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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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에 의하여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효율적 관리 및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 대학교가 추진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4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

행지침」을 따른다.

    ③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 장 조직

제3조(평생직업교육본부) ① 사업의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평생직업교육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총장이 추천하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본부장의 임기는 사업의 총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본부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총장은 본부장의 교체를 제청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사업기간 내에 본부장을 교체할 때에는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이라 한다)의 장에

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본부의 구성 및 업무) ⓛ 본부는 기획팀, 교학팀, 취∙창업팀, 교수학습팀, 대외협력팀 및 본부행정

실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수행한다.

   ② 이 규정에서 지정되지 않은 업무 또는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

에서 관장한다.

    1. 기획팀

      가) 본부 운영계획 수립(예산, 시설 등)

      나) 본부의 조직관리 및 인력 수급

      다) 본부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라)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마) 수행사업계획서 작성 주관

      바) 사업비 집행, 조정, 점검,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분석

      아) 대외 평가업무 주관

      자) 본 대학교 기획관리처와의 연계업무

      차) 자문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주관 및 지원

      카)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관련 업무 

    2. 교학팀

      가) 비학위과정 교육과정 및 훈련교육프로그램 개발

      나) 비학위과정 학생의 수업, 교무, 학적 및 입시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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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학위과정 학생의 민원, 이력관리 및 사후 지도 지원

      라) 교육용 기자재의 확보 및 관리 업무

      마) 본부 소속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바) 비학위과정 수강료 책정

      사) 비학위과정 수강료 감면 및 장학 관련 업무

      아) 본 대학교 교학처 및 NCS 지원센터와 연계업무 

      자) 입학사정위원회, 선행학습인정위원회의 주관 및 지원

      차)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교무, 학생 관련 업무 

    3. 취∙창업팀

      가) 비학위과정 취업 및 창업관련 프로그램 개발

      나) 비학위과정 취업 및 창업관련 교육 지원

      다) 취업 및 창업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라) 취업 및 창업관련 상담

      마) 취업 및 창업관련 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

      바) 산학연관 협약 체결 지원

      사) 산학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아) 취업 및 창업관련 국내 연수

      자) 기타 취업, 창업, 산학협력 관련 업무

      차)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계업무

    4. 교수학습팀

      가) 교수-학습지원

      나) 교수-학습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다) 교수-학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교재와 교보재의 개발 및 보급

      마) 학습 수요조사 관련 업무

      바)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분석

      사)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계획 수립 및 추진

      아) 본 대학교 창조교육 개발원과의 연계업무

    5. 대외협력팀

      가) 대외협력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발간

      다) 본부의 사업관련 대외 홍보

      라) 외국 대학, 산업체와의 교류협력 관련 업무

      마) 교직원의 해와 연수 관련 업무

      바) 해외 취업 관련 업무

      사) 본 대학교 교학처 및 국제교류원과의 연계업무

    6. 본부행정실

      가) 본부 소속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나) 본부 소관 문서 수발 및 직인 관리

      다) 본부 소관 일반 서무

      라) 사업관련 물품 구입

      마) 사업관련 수입, 지출, 수납 관련 업무

      바) 사업관련 시설 지원

      사) 사업관련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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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부 각 팀 및 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

      자) 본부 소속 교직원의 급여, 수당 및 복지 지원

      차) 사업관련 예산 및 결산 업무

      카) 본부 소관 자산관리 및 시설 안전관리

      타) 본 대학교 행정안전지원처와의 연계업무

      파) 기타 사업관련 행정 지원

제 3 장 사업추진위원회

제5조(목적) ⓛ 본부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한다.

제6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 

     2. 자체운영 규정 및 운영 세칙 등 

     3. 사업수행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사업비 집행계획

     5.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변경 

     6. 자체평가 및 연차평가 보고서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부운영 및 사업관련 중요사항

제7조(구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본 대학교의 처단장, 본부의 팀장, 산업체 대표 및 유관 인사 중에

서 총 10인 이내의 인원을 본부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 중

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관련 사무는 기획팀에서 관장한다. 

제10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3인이 서명하고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① 총장은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2조(사업비 집행원칙) ① 사업비는 사업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사학기

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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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14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본 규정 및 본교「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

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사업비 계정관리) ①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

고, 사업비의 입 ․ 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 ․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약체결시 사업비 입금계좌와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재단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국고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집행(계약 등)과 관련한 지체상

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본 대학교에 귀속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15조(사업비의 집행) ①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본부장 및 세부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③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분야에 관련 증

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부장 및 세부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사업비 관리자의 의무) ① 본부장은 이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사업비의 관리 ․ 운용 및 기록 ․ 보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17조(사업비 조정) ① 세부사업 분야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

업계획변경을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변경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비 조정을 심의 ․ 
의결한다.

제18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1.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수정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 집행

    2. 사업비의 횡령 및 유용

    3.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부당사용으로 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행

    2. 지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제19조(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① 연차별 사업종료 이후 연구재단의 장이 정한 기한 이내에 사업비 

집행 내용 및 잔액,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위약금, 기타 반환금 등이 포함

된 사업비 결산 내용을 연구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결산 후 발생하는 잔액은 

다음연도 결산 때 반영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이후에 연구재단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 내용을 포함한 사업 

실적보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연구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따라 보존한다.

제20조(사업비 집행 중지) ① 추진위원회는 세부사업 분야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

지 않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세부사업 분야에 대해 사업비 집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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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추진위원회는 연구재단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서 집행 중지한 사업비 중 잔액을 다른 세부사

업 분야로 이관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 5 장 제 위원회

제21조(자문위원회) ① 본부 운영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

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①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사정위원회) ① 사업관련 수강생의 공정하고 적법한 선발을 위해 입학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선행학습인정위원회) ① 선행학습자의 학점인정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선행학습인정위원회

를 둔다.

   ② 선행학습인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 933 -

2. 평생직업교육대학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직업교육대학의 본부 운영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

해 설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 자문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평생직업교육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평생직업교육대학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평생직업교육대학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구성은 평생직업교육의 본부장이 추천한 본 대학교 교직원 5인 이상, 산업체 

및 유관기관 인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개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

명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서명하고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① 총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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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직업교육대학의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운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군장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실험실습비에 관한 사항

    8. 교직원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9. 인건비에 관한 사항

    10. 간접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본부의 본부장 및 팀장, 산업체 및 유관기관 인사 6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생직업교육본부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회의) ① 매월 정례적으로 소집한다.

   ②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개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

명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서명하고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① 총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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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생직업교육대학 입학사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업 관련 수강자의 공정하고 적법한 선발을 위해 설치한 입학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의 비학위과정의 수강자 선발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

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2.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

    3.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4. 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사정방법, 모집인원 배분 등 입학전형관리에 있어서의 주요사항

    5.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등 모집규정에 적시한 우선선발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본부의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내부 5인과 외부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록) 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3인이 서명하고, 상시 열람할 수 있

도록 보존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① 총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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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생직업교육대학 선행학습인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직업교육대학의 선행학습자의 학습인정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보다 많은 학

습자들에게 선행학습인정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선행학

습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 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의 선행학습학점인정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선행학습인정제 운영기본계획 수립

    2. 평가인정절차 관리 및 지원

    3. 평가운영 매뉴얼 및 지침 작성 개발

    4. 선행학습인정제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5. 평가자, 직원, 학생 대상 워크숍 및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6. 선행학습인정제 상담 및 자문제공

    7. 자문위원 및 평가자 인력풀 구성

    8. 평가계획 수립․시행 및 피드백 제공

    9. 평가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사항 제시

    10. 선행학습인정제 통계 및 정보 관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직원 등 내부위원 5인과 산업체 인사 2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개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

명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3인이 서명하고, 상시 열람할 수 있

도록 보존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위원회 출석 또는 자

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당 교직원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① 총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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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생직업교육대학 자체평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내용 검

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성과관리를 유도하며, 

자체평가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작성과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교의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 영역

    2. 조직․운영 영역

    3. 시설․설비 영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5조(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시기) 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요구하는 때에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자체평가위원회

제7조(명칭)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본부에 평

생직업교육대학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①  평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업무 총괄 및 업무 분장

    2. 자체평가 역량 향상

    3. 평가결과 공시 및 대학장단기발전계획 반영

    4.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 개발

   ②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위원 : 자체평가 방향 수립 및 연구 지원

    2. 연구위원 : 자체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

    3. 실무위원 : 자료평가 및 분석

제9조(구성) ① 자체평가의 총괄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위원장을 두며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과 4인 이내의 산업체 및 유관기관 인사로 구

성한다. 단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에 참여한 자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평가의 업무는 기획팀에서 담당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

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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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회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평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재정) ① 총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4조(평가계획 수립) 기획팀은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각 팀에 통지한다.

제15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5일 전까지 각 팀은 실무위원에게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제16조(평가실시) 연구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7조(평가결과 보고) 평가위원장은 작성한 평가 자료와 각 팀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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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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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3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2.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② 학교법인에 개방이사는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한다.

제3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추천위원회는 군장대학교 평의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4인

③각 학교의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국제사이버대학교 1

명, 군장대학교 1명, 군산중앙고등학교 1명, 군산중앙중학교 1명으로 한다.

④제2항제2호의 추천위원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고, 이 법인 및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⑤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정관에 규정된 이사 및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현재 이사 또는 감사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

람은 제외한다.

⑦법인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사유발생시(임기만료 3개월 전) 15일 이내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추천 

요청을 한다.

⑧평의원회 의장은 요청 받은 즉시 법인 및 대학평의원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다.

⑨법인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평의원회 간사 및 직원 2명을 구성하고 추천위원회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⑩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1주일 이내 위원장을 선출하고 모집방법(추천), 기간(10일), 심사방법

(서류), 추천규모(2배수)등을 결정하여 지원서, 추천서 등으로 서류심사 및 후보자를 선정하여 개방

이사 후보자를 법인에 통보한다.

⑪이사회는 결원 2개월 이내 이사선임 절차와 동일하게 개방이사를 선임한다.

⑫법인 이사장은 임기개시 1개월 이전까지 이사선임 승인 절차와 동일하게 관할청에 승인을 받는다.

⑬법인 이사장은 승인 후 즉시 선임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

다.

②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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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간사) ①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수 있다.

②제1항의 간사는 군장대학교의 기획관리팀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추천위원회 위원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