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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규정집은 2021년 6월 현재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수록한 것으로서 그동안 

직제와 규정의 많은 변동에 따라 새롭게 발간한 것입니다.

2. 이 규정집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제1편 학교법인, 제2편 학칙, 제3편 일반 행정, 제4편 학

사행정, 제5편 부속기관 및 위원회, 제6편 부록의 순서로 구성하였고, 규정별 번호는 첫 번째 숫

자는 편, 두 번째 숫자는 장, 세 번째 숫자는 규정의 배열순서, 그다음 자리는 규정의 쪽수를 표

시하고 있습니다.

3. 이 규정집은 행정 전산망을 이용하여 규정 추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제를 정리할 수 있

도록 용지 규격을 A4에 맞추었습니다.

4. 교무처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된 규정집으로 다른 부서간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정 또는 개폐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가제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교장의 승인 없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습니다.

2021년 06월 01일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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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8] 커리큘럼 작성표(4학기 교과목 계획) ······················································································································ 4-3-377

[서식 79] 강의시간표 ····································································································································································· 4-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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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6] 중간고사 실기 성적 산정표 ·································································································································· 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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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정관

[최초승인 1993년  02월 24일]

[개정 16차 2021년 04월 06일]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기능 인력의 양성과 전

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근로 청소년, 성인들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

업전문학교, 원격평생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2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과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제

반 교육

      2. 기업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교육

      3. 기타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4. 외국의 선진 교육훈련의 도입 및 유치를 위한 유사교육훈련기관과의 자매결연

      5.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근로 청소년, 성인 등의 직업교육 및 전직교육

      6. 직업교육의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격평생교육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원격평생교육시설 및 요양보호사 교육원

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평생교육사업⦁시설 및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총 매출액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통한 훈련사

업 매출액(학점은행제 등 제외)의 50% 보다 작아야 한다. 

      8.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사업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

아야 한다.

제 3 조 ( 명 칭 및 소 재 지 )

      ① 본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이라 칭한다.

② 본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명칭을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라 칭하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

로 12길 13에 둔다.

③ 본 법인은 주된 사무소 이외에 제1분사무소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1-26 복합건물

오퍼스1 2층에 두고 명칭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디지털구로캠퍼스, 제2분사무소를 국민

법률세무교육원, 제3분사무소를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 부

설 요양보호사교육원을 분사무소 외의 별개의 기관으로 둔다.

제 4조(수익금)

      본 법인은 목적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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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종목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지

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수익금처리)

본 법인이 행한 공익사업에서 득한 이익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장차 기본재산

에 편입될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조(재산의 관리)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인의 주지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조(유지 운영경비)

      본 법인의 유지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9조(잉여금 처리)

      본 법인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 도에 이월사용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

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10조(차입금)

      본 법인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예산내의 지출을 위한 그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은 예외로 한

다.

제 11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12조(임원보수)

      본 법인의 임원은 사업전담의 상임이사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3조(재산의 대여금지)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  

       용하지 못한다. 기타의 자에 대하여도 본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정당하지 아니한 때는 이  

       를 무상으로 대여 및 사용케 하지 못한다.

       1. 법인 설립자

       2. 정관에 규정된 임원

       3. 법인 설립자 또는 임원,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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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제 14조(인원의 구분과 정원)

본 법인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이상 (이사장 포함) 10인 이내

2. 감사 2인이상

제 15조(상임이사)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 선임힌다.

제 16 조(임 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17 조(임 원 궐 위 )

임원 궐위시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다음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

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④ 이사정수의 1인 이상은 직업훈련 또는 교육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 19 조(임 원 의 선 임 )

①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지방노동 관서 장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2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이사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임명한다.

       ③ 이사는 범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1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원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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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업무와 운영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위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제 23 조 ( 이 사 회 의  기 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본 법인의 중요 안건으로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24 조 ( 이 사 회 의  의 결 정 족 수  및  소 집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가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4.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면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

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목적이 제시된 소입요구가 있을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회의소집이 불가능 할 때 

(이 경우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함.)

제 25조(이사회 의결 재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에서 자산이 관련이 있을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간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6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부의 사항이 경미하다가 인정했을 때 이사회의 결의로 대할 수 있다.

단, 과반수 이사가 이사회 부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② 노동부 장관의 승인,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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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칙

제 27조(정관개정)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8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동부 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 29조(잔여재산처리)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기증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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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목   록

재산구분 수   량
장부

가액(원)
평가액(원)

설립년도

수입액
취득원인 비고

기

본 

재

산

계 736,000,000

건    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1-26

(구로중앙로207)

)

236호

237호

264호

265호

266호

161.5㎡

32.3㎡

32.3㎡

32.3㎡

32.3㎡

32.3㎡

736,000,000

기본재산

교환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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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정관 시행 세칙

[제정: 2001년 9월 1일]

[개정: 2014년 9월 1일]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

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②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물 신ㆍ증축에 관한 사항

2. 기본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토지의 지형 및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4. 조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구축물 신설 및 멸실에 관한 사항

6. 주차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교육용 보통재산의 설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산의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규정에 의한다.

제 4조(수입ㆍ지출 및 재산증감 보고) 학교의 장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ㆍ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과정, 산업체학위의 신설과 폐지 등)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3. 학교의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조(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정기이사회는 연4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

다.

제 7조(분과위원회) 

①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8조(상근임원의 위촉 및 보수) 상근하는 법인 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보수는 자금과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9조(임원의 조사연구비 등)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연구비 및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 10조(규정적용기준) 법인 직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에 대하여는 학교규정을 준용하여 이사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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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교원 임면 승인신청) 정관 제43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 승인신청

은 발령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2조(직원임용 제청) 정관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원의 임용 제청은 발령 예정일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3조(교ㆍ직원 신규임용) 교원 또는 일반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활용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14조(각종 규정 등) 법인정관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이하 “규정류”라 한다)의 제

ㆍ개정 및 폐지는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학칙

2. 재산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류

3.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류

4.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규정류

5. 기타 주요 인가 규정

제 15조(위임사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책수립 등 중요사안은 사전에 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ㆍ부당 또는 부적정하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시로 확인 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16조(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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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 학     칙

   제 1 장 학     칙

   

   일반 학위과정 학칙

   산업체 학위과정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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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칙

[제정: 1991년 3월 2일]

[개정: 2021년 1월 1일]

제 1 장  총칙

제 １조(명칭)

본교는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제 ２조(교육이념 및 설립목적)

본교는 홍익인간에 바탕을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으로 정보산업인력 양성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 ３조(교육목표)

본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창조(創造)적인 지식인

2.  노력(努力)하는 기술인

3.  능력(能力)있는 전문인

제 ４조(과정과 전공)

본교는 다음과 같이 11개 학위과정과 28개 학점은행제 전공을 둔다.

(2021학년도 모집 기준)

[표 1] 2022학년도 모집과정

경찰경호게열

번호 전 공 & 과 정 명 전 공 학 위

1 경찰행정

경찰행정 행정전문학사

2 경찰행정(주말반)

3 안전관리 의전경호 체육전문학사

4 태권도(4년제) 경호비서학 체육학사

계　 4개 과정 3개 전공 3개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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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계열

번호 전 공 & 과 정 명 전 공 학 위

5 호텔조리전공(4년제) 식품조리학 가정학사(4년제)

6 호텔조리(2년제)

호텔조리 관광전문학사7
글로벌쉐프

(존슨앤웨일즈 편입)

8 마스터쉐프

계　 4개 과정 2개 전공 2개 학위　

호텔제과제빵계열

번호 전 공 & 과 정 명 전 공 학 위

9 호텔제과제빵

호텔제과제빵 관광전문학사
10 빠띠시에&디저트

계　 2개 과정 1개 전공 1개 학위　

호텔식음료계열

번호 전 공 & 과 정 명 전 공 학 위

11 커피바리스타

관광식음료 관광전문학사12 호텔바텐더

13 호텔관광경영

계　 3개 과정 1개 전공 1개 학위　



- 15 -

생활체육계열

번호 전 공 & 과 정 명 전 공 학 위

14 사회체육

레저스포츠 체육전문학사

15 스포츠재활 & PT

16 스포츠마케팅

17 스포츠지도자

18 야구산업

19 베드민턴

20 농구산업

계　 7개 과정 1개 전공 1개 학위　

유아복지계열

번호 전 공 & 과 정 명 전 공 학 위

21 유아교육

아동가족 가정전문학사

22 장애영유아보육

23 사회복지

사회복지 행정전문학사

24 복지상담

계　 　4개 과정 2개 전공 2개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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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라이프계열

번호 전 공 & 과 정 명 전 공 학 위

25 플라워산업

화예 예술전문학사

26 화훼조경

계　 　2개 과정 1개 전공 1개 학위　

드론계열

번호 전 공 & 과 정 명 전 공 학 위

27 드론

정보처리 공업전문학사

28 드론소프트웨어

계　 　2개 과정 1 전공 1개 학위　

국방과학기술계열

번호 전 공 & 과 정 명 전 공 학 위

29 군부사관

기계 공업전문학사

30 방위산업기술

계　 　2개 과정 1개 전공 1개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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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업년한, 학년 및 학기

제 ５조(수업년한)

본교의 수업 년 한은 2년-4년으로 한다. 

제 ６조(학년)

학년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하고, 2학기로 구분한다. 

제 ７조(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함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단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1년에 3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수업일수, 교육시간 및 휴업일

제 ８조(수업일수 및 교육시간)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졸업 시까지 2800시간의 80% 이

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강, 특

강 및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９조(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2) 하계방학: 7월부터 8월 사이

3) 동계방학: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

2.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 일이라도 학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수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 10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개강 전으로 한다.

제 11조(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 한다.

제 12조(입학지원)

본교 입학 지원자는 소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필요한 서류 : 학습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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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하되, 면접 

고사 성적은 합격 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1. 실기고사

2. 적성고사

3. 신체검사

제 14조(입시공정관리위원회)

1.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 16조(편입학)

1. 타 전문학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개강 전  

에 편입할 수 있다.  

2. 편입학은 각 학습과목별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제 17조(전과)

1.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전과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3. 전과한 자는 부족한 전공과목의 전부를 개별학습 수강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18조(재입학)

1. 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을 허가하면 복학생과 동일하게 학적부에 적용한다.

4. 제적 및 자퇴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의 경우 “복학 및 제적생 복학 가능 기간”을 운

영하여 (2월과 8월) 담임 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타당한 이유로 재입학 사유서를 제출하

는 경우 희망 학기로의 복학(재입학)이 가능하다. 담임 교수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게 복학원을 작성하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무부에 서류를 제출하

여 복학 절차에 따라 재입학을 진행한다.

5. 복학생 중에서 재입학이 되는 학생의 경우 이전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1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휴학하여 전혀 성적이 없는 경우, 모두 F학점을 받아 성적이 없는 경우로 해당

하는 유형을 학생의 학적부 비고란에 기록하여 둔다.

제 19조(폐과)

1. 개설된 과정에서 15명 이하의 학생이 있는 경우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폐과할 수 있

다.

2. 15명 이하의 학생이 있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제16조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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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등록 및 등록금의 면제와 환불

제 20조(등록)

1.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1조(등록금의 면제)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보훈대상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22조(등록금의 환불)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제 6 장  휴학, 자퇴, 제적 및 복학

제 23조(휴학)

1.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

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반환하지 않음

[표2]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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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위 1)과 2)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이라 

하고, 본교 소정양식의 ‘휴학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의 휴학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4조(휴학변경사유원)

1. 휴학 기간이 다하였으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변경사유

원’을 작성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2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퇴원

2. 보증인 동의서

3. 지도교수의 소견서

4. 학부장의 소견서

제 26조(제적)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한 자로 개전의 의지가 없는 자

제 27조(복학)

1. 복학은 매 학기 초 소정기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복학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이 완료된다.

제 7 장  학점인정교육 및 취득 가능한 학점

제 28조(학점인정교육)

본교의 각 과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 2015.9.28.][법률 제13229호, 2015.3.27., 일부개정]에서 정하는 학점은행제에 의

거하여 학점인정 교육을 실시한다.

제 29조(취득 가능한 학점)

학점인정 교과목 중 본교의 각 전공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에 대

해 4학기 동안 취득 가능한 최대학점은 60학점이다. 학사학위를 취득 하고 자 하는 경우 

에는 105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제 8 장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훈련과정

   

제 30조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훈련과정 폐지 신청) 

1. 본교는 2008학년도까지 정보처리(120명), 컴퓨터산업디자인(120명), 

인터넷(120명)으로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09학년도 부터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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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응시 가능하게 되어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훈련과정을 폐지 신청함

2. 본교를 2008학년도 이전 졸업생은 해당 전공 분야의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함

본교 수료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현대직업전문학교->(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 응시가 가능함  

※ 산업기사 응시에 가능한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반드시 1학년과정을 수료해야만 하며, 4년제 대학의 경우 

전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도 포함됨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제 9 장  교과목구분, 이론실기 비율 및 교육내용

제 31조(교과목 구분)

본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과목들은 공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1. ‘공통교과’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 또는 ‘교양과목’과 전공

교과를 교육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는 이를 다시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각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교

과목으로 편성한다. 특히 이들 교과목 가운데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는 교과

목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제 32조(이론 및 실기시간 배정)

1. 본교 각 과정의 모든 교과목들에 대한 이론 대 실기비율은 30% : 70%로 편성함을 원

칙으로 하고,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2. 공통교과는 총 교육시간의 10%내외로, 전공교과는 총55%내외, 그리고 35%범위 내에서 

각 전공은 자율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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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전공별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단, 학점인정 교과목인 경우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강의계획서에 준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10 장  성적평가 및 성적처리

제 34조(정기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과제물에 의해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부정행위자는 시험지 압수 및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35조(성적산출)

1.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소수점 없이 절대평가를 하며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수시평가 과제물

배점 30점 30점 20점 10점 10점

[표3] 정기 평가 배점 기준

제 ３6조(성적등급)

본교의 학업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등급, 점수, 평점 등으로 구분하고 성적등급 D0 이상

을 취득학점으로 인정 한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점 4.5 C0 70점 이상 2.0

A0 90점 이상 4.0 D+ 65점 이상 1.5

B+ 85점 이상 3.5 D0 60점 이상 1.0

B0 80점 이상 3.0 F 60점 미만 0

C+ 75점 이상 2.5    

[표4] 학업 성적 평가의 등급, 점수, 평점 구분

 

제 ３7조(출석점수)

1. 다음의 기준에 의해 출석점수를 부여한다.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점 84~80%   이상 16점

99~95%   이상 19점 79~70%   이상 0점

94~90%   이상 18점 69~60%   이상 0점

89~85%   이상 17점 60%   미만 0점

[표5] 출석 점수 배점 기준

2. 해당 교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출석일수 10분의 8 미달자는 성적을 받지 못한다. 단, 

가족의 경조사나 병무, 각종 국가자격시험 등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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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함으로써 해당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단, 공결은 총 수업 시간

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1시간 결석은 결석 시수 1로 계산되며 지각, 조퇴 3회시 결석 1시수로 추가하여 산출한

다. 

4. 출석률 계산식

((16주) x (수업시간 3~5) - 결석시수(지각3회=1시수결석))
 x 100 = 출석률

((16주) x (수업시간 3~5))

제 ３8조(조기 취업자 성적처리)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자로서 수업의 80%(13주차 부터)를 진행한 후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취업을 인정받은 조기 취업자에 대해서는 본교의 관련 규정에 의거 소정의 성적

을 득할 수 있다.

제 11 장  학사경고, 유급, 재시험 및 특강

제 ３9조(학사경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장은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기 평균 평점이 1.0 미만인 경우

2. 결석일수가 총 출석 할 일수의 20% 이하일 경우

3. 매월 결석일수가 총 출석할 일수의 30%이상인 경우 

4.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재학 기간 동안 3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은 자는 제

적될 수 있다. 단,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생의 가정으로 내용증

명서를 발급한다.

제 40조(특강)

1.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기간의 특강을 실시할 수 있다.

2. 정규시간 이외에 별도의 특강 반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특강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1조(추가시험)

본교 규정이 정하는 이유 있는 결시자에 대해서는 추가시험의 기회를 부과할 수 있다.

1.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추가시험 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2.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

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함

3. 그 밖에 추가시험 응시자 또는 정기시험 결시자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 

훈련기관의 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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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규율과 상벌

제 ４2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 ４3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도교수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단, 질병으로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４4조(포상)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선양했거

나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４5조(징계)

1.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고 학생의 본분을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2.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13 장  교수회

제 ４6조(구성)

본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 및 겸임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 ４7조(소집과 회의)

1.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가 업무를 대행한

다.

2.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

다.

제 ４8조(심의, 의결사항)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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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본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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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반(산업체) 학위과정 학칙

[제정 2020년 5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학칙은 본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교육목적 및 교육과정) 본교 각 과정은 학생 중심의 효과적인 현장실습과 취업 교육을 하

면서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생 스스로 취업마인드를 갖게 해 실무중심 교육과 기업 

서비스 마인드 교육으로 창조적 산학협력인재 육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교육과정은 산업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 전에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능력을 익

히도록 한다. 이는 학생들의 경험 수준을 높여 산업현장과 기업에서 보다 빠른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단순히 애로점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시적 관점에서 업체

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짚는 것까지 이들의 몫이다. 그래야만 학교와 산업체, 학생이 선

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단순히 자신의 전공만이 아니라 폭넓은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산업체 학위과정은 학기제, 계절학기제, 주야간제, 주말, 개별학습 수강 등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2년간의 전문가 양성 학위과정과는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 2 장 학사 운영

제 3조(과정) 

① 일반산업체학위과정 및 전문산업체학위과정 을 둘 수 있다.

② 일반산업체학위 및 전문산업체학위에 과정간 협동과정,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산업체학위에 국가(외국을 포함한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산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과정(이하 “계약과정”이라 함)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

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조(과정(전공) 및 입학정원)

① 일반산업체학위에 설치하는 과정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모집인원을 정원으로 한다.

② 전문산업체학위에 설치하는 각 산업체학위별 과정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모집인원 

및 시설, 전임 교강사의 활용이 지원 가능한 규모에 따른다.

③ 특수산업체학위에 설치하는 각 산업체학위별 과정 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모집인원 

및 시설, 전임 교강사의 활용이 지원 가능한 규모에 따른다.

제 3 장 입학 및 등록

제 5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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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입학자격) 

① 학사반(산업체) 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이상을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입학에 관한 절차, 모집방법 등은 각 산업체학위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8조(입학허가 및 등록) 

① 입학은 학교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

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제 9조(편입학・재입학) 

① 학교장은 각 산업체학위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편입학 및 재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자에게는 재입학 이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ㆍ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사반(산업체)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10조(등록) 

①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조(등록금 반환) 

① 학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ㆍ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금 반환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하되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학년도 학기 및 수업연한

제 15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

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 1 학기 :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8월 31일까지

2. 제 2 학기 :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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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학기 : 3월-6월, 7월-10월, 11월-2월까지 3번을 개강하여 15주 수업으로 1년 3학

기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ㆍ지변 기타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연도로 넘겨서 수업일수를 맞추어 운영한다.

제 17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제 5 장 교육과정, 이수 및 성적

제 18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산업체학위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19조(교과목 구분) 교과목 구분은 각 산업체학위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 20조(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

험ㆍ실습 및 현장실습은 매 학기 2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교

과의 경우에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업은 주간, 야간, 계절제, 방송, 통신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조(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① 매 학기 강의시간표는 수강신청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각 

산업체학위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22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한다.

② 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

며, 각 산업체학위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23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학생의 시험, 과제 및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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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점     수 평     점

  A+ 

 A 

  B+ 

 B 

  C+ 

 C 

 F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0

4.5 

4.0

3.5 

3.0

2.5 

2.0

  0 

[표 6] 학업성적평가의 등급점수 

②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하여 기한 내 성적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F가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산업체학위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과

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평점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24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각 산업체학위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관한운영규정’에 의

거 하여 1년 동안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 각 산업체학위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산업체학위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하

여 조정할 수 있다. 1년 3학기로 운영하는 경우 개강일이 아닌 ‘종강일을 기준’으로 어떤 

학기에 포함되는 학점인지 확인하여 연간 및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범위를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편성한다. 1년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를 의미하며, 또한 학기의 구분은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하며,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한

다.(‘학점인정등에관한운영규정’별표 비고 2) 

③ 비학점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 25조(선수과목) 

① 각 학위과정에 입학 한 자가 하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에 별도의 과목

을 수강 대체 및 수강 추가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되며, 별도의 수강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제 26조(학위과정의 연계)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교육과정과 산업체 학사학위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산업체학위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6 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 27조(수료) 

① 각 산업체학위에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수료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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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②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 28조(과정별 수료학점) 

① 각 산업체학위 과정의 수료학점은 필요에 따라 각 산업체학위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9조(과정 간 취득학점 인정) 

①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각 산업체학위 교과목을 미리 이수한 자가 해당 산업체학위

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수강 대체를 통해 필요한 다른 과목의 학점을 장학으로 신청하

여 수강할 수 있다.

②  본교 타 산업체학위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자는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각 

산업체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다.

제 30조(타 산업체학위 취득학점 인정) 

학생이 다른 대학(교)의 산업체학위 및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중복된 교과목을 제외하

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31조(수료의 시기)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32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학년도 매 학기 말에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33조(학위의 종류) 

본교가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해마다 신청하는 평가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 34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공개강좌 및 위탁학생

제 35조(공개강좌) 

① 교육과정 외에 교육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각 학사반(산업체)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36조(개별학습수강생) 

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사

반(산업체) 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개별학습 수강

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개별학습 수강생의 이수학점은 해당 학기에 6학점 이상 수강할 수 없다.

③ 개별학습 수강생의 이수학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산업체학위 학사운영규정으로 따

로 정한다.

제 37조(위탁학생) 

타 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개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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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수강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 38조(학생지도) 

각 산업체학위 학생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과정(전공)교수, 학과장, 학부장 교수의 지도를 받

아야 한다.

제 39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각 산업체학위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

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산업체학위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0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위상을 드높인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 41조(징계) 

① 각 산업체학위의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징계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학장이 위촉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의 산업체학위위원회 위원과 당해 학

생이 속한 과정(전공)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체학위위원회 위원인 징계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ㆍ제적으로 한다.

④ 견책, 근신(근로봉사)의 가벼운 징계는 각 산업체학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산업체학위장이 행하며,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산업체학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이를 징계한다.

⑤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

두 진술, 증거 제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9 장  학사반(산업체) 학위위원회

제 42조(설치 및 구성) 

① 본교에 설치한 산업체학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체학위위원회(이

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산업체학위장을 포함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일반산업체학위장이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

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3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과정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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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체학위에 관한 제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체학위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의 심의 사항 중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산업체학위 운영위원회에 위

임할 수 있다.

제 4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심의한다.

제 45조(운영위원회) 

각 산업체학위의 자율성과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각 단위 산업체학위별로 ‘운영위원회’를 두

며, 산업체학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산업체학

위 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10장  학칙의 개정 및 준용․위임

제 46조(학칙의 개정) 

① 학교장은 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정안을 입안하여 산업체학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 후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개정안을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회부하여 자구 등을 정비

한다. 

③ 학교장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법인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제 47조(준용규정) 

① 이 학칙 시행으로 학칙 중 이 학칙과 상이하여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학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 48조(위임규정) 

본 학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산업체학위 학사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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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 일 반 행 정

   제 1 장 취업 규칙

  

   제 2 장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 3 장 인사에 관한 규정

   제 4 장 문서에 관한 규정

   제 5 장 재무에 관한 규정

   제 6 장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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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취 업 규 칙 

취업 규칙

[제정: 2007년 7월 1일]

[개정: 2019년7월 16일]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규칙은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라 칭  

      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칙은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본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직을 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본교

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본교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효력)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으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단, 

      시간 강사나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조 (준수의 의무) 본교와 교직원은 이 규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함께 협력하여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교직원의 정의) 

1. 본 규칙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채용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본교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한다.

2. 교원은 전임, 겸임, 초빙, 계약강사 등으로 구분하며 정의 및 자격 등은 교원 인사규정

을 따른다.

3. 직원은 상근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한다.

① 상근직 : 직제에 의거 채용된 제반행정 및 기술분야 종사 직원

② 별정직 :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하여 타직으로의 보직 변경이 곤란한 직에 채용

된 직원

③ 계약직 : 업무의 특수성 및 본교의 인원수급 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를 목적으로 기한부로 채용된 직원.

제 6조(균등처우)

1. 모든 교직원은 균등한 처우를 받으며,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

에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본교는 여성이라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 교육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 차별을 두

지 않는다. 

제 7조(강제근로금지) 본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

하는 수단으로써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지 아니한다.

제 8조(신의성실 의무) 

1. 본교는 본 규칙에서 정한 근무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교직원은 본교의 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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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2. 교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본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채용 및 퇴직

제 9조(채용원칙) 교직원의 채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공개경쟁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거 특별 채용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경우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 10조(채용방법) 

1. 교직원의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

며 필요시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필기(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

다.

제 11조(채용구분) 교직원의 채용은 신규채용, 경력채용 등으로 구분하며 채용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에 준한다.

제 12조(채용기준) 경력입사자의 경력인정 및 채용시 호봉은 입사전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 13조 (채용의 제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기피자

7.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제 14조(입사구비서류)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서류를 채용 발령 전에 구비하여

야 한다.

1.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칼라 사진 1매)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

3.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자필이력서 1통

6. 근로계약서 (본교 양식) 1통

7. 자격면허증 사본 (각종 자격면허소지자에 한함) 1통

8. 경력증명서 (경력입사자에 한함) 1통

9. 기타 인사관리상의 필요로 인하여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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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채용확정) 제10조의 절차를 마친 자에게 채용 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 16조 (채용취소) 본교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2. 입사 후 제13조의 각 항의 1에 해당하거나 사실이 발견된 자

제 17조(수습) 

1.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수습을 명할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향후 본교의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 18조 (해고의 예고) 본교는 교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

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교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조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인원정리) 

① 본교는 사업 형편상 교직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원자·근무성적 불

량자 순으로 인원을 정리하며, 퇴직금 이외에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

다.

② 자원자가 아닌 인원 감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따른다.  

제 21조 (퇴직) 교직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1. 퇴직을 원하여 승인을 받은 때

2. 사망하였을 때

3.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제 22조 (당연면직) 본교는 교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연면

직시킬 수 있다. 

1. 질병 또는 건강상 장해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근태불량으로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본교가 무단결근하는 근로자에게 업무복귀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복귀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교는 그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

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있음을 간주하여 퇴직처리 한다.)

4. 직무대기를 받은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대기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직무 이외의 사유로 형사 소추되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았을 때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8.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되었을 때

제 23조(퇴직방법 및 인수인계) 제21조 제1항에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퇴직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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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경우 학교의 승인이 있기까지에는 종전의 업무에 충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3. 전 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고 학교의 대여품을 반환하여

야 한다.

제 24조(사무인계) 교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 건명 등을 열거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5조(특수인계) 금전, 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에 종사하는 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 장부에 기

재하여 그 현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26조(절차)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

제 27조(입회자)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아래와 같다.

1. 부서장급: 담당임원

2. 과장급 이상: 부서장

3. 주임급 이하: 담당과장

제 28조(서식 기타) 사무인계에 적용할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8조의2 (사용증명서)

1. 본교는 교직원이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에 관한 증명서(이하 “사용증명서”라 한다)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2. 사용증명서 발급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방문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교직원으로 하되, 청구

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 3장 인     사

제 29조(용어의 정의)

1. ‘보직’은 교직원의 그 자질 및 적성에 따라 특성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2. ‘배치’는 교직원에게 근무할 일정한 소속을 결정함을 말한다.

3. ‘전임’은 타부서로의 소속 변경을 말한다.

4. ‘파견’은 소속변경 없이 교내 타부서에서 근무함을 말한다.

5. ‘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격됨을 말한다.

6. ‘승급’은 동일직급 내에서 급여의 호봉이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승격됨을 말한다.

제 30조(보직의 원칙) 교직원의 보직은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및 개인의 적성, 능력, 경력, 

기타 본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대의 능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1조(전환배치) 장기간 동일 근무지, 동일 직무 수행에 따른 타성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관리

능력 배양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환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2조(보직변경) 보직변경은 보직 이후 최소한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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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진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

2.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

3. 인사관리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3조(대기발령) 본교는 징계처분 요구중이거나 일정기간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6

개월 한도 내에서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제 34조(이동) 본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직원에게 전임, 전직 등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 35조(전임) 

1. 전임은 동일 직장 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임명령을 받은 자는 전임명령서에 지시된 일자까지 신임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제 36조(파견) 본교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교직원을 

교내 타부서에 파견 발령할 수 있다.

제 37조(승진의 구분) 승진은 정기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제 38조(정기승진) 본교는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사내경력 및 교육훈련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발령할 수 있다.

제 39조(특별승진) 현저하고 객관적인 우수성이나 공적이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본교의 필요

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발령할 수 있다.

제 40조(승급) 승급은 일반승급과 한계승급으로 구분하며, 승급기준에 의거 1년에 1등급 승급 발

령을 원칙으로 한다.

제 41조(실시사항) 승진 및 승급에 대한 세부기준 및 구체적 시행사항은 매년 학장의 재가를 얻

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2조(인사고과) 교직원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근무평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직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능력 ·자질 향상을 유도하며 성취 동기를 부

여하기 위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원의 경우는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43조(고과활용) 인사고과는 승진·승급·부서배치 교육 경력관리 및 기타 인사관리자료 등에 활

용하고, 업적고과는 승진, 승급, 상여금 등에 활용한다.

제 44조(시행사항) 인사고과의 세부 시행사항은 매년 학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복     무

제 45조(복무의 기본원칙) 직원은 항상 복장, 언어, 행동에 있어서 학생의 사표가 되도록 힘쓰며 

학생지도 및 일반 사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제 46조(의무) 

① 직원은 법령, 법인정관 및 제 규정, 직무상의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

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의 대소 경중을 불문하고 즉시 감독 책임

이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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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원은 본적, 주소, 가족사항 및 기타 신상의 변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계통을 

통해 총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7조(근무지이탈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중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

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8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49조 (집단행위 금지) 

<삭제>

제 50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직원은 제53조에 명시된 근무시간 중에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단, 외부에 출강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비상임직

으로 위촉받을 경우, 사전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1조 (복무규정) 

1. 교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의 달성에 적극 노력한다.

②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진다.

③ 항시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한다.

④ 본교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⑤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본교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한다.

⑥ 본교의 허가 없이 본교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다.

⑦ 본교의 허가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⑧ 본교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중 본교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⑨ 개인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교의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⑩ 본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⑪ 직장의 청결 및 도난․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

⑫ 본교의 제 규정 또는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⑬ 소속근로자 또는 교직원을 대함에 있어 항시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 조

직의 단합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본교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⑭ 항시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

한다.

2. 전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절차에 의거 징계 조치할 수 있

다.

제 52조(신상변동의 신고) 교직원은 본적, 주소, 성명 기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3조(근무시간)

1. 교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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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평일: 09:00~18:00 

② 휴게시간 - 평일 1시간(식사시간 포함) 12:00~13:00

3. 전항의 경우 학교의 사정과 계절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제2항 휴식시간은 본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교직원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 53조의2 (탄력적근로시간제) 

1. 본교는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 제21조의 시

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것)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시행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른다.

2. 본교는 제1항에 따라 사원이 특정일에 8시간 이상, 특정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

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만,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정한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3조의3 (선택적근로시간제) 

1. 본교는 이 규정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

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선택적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제외)

② 정산기간(1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 

근로시간)

제 53조의4 (간주근로시간제) 

1. 교직원이 출장, 파견,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

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교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3조의5 (시차출퇴근제) 

1. 교직원이 출산, 육아 및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할 수 있다. 

2.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시차출퇴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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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4제(07:00 출근, 16:00 퇴근)

② 8~5제(08:00 출근, 17:00 퇴근)

③ 10~7제(10:00 출근, 19:00 퇴근)

④ 기타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범위 출·퇴근시간 지정(단, 07:00~22:00 사이의 시간으

로 한다.)

4. 본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근로자에 통보한다. 

5. 교직원은 시차출퇴근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네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4조 (시간외 근무) 

1.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 교직원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괄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미리 정한 시간의 

한도 안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직원이 포괄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에 약정한 시간 외에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에

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교직원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정의 서류 양식

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로 인정

하지 않는다. 

제 55조(근무방법) 교직원의 근무는 상시근무제로 한다. 

제 56조(휴일근무) 본교는 교직원에 대하여 주휴일 및 정휴일에도 본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정해 주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57조(출근) 교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퇴근카드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 58조(퇴근) 1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에는 일상 사용하는 서류, 공구, 기타 물품을 정리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59조(결근) 

1. 교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

야 한다.

2.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결근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3.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인정결근으로 처리한다.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근하고자 해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② 직원이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 정오

까지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익일 10시 30분까지 사유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무단결근 처리한다.

① 위의 소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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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사유이외에 단순히 사직원 제출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제 60조(결근의 제재) 

1. 제59조 제3항의 결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결근일 수가 

연차일 수를 초과하였을 시는 초과 결근일 수만큼 일할 급여액을 공제한다. 

2. 제59조 제4항의 결근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근일 수만큼의 일할 급여

액을 공제한다.

제 61조 (조퇴․외출 및 지각) 

1. 직원이 조퇴․외출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태계에 의한 조퇴․외출의 허가를 부서장에게 

미리 받아야 한다.

2. 조퇴의 허가사항은 업무종료시간 1시간이전에 발생되는 경우이며, 외출의 허가사항은 

30분이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무단조퇴·외출로 간주하며,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2조(근태보고서의 제출) 직원들에 의한 근태보고서는 근태계를 첨부하여 월1회씩 해당부서

장이 작성하여 학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본을 익월 5일 이내 총무부에 제출한다.

제 63조(비상출근 명령)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인 

자라 할지라도 본교는 비상출근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64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교직원이 선거 기타 공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청

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간이 본교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

다.

제 65조(출장명령) 

1. 교직원은 본교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2. 출장명령을 받은 교직원이 수명 기간 내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

우에는 출장명령변경원이나 취소원을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66조(출장 중의 사정 변경) 출장 중 사정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리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신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소속 장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 67조(출장보고) 출장자는 귀임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

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 68조(출장여비) 본교는 출장자에 대하여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제 69조(근무복 지급) 본교는 교직원으로서 업무상의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0조(근무복 지급대상 및 시기) 본교는 현장근무교직원에 대하여 매 1년마다 동복 및 하복을 

1벌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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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조(착용의무) 근무복을 지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중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 72조(근무복의 분실 기타) 지급받은 근무복의 착용을 요하는 자로서 지급받은 근무복을 본인

의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착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지급분을 본인 부담

으로 한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 73조(휴일) 본교는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5.1)

3.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 (단, 정부의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이 개정될 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이에 따른다.)

4. 기타 학교에서 지정한 임시 휴일

제 74조 (휴일의 대체)

1. 본교가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직원 또는 특정 직원에게 휴일대

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동의한다. 

2. 휴일을 대체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아니한다. 

3.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포함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

다. 

제 75조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

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삭제

4.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

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

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삭제

6.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

다.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 75조의2 (연차휴가의 사용) 

1.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교는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

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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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본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4. 본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본교의 사용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5. 연차휴가는 본교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 75조의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본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 76조(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1. 본 규칙에 의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

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② 산전, 후 휴가기간

③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기간 혹은 동원기간

④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⑤ 연차유급휴가기간 및 생리휴가일

⑥ 인정휴가, 공로휴가기간

⑦ 육아휴직기간(단, 2018년 5월 30일 신청자부터 적용)

2. 본 규칙에 의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

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의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동 휴가를 부여

한다. 

① 본 규칙에 의한 휴일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③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④ 육아휴직기간(2018년 5월 30일부터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77조(시기변경권) 본교는 교직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

영상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78조(인정휴가) 본교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1. 경조휴가

학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 소정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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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본교경조휴가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비     고

결     혼

본       인 7일

자       녀 1일 교통불편 원격지는 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3일 교통불편 원격지는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

출     산 본 인,   처 90일, 1일 교통불편 원격지는 2일

돌 자    녀 1일 교통불편 원격지는 2일

사     망

본인 및 배우자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자    녀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

본인의 조부모 1일 “

2. 특별휴가

가.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나. 병역관계법에 의한 검사출두소요일, 복무소집기간 및 향토예비군 훈련기간

다. 공무에 관한 법원의 소환 또는 법정선거권의 행사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하다고 인정되

는 기간

라.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교통 차단으로 출근정지를 당하거나 기타 법정조치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제 79조(공로휴가) 본교는 교직원이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제도 등에 의한 포상으로 별

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80조 (산전・산후 휴가) 

1.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준다. 이 경

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

를 통하여 120일의 보호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 60일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2.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

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

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 출

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

은 제외한다. 

①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

터 5일까지

②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

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③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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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④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

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4. 본교는 사원이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

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

전·후 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본교는 최초 60일분의 급여

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다태아의 경우는 최초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

액을 지급한다.

6.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 80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1. 본교는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

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

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5. 본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교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 81조(여교원의 산전 후 휴직기간) 여교원의 산·전후 휴직기간은 출산예정일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구분한다. 단, 당해 학기 교과목 배정을 받지 아니한 교원은 예외로 한다.

1. 출산예정일 1월 15일에서 7월 14일 사이 : 당해 학년도 1학기 휴직

2. 출산예정일 7월 15일에서 1월 14일 사이 : 당해 학년도 2학기 휴직

제 82조(학생상담 및 학급관리) 

1. 각 전공은 학급 지도교수로 1학년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당해 학기 결원이 2학년 학

급에서 발생하도록 조정한다. 

2. 결원이 발생한 전공의 해당 학급에 대한 지도교수는 전공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음의 

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① 2학년 학급 지도교수 1인이 2개 학급을 맡는다.

② 해당 학급의 강의를 맡고 있는 전공소속 교원들이 일정 수의 학생을 나누어 담당한다.

제 83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일 2회 각

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 83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1. 본교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2. 본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 83조의3 (난임치료휴가)

1. 본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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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

일은 유급으로 한다.

2. 본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교는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4조(생리휴가) 본교는 여성 교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 85조(병가) 

1. 학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래도 계속 치료를 요할 때는 지체 없이 휴직처리 하여야 한다. 단, 공무로 인한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병가 시 지급급여는 병가발생 첫 달은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며 둘째 달부터는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4. 병가기간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제 86조 (공가) 학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로 인하여 징병검사나 소집 또는 검열점호 등에 참가하려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 87조(특별휴가) 학장은 본교에 현저한 실적을 남겼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 87조의2 (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88조(휴가의 사용) 

1. 본 절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정의 휴가원에 의하여 소속부서를 경

유 최종 결재 후 총무부에 제출 한다.

2. 본교는 교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지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줄 수 있다.

제 89조(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 90조(휴직) 본교는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교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고 본교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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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외의 부상, 질병으로 1월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때.

③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사실상 1개월 이상 출근할 수 없을 때.

제 91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3개월, 단 1회에 한하여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나.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 수행기간.

다. 기타의 경우는 3월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에 산입하나 복직을 하지 아니할 경우 및 휴직기간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와 휴직 기간 중 사직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2조(휴직통보) 본교는 휴직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휴직사유, 휴직기간중의 처우,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통보한다.

제 93조 (육아휴직)

1. 본교는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본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

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본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본교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 9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기간의 근로조건 등)

1. 본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본교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본교는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6. 본교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

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3조의3 (가족돌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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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는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

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

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

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② 연장근로의 제한

  ③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④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

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본교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

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6. 본교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4조(복직) 

1. 제93조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본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복직하게 한다.

2.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종료 또는 소멸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휴직 전 소속 부서를 경유하여 총무부에 복직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본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직에 복직 발령 조치한다.

3.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병원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 95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본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교의 

명예을 훼손하거나 본교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교의 사전허가 없이 

타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6조(휴직의 영향)

1.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2.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승진, 승급, 상여금 지급 시 제외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휴직기간 중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97조(휴직자의 면직사유) 휴직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면직된다.

1. 휴직기간 종료 및 휴직사유 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을 청원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에 의해 복직원이 승인되지 않은 자

3.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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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급여 및 보수

제 98조(급여 및 상여) 급여 및 상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급여규정에 의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 99조(포상대상) 교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교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직무에 관하여 본교의 예상손실을 모면, 감소케 하였을 때

3. 본교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으로 공적이 인정되었을 때

4. 화재, 풍수해, 기타 재해 발생 시에 방호의 임무를 다하였을 때

5. 장기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6. 전 각호 이 외에 본교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 10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 101조(포상방법) 포상은 공적의 경중에 따라 상장, 상금 또는 상품수여, 특별승진 등으로 실

시한다.

제 102조(포상결정)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제 103조(기록관리) 포상에 대하여는 포상대장, 인사기록카드 및 전산자료에 기록 관리한다.

제 104조 (징계의 종류 및 방법)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강급, 정직, 징계해고 등으로 구분하

며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견책 : 징계 사유의 정도에 따라 갑류, 을류로 구분하며 사유서와 시말서를 징구한다.

2. 감봉 : 1회의 감봉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봉 총액이 월평균 임금의 10

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임금을 감한다.

3. 강급 : 동일 직급내의 3호봉 이내로 한다. 

4. 정직 :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5. 징계해고 :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된 자로 근로관계를 종

료시킨다.

제 105조 (권고사직) 본교는 교직원이 제109조에 해당할 경우 사직을 권고하고 교직원이 사직서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해고 할 수 있다.

제 106조 (징계사유) 본교는 교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징계조

치를 할 수 있다.

1. 본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또는 직무를 유기하거나 본교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무단결근 발생시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본교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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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4.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였을 때

6. 제109조에 정한 사유와 전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107조 (해고사유) 

본교는 교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고 조

치할 수 있다.

1. 업무상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교의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재해 및 중대한 사

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3. 불온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주도하여 본교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4.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5. 기타 중대한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 107조의2 (해고예고 및 해고의 통지) 

1. 본교는 해고를 하려면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교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단,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의 통지를 한 것

으로 본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①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07조의3 (정년)

1.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2.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원이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본교는 필요한 경우에 근로조건

을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 촉탁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제 108조(비위사항의 보고) 교직원에게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제 109조(징계의 의결)

1.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사실심문이 종료한 후 징계대상자를 퇴장시키고 심의·의결

을 행한다.

2. 징계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

3. 징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위원이 모두 기명날인한다.

제 110조 (징계처분 및 통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교장이 행한다.

제 111조(징계의 가중) 징계처분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중복해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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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이 가중 조치한다.

1. 1년 이내에 견책(을류) 2회의 처분을 받을 경우 2회째 견책(을류)을 대신하여 견책(갑

류) 1회를 실시

2. 1년 이내에 견책(갑류) 2회의 처분을 받을 경우 2회째 견책(갑류)을 대신하여 감봉 1회

를 실시

3. 1년 이내에 감봉 2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 2회째 감봉을 대신하여 강급 1회를 실시

제 112조(징계행위의 교사 등) 징계 해당행위를 교사, 선동 및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  

    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 113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징계조치 후 즉시 적용된다.

제 114조(변명기회의 부여) 징계처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받아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

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진술을 받을 수 있다.

제 115조(기록관리) 경고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기록카드 및 

전산자료에 기록 관리한다.

제 9 장 교 육 훈 련

제 116조 (교육훈련) 

1. 본교는 교직원에 대하여 업무지식, 기술 및 능력의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7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본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

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

모가 영세한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

과정중에 제2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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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조의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본교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

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2. 본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3. 본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 10 장 인사위원회 

제 118조(목적)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및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인사관리의 적정, 공

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 119조(소위원회)

1. 인사위원회 산하에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구체적 안건에 대한 심의를 사안별로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

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제 120조(징계위원회의 구성)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그가 지정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121조(위원회의 운영)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장 인사기록 서류

제 122조(입사 구비서류의 비치) 제13조에 정한 입사구비서류는 총무부에 영구 보존한다.

제 123조(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카드는 원본, 부본의 2부를 작성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12장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

제 124조(안전보건)

교직원은 위험 방지 및 보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학교의 정리정돈 및 재해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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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해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

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근무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할 것

6.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7. 항상 근무 장소를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버릴 것

8. 학교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안전과 보건에 대한 조치사항에 응할 것

제 124조의2 (안전교육) 

본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사용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

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 125조(건강진단)

교직원은 매 1년(사무직 직원은 매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 126조(재해보상)

① 교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 혹은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른다. 

② 학교는 본 조의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

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성희롱 및 남녀차별의 금지

제 127조 (차별의 금지)

본교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및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128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9조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1. 본교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본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이유로 당해 교직원에게 불이익

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14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 130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본교의 임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

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

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1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본교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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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

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행위

제 13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본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함)을 1

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본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제 13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본교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본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

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본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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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본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

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칙은 2018년 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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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근태계

근    태    계
 2021  년     월     일

처리

부서

담  당 교무처장 학장

대

상

자

부      서 성       명 직     급 입 사 일 자 

교무부 교 수 년 월 일

구  

분

휴     가

공  가

(   )

결  근

(    )

외  출

(   )

조 퇴

(   )

반  차

(   )
연  가

(  O  )

병  가 

(    )

경조휴가

(     )

기

 간

        

연 락 처

장 소 전화번호

사

유

       

          상기와 같이 근태계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자

당당(본인) 부서장

비

고

* 가급적 연가사용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3일전 제출)

재단법인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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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외출 및 출장 복명서

■외출, □출장 복명서

2021 . 0. 0.

결

재

담  당 학 부 장 학  장

1. 소   속 교  무  부 직   위  성   명

2. 기   간

계 획  2021 . 00. 00 ～ 2021 . 00. 00 (0박 0일)
변  경

사  유
실 행 2021 . 00. 00 ～ 2021 . 00. 00 (0박 0일)

3. 목                      적 4. 목 적 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워크숍 및 직무연수 경주교육문화회관

월, 일
방문기관(답사지)

/면담자(직책, 성명)
면담(시찰)내용 및 성과

수집한 자료 목록

연번 제목 또는 내용

4월 

15~16일     경주 교육문화회관

※ 별첨 : 출장경비 자료

학점은행제

전산연수

평가인정실무

상담요령

학사운영실무

우수교육기관사례발표

1

연수교재

 

 * 기재란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별지 첨부.

재단법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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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정: 2007년 7월 1일]

[개정: 2020년 3월 3일]

제 1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의 조직구성을 

기술하고 당사 업무 전반에 걸친 책임과 권한에 관한 업무 분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2조(목적) 본교의 기본 조직 및 각부서의 업무 분장, 직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운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조직의 편제) 본교의 조직은 조직도와 같으며, 그 내용은 직무명세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조직의 신설, 폐지,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하며, 관리직 인원의 배치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4조(직위별 권한과 책임)

 1. 이사장(학장)

 본교를 대표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최고 결정권을 가진다.

 2. 부학교장

 영업, 기술 및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며 대표이사의 공석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부서장(학부장, 학과장, 부장, 실장, 처장)

 해당 부서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며 해당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 팀장 및 위원장

 팀장은 업무 분장된 팀의 장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 위원  

 장 및 평직원도 팀장에 보할 수 있다.

 팀장은 소속 사원을 지휘, 감독하고 상사를 보좌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 

 고 그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진다.

 위원장은 기술, 연구 개발 및 신규 사업 검토 등 이사장이 위임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반

 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또한 위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팀장으로 보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팀장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5. 과장

 부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사원을 지휘, 감독한다.

 6. 주임 

 주임은 소속 상급자를 보좌하고 팀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7.직무의 대행

 이사장, 부학교장, 부서장, 팀장 및 위원장, 과장, 주임이 각각 유고 시에는 차 하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히 직무의 대리자를 지명하였을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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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의 귀속

각 책임에 보임된 자는 소관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된 결과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지휘명령 계통

지휘명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위자로부터 직속의 하위자에게 하달됨을 원칙으

로 하며, 보고는 하위자로부터 직속의 상위자에게로 상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조직의 존중

회사의 조직에 소속된 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각 항에 따라 조직을 존

중하여야 한다.

상위자가 그 직속 하위자를 넘어서 그 외의 하위자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하거나 하위자가 

직속 상위자를 넘어서 그 위의 상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의 지휘명령 계통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 하, 좌, 우의 직책 상호간에 있어서 직무 권한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10.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

조직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휘명령 계통의 통일을 기하고 그 소관 업무를 처리

함과 동시에 타 업무와의 사이에 중복 또는 누락을 발생케 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 진행에 있어서 관계 각 부서와 충분히 협조하고 상호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그 활동이 유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스스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제 5조(부서별 업무 분장)

1. 공통 업무

부서별 공통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담당업무에 관한 연구개선 및 능률 증진에 관한 사항

담당업무의 비밀 보전에 관한 사항

관계 타 부서와의 연락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담당업무와 관련된 관계 법령, 일반 정세의 조사 연구에 대한 사항

담당 업무처리에 관한 제 표준의 입안 및 개,폐안의 발안에 대한 사항

소속 부서원의 교육에 대한 사항

담당업무의 기안, 제 통계의 보고 및 지시 처리에 관한 사항

담당업무 관련 문서, 도면, 장부 및 전표의 작성,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소관 자산의 보존, 관리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에 담당업무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관공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담당업무와 관련된 제 증명의 신청,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

본 규정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타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

2. 각 부서별 담당업무

부서별 담당업무는 첨부된 표와 같다.

3. 특명사항

회사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이사장의 특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명

(受命)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구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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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용 원부자재 및 일반자재 구매

  (2) 사급자재 조달 및 관리 

  (3) 구매품 대금 지불 

  (4) 협력업체 선정 및 등록

  (5) 협력업체 평가 및 관리

  (6) 부적합 자재 처리

  (7) 원부자재 입출고 및 수불관리

  (8) 적정 재고 유지 및 재고관리 

  (9) 자재 불출

  (10) 장기 저장품 및 유휴자재 관리

  (11) LOT 번호부여 및 관련 업무

5. 제품관리 부서

  (1) 제품 입출고 및 수불 관리

  (2) 재고관리

  (3) 출하 준비

  (4) 월 계산서 발행 및 정리

  (5) 장기 저장품 관리

  (6) LOT 번호부여 및 관련 업무

제 6조(부서별 업무 분장)

      1. 계열

      (1) 계열별 특성화 방향 및 질 관리 정책 수립

(2) 학생 상담 및 지도

(3) 실습실 장비 및 학생 운영 

(4) 실습실 작업 환경 및 안전관리

(5) 교육강사 교육 및 배치

(6) 교육과정 기획 

(7) 교육과정 운영

(8) 학교 행사 운영

2. 교학처

(1) 신설 과정 발굴 

(2) 학습자 모집 확대

(3) 모집계획 운영 및 실적 관리

(4) 수강료 관리  

(5) 신입생 등록 접수 및 수납 계획 수립 및 운영 

(6) 신입생 등록금 수납 관리 

(7) 예비 신입생에 관한 연락 및 관리 

(8) 학생 불만 처리 및 학생 관리

(9) 등록금 분납 및 관련 제 장부의 기록, 보관

(10) 모집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

(11) 학생 상담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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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무처

1) 교무행정

(1) 인사관리

정원 관리

인사고과 관련 사항(인사기록카드)

사원의 채용, 배치, 보직, 이동, 승진, 휴직, 복직, 면직에 관한 사항

사원의 출장, 파견 관련 업무

사원의 포상, 징계 관련 사항

사원의 인사 관계 제증명(재직, 경력, 신원 증명)의 신청, 교부 관리 업무

사원의 근태 관리 및 기강 확립 업무

사원에 대한 병사(兵事) 업무

사원에 대한 병역 특례 업무

(2) 급여 관리

사원의 봉급, 제 수당, 시수집계 산정

급여 조정 업무

(3) 교육훈련

전사적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훈련 사후관리

사원의 외부 기관 교육에 관한 사항

사원에 대한 자격 인정 및 부여에 대한 업무

(4) 조직 관리

회사 조직의 개편 및 운영

부서 간 직무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내표준 관리

본교 표준 제정, 개정, 폐지 관련 행정업무

본교 표준 배포 및 원본 관리

(6) 통계적 기법 보급 및 적용 확산

(7) 시정조치, 예방조치 주관 및 결과 분석

2) 총무 행정

(1) 회계 관리

전표의 정리 및 관리

회계 장부의 기록 및 관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원가 계산 및 원가 관리 업무

국세, 지방세 및 원천 징수 등 세금 관련 업무

계정과목의 개, 폐에 관한 업무

회사 재산의 운영 관리 업무

자금 수급 상황에 따른 자금계획 및 관리 업무

정부자금 조달, 금융기관 자금차입, 차입금의 원리금 상황 및 사후관리 업무

여유 자금의 운영

자산평가(감정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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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동산에 대한 근처당 설정 업무

현금, 예금, 받을어음, 수표 및 유가 증권의 출납 보관관리, 추심에 관한 업무

예금, 적금 관리 및 거래은행 관련 업무 

자본 유치 및 투자 관련 업무

자사 주식 관리 및 주가 관리

(2) 급여 관리

사원의 봉급, 제 수당 산정 및 지급

급여 조정 업무

(2) 보험 관리

자격 취득, 상실, 변동에 대한 사항

검인 관련 사항

보험금 산정에 대한 사항

기타 보험 관련 업무

연말 정산에 관한 사항

(3) 복지후생

건강진단에 대한 업무

경조금 관련 사항

기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문서 관리

일반 문서 수발, 배부에 관한 사항

이관 문서 및 기록의 분류, 등록, 보존, 폐기에 관한 사항 

간행물 구독에 대한 사항

사내 제 공고의 통제

(5) 대외 업무

회사와 관련된 소송, 공고, 등록 및 법률 절차에 관한 사항

제 단체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대외 기부 및 찬조 관련 사항

제 증명서의 신청, 교부 관련 사항

(6) 인장 관리

직인의 개/폐, 사용인감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법인 인감의 날인에 관한 사항

직인 날인 및 보관 리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관리

부동산 취득, 처분, 임대 및 임차

부동산 등기에 관한 업무

(8) 기타

비품, 소모품의 구입 및 불출

사내 각종 행사의 주관 또는 지원

기타 총무 관련 사항

3) 관리 업무

(1) 기술표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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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 공정, 작업자, 설비별 능력 검토 및 준비 

(3) 설비 점검 및 보전 

(4)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개선 

(5) 치공구 관리

(6) 기타 생산관리 지원 업무 

(7) 안전관리

(8) 환경관리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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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67 -

2021 업 무 분 장 표

[표 8-1] 부서별 연락처

◈ 교학처

◈ 교무처

부서명 항목 주요 업무분장

학점은행제 계열 30개의 교내 및 학점은행제 전공 전공업무, 학생관리, 실습실 시설관리

교무처

(교무행정, 총무, 회계, 전산)

학점은행제 행정 및 교강사 관리

회계, 급여. 재무, 증명서 발급 

행정기획, 행정업무, 학생관리, 기획홍보

학사운영, 재무회계, 전산개발, 인사노무

홈페이지관리 및 인트라넷 개발, 시설관리

교학처

(입학상담실)
모집관리 및 입학상담실 업무

기획홍보, 모집홍보, 입학상담, 

홈페이지 디자인제작

교육운영본부

(국비과정)

고용노동부 행정 및 국비 운영

시설, 장비 및 청소용역 관리

행정기획, 행정업무, 학생관리, 기획홍보

홈페이지관리 및 인트라넷 개발, 해외취업

글로벌 취업센터 해외 취업처 개발 및 언어교육 기획홍보, 학생관리, 행정업무

[표 8] 2021 업무분장표

부서 부서 업무 담당자 대표 전화

입학상담 - 입시기획, 입학관리, 입학상담 권 정구 02-2675-5800

부서 부서 업무 담당자 대표 전화

교무행정 및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및 학사운영 업무
- 교원 오리엔테이션 및 행정지원 업무
- 학적부 관리 및 운영 업무
- 전체교무회의 및 교직원 시수집계 업무

김 선애 02-2675-2005

교무행정 및
총무행정

- 재학생 등록금 관리 및 수납
- 증명서 발급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 휴학 . 복학 처리
- 입, 퇴사관리(퇴직연금, 상실신고 등)

최 지원 02-2675-6203

세무회계

- 자금운영 및 외환관리
- 결산 업무, 감사제반 업무
- 급여관리
- 일일시제 및 일마감 업무

이 승희 02-2639-6202

전산

- 전산개발업무
- 홈페이지 관리 및 인트라넷 지원업무
- 학위과정 전산실 및 강의실 PC관리
- 방역 기물관리 업무

모 정환 02-263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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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전공 / 과정)

◈ 교육운영본부 당산 캠퍼스(국비무료교육)

◈ 국비교무부 구로 캠퍼스(국비무료교육)

◈ 글로벌 취업센터

◈ 사회복지 / 유아교육 현장실습

◈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계열 과정 교수 대표 전화

호텔조리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창작, 분자요리 이 흥구 02-2675-6182

호텔제과제빵 제과, 제빵, 디저트, 초코릿공예, 설탕공예 이 주영 02-2675-5160

호텔식음료 칵테일, 커피, 와인, 조주 원 홍석 02-2675-7580

경찰경호 경찰행정, 안전관리, 태권도경호 서 봉성 02-2675-4495

유아복지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육/사회복지실습 박 금미 02-2068-8968

생활체육 사회체육, 스포츠재활&PT, 스포츠마케팅, 야구산업, 배드민턴, 농구 이 재형 02-2068-8968

플라워라이프 플라워, 공간연출, 조경설계, 원예치료 최 화선 02-2671-5244

드론 드론, 드론촬영, 드론제작, 드론자격증 김 현이 02-2679-7744

국방과학기술 드론IT, 방위산업기술 이 두용 02-2675-0040

부서 부서 업무 담당자 대표 전화

국비교무부
- 실업자 교육 (국비무료교육)
- 내일배움카드제 (국비무료교육)
- 국비교육 행정 업무

남 소라 02-2637-0123

부서 부서 업무 담당자 대표 전화

국비교무부
- 실업자 교육 (국비무료교육)
- 내일배움카드제 (국비무료교육)
- 국비교육 행정 업무

양 혜진 02-2638-0700

부서 부서 업무 담당자 대표 전화

국제교육부
- 해외취업 교육
- K-MOVE 해외취업
- D-4-6 외국인 연수과정

김 건용 02-2675-1251

부서 부서 업무 담당자 대표 전화

사회복지 - 사회복지 현장실습 최 재식 02-2675-7247

유아교육 - 아동보육 현장실습 박 금미 02-2068-8968

부서 부서 업무 담당자 대표 전화

한국능력개발
직업전문학교

- 학점은행제 교양수업
- 국비무료교육(미용, 전기, 애완동물, 요양보호사)

표 기영 02-2632-3070

부서 부서 업무 담당자 대표 전화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 요양보호사 교육 고 일민 02-2637-7007

부서 부서 업무 담당자 대표 전화

원격평생교육
- 사이버평생교육원
- 교양수업

김 지유 02-2675-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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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무

분장

학생관리 전문가 업무 분장 표

학부장 업무분장  담당 학부장 학과 교수

1
학사

운영

학생회 유아복지계열 박금미 학생상담 및 관리, 과대표 부대표선발

졸업작품전시회 계열별 학부장, 학과장 작품지도 및 대외 공모전 지도

체육대회(현우대동제) 생활체육계열 김기환 학생회 및 동아리 관리

교재비 운영 경찰경호계열 이은영
재학생의 등록, 분납, 미등록, 환불 

관리및서류작성

장학생 선발 및 수여식 진행 경찰경호계열 서봉성
장학생 선발

학생면접및학생모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계열별 학부장, 학과장 자격증 및 취업자 재직증명서 취합

졸업앨범 드론IT계열 김현이
휴복학 상담및 서류작성,  졸업생관리

학생상담일지웹입력

학급별 운영교과 편성표 작성
학급별시간표, 운영과목, 

학생신상리스트작성

2

학점은행

및

학사행정

운영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신청 계획

4학기커리운영

담당전공과정시수및시간강사운영

평가인정신청 강의계획서 작성

학생신상리스트확정

사전보고인원확정

커리큘럼,시간표편성

시간강사섭외

기안서류관리

재학생관련서류관리

학습자등록신청및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관련서류

3
홈페이지

관리
학부별 특성화 방안 마련 및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

학부별 특성화 방안 마련에 따른

매학기성과보고

홈페이지컨텐츠관리

4 수업운영 진급 및 출석관리

강의계획서 작성 및 배부

진급및출석관리(담당학급교과목)

일일출결현황보고및수업운영

5 고사운영 고사운영 및 확인

고사운영 증빙서류 관리

(강의계획서,시험지,답안지)

시험문제출제,성적채점,입력

고사관련강사전달사항관리

6 진로지도 취업, 편입, 자격증 취득 관리 교육의 결과 증빙서류 취합 관리

7
개별학습

(시간제)
학사반(산업체) 모집 및 개별학습과목 운영

개별학습 과목 편성

복학생,편입생,타기관학점이수자관리

8

실습실의

기자재 

관리

매학기 기존 기자재 관리대장 업데이트 및 새로운 기자

재 구입 기안

실습실 기물관리 대장 작성 및 

강의실환경미화등

[표 8-2] 학생관리 전문가 업무 분장 표 



- 70 -

NO 계열 및 과정 부서장

1 호텔조리계열 학부장

2 호텔식음료계열 학과장

3 호텔제과제빵계열 학과장

4 드론IT계열 학부장

5 국방과학기술계열 학부장

6 생활체육계열 학부장/학과장

7 경찰경호계열 학부장/학과장

8 유아복지계열 학부장

9 플라워라이프계열 학과장

 [표 8-3] 2020 학생관리 전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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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가 업무 분장 표

NO
업무

분장

교무처

교무처장

학점은행제 행정

교무 행정

학점은행제 행정

총무 행정

학점은행제 행정

회개 및 재무

학점은행제 전산

네트웍 관리

팀장 행정직원 행정직원 팀장

1
학사

운영

 학사운영

행정기획

학점은행운영

학사일정공지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학습자등록신청

입학식, 졸업식관련 증서준비

장학생 증서준비, 취업의뢰 팩스안내

학점은행제 관련 진흥원 보고서류 작성

 학사관리

홈페이지관련 

프로그램관리

학생신상관리

2

학점

은행

및

학사

행정

운영

강의실배정

학급편성 

시간강사 출결관리 및 서류관리

커리큘럼, 시수표, 시간표 취합 및 분석

시수집계 및 급여 관리

학습과목별평가인정신청, 전공단위신청 편람작성

변경신고, 사전보고, 학점인정신청, 성적보고, 학위신청 

교안 및 행정서류 취합 및 운영

사전보고및성적

학점인정신청

시간강사학사관리

교안데이터관리

3
수업

운영

시작 인원 

확정

교내 및

외부 강의

일일출결 현황작성 노동부서류 확인 및 정정

외부교양 수강관리

수강대체 및 수강추가 관리

운영교과에 따른

학사정보서비스

세팅 및 운영

수강학점관리

4
고사

운영

고사 일정 

운영

고사운영 서류취합 및 보관, 관리

시험지 봉투, 박스 주문 및 배부

성적데이터관리

강의평가운영

5
서류

관리

전체행정서류

확인 및 관리

사전보고철, 성적전표철, 학점인정출석부철,

시험지철, 졸업생신상리스트 취합 및 관리

공문서(수신 및 발신) 관리

교강사 서류관리 공문서관리 

휴복학 및 제적, 자퇴 문서 관리

교강사행정 

데이터 취합및관리

학사정보시스템 관리

6
개별

학습

개별학습

과목운영

수강대체, 수강추가 학생 관리 및 상담

개별학습 및 교양 수강 관리 및 상담

개별학습 접수 및 등록

 시스템 구축

7
시설

관리

전산개발

소독 및 방역 

주차 관리

기초 전산데이터 정리 및 제공

등록 및 분납 데이터관리

소득공제금액관리

교내 ftp 및 

네트웍 관리

방역 및 승강기 관리

NO
업무

분장
교학처 교육운영본부

1
홍보

상담

기획홍보 홈페이지디자인

학생상담 학교홍보

모집행정 학생모집일정 협의

국비과정, 직업소개소, 내일이룸, D46해외유학생

K-MOVE, 고교위탁과정 운영

방역 및 안전관리

소방관리, 전기관리, 청소및청소인력관리

[표 9] 행정 전문가 업무 분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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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서명 부서장

1 교무처 교무처장

2 교학처(입학상담실) 교학처장

3 교육운영본부(기획처) 본부장(기획처장)

4

행정전문가

실장(과장)

5 팀장

6 대리

 [표 9-1] 행정전문가 보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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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내용

직 무 명 세 서

기획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직무기술(Job Description) : 

 학교운영을 기획하고 , 학교를 홍보하여 교육뿐만이 아닌 대⦁내외적으로 학교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작업일람표(List of Tasks)  * 중요도 1 : 작다, 2 : 보통이다, 3 : 크다

No. 작업내용
중요도

1 2 3

(1)  홍보 일정 계획 ●

(2)  기관 홍보 ●

(3)  학교, 계열 행사 기획 ●

(4)  해외기관 연계기획 ●

(5)  학부장회의 참여 ●

(6)  홍보 이미지 자료운영 및 홈페이지의 홍보 활용 업무 ●

(7)

(8)

(9)

(10)

(11)

(12)

(13)

(14)

3. 특기사항  학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표 10] 기획홍보 직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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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명 세 서

모집상담 및  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직무기술(Job Description) 

 학생 모집을 위한 일정을 계획하고 홍보하며, 본교의 교육내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상담하여 입학을 유도한다.

 2. 작업일람표(List of Tasks)  * 중요도 1 : 작다, 2 : 보통이다, 3 : 크다

No. 작업내용
중요도

1 2 3

(1)  학생 모집 일정 협의 ●

(2)  학생상담 ●

(3)  학교홍보 ●

(4)  모집행정 ●

(5)  

(6)

(7)  

(8)  

(9)

(10)

(11)

(12)

(13)

(14)

3. 특기사항
 과대홍보 및 허위선전을 하지 않으며 학생의 진로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한다.  

[표 11] 모집상담 및 홍보 직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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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명 세 서

행정기획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직무기술(Job Description) 

 교무행정 및 학점은행제 행정을 기획하며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교사의 수업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

원하고 행정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2. 작업일람표(List of Tasks)  * 중요도 1 : 작다, 2 : 보통이다, 3 : 크다

No. 작업내용
중요도

1 2 3

(1)  학교의 장단기 교육 계획의 수립 ●

(2)  계열별 교육 계획 및 실시의 조정 ●

(3)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

(4)  교육 제도 및 규정의 입안 준수여부 체크 ●

(5)  업무 지침서 개발 및 신입 사원의 업무 교육 ●

(6)  학점은행제의 운영 ●

(7)  교무행정의 운영 ●

(8)  

(9)  

(10)  

(11)  

(12)  

(13)  

(14)  

3. 특기사항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여야 한다.

[표 12] 행정기획 직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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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명 세 서

행정실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직무기술(Job Description) 

 교무행정과 학점은행 행정을 담당하며, 각 계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교사의 수업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

원하고 행정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2. 작업일람표(List of Tasks)  * 중요도 1 : 작다, 2 : 보통이다, 3 : 크다

No. 작업내용
중요도

1 2 3

(1)  교무행정 지원 ●

(2)  고사운영 지원 ●

(3)  시간제 학생 관리 및 학생 상담 ●

(4)  교강사 관리 ●

(5)  학점은행 행정 ●

  

3. 특기사항
 각 계열를 지원하는 업무이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표 13] 행정실무 직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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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명 세 서

계열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직무기술(Job Description) : 학부장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교사의 수업 및 학생의 학습활동

을 지원하고 진로지도를 행한다.

 2. 작업일람표(List of Tasks)  * 중요도 1 : 작다, 2 : 보통이다, 3 : 크다

No. 작업내용
중요도

1 2 3

(1)  학교 전공 교육의 종합계획 ●

(2)  학사운영 및 행정 ●

(3)  인적자원 관리(시간강사) ●

(4)  수업(교육) ●

(5)  학생의 진로 지도(취업, 편입, 진학) ●

(6)  학교 시설 활용 및 관리 업무 ●

(7)  학교행사 및 대외활동 ●

(8)

(9)

(10)

(11)

(12)

(13)

(14)

3. 특기사항

 본교 교수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수업지도와 상담, 진로지도를 하고 있으며, 교무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업교육을 위한 시간 강사 등의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계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표 14] 계열업무 직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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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명 세 서

학생관리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직무기술(Job Description) 

 전공 강의를 기본 업무로 하여 학생상담, 진로지도 및 전공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활한 강의의 진행과 학

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한다.

 2. 작업일람표(List of Tasks)  * 중요도 1 : 작다, 2 : 보통이다, 3 : 크다

No. 작업내용
중요도

1 2 3

(1)  강의계획서 및 교안 작성 ●

(2)  강의(교육) ●

(3)  학생상담 ●

(4)  시설설비 관리(강의실, 실습실) ●

(5)  담임교수로서의 행정 ●

(6)  학생의 진로 지도(취업, 편입, 진학) ●

(7)  교재개발 ●

(8)  

(9)  

(10)

(11)

(12)

(13)

(14)

3. 특기사항
 학생지도라는 학교의 기본이자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늘 연구하는 자세로 

임한다.

[표 15] 학생관리업무 직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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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명 세 서

홈페이지 관리 및 인트라넷 개발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직무기술(Job Description) : 

 교육 행정의 전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직원 인트라넷의 개발과 학생 등록금 데이터및 성적, 학생신상에 이르는 관련 

자료의 모든 전산관리와 웹기반에서의 모든 학사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수업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2. 작업일람표(List of Tasks)  * 중요도 1 : 작다, 2 : 보통이다, 3 : 크다

No. 작업내용
중요도

1 2 3

(1) 　신입생 관련 작업 ●

(2) 　학사관리　프로그램　작업 ●

(3) 　인트라넷　관련 작업 ●

(4) 　홈페이지　및　문서　작업 ●

(5) 　성적　관련 작업 ●

(6)

(7)

(8)

(9)

(10)

(11)

(12)

(13)

3. 특기사항

 시스템관리자는 학교 전산 데이터의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으며, 담당자가 무한한 책임감으로 학생

 한명 한명의 데이터를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표 16] 홈페이지 관리 및 인트라넷 개발 직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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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기획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홍보일정계획

 2. 성취수준

일정을 짜임새 있게 계획하여 학교를 운영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홍보 일정 수립. 8

(2) 과정별 홍보 일정 계획. 10

(3) 교직원 교육 일정 계획. 7

(4) 홍보 업체 선정 계획 수립 8

(5) 홍보 매체 자료 수집 7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효율적인 학교 홍보

5. 소 요 물  홍보실

[표 17-1] 기획홍보 작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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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기획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기관홍보.

 2. 성취수준

  학교의 이름과 전문학교의 특성을 널리 알려 직업전문학교의 인식을 향상 시킨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버스 광고 기획. 7

(2)  온라인 광고 기획. 8

(3)  홍보물 기획. 7

(4)  신문광고 기획 9

(5)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계획 제안. 8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신입생 유치, 재학생과 졸업생의 자긍심 높임.

5. 소 요 물  홍보자료, 홍보물, 각종 제안서.

[표 17-2] 기획홍보 작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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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기획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학교, 계열 행사 기획과 진행.

 2. 성취수준

  원만한 행사 진행을 통해 재학생의 만족감과 자긍심을 높인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진행 7

(2) 4월 체육대회 기획 및 협조 7

(3) 5월 단오제 행사 기획 및 진행 7

(4) 6월 외식산업계열 파티 행사 진행 7

(5) 10월 현우대동제 기획 및 진행 7

(6) 11월 졸업작품전시회 기획 및 진행 7

난이도 평균 7

4. 산 출 물  재학생의 학교생활의 재미와 만족도를 높임.

5. 소 요 물  행사 진행에 따른 제안서, 행사 진행 소모품 등..

[표 17-3] 기획홍보 작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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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기획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해외기관 연계 계획.

 2. 성취수준

해외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해외 학교와 자매결연 10

(2) 해외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정보 습득. 8

(3) 해외 학교에 학생들의 편입학 기회 제공. 9

(4) 해외 학교 학생과의 교환학생 추진. 9

(5) 동계 및 하계 해외연수 추진 9

난이도 평균 9

4. 산 출 물  학생들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기회 제공, 학교 운영에 새로운 시도 제공.

5. 소 요 물 체결서, 해외학교 내⦁외부 사진 등.

[표 17-4] 기획홍보 작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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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기획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학부장 회의 참여

 2. 성취수준

각 계열의 세부적인 사항을 인지하여 좀 더 효과적인 기획⦁홍보를 할 수 있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계열의 운영 일정 습득 5

(2) 홍보에 있어 계열별 의견 파악 5

(3) 계열의 세부적인 내용 파악 5

(4) 계열의 홍보 아이디어 개발 5

(5) 학부장들과의 인간적 유대관계 형성 5

난이도 평균 5

4. 산 출 물  각 계열의 세부적인 사항 습득.

5. 소 요 물  회의실, 회의자료

[표 17-5] 기획홍보 작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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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기획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홍보 이미지 자료운영 및 홈페이지의 홍보 활용 업무

 2. 성취수준

 홍보 이미지를 잘 운영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전공별 행사사진 취합 7

(2)  전공별 작품사진 취합 8

(3)  본교 웹하드의 관리 및 운영 7

(4)  홈페이지 모니터링 8

(5)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관련 기획 8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홍보 자료의 웹기반화

5. 소 요 물  웹하드, 홈페이지

[표 17-6] 기획홍보 작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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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모집상담 및  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학생 모집 일정 협의

  

 2. 성취수준

  수시모집과 정기모집의 기간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신입생들이 적정한시기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연간 모집 일정 계획 8

(2) 홍보책자 인쇄 및 배포 계획 8

(3) 홈페이지 오픈 시기  계획 8

(4) e-mail 홍보 시기 및 방법 계획 8

(5) 학교 방문 일정 계획 8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5. 소 요 물

[표 18-1] 모집상담 및 홍보 작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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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모집상담 및  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학생 상담

  

 2. 성취수준

  진지한 학생 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궁금한 점을 해결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상담 일정 계획 8

(2) 상담 자료의  수집 8

(3)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상담 7

(4) 상담 장소의 관리 7

(5) 상담 9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5. 소 요 물

[표 18-2] 모집상담 및 홍보 작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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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모집상담 및  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학교 홍보

  

 2. 성취수준

  상황에 알맞은 홍보 매채를 이용하여 홍보의 효율을 높인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홍보 매채에 대한 연구 8

(2) 책자를 이용한 홍보 8

(3)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8

(4)  e-mail을 이용한 홍보 8

(5) 고등학교 방문을 통한 전공 홍보 8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5. 소 요 물

[표 18-3] 모집상담 및 홍보 작업명세서



- 89 -

작 업 명 세 서

모집상담 및  홍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모집 행정 

  

 2. 성취수준

  수시모집과 정기모집의 기간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신입생들이 적정한시기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학교방문을 통한 학생 원서 접수 8

(2)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 8

(3) 합격생 발표 및 등록금 고지서 발송 8

(4) 입학 등록금의 관리 8

(5)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신상기록 전산화 8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5. 소 요 물

[표 18-4] 모집상담 및 홍보 작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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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홈페이지 관리 및 인트라넷 개발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신입생　관련작업

 2. 성취수준

  신입생의　입학및　재학에　관련된　작업을　지원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１) 신입생의　전공및　등록금액을　입력한다． ７

(２) 신입생　데이터를　재학생　데이터로　이동 １０

(３) 신입생　등록대장을　출력할수　있게　한다． １０ 

(４) 신입생을　과별로　반별로　분류한다． ７

(５) 학번을　부여한다． ７

난이도 평균 ８.２

4. 산 출 물 신입생에　관한　전산화작업으로　인해　총무과에서　작업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도움이된다．

5. 소 요 물 서버，프로그램

[표 19-1] 홈페이지관리 및 인터라넷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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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홈페이지 관리 및 인트라넷 개발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학사관리　프로그램　작업

　　（교무부，총무부에서　사용한다）

 2. 성취수준

 재학생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１) 학생신상을　수정할수　있게　작업한다． ６

(２) 휴학，복학，제적　처리를　할수있게　한다． ７

(３) 등록금　입력，수정을　할수있게　한다． ７ 

(４) 각종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작업한다． ８

(５) 재학생　등록대장을　출력가능하게　한다． １０

난이도 평균 ７.６

4. 산 출 물 전산화작업으로　인해　학생신상처리，등록금등을　편리하게　관리할수　있다．

5. 소 요 물 서버，프로그램

[표 19-2] 홈페이지관리 및 인터라넷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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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홈페이지 관리 및 인트라넷 개발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인트라넷　관련작업(Member Site 개발)

 2. 성취수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이　학사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지원해준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１) 학생의　신상기록을　관리할수　있게　한다． ５

(２) 성적입력작업　가능하게　한다． ８

(３) 출석부를　출력할수있게　했다． ９ 

(４) 반별성적을　출력할수　있게　한다． ６

(５) 등록금　납입　현황　파악할수　있게　한다． １０

(６) 학생　상담내역　입력할수　있게　한다． １０

난이도 평균 ８

4. 산 출 물
학생의　성적，고지서출력，등록금　납입상황보기　등을　

편리하게　했다．

5. 소 요 물 서버，프로그램

[표 19-3] 홈페이지관리 및 인터라넷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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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홈페이지 관리 및 인트라넷 개발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홈페이지　및　문서　작업(학사관리 프로그램 개발)

 2. 성취수준

  문서출력　작업을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강의평가를　통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수　있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１) 등록금　고지서　출력． １０

(２) 운영교과CSV 파일　제작 ７

(３) 학습자등록신청CSV　파일　제작 ６ 

(４) 성적CSV　파일　제작 ８

(５) 학습자등록　신청서　출력 ６

(６) 학점인정　신청서　출력 ６

(７) 홈페이지　작업 ８

(８) 강의평가　작업 ８

난이도 평균 ７.３

4. 산 출 물 각종문서

5. 소 요 물 서버프로그램

[표 19-4] 홈페이지관리 및 인터라넷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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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홈페이지 관리 및 인트라넷 개발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성적관련작업(학사관리프로그램과 Member Site를 통한 Database 관리)

 2. 성취수준

  성적처리의　전산화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１) 교양성적문서를　DB에　맞게　편집한다． ８

(２) 교양성적에　오류가　없는지　검사한다． ９

(３) 성적입력에　오류가　없는지　검사한다． ９ 

(４) 평점평균을　작업　입력한다． ９

(５) 성적누락자가　없는지　체크한다． ９

(６) 성적증명서　발급을　통해　마지막　점검한다． ９

난이도 평균 ８.８

4. 산 출 물 각　성적을　취합해　성적증명서를　출력한다．

5. 소 요 물 서버프로그램

[표 19-5] 홈페이지관리 및 인터라넷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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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기획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학교의 장단기 교육 계획의 수립

 2. 성취수준

 학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학생이 입학할 때의 기대치가 졸업 할 때 충족될 수 있도록 학

교의 장단기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학사일정의 수립 9

(2)  학사일정의 조정 9

(3)  연간훈련실시계획서의 작성 8 

(4)  주간훈련실시계획서의 작성 검토 8

(5)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검토(4학기 커리큘럼 검토) 9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학사일정, 연간훈련실시계획서, 4학기커리큘럼

5. 소 요 물   회의실, 검정파일, 홈페이지

[표 20-1] 행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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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기획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계열별 교육 계획 및 실시의 조정

 2. 성취수준

   계열별 자율성과 특화를 강화하고,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학부장회의 준비 및 진행 7

(2) 학부장 회의안 작성 및 배부 5

(3) 업무 일정 공지 및 확인 7

(4) 강의실 배정 및 시간표 취합 및 공지 5 

(5) 특강 일정 검토 및 강의실 중복 확인 7 

난이도 평균 6

4. 산 출 물  학부장 회의록, 시간표

5. 소 요 물  회의실, PC, 인트라넷 활용

[표 20-2] 행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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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기획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교육평가 및 교육결과의 유지, 관리

 2. 성취수준

교육 평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길러주고, 교육 결과의 유지를 통해

교육의 발전적 면모를 계획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인사고과 시행 안 협의 9

(2) 강의평가 운영 8 

(3) 포상 규정안의 기안 및 시행 7 

(4) 자격증, 진학, 편입 데이터 취합 및 관리 7

(5) 진급률 취합 및 데이터 관리 7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인사고과 결과표, 강의평가 결과 

5. 소 요 물   웹기반의 인트라넷 활용, 홈페이지를 통한 강의평가 시스템

[표 20-3] 행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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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기획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교육 제도 및 규정의 입안 준수여부 체크

 2. 성취수준

   행정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서 일처리를 정확하게하며, 이를 통해 행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훈련일지 출석부 학점인정 출석부의 검토 7

(2)  교수 시수 관리 7 

(3)  출퇴근 카드 관리 7 

(4)  성적 전표의 검토 및 관리 7

(5)  시험지, 과제물의 검토 및 관리 7

(6)  교강사 자격 검토 7

난이도 평균 7

4. 산 출 물    행정 관련 서류

5. 소 요 물    카드기계, 강의실, 시험지 창고

[표 20-4] 행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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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기획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업무 지침서 개발 및 신입 사원의 업무 교육

 2. 성취수준

 신속한 분위기 적응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신입사원 정기교육 8

(2)  신입교수 업무지침서 작성 8 

(3)  교수업무 매뉴얼 개발 8 

(4)  교무행정 수시 교육 8

(5)  학점은행 행정 수시 교육 8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신입교수 업무 지침서

5. 소 요 물    전산실, 빔프로젝터

[표 20-5] 행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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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기획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학점은행제의 운영

 2. 성취수준

  2년간 학점은행제의 운영을 통하여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평가인정신청 9

(2)  사전보고 및  학습자등록신청 8

(3)  성적보고 8 

(4)  학점인정신청 8

(5)  학위신청 8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5. 소 요 물  강의실, 교강사,  교재  등등

[표 20-6] 행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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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기획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교무행정의 운영

 2. 성취수준

 교무행정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인트라넷을 통한 학사일정 공지 9

(2)  학기초 시작인원 확정 및 진급인원 확정 8

(3)  일일출석 확인 및 휴제적 관리 8 

(4)  교원 근태 및 시수 관리 8

(5)  웹기반의 성적 입력 운영 8

(6)  교직원 FTP를 통한 자료 공유 및 제공 8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5. 소 요 물  강의실, 교강사,  교재 등등

[표 20-7] 행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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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실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교무행정 지원

 2. 성취수준

 전반적인 교무행정이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일일출결 작성 및 각종 출석부 확인, 전달 및 공지 3

(2) 입학식, 졸업식 장학생 관련 증서 준비. 6

(3)   교재 리스트 취합, 공지사항 전달 및 거래내역 확인. 6

(4)   시간표 및 운영교과 작성. 6

(5)   취업의뢰 안내 및 기타 학사운영 행정지원. 3

난이도 평균 5

4. 산 출 물   안정된 교무운영

5. 소 요 물   각종 출석부, 장학증서, 교재 등

[표 21-1] 행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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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실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고사운영 지원

 2. 성취수준

 고사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고사 시간표 작성. 6

(2) 고사 운영에 따른 물품 구매 및 배부. 4

(3) 시험지 취합 및 확인 6

(4) 시험지 인쇄 및 배부 4

(5) 성적전표 취합 및 관리 5

난이도 평균 5

4. 산 출 물  불편 없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름.

5. 소 요 물  시험지, 시험지 봉투, 시험지 박스 등.

[표 21-2] 행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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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실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개별학습과목 수강 학생 관리 및 학생 상담

 2. 성취수준

 개별학습과목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개별학습과목 학생 접수 및 등록 확인 4

(2) 개별학습과목 학생 상담 4

(3) 개별학습과목 학생 강의실 및 시간표 안내 4

(4) 개별학습과목 학생 고사관련 안내 4

(5) 개별학습과목 학생 학사일정 안내 4

난이도 평균 4

4. 산 출 물  개별학습과목 학생의 학점 이수.

5. 소 요 물  접수/등록 리스트, 학생 신상 등.

[표 21-3] 행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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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실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교강사 관리

 2. 성취수준

교강사 이력과 급여 관리를 정확하게 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교직원, 교강사 문서 관리 7

(2) 교직원, 교강사 급여 관련 시수집계 7 

(3) 교직원, 교강사 출퇴근 카드 관리 7

(4) 교강사, 교직원 필요한 물품 관리 7

(5) 교강사, 교직원 연가 관리 7

난이도 평균 7

4. 산 출 물  교강사 관리, 급여.

5. 소 요 물  각종 문서, 도장, 출근카드 등

[표 21-4] 행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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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행정실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학점은행 행정 

 2. 성취수준

학점은행제 업무를 통하여 전문학사학위취득자를 배출에 보람됨을 느낀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평가인정신청 9

(2)  사전보고 및  학습자등록신청 5 

(3)  성적보고 5 

(4)  학점인정신청 5

(5)  학위신청 5

난이도 평균 6

4. 산 출 물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5. 소 요 물  강의실, 교재, 교강사 등

[표 21-5] 행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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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계열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학교 전공교육의 종합계획

  - 커리큘럼 및 교육활성화 방안, 특성화를 위한 기획 설계

  - 전공운영예산집행

 2. 성취수준

   전공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설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최고로 높이며, 향후 취업 및 자격증 취

득의 합격 유무를 통하여 성취수준을 높인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전공교육의 커리큘럼 8

(2) 각 교수별 시수집계 및 학기별 교육운영안 7 

(3) 계열교육 현장교육 실습안 6 

(4) 전공특성화 교육의 기획 설계 7

(5) 과정 교육 질적 만족도 향상 체크 7

(6) 실습계획/실습재료/기물계획안 5

(7) 각 교과별 실습비 운영예산 5 

난이도 평균 7

4. 산 출 물 학기별 커리큘럼, 시수집계표, 교재리스트,  특성화교육기획안.

5. 소 요 물 강당, 강의실, 실습실

[표 22-1] 계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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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계열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학사운영 및 행정

  - 교무행정

  - 학점은행제 행정

 2. 성취수준

   교육 운영에 따른 다양한 행정적 서류와 학점관련 서류 및 학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결과물을 제작하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학점은행 평가인정 신청 7

(2) 학점은행 신청서류 및 신청관련 업무 5 

(3) 학생 학점리스트 및 증명서 관련업무 6 

(4) 연간계획 작성 8

(5) 주간 계획 작성 5

(6) 훈련일지 작성 6

(7) 시간표 등 각종 서류 작성 7

난이도 평균 6

4. 산 출 물 훈련일지, 출석부, 학점은행 서류.

5. 소 요 물 PC컴퓨터 및 전산 시스템

[표 22-2] 계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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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계열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인적자원 관리

  - 계열 내 전임 및 겸임의 직무 교육

  - 시간강사 교육

 2. 성취수준

   전공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타 과정에 비해 강의평가가의 최상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불만접수후 해결을 목표수

준으로 함.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강사의 인적 이력관리 6

(2) 강사의 과정 운영 교육 실시 8 

(3) 학습 및 강의에 따른 학생특성 지도 7

(4) 전공 관련 외부 특강 인사 초청 강연회 실시 6

(5) 전공연관 적합 강사 면접 및 선발 4

(6) 강사의 근무규정에 맞는 근태관리 7 

난이도 평균 6

4. 산 출 물 시간강사 이력, 교육 교재.

5. 소 요 물 미팅룸, 회의실, 강당

[표 22-3] 계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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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계열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수업자료의 데이터화

  - 교재개발

  - 수업

 2. 성취수준

빠르게 변화하는 전공강의의 특성에 맞추기 위해 학기별 신기술 연수 및 워크샵ㆍ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강의 교안 작성 및 update 5

(2) 강의 관련 자료 분석 및 수집, 참고 자료로 활용 7

(3) 학기 중 실무 경력자 특강 진행 4

(4)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7

(5) 자격증 특강 6 

(6) 공모전 참가 준비 8 

난이도 평균 5.75

4. 산 출 물
강의교안, 강의 참고자료집

공모전 파일, 자격증 취득 현황표, 특강 계획서, 동아리 활동계획서

5. 소 요 물 교재, 강의자료, 강의실, 실습실

[표 22-4] 계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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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계열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학생의 진로지도(취업, 편입, 진학)

  - 학생 신상자료의 전산화

  - 학생의 학적 관리

 2. 성취수준

   학생교육이수후의 취업, 편입, 진학에 최대한 반영을 통해 전체 80%이상의 진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자기 적성검사와 향후 진로 결정 상담 6

(2) 취업을 위한 자기 개발과 취업알선 7 

(3) 편입대학의 편성상담과 자기목표 매칭 8 

(4) 교내 학적 관리 Data Base구축 및 update 4

(5) 휴ㆍ제적 및 자퇴에 대한 학칙 제정 5

(6) 학생 신상관리 Web구축 및 관리 5

(7) 주기적인 학생 상담 7

(8) 학생 만족도 파악 및 불만사항 해소 8

난이도 평균 7

4. 산 출 물 편입합격률, 취업률

5. 소 요 물 상담실

[표 22-5] 계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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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계열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시설설비 관리(강의실, 실습실)

 2. 성취수준

좀 더 많은 시설 투자가 기대되지만 계속적인 환경미화 및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강의실 담당 지정ㆍ관리 4

(2) 실습실 담당 지정ㆍ유지보수 관리 6

(3) 강의실/실습실 학기별 환경미화 개선 4 

(4) 강의실 및 실습실 확충 기획 6

(5) 실험 실습 기자재 관리 및 유지 5

난이도 평균 5

4. 산 출 물 강의실, 실습실, 강의교구(빔프로젝트, 컴퓨터업그레이드)

5. 소 요 물 강의실, 실습실, 예산

[표 22-6] 계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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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계열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대외활동

 - 각종 행사의 운영 및 집행

 2. 성취수준

학교 홍보 및 현장체험학습유도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방송촬영 / 잡지촬영 7

(2) 계열관련 협회/학회참석 7

(3) 공모전 및 전시기획 7

(4) 졸업여행지 선정, 여행사섭외, 여행비용 취합 4

(5) 학생회 구성 및 임원선출, 학생회 운영지도 7

(6) 졸업식 진행 전반 운영(앨범, 가운, 기념품 등) 7 

(7) 체육대회 전반적인 기획 8

난이도 평균 7

4. 산 출 물  학교 홍보 자료

5. 소 요 물  계열실, PC, 실습실

[표 22-7] 계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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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학생관리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강의계획서 및 교안 작성

 2. 성취수준

 학교 수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학생이 입학할 때의 기대치가 졸업 할 때 충족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단기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강의계획서 작성 7

(2)  교안 작성 8

(3)  교재 선정 7 

(4)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검토(4학기 커리큘럼 검토) 8

(5)  강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 6

(6)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준비 6

난이도 평균 7

4. 산 출 물   수업에 따른 학점, 4학기커리큘럼

5. 소 요 물   강의실, 실습실, 교재, 강의안

[표 23-1] 학생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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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학생관리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강의(교육)

 2. 성취수준

 학교 수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학생이 입학할 때의 기대치가 졸업 할 때 충족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장단기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수업태도 9

(2)  교재내용 숙지 10

(3)  수업내용의 활용도 9

(4)  자율학습법 8

(5)  외부 강의 (전시회 참관 및 현장 실습) 9 

(6)  시험문제출제, 채점 및 보고서 검토 6

(7)

(8)

(9)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수업에 따른 학점 취득

5. 소 요 물   강의실, 실습실, 교재, 강의안

[표 23-2] 학생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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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학생관리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학생상담

 2. 성취수준

맡은 반의 학생들의 끊임없는 상담으로 학생의 진로 및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준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한 학기에 2회 이상의 면담 8

(2) 학생들의 취약점과 장점 파악 7

(3) 개인에 맞는 맞춤 진로 상담 8

(4) 가정환경 상담 5

(5) 등교시간 상담 5

(6) 친구관계 상담 5

(7) 용돈관리 상담 5

난이도 평균 6

4. 산 출 물  학생상담일지

5. 소 요 물  학생상담실, PC, 인트라넷 활용

[표 23-3] 학생관리업무



- 117 -

작 업 명 세 서

학생관리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시설설비 관리 (강의실, 실습실)

 2. 성취수준

   강의실 사용의 적절한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으로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인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강의실의 배분 7

(2)  강의실의 환경미화 8

(3)  강의실내의 컴퓨터 사용 및 유지 9

(4)  강의실 온. 난방 시설 점검 8

(5)  강의실 책걸상의 정돈 7

(6)  강의실의 매시간 환기 9

 

난이도 평균 8

4. 산 출 물    효율적인 강의진행

5. 소 요 물    컴퓨터, 강의실, 실습실, 빔프로젝터

[표 23-4] 학생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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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학생관리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담임교수로서의 행정 업무

 2. 성취수준

   행정적인 업무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상황을 지속적인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훈련일지 출석부의 작성 5

(2)  학점인정 출석부의 작성 5 

(3)  매일 출석현황 파악 및 보고 5

(4)  학점은행 관련 행정 지원 5

(5)  고사운영 관련 행정 지원 5

난이도 평균 5

4. 산 출 물    행정 관련 서류

5. 소 요 물    컴퓨터, 책상

[표 23-5] 학생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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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학생관리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 학생의 진로지도

  

 2. 성취수준

  담임 교수로서 장차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히 성장하여 나갈 학생의 취업, 편입학에 조언과 알선을 담당한다. 따라

서 발전해 나가는 후학들을 보며 자긍심과 교육자로서의 만족도가 높다.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졸업 학생 장래 희망 파악 5

(2) 학생별 진로 파악하여 리스트 작성 5

(3) 학생별 진로 상담 5

(4) 취업 희망자 취업 알선 및 조언 7

(5) 편입학 학생 진로 지도 7

난이도 평균 6

4. 산 출 물   취업, 편입, 진학 

5. 소 요 물   상담실

[표 23-6] 학생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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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명 세 서

학생관리업무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 작 업 명

  교재개발

 2. 성취수준

 학생들의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알맞은 교재 선정 및 교재 개발

 3. 작업요소

No. 작업내용
난 이 도

(1-10)

(1)  알맞은 교재 선정 8

(2)  부교재의 선정 7

(3)  강의 자료 선정 6

(4)  학생별 수준에 맞는 학습내용 탐색 8

(5)  교재내용에 맞는 사진 및 미디어 제시 7

난이도 평균 7

4. 산 출 물    교재, 부교재

5. 소 요 물    컴퓨터, 빔프로젝터

[표 23-7] 학생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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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사에 관한 규정

교원인사규정

[제정: 2001년 9월 1일]

[계정: 2019년 7월 16일]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그 임용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 3조(전임교원) 

1. 학술연구 및 발전에 기여도가 현저하거나 특수 전문 분야에서 연구 및 현장 경력이 풍부

한 자를 본교 전임교원으로 임용한다. 

2. 본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 임용한다. 

3. 학장은 산학협동의 효율화와 실험·실습,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이 교육에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임교원을 계약 임용할 수 있다.

4. 계약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본교에서는 4대 보험 가입자로 강의와 학생상담 및 담임교수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자를 

전임교원으로 칭한다.

제 4조(겸임교원) 

1. 학장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거나 산학협력 활성화와 창업,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겸임교원

을 임용할 수 있다.

2. 본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 임용한다. 

3. 본교에서는 4대 보험 미가입자로 강의와 학생상담 및 담임교수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자

를 겸임교원으로 칭한다. 

제 5조(시간강사) 

1. 학장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거나 산학협력 활성화와 창업,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시간강사

를 임용할 수 있다.

2. 계약임용기간은 15주로 하며 강의평가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

3. 시간강사의 자격 및 위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간강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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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제 2 장  임용

제 6조(임용자격) 

전임교원의 자격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른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전문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한다. 

제 7조(신규임용)

1.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 시기는 매 학기 개강 2주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계약임용) 

1. 계약임용 교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보수 및 복무사항을 상호 합의한 채용계약에 의

해 임용할 수 있다.

2. 계약직 교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3. 전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 9조(임용절차)

1. 신규임용은 소정의 전형을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임용한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교원의 신규 채용 시에는 총무부와 학사운영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결격사유 

및 임용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조(교원인사위원회)

1.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공정한 전형관리를 위하여 전형을 실시 할 때마다 교원인사위원회

를 둔다.

2.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은 학장이 임명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학부장회의 참석 인원으로 

구성 된다.

3.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업무 종료와 동시에 해체되며, 그 위원의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제 11조(신규임용의 전형)

1.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전형은 서류심사(전공 자격심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

다.

2.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조(재임용)

1.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한다.

2.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으로서 재임용되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 3 장  휴직 및 복직

제 13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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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3.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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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 14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3. 제13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그 기간은 각각 1학기로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

년수에 포함한다. 단, 출산예정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직 학기를 구분한다. 

1)출산예정일이 1월 1일에서 7월 14일 사이인 여성교원은 제1학기를 휴직하여야 한다.

2)출산예정일이 7월 15일에서 12월 31일 사이인 여성교원은 제2학기를 휴직하여야 한다.

4.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 15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 16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1.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

2.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사유가 소멸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자동 면직된

다.

제 4 장  보수 및 승진

제 17조(보수지급 등)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18조(승진) 

      교원의 승진은 다음의 항목에 따른다.

      1. 부서장의 직책은 학부장, 학과장으로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내부 승진의 경우에는 대행으로 2년간 직무 수행 후에 대행을 종

      료 한다. 단,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대행 임명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종료할 수 있

      다.

      3. 보직 순환으로 학부장과 학과장이 임명되며, 그 임기는 학장이 정할 수 있다.

      4. 보직에 대한 수당은 해당 직무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보직이 순환되면 수당은 지급하

      지 않는다.

      5. 학부장의 경우 평교수의 기본 시수에서 1과목 정도 감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학과장의 

      경우에는 평교수의 기본 시수가 유지된다. 보직 업무의 정도에 따라 학장의 허락을 받아 

      기본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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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계열 및 과정 부서장 입사 연도 임명 연도

1 호텔조리과정 학부장 2009.05.26 2020-01

2 관광식음료과정 학과장 2010.02.25 2020-01

3 호텔제과제빵과정 학과장 2011.02.21 2020-01

4 플라워라이프계열 학과장 2001.03.13 2020-01

5 드론/IT계열 학부장 2015.03.01 2015-01

6 국방과학기술계열 학부장 2020.03.01 2021-01

7 경찰경호군사계열
학부장

학과장

2017.02.01.

2012.02.09

2017-01

2018-01

8 유아복지계열 학부장 2014.08.11 2018-01

9 생활체육계열
학부장

학과장

2019.08.01

2018.01.01

2019-02

2018-01

10 교무처 교무처장 1998.02.16 2019-04

 [표 24] 2021학년도 1학기 학위과정 보직 현황

제 19조(교직훈련과정 지원)

      교직훈련과정 평일 교육대상자 선발 시 담임교수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연수비용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생활관비는 50%를 지원한다. 교육비용의 전체를 학교에

      서 입금하고 교육비용의 50%를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2. 교육 중에도 학생들과 수시로 연락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전임의 월급여 수령액의 70%

      를 지급하고, 전임을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비용은 학교에서 100% 지원한다.

      3. 식대에 관하여는 1식 6,000원 기준으로 교육완료 후 영수증이 준비된 금액에 대하여 

      교육일수 * 3식 * 6,000원 =총액 이내의 금액에서 지원한다.

제 20조(훈련면허 미소지자의 권고사직)

      본교에서 3년 이상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훈련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장이 

      권고사직을 명할 수 있다.

제 21조(훈련면허가 지정서에 등록된 교강사의 4대보험 해지 )

      총무부에서는 훈련면허가 지정서에 등록된 교강사의 4대 보험 해지 시에는 반드시 해당 

      전공으로부터 4대보험 해지관련 학장의 결재를 득한 [변경신고서]를 학사운영실로부터

      사본을 전달 받은 후에 진행한다.(훈련면허 지정자는 매월 시수집계 기안 직책 항목에

      직책과 함께 지정된 사항을 기록한다.) 

제 22조(연구일 운영 규정)

      1. 2009년 3월 1일부터 업무와 유관한 자기개발과 관련 있는 연구일 사용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예를 들어 교원은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재학증명서) 경우에는 월 1회 연가

를 사용할 수 있다.(16주 기준)

      2. 4년제 또는 2년제 정규 대학교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월 1회의 무상반차를 사용할 수 

있다.(16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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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외의 다른 이유로는 무상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

제 5 장  표창 및 징계

제 23조(표창)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때

2. 창의적 제안으로 예산절감, 교육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3. 교원 업적평가에서 포상 순위 안에 있을 때

제 24조(징계)

        교원 징계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규정에 의한다.

        1. 본교 청렴의무서약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2. 교원 업적평가에서 징계 순위 안에 있을 때

        3. 최근 3년간 진급률 60%이하 연속 3회에 해당 될 때

        4. 계열별로 강의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교 강사에게는 <강의평가 부진의 원인과 

        개선> 보고서를 받도록 한다. (2014년 9월부터 시행) 단, 개선의 의지가 없는 교 강사

는 

        해임할 수 있다.

        5. 모집 실적이 연간 15명 미만인 경우 해당 전공 폐과를 원칙으로 전공 폐과에 따른 

        전임 교원을 사직할 수 있다.(단, 학교 및 해당 전공(학부)의 운영환경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 진행과정은 학교의 장과 해당 부서장의 의견 조율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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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신규 임용자 구비서류

신규 임용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수량 비   고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2

이력서(소정양식) 2

자기소개서(경력 및 실적위주로) 2 서류 전형 시 제출

학부 및 석, 박사학위 성적증명서 1

학부 및 석, 박사학위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2

연구실적물(편), 학위논문 포함 1

경력증명서 2

자격증사본 2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개인) 1

기본증명서 1 직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

신원진술서 1 직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

서약서 1

추천서 1 직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출

 교원 임용계약서 1  

급여통장 사본(국민은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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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이력서

희망지원분야 :            전공, 전임, 겸임, 시간강사        

이     력     서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혈액형 종 교

 (한글)
 (한자)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혼인
일자 군별 H.P E-mail

학 력

기 간
세부사항

부  터 까  지

`     .    .      .    . 고등학교

     .    .      .    . 대학교             학과
취득학위명:

     .    .      .    .
        대학교             학과     과정  (재학,수료,졸업)

취득학위명:

     .    .      .    .         대학교             학과     과정  (재학,수료,졸업)
취득학위명:

경     력    사    항

기 간
경    력   내   용

부  터 까  지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취득일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    .

   .    .

   .    .

   .    .

가    족    사    항

성명 관계 나이 직업 비고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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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희망지원분야 성   명

 성장과정 및 가족사항

 성격 및 인생관

 경력사항 및 기타활동

 지원동기 및 포부(교수활동 포부)

[서식 4] 자기소개서

  

(재)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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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귀교 재직기간 중 교규를 준수하고 교직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학생지도에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또한 귀교에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귀교에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 책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숙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명 :              성 명 :                    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학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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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추천서

추     천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사상이 온건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건강하고

책임관념이 왕성하여 본교 교원으로서 최적임자라고 신임하와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전공소속교원)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직위 성명 (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학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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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로 계 약 서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와  근로자   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원칙하

 에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 (근로계약기간)

       본 근로계약은 2021 년 5 월 6 일부터  2022 년 5 월 5 일까지로 한다.

제2조 (근무 장소와 종사할 업무) 

       ①근무장소 : 서울현대교육재단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②업무내용 : 학교내 제반업무

                 단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게시간) 

       ①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근로일 : 월요일~금요일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평일, 토요일 변경가능)

       ③근로시간 : 09:00~18:00 으로 하되 학습자들의 학습권과 전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 제반규정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 행정, 방학 등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④휴게시간 : 12:00~13:00 

제4조 (임금) 

       ①근로자의 임금은 월정액 월 (￦2,083,330 )원과 해당연도의 퇴직금 (￦ 2,083,330)원을     

 포함 전체 연봉을 (\ 27,083,290 )원으로 한다.(월정액x13)

       ② 전항의 월정액은 기준급여,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으로 다음과 같다. 

     가. 전항의 월정액의 기준급여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 1,822,480 )원   

으로 하고, 기준급여 외 월1일의 연차수당,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시간외 근무수당, 식대 및 

교통비 등 제수당 포함하여 (\ 160,850  )원을 지급한다.

     나. 근로자는 월1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제외한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

며,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지 아니하며, 급여에 반영된 연

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연장근무는 업무규칙에 따라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소정양식 의하여 사전에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항의 연장근무를 차감한 추가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로 하고, 사전승인 받지 아니한 출퇴근 기록에 의한 일방적 연장 근무는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

한다. 

      ③ 제1항의 연봉총액의 1/13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전 업무일   

에 지급한다. 임금의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132 -

       ④ 퇴직금은 연봉총액의 1/13을 매년 1월에 근무기간(1년)이 해당하는 경우 (주)삼성화재   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키로 한다. 

       ⑤ 월지급액에서 법령에 근거한 제세공과금을 원천공제하며, 결근이나 지각 및 조퇴 시 에     

  는 해당일(시간)분의 임금을 월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5조 (연봉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은  2021 년 5  월  6 일부터  2021 년 5 월 5 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일 및 연차휴가)

  ①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②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및 손해배상의무)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하여 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기타사항)

      ① 학생모집 실패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정과 학과의 폐과 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강의 및 학생지도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강사교체 요구, 강의 만족도, 진급률 등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 업무미숙과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 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취업규칙과 관계법령 및 노사관행에 따른다.

 2021 . 5 . 10 .

   사용자                                             근로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길 13호     주      소 : 

                                                     

                                                  연  락  처 :  

                                                          

  상     호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  김  남  경    (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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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인사기록카드

인 사 기 록 카 드 사  진

성 명(국) 성 명(한) 성 명(영)

주민등록번호 입 사 일 혈액형 종 교

우 편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C․P 또는 P․P E-mail

주 거 형 태 자가 혼인일자 군 별 군  번

계   급 복 무 기 간 퇴사일

1. 입사 전 경력

근 무 처 명 근  무  기  간 직책 담  당  업  무 비  고

2.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입학 및 졸업년도 학 위 번 호 학      과 비  고

3. 자격 취득사항

자격 및 면허 자 격 코 드 자 격 번 호 취 득 일 자격부여기관 비  고

4. 가 족 사 항

성   명 관 계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비    고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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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사직원

접수번호 :         -           

처

리

담  당 교무처장

사   직   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처  리  일  자 :                           

    사          유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결

재

담   당 학 부 장 학   장

재단법인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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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의 무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 근무함에 있어 학교가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의 경영방침과 규정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
실히 수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품위유지• 본인은 상하·동료 간에 성희롱,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인의 언행이 학교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육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업무수행• 본인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본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품 수수, 접대·편의 등을 받지  않겠습니다.  
3. 성실한 업무수행•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교육생의 출결, 정기고사 등 학사관리 업무 및 행정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학생 또는 수강생들에게 특강료, 교재비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편취하지 않겠습니다.
4. 학교의 자산 및 정보 보호•본인은 학교의 유 ·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본인은 학교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발생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손실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본인은 학교의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의 정보와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겠습니다.•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학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본인은 학교 정보와 영업 비밀을 사전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학교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기관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여 서약하였으며, 만일 서약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
사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서약인 :             (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귀중

[서식 10] 청렴의무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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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업시수 운영규정

[제정: 2009년 3월 1일]

[개정: 2020년 7월 28일]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수업 시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편성의 원칙) 수업시수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한다.

[표 26 ] 교원의 기본 수업시수 편성 및 구성

제 3조(세부사항) 시수 편성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① 5~6과목은 단위에 대한 표현으로 동일과목도 1과목으로 산정 함.

② 기본 출근일수에 대한 기본 시수가 책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연봉 또는 담당 직무로 

조정하고, 시설지정서에 직종관련하여 훈련면허가 등록된 전임교원으로 담임 학급이 없

는 경우에는 기본시수 없이 수업을 진행한다.  

    ③ 모든 교원은 학점인정 교과목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이론 18시수, 실기 24시수 기준

으로 편성한다.(학부장, 3~4일 출근교수 1단위 감소)

제 5조(기본시수 추가 및 공제 강의료) 

    ① 1학기 시수 편성 시에 정해진 시수 보다 1~2 시수 부족하게 편성될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2011-2학기 신설, 2018-1학기 변경)

  - 1시간 추가 시수 마다 25,000원을 급여에서 추가 한다. 

  - 1시간 부족 시수 마다 15,000원을 급여에서 공제 한다.

제 6조(예외 사항의 운영) 기준 시수에 대한 인원 기준은 삭제한다. (2020-2신설) 

       기준 외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학장님께 기안 결재를 통하여 진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과목수 및 기준 시수

학부장
실기 4과목 20시간
이론 5과목 15시간

실기/이론 5과목 16~21시간

 학과장
실기 5과목 23-24시간
이론 6과목 18시간

실기/이론 6과목 19~24시간

5일 출근 교수
실기 5과목 23-24시간
이론 6과목 18시간

실기/이론 6과목 19~24시수

3-4일 출근 교수
실기 4과목 20시간
이론 5과목 15시간

실기/이론 5과목 16~21시간
2일 출근 교수 이론/실기 3과목 6~13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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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규정

[제정: 2008년 3월 1일]

[개정: 2020년 7월 28일]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간강사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자격) ① 시간강사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사학위 소지자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는 별도 심사대상자로 추천 의뢰하면 시간강사 자격심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③ 시간강사의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본교의 정년퇴임 교원에게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강사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강좌를 배정할 수 있다.

제 2조의2(시간강사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 위원은 계열별로 학부장 및 학

과장,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학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매학기 개설과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법률, 학사운영실의 교과

목 개설 및 담당자 배정원칙에 따라 교과목의 특성, 전공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3조(교육경력) 제2조의 시간강사 자격기준에 필요한 교육경력은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다만, 초ㆍ중등 교사 경력에 대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조(위촉) ① 시간강사는 전공(과정) 교수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학부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위촉한다

② 시간강사는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자는 제2호, 제

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사기록부(소정 양식, 학사정보서비스에 입력 후 출력) 1부

2.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1부

5. 국민은행 통장 사본

6.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조회를 위한 인적사항 확인용)

③ 시간강사 추천은 1학기는 1월 31일, 2학기는 7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

료되거나 담당 교⋅강사 변경 등의 사유로 담당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자

동으로 계약종료 및 해촉 처리한다.

제 5조(위촉기간)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6조(위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없다.

1. 인사서류 부실작성 또는 허위 기재로 해촉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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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ㆍ중등학교 교사. 다만, 총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3. 종래의 출강률이 3분의 2에 미달된 자

4. 종래의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였거나 교수능력이 극히 부진한 자

5.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해촉

된 자

6. 본교의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 7조(담당시간) ① 시간강사는 원칙적으로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주당 최대 18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

② 시간강사로 위촉받은 자는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강의계획서를 작성 

후 출력하여 해당 계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강사료 지급)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조(경과조치) 종래에 본교 강사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우리 대학교 강사로 출강 중인 자라도 

재위촉에 있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10조(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11조(기본사항)

1. 계열별 행사는 해당계열의 학부장에게 확인한다.

2. 현장실습 및 교내 및 교외 행사를 학장의 결재를 받아 수업의 연장으로 진행할 수 있

다. 외래교수님께서 수업의 연장으로 진행한 교내 및 교외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강의하신 시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보강을 진행한다.

4. 강의료는 4주, 5주, 4주, 2주로 매월 주단위로 나누어 계산되어 강의료가 지급된다.(총

15주) 주당시수 x 월별주차(4주) x 시간당강의료 =‘월급여’로 산정되어 다음 달 10일에 

지급된다.

제 12조(제출서류 안내) 

1. 학부장과 학급의 담임교수님 안내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2. 학기를 종료할 때에 학습과목별 출석부, 강의계획서, 시험지, 답안지, 실기성적산정표, 

보고서성적산정표를 해당 계열에 제출해야 한다.

3. 보고서와 실기수업의 과제자료는 파일로 제출이 가능하며 수업을 하시는 학급의 담임교

수님에게 제출방법을 확인한다.

4. 과제물을 파일로 정리하는 경우 과목별로 출석부 이름순서 데로 파일을 정리해야하며, 

과목별 실기성적산정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13조(개강 전 확인 할 내용)

1. 학사정보서비스에서 평가인정신청을 위해 제출한 표준 강의계획서를 다운로드하여 내용

을 확인한다. 본교는 학점은행평가인정 기관으로 평가인정 시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

출한 강의계획서 내용에 준하여 수업을 임해야 한다. 반드시 표준강의계획서를 확인하시고 

강의를 준비해야 한다. 

2. 강의계획서가 없는 전공단위 평가인정학습과목은 해당 계열 학부장님과 의논해서 진행

해야 하며, 강의계획서는 출석부에 함께 철하여서 종강 후에 출석부와 함께 제출한다.

3. 본교에서 처음 강의하시는 분은 개강 2주 전에 학부장 또는 계열 담임교수님께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 입금할 국민은행(반드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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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고사운영 10~15일 전) 세부 사항은 본교 고사운영규정에 따른다.

1. 과목 별 담당 학습과목의 시험지를 담당 학급의 전임 및 겸임 교수님께 제출한다.

2. 시험지는 문항별 배점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3. 평가인정 강의계획서에 준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4. 중간고사 후 1주 이내 중간고사 성적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on-line으로 성적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제 15조(고사종료 후 2~3일 이내) 세부 사항은 본교 고사운영규정에 따른다.

1. 보고서와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지 또는 파일을 성적산정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학급

별로 지정된 봉투와 형식에 맞추어 학점인정출석부에 철하여 제출한다. 

2. 이론 시험의 정답지는 시험 종료 후에 학점인정출석부와 함께 철하여 제출한다.

3. 중간고사(1주 이내) 및 기말고사(2~3일 내) 종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중간고사 성적

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on-line으로 성적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4. 출석부의 결석누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on-line으로 성적전표에 입력 후 저장하여 성

적전표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제출한다.

5. 학습과목 담당교수가 시험지봉투 함께 학점인정출석부를 제출하면, 학급 담임교수가 오

류를 확인하여 마무리 한다.

제 16조(고사관련 파일 다운로드) 학사정보시스템/표준서류양식에서 다운로드한다. 

1. 강의계획서   

2. 고사 시험지(양식) 샘플

3. 고사 답안지(양식) 샘플  

4. 보고서(과제물) 성적산정기준표 

5. 보고서(과제물) 성적산정표 

6. 실기고사 성적산정기준표   

7. 실기고사 성적산정표      

8. 보고서 표지(양식)개별   

9. 보고서 표지(양식)조별     

10. 수업평가제 시행규정     

11. 경위서  

12. 시간강사 위촉계약서

13. 자체점검체크리스트

제 17조(학사운영 안내) 

1. 수업 시간과 장소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본교는 학점은행제 운영교육기관으로 교강

사의 자격과 더불어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평가인정 받아 운영

하므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계획과 더불어 변경신청 관련하여 학과장/



- 140 -

학부장에게 보름 전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2. 개강 전 지문 등록을 통하여 수업시작과 수업종료 시에 IN/OUT을 체크해야 한다. 수업 

시작 시에 IN을 확인하고, 수업 종료 시에 OUT을 확인한다. 급여 산출 시에 출퇴근 기록

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수업 시간이 운영되었는지의 여부를 매월 확인하여 학부장이 해당 

강사에게 전달한다. 이 때, 보강 수업이 진행된 경우에도 출퇴근 근무 기록을 확인하여 보

강 수업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운영하였는지 확인하므로 학교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날에

는 반드시 수업시작과 수업종료 시에 IN/OUT을 체크해야 한다. 

3.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강의계획서 배부해야 한다. 배부된 강의계획서는 종강 시에 학점

인정출석부에 철하여 제출한다.  

제 18조(고사운영 안내) 

1. 전체 학생 성적 

  중간 (30점) + 기말(30점) + 리포트(20점) + 출석 (20점) = 100점 

               : 평점환산  A+ : 95 ~ 100       A   : 90 ~ 94 

                           B+ : 85 ~  89       B   : 80 ~ 84 

                           C+ : 75 ~  79       C   : 70 ~ 74 

                           D+ : 65 ~  69       D   : 60 ~ 64 

               : 학점 D이상, 출석률 80%이상이어야 학점이 인정 됨 

2. 출석 성적  

제 19조(중간고사, 기말고사)

1) 중간고사 , 기말고사 시험지이 각 문항마다 배점표시 반드시 한다. 

- 중간 (총 30점 만점), 기말고사 (총 30점 만점) 

2) 보고서는 학기 중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 증간고사 기간에 보고서 취합을 가급적 완료한다.

- 보고서산정기준표에 세부 사항을 작성한다. 

- 일괄 10점 배점의 경우 담당교수 경위서 제출을 받게 되므로 성적 평가의 엄정성을 살

펴서 학생의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 평가 해야 한다.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점 84~80% 이상 16점

99~95% 이상 19점 79~70% 이상 0점

94~90% 이상 18점 69~60% 이상 0점

89~85% 이상 17점 60% 미만 0점

[표 27 ] 출석성적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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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기과목은 실기시험, 필기시험으로 중간과 기말에 적절하게 나누어 운영해야 한다.

- 평가인정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실기시험과 이론 시험에 준하여 운영한다. 

4) 실기고사운영 후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 각 학생별로 개별 실기내용을 촬영한 파일은 학급별 과목별 출석부 이름 순으로 정열하

고 촬영 시 학생의 작품에 학생이름(학번)이 함께 촬영되도록 한다.

- 실기고사성적의 세부사항을 입력한 실기성적산정기준표와 실기성적산정표를 작성한다. 

- 파일로 취합된 실기고사와 보고서의 자료는 담임교수가 원본데이터를 5년간 보관할 의

무가 있다.

5) 성적입력은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입력 후 2~3번 확인한다.

-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성적을 입력한다. 

- 성적이 0점인 학생은 입력란에 0을 입력하여 미응시자와 구분한다.  

7) 시험지 채점은 동그라미와 사선 표시로 정확하게 문항마다 작업한다.

- 시험지 채점은 빨간색 볼펜 또는 색연필로 맞으면 O , 틀리면 /  표시 한다. 

- 점수는 시험지 첫 페이지 우측 상단에 정확하게 기입한다. 

8) 성적 분포의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엄정한 평가를 진행한다.

- A학점 20%이내, B학점 30%~40% 이내로 성적분포를 유지한다.

- 성적분포를 지키지 못 할 경우에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경위서 제출을 받는다.

- 경위서 2회 제출 시 교원평가 징계방안의 준경고 1회에 해당한다.  

- F학점은 5%가 넘지 않도록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제 20조(시험감독 규정) 

- 시험 감독을 철저히 진행한다. 특히 고사 중 감독교수님이 책이나 기타 다른 일을 절대

하지 말고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시험지 배부 전 학생 자리를 정리 정돈하여 옆자리 붙어 앉지 말도록 배치하고 부정행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 한다. 

- 시험 시작 후 30분까지 학생들의 퇴실을 금지한다. 

- 시험 종료 후 시험지 순서를 학사정보시스템의 성적전표 이름순으로 정리한다. 

제 21조(강의평가)

      강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차기학기에 반영한다.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 이내 교수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차기 학기 강의를 배정받을 수 없으며, 차기 학기 강의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보고서”를 받아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

한다.

제 22조(학기말 제출 서류)

      학기말 성적처리를 완료하면 지정된 형식으로 정리한 학점인정출석부와 중간고사 기말고

사 보고서를 지정된 양식의 봉투에 담아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는 본교 전임교수들이 계열

간의 크로스체크를 통하여 수정 사항이 발생되면 강사에게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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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철저하게 2~3번 검토하여 제출한다. 

제 22조(휴강 및 보강)

      부득이한 경우로 휴강을 진행하는 경우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강 계획을 세운 후에 진

행한다. 보강계획서는 member 휴·보강 게시판을 통하여 담당 교수가 입력한 후 출력한다. 

게시판에 입력된 휴·보강 계획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출력된 

휴·보강 계획서는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사운영실에서 보관한다.

      공휴일에 대한 휴강에 대하여는 보강주차에 같은 요일로 보강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진

행하며, 그 때에 보강이 여의치 않은 담당 교수는 휴·보강 게시판에 별도의 보강 일정을 

휴·보강 게시판에 공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강을 진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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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시간강사위촉계약서

(재)서울현대교육재단(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외래강사 위

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조 [위촉업무] “을”은 “갑”의 외래 강사로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을”은 위촉된 외래 강사로서        수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2. “을”은 위 강의에 대하여 강의 내용, 방법 등을 본인의 권한 및 책임으로 연구・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담당 과목의 강의 및 강의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강의계획서, 시험 및 성적평가 등)를 수행하

여야 한다. 

4. “을”은 강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업무수행 장소] “을”은 본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에서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강의일 및 강의시간] ① 계약기간 중 “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성된 시간표에 따라 주당 12

시간(연간 512시간) 강의를 한다.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전항의 강의일 및 강의시간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③ 강의의 시작시각은 원칙적으로 09시30분이나, 강의계획 및 일정이 확정되는 경우 따로 정하기로 한다.  

제5조 [보수 및 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강의 시간당  30,000 원을 강사료로 지급하며, 시간급 강사

료의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② 강사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매월   10  일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강의 및 보강] ① “을”은 사전에 정해진 강의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사전에 정해진 강의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강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촉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본 위촉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 있는 때

2.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위촉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3. “을”이 고의로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때

4.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5. 강의 내용이 부실하려 수강생의 1/3 이상이 강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강의 시간표 외의 교과 수업을 진

행하여 민원이 발생 할 때 

구분 지급액 산정방법

기본급 24,990 원 시간급의 83.3%

주휴수당 5,010 원 시간급의 16.7%

합    계 3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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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며, “갑”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계약조건]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학교의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학기 강의 편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계약서 1통씩을 보관한다.

2019년    2월    28일

(갑) 회 사 명 :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1-4번지

    대 표 자 :  김   남   경     (인)

(을) 이    름 :  ○  ○  ○ (인)

    주    소 : 

    생년월일 :  71. 00. 00

    연 락 처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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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 규정
[제정 2009.03.01.]

[개정 2019.11.01.]

제 1조[명칭] 

   본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료 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 2조[적용범위]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강사료 항목의 구분]

   본교의 강사료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행사비’는 심포지움‧토론회‧좌담회 등 본교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발표자‧사회자 및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강사료’는 강연 또는 교육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3.‘자문비’는 본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모임의 구성원을 지급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4.‘교통비’는 제1,3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닌 자 중에서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

여 의견을 개징하거나 자문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5.‘원고료’는 본교에서 발간하거나 발간을 대행하는 간행물에 원고를 기고하는 자에게 지급하

는 수수료를 말한다.

   6.‘번역비’는 본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적 및 자료 등을 번역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7.‘감수료’는 본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간행물, 서적 및 자료 등을 감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 4조[강사료 지급 기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8] 행사비 지급 기준

구분 대 상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행사비
외부

인사

발표자 500,000 300,000 200,000

◦ 1등급 기준 : 장‧차관

    / 대학 총‧학장/ 주요기관장

◦ 2등급 기준 : 부이사관급 이상

    / 대학 조교수급 이상

    / 주요기관 임원급

◦ 3등급 기준: 서기관급 이하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주요 기관 부장급 이하

사회자 300,000 200,000 100,000

토론자 300,000 2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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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료 지급 기준

①일반 교육 강사

 [표 29] 일반 교육 강사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 별 1 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 별 2 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 반 1 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 반 2 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 반 3 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적 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내부강사 ◦ 입문교육 / 직무교육
시간당

5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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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보통신교육(Online) 강사

[표 30] 정보통신교육(Online) 강사 

③ 교내 시간강사

[표 31] 교내 시간강사 

3. 자문비 지급 기준

[표 32] 자문비 지급 기준

구분 대상 지급액 비고

자문비

이사회 및 간담회
◦선임비상임이사 : 500,000 /1회

◦이사/감사 : 300,000 / 1회

◦당연직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

우 반드시 해당 위원의 위임장 

제출
임워추천위원회

◦위원장 : 500,000 / 1회

◦위  원 : 300,000 / 1회

연구자문, 평가 및 

각종 위원회 등

◦ 100,000 / 시간

※1일 4시간 이내

◦위원회 의장(위원장)은 행사비

의 발표자 지급기준에 준할 수 

있음

◦석학초빙의 경우는 제외

기타전문가 실소요비용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

문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등 급 강사비 지급 기준 및 절차

특급 50,000원 이상 1. 강의평가, 산학협력, 전공발전 공헌도에 따라 

강의료를 산정한다.

1. 매 학기 해당 전공의 학부장(학과장)은 시간강사의 

업적을 평가하여 학장의 기안결재를

   받아 교무처에 지급 기준을 제출한다.

A급 35,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B급 20,000원 이상 ~ 35,00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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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비 지급 기준

[표 33] 교통비 지급 기준

구분 대상 지급액 비고

교통비 외부인사 50,000 / 회 1일 1회 한정

5. 원고료 지급 기준

[표 34]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6. 번역료 지급 기준

[표 35] 번역료 지급 기준

구분 대상 지급액 비고

번역비 외부인사, 번역업체 실소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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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수료 지급 기준

[표 36] 감수료 지급 기준

구분 대상 지급액 비고

감수료 외부인사 실소요 비용 -

8.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

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표 37]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제 5조[강사료 지급에 따른 증빙자료]

    교육 주관부서에서는 강사 신분증, 강사 본인의 강사료 지급 통장 사본, 강사비 지급 기준이 

명시된 지출결의서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강사료가 지급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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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원 인사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특별교원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특별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제한) 특별교원은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거나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련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임용 및 처우 

제 4조(임용절차) 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원의 자격을 갖춘자에 대하여 해당 전공분야는 학교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안 결재를 통하여 추천하고 결재를 받아 임용한다.

2. 특별교원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용한다. 

3. 공개채용의 경우에는 공개채용 임용절차에 따른다.

제 5조(처우) 특별교원의 처우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석좌교수

제 6조(자격 및 구분)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학문업적이 탁월하고 학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명망있는 학자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본교가 초빙한 석좌교수

2. 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한 석좌교수

제 7조(임용기간)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명예교수 

제 8조(자격) 명예교수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서 전임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

2. 재직 중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3. 학문분야의 업적이 뚜렷한 자로서 우리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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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임용기간) 명예교수의 임용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 또는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교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0조(예우) 명예교수에 대하여는 본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

를 한다.

제 11조(강의)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연구교원 

제 18조(정의) 연구교원은 연구를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 19조(직무 및 자격) ① 연구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를 수행한다.

제 20조(임용기간) 연구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년간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계약으로 임용된 연구교원은 연구과제수행 만료시까지 재

임용할 수 있다.

제 6 장 산학협력 교원

제 21조(정의) “산학협력교원”이라 함은 본교 소속 교원이 산업체와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체의 연구원 등이 본교에서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 22(직급) 산학협력교원의 직급 구분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 23조(직무) ① 산학협력교원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된 기간 동안 수업 및 출결의 의무를 면

제하고, 공동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업체의 연구원이 산학협력교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기간 동안 본교 교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 24조(임용기간) 산학협력 교원의 임용기간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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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학과장 위촉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6.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함에 있어

서 지역사회 산업체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명

예학과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촉) 본교는 지역사회 산업체 인사 중에서 과정의 추천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

정에 명예학과장 1인씩을 학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 3조(임무) 명예학과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학장 및 학과장의 자문에 응한

다.

1.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조(임기) 명예학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수당 등) 명예학과장은 대학의 위촉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본교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6조(기타) 명예학과장 위촉에 관하여 학칙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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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6조에 의한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행정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령 및 재단법인 현대직업전문학교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 임시직(계약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조의2(직원의 구분)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1. 일반직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2.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각종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기사, 방호, 교환원, 

원예, 목공, 통신, 미화원 등)로 구분한다.

제 2조의3(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직, 전보, 파견, 겸무, 강임, 휴직, 복직, 

대기발령(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 면직을 말한다.

2.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를 책임과 곤란도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일반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종별로 하위 직급부터 상위직급까지의 군을 말한다.

4. “직위”라 함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호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종 내에서 다른 부서로의 보직 또는 직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강임”이라 함은 상위 직위·직급으로부터 하위 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직위해제)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 3조(인사발령) ① 직원의 인사발령은 학교장이 임용 한다.

② 직원은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상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 4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에 대한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를 변경할 경우



- 154 -

제 5조(인사기록과 통계) ① 임용권자는 직원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 5조의2(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신규임용 후 발생되는 변동사항을 종합정보시스템의 인사기록 프로그램으로 작성․유지․
보관하게 한다.

제 5조의3(인사기록의 변경) ① 직원이 인사기록의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인사기록 변경을 위하여 학사정보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수정 후 저장하여야 한다. 변경과 

추가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학사정보서비스의 인사기록에 대한 정

당성을 확보한다.

제 5조의4(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

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정직: 7년

나. 감봉: 5년

다. 견책: 3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상벌규정 및 직원 인사규정의 징계 중 시말서 등의 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처분

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임용

제 6조(임용권) ① 직원의 임명, 전보, 전직, 해직, 그 밖의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임용 제청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 직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7조(임용의 원칙) 신규채용, 전보, 승진, 해직은 전형과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평가에 따라 

행한다.

제 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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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신규임용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② 전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전직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거나, 그 밖에 직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제 9조(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채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학교장이 행한다.

제 10조(임용기준) ① 기능직, 별정직, 임시직(계약직)의 신규임용 연령은 별도로 정한다.

② 신규임용 직원은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전문대학졸업자 이상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직무 특성상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기능직, 별정직, 임

시직(계약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11조(임용절차) ① 신규임용은 발령 통지로서 행한다. 다만, 임명장의 교부는 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해직·전보·휴직·그 밖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은 전직 기관 경력 및 학력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행한다

③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이력서 1부

3. 서약서 1부

4. 학력증명서(최종학교) 1부

5.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6. 가족관계증명원 2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병역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9.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1부

10. 신원진술서 1부

11. 기술면허 또는 자격증(해당자) 각 1부

④ 신규임용된 경우라도 제2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2조(수습기간) ① 수습기간은 학력에 차별 없이 3개월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에는 기본급, 직급수당을 지급한다.

제 12조의2(정규직 임용) ① 수습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정규직 

임용의견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 3 장 신분보장

제 13조(신분조치 제한) 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형사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혹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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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감봉, 해직 그 밖의 불리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 개편에 의하여 폐직이나 감원이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 만 60세 

2. 기능직 : 만 60세

② 직원의 정년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말일로 한다.

제 15조(휴직) ① 직원의 휴직은 명령휴직, 의원휴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2. 질병, 그 밖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근무로 인하여 병

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③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할 수 없다.

제 16조(휴직기간) ①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입영휴직 기간은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제대일자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그 사유나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

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속연수 3년 미만인 자는 6개월

2.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자는 1년

3. 근속연수 10년 미만인 자는 1년 6개월

4.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자는 2년

④ 근속연수의 계산은 최초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기간과 정직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

서 제외한다. 다만, 입영휴직, 공상휴직,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 산입한다.

제 17조(휴직자 대우)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행정개발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에 해당하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② 전항을 제외한 경우의 휴직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직책에 

복직시켜야 한다.

④ 휴직기간 만료 후에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연기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8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에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9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의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 20조(휴직자의 해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명령이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② 휴직자로서 허가 없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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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

제 21조(해직의 구분) 해직은 자연해직․의원해직․정년해직과 면직으로 구분한다.

제 22조(자연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연해직된 것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휴직자로서 허가 없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을 때

제 23조(의원해직) ①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해직으로 한다.

② 의원해직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신고하고,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조(정년해직)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해직으로 한다.

제 25조(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하여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징계 및 재심의결에서 징계하고자 결정되었을 때

3. 휴직자가 기간만료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4.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제 26조(대기발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하여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4.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 장 전보

제 27조(전보의 원칙) ① 전보는 동일 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전보는 직무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직급, 업무의 성격, 근무성적 및 현부서의 근무기간 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될 직무에 자격 또는 관리상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총장이 다른 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 28조(전보의 시기) 직원의 전보는 매학기 1개월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 28조의2(파견)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외의 기관 또는 다른 

부서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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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직

제 30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직제규정｣상의 팀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함을 말한다.

제 31조(보직의 원칙) 보직은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그 직원의 전문성·근무경력·직책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 6 장  승진 및 호봉승급

제 32조(승진) 승진은 일반승진 및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제 33조(일반승진) ① 상위 직급으로의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교육․연수평정, 현직급 

근무경력, 포상, 징계, 근태 및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승진은 학교장이 임용한다.

③ 승진임용은 연 2회로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제 34조(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할 수 있다.

1. 재해, 그 밖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였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

헌을 한 자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때

3. 그 밖에 학교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특별승진에 필요한 현직급 근무기간은 승진 소요연수의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특별승진의 결정은 학교장이 행한다.

제 35조(승진임용의 방법) 직원의 직급승진은 근무성적 평정점수, 현직급 근무경력점수, 교육․연수 

평정점수, 상벌 및 근태(무단결근) 등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징계처분, 대기발령 및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징계를 받은 자는 처분일 이후 차기 승진심사대상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외한다.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③ 금융사고로 인하여 급여를 압류당한 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대상 여부

를 심의하도록 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 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37조(징계처분 경과에 따른 적용기준)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은 계속 유지하되, 보직승진 및 

포상 추천 시에는 징계처분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정직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2.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3. 견책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4. 주의,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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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은 해당 직급에만 적용한다.

제 7 장  근무성적평정

제 38조(근무성적평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며,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평가한다. 

제 39조(평정기준) ① 직위(급)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 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한다.

③ 평정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평정기준의 작성에는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 40조(평정요소 등) 평정대상, 평정자, 평정항목, 점수배정, 평정기간 및 종합평정에 따른 가점 

및 감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1조(평정의 비공개)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비밀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 42조(표창수위자의 특전)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동 순위에 있어서 승진의 우선

2. 특별승진 및 특별상여금의 지급

3. 특별휴가

4. 그 밖에 인사관리의 반영

제 9 장 보수

제 43조(보수) 보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통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에 정한 바에 준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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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직원 경력년수 환산 기준표

종 별 경          력          내          용  환 산 율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6 종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직업군인인 경우 실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대학포함)에서 해당분야 업무에 근무한 경력

 공공기관 이외에서 해당분야 업무에 근무한 경력

 대학의 조교 경력  

 전문직종으로 대학의 임용직전과 동일한 경우의 경력

 30 %

30 ～ 100 %

70 ～ 100 %

 40 ～  70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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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임용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조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분) 수업조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조(임용절차) 조교의 임용절차는 학과장이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용한다.

제 4조(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교임용 추천서 [별지 서식 1] 1부

2. 학력증명서(전문학사 이상)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근로계약서 1부

제 5조(조교배정) 조교는 조교를 채용한 해당과정(전공)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직무)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보조한다.

1. 교수의 교육보조, 학생지도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과정(전공) 교수의 연구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3. 과정(전공) 교수의 연구자료 조사·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4. 과정(전공)의 실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7조(임용기간) ① 조교의 임용일은 매학기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제 8조(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속 

계열(과정) 교수 또는 학부장의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 2의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 만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자로 면직된다.

제 9조(임기의 제한) ① 조교 임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기존의 임용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 10조(복무) 조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관계 법규 및 우리 학교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조(교육) 조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2조(보수) 조교는 각 호에 해당하는 보수를 업무에 따라 차등 지급 받는다.

① 장학금(학비감면 등)을 지급한다.

②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 13조(정원) 조교의 정원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4조(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포함)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지될 때

3.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4. 우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5.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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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 인사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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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조교 임용 추천서

조교 임용 추천서

성명

한글

주소

□□□-□□□
연락처

한자

HP영문

사 진

주민등록번호 - 병역관계

등록기준지 미필(  ) 예비역(  ) 기타(  )

학

력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교명 학과(전공) 학  위

학  사

석  사

박  사

※ 첨부 1. 경력사항 및 기타사항 (해당자만 제출)

                         2. 조교임용 구비서류 (첨부목록 참조)

위 사람은 조교로 적격자인 바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2021 년    월   일

임용구분

계열(과)명 담당전공 (업무)

   (          )  조교의 후임자        (          ) 교수의 연구조교

추천인 성   명 날 인 추천 의견

추천자

학과장/
주임교수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학장 귀하



- 164 -

계약직 임용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임시직(이하 “계약직”이라 한다)의 임용절차,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계약직”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계약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4조(계약직의 임무) 계약직은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단순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임용

제 5조(임용 및 절차) ①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학교장이 임용한다.

②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

③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주민등록초본(남자 : 병역관계 표시) 및 등본 각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제 6조(근로계약 기간)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해당 업무에 준하여 정한다. 다만, 부서장은 해당 업

무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에 대해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 재임

용할 수 있다.

제 7조(근로계약 체결) 계약직 임용 시에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

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제 8조(복무)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기본 준수사항, 근로시간, 출·퇴근,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휴직) ① 계약직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중 임용 후 재직 3개월 이상인 자는 1개월의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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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휴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휴직 중 급여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휴가 및 병가) ① 계약직의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 보호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

용한다.

②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병가를 허

가할 수 있고, 병가신청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통

원치료의 경우에는 병가로 인정되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병가신청 기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그 밖의 휴가는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 11조(병가기간의 급여) 제10조제2항의 병가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임용 후 재직 3개월 이내인 자는 병가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임용 후 재직 3개월 이상인 자는 병가기간 중 급여를 일부 지급한다.

제 12조(결근자의 급여) 제 규정에 정하여진 근무일에 결근한 자에게는 급여를 감액한다. 

제 13조(중복 휴일의 처리) 주휴일과 복무규정상 기타 유급휴일(국경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

일은 1일(1회)로 한다.

제 14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내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5조(급여) ① 계약직의 급여는 월정액으로 한다.

② 계약직의 급여 기준표는 별도로 정한다.

제 16조(급여 계산 및 지급) ① 급여 계산기간은 매 초일을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고, 급여 지

급일은 당월 10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 일자가 10일 이후인 경우 임용월의 급여는 익월 급

여시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자의 임용 당월 급여는 월 급여를 일할(日割) 계산하여 재직 일수분을 지급한다. 

③ 퇴직자의 퇴직 당월 급여계산은 제1항과 같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

망 퇴직자의 급여는 재직일수에 불문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 17조(법정수당)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관하여는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을 지급한다.

제 18조(상여금) 계약직은 상여금 및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9조(퇴직금) 계약직의 퇴직금은 당초 계약기간과 재임용 계약기간을 포함한 최종 퇴직시점을 기

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20조(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때

2.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재산 등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3. 근로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가 통산 7일 이상일 때

4.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때

제 21조(계약해지 통보) ① 임용권자는 계약해지로 계약직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

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22조(준용) 복무, 인사, 급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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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계약직원 근로계약서

계약직원 근로계약서

(갑)사용자

학 교 명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 교 장

주    소  

(을)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위 당사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    간

계약(임용)기간은     .  .  . ～      .  .  . 까지로 한다. 계약(임용)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다만, 상호 합의에 의해 재계약(임용)할 수 있다.

임    금

 을의 임금은 법정수당(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을 포함하여 매월 ￦          원으로

 하되, 동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① 계약기간 중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징계 또는 직무대기 명령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된 처우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퇴 직 금 관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금 지급일 당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까지로 하여 당월 15일에 계좌로 지급한다.

근로시간 1주 40시간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8시간 기준 60분

퇴직절차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한다.

휴일, 휴가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계약직 임용규정 등 제 규정을 숙독하였고 이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근 로 자) 성 명 :                     (인)

         

(사 용 자)    현대직업전문학교  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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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계약직 재임용 의견서

계약직 재임용 의견서

재임용 대상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성   명

평 가 항 목 부 서 장   의 견

 능력평가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업무 이해능력

 (업무상 필요한 지식의 능력)

 태도평가

 (복무준수 및 친절·봉사정신)

 책임감

 (업무수행의 성실성과 책임감)

 협조성

 (업무와 관련한 소통능력)

 종합평가

                                                          년     월     일

부서장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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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문서에 관한 규정

문서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문서관리에 관하여 사무행정의 

간소화, 표준화,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교 문서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문서”라 함은 본교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 포함) 및 접수한 모든 문서

를 말한다.

② “자료”라 함은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공문서 제외) 중 상당 기간에 걸쳐 이

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③ “문서부서”라 함은 공문서의 분류, 배부, 접수, 발송, 보존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문서

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총무부를 말한다.

④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접수, 발송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⑥ “서명”이라 함은 공문서 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⑦ “결재권자”라 함은 학교장 및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 4조(문서관리의 원칙) 문서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제 5조(문서의 분장) 각 처리부서의 장은 문서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하여 

소관문서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간의 업무량을 균형 있게 분장하여야 한다.

제 6조(문서의 인계․인수) ① 교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업무에 관한 진행사항, 관계문서, 자료 등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

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사무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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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서의 관리

제 7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학칙, 규정, 시행세칙 및 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② 지시문서는 지시, 예규 및 일일명령 등을 각 부서 또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1. 지시 : 본교가 부속기관을 포함한 교내 각 부서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예규 :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3. 일일명령 : 출장, 특근 및 각종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지시를 말한다.

③ 공고문서는 고시 및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④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소속 부서에 비치하면서 업

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⑤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부서에 대하여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⑥ 일반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1. 기안문(시행문 겸용) : 기관(부서)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2. 간이기안문 :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 결과 등을 보고․건의하거나, 계약

사항을 품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3. 회보 :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직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를 말하며, 별지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며,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4. 팩시밀리발송 : 긴급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문서를 팩시밀리로 발송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표지를 활용하여 발송한다.

제 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에 서명으로 결재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장  문서의 작성

제 9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①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 .

)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 : )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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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 10조(용지의 색깔 등)  ①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흰색으로 한다.

②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30밀리미터, 왼쪽부터 20밀리미터, 오른쪽 및 아래로부터 각

각 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③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

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제 11조(문서의 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

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

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

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 12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

는 결재권자가 기안문에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등록 및 계약 등에 관계되는 문서

제 13조(면 표시) ①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 수를 중앙하단에 표시하되, 문서가 2장 이상으

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물의 면 표시는 각 첨부물별로 따로 하되, 전체면의 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문서철별 면 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 행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제 14조(문서에 대한 표시) ① 문서에 서식, 금전, 유가증권, 참고서류 그 밖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줄에 “첨부(또는 붙임)”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 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③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한 본교의 로고, 상징, 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

여 우리 학교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조(요지 표시) 문서의 내용이 길고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그 요지를 간략하게 기입

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 4 장  문서의 구성

제 16조(문서의 구성 등) ①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

성한다.

1.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내용 및 첨부(또는 붙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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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

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부서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번호, 모사전송번호,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② 문서에는 처리부서명 및 문서등록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 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

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쓴다.

③ 수신자가 두 곳 이상인 때에는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발신명의 왼쪽 아래에 수신자

란을 설정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④ 전항의 수신자기호는 총무부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⑤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항목 : 1., 2., 3., 4.,……

2. 둘째항목 : 가., 나., 다., 라.,……

3. 셋째항목 : 1), 2), 3), 4),……

4. 넷째항목 : 가), 나), 다), 라),……

5. 다섯째항목 : (1), (2), (3), (4),……

6. 여섯째항목 : (가), (나), (다), (라),…

7. 일곱째항목 : ①, ②, ③, ④,……

8. 여덟째항목 : ㉮, ㉯, ㉰, ㉱,……

9.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너, 너), (너), ……로 이어 표시한다.

제 18조(끝 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

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본문의 내용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

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명부(또는 표)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

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끝” 표시를 하지 아니하

고 기재사항 마지막 자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안문서의 작성

제 19조(기안문서) 문서의 기안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0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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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일괄기안) ①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동시에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사용하

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조(공동기안) ① 두 개 이상 부서의 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

관하는 부서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생산등록번호는 당해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생산등록번호를 사

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안의 경우 발신명의 표시는 해당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장의 명의를 맨 위에, 관계 부서장의 명의를 바로 밑에 표시한다.

제 23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

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

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한 자는 해당란에 직위를 쓰고 

서명하되, 다른 의견을 표시할 경우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해당 문서 또는 별지 서식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문서의 결재

제 24조(결재․전결) ① 문서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는 그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규정은 별도로 정한

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

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 25조(대결) ①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

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

다.

제 26조(문서의 생산등록) 문서를 생산한 때에는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문서발

송대장에 등록하고, 내부결재 문서인 경우에는 문서발송대장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 표

시를 하여야 한다.

제 27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는 수신자별로 별지 서

식 의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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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문서

의 복사본(결재란의 서명을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새로 기입하여 출력한 경우 포함)의 발신

명의 란에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여 시행한다.

제 28조(발신명의)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학교장으로 한다.

② 교내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대내문서)는 해당 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③ 내부결재 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 29조(간이기안문의 시행)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계약서 등 내부결재 문서는 별지 서식 2에 

따라 작성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으나, 계약서는 직인을 날인한 후 시행

할 수 있다.

제 30조(직인날인 및 서명) ① 학교장 명의 또는 부서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

거나 서명을 한다.

② 교내 부서간에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발신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 시행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인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문서부서는 별지 서식의 직인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기록하고 직

인 사용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 31조(직인생략) ①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와 부서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

를 말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교내 부서간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32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처리부서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한다.

②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에는 문서부서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발송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직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직인 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발송하

는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그 밖의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

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⑤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제 7 장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 33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

서는 별지 서식의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

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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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리부서에서 접수된 문서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인을 찍고, 문서접수대장에 접수등록번

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부서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③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

리담당자는 결재․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결재․공람하여야 한다.

④ 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

제 34조(문서의 배부 및 처리) ① 문서부서는 접수한 문서가 두 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때

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전항의 따라 문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해당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부서에 처리부서장

의 명의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 35조(문서수발 기록) 문서부서는 대외문서 발송대장 및 접수대장의 서식을, 처리부서는 교내

문서 발송대장 및 접수대장의 서식을 각각 비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 책자 그 밖의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접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부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제 36조(문서의 반송․재교부 등) ① 문서부서는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자, 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기관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문서부서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부서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부서는 해당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문서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부서로 보내야 한다.

③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서부서에 보내어 해당 처리부서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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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공문서식  

「創造적인 지식인  努力하는 기술인  能力있는 전문인」

( 재 )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수 신 자   숭실사이버대학교

참    조   평생교육학과장

(경   유)

제    목   평생교육사 현장실습의뢰 수락의 건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부와 같이 기관에서 의뢰한 현장실습을 허락합니다.

        < 첨  부>

        1)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1부. 끝.

                 

(재)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담  당 :             팀  장 :      교무 처장 :      학  장 : 김  남  경

협  조   자

시       행   현전 자비  201 -          ( 2021 .   .   . )    접수           (            )

우 편 번 호  150-810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길 13   / http://www.hyundai1990.ac.kr

전       화  02-2675-6203  / 전송 02-2675-6207  / 이메일 fotoz1@naver.com 

mailto:fotoz1@hyunda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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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기안문 처리 요령

< 처리요령 >

 (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행정기관명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를 기재한다.

 2. 수신자   (    ) :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처리할 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의 직위를 쓰되, 처리할 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

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

다.

 3. (경유) : 정부에서만 일부 사용하고 본교는 해당사항 없음

 4. 제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5. 발신명의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또는 부서장 명의를 기재하고, 교내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부서장 

명의를 기재한다.

 6.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기안자는 담당이라고 쓴다. 다만,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7.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 처리과명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학년도별 일련번

호를 기재하며,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8. 우 / 주 소  : 우편번호 및 주소 기재 (예) 우 448-701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2

 9.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예) www.hyundai.or.kr

 10. 전화  (  )   전송 (  )    :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교내 내부문서의 경우에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1. 공식 전자우편주소 : 학교에서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12. 공개구분 :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

조의 규정(별표 11)에 의한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한다.

 13. 직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한다.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 (직위) 서명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

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 및 서명표시 위치 :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란을 설치하

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

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

을 대결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 “수신자”는 “받는 자”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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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팩시밀리 발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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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공문서(발신) 목록

공문서(발신)목록
학사운영실

NO. 날짜 내용 수신처 담당

1 10/20 학습자 인적사항 변경 평생교육진흥원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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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3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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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내부 기안 서식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50-8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2길 13 전화 02)2675-6203 팩스 02)2675-6207 http://www.hyundai.ac.kr

기 안 용 지

문 서 번 호 학위_학사_1 _ 학               장

시 행 일 자 2021 년  월  일

보 존 년 한  1년

결

재

공

람
 

교  무  부 교무처장      (인)

제      목   계열별 강의평가 우수 강사 표창 보고

       

         계열별 강의평가 우수 강사 표창 보고

           표창장 수여식 일정

           일시 : 20   년  월  일(화) 오후  시 ( 교강사 전체 오리엔테이션)

           장소 : 현대본관 지하 소극장

           

           

           < 첨 부 >

           1.  계열별 강의평가 우수 강사 목록                          1부. 끝. 

           

           

           

          

                                                                                

작 성 일 : 2021 년  월  일 

※ 본 기안에서 발생하는 지출행위와 모든 진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기안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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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관․보존규정 

[제정 : 2014. 9.  1]

[개정 : 2016. 3.  2]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처리 완결된 문서의 편철 및 보관·보존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련 정보자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교내 모든 문서의 편철, 보관 및 보존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주관부서 : 교내의 문서수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문서주무부서 :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집중관리 :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부서단위로 문서주관부서에서 일괄 집중하여 보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산관리 : 과(팀)단위로 문서주무부서에서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일괄하여 보관․보
존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관 : 문서의 처리 완결된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6. 보존 : 보관이 끝난 문서를 정해진 보존기간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이관 : 보관 중인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을 정해진 보존주관부서에 인

계하는 것을 말한다.

8. 문서보존주관부서 : 문서보존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4조(1건철) 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

으로 표지를 사용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제 5조(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문서주무부서에서 기능 종별로 분류한다.

제 6조(보관철의 사용) ① 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문서색인목록 별지 서식을 작성하

여 보관철을 사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식의 문서는 그 규격에 따라 적절한 보관철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보관철내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편철방법) 완결된 1건 문서는 완결 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나타나도록 철하고, 색

인 목록 별지 서식을 붙인다.

제 2 장  편철 및 보관

제 8조(조견표) 보관철의 조견표에는 문서분류번호 기능명칭, 부제목, 보존기간, 보존기간의 완료

일자를 별지 예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 9조(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최종 1건문서의 대표적 완결문서건명을 기재한다. 다만, 대표적 

문서건명으로 1건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제 10조(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이 인쇄물 또는 책자로서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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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기호, 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제 3 장  인계 및 이관

제 11조(인계이관) ① 문서주무부서에서 편철된 2년 이상의 보관문서는 별지 서식(보존문서 목

록)을 작성하여 보존기간 개시 1개월 이내에 배정된 창고로 이전하여 보관 한다. 다만, 보

존문서 중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문서철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

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내용에 따라 이동한 보존문서는 별도로 정하는 장소로 이관하여 보존하며, 보관

책임자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 12조(보존기간 2년 미만 문서의 보관) 보존기간이 2년 미만인 보존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

리․보관한다.

제 4 장  보존

제 13조(보존) 모든 보존문서 보관철은 부서별로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 14조(보존 문서대장) 보존문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기록하

여 비치한다.

제 15조(점검 및 소독) 보관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보존문서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대조하여 보

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과 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여 및 열람·폐기

제 16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6종류로 구분한다.

1. 영구보존 : 영속할 성질이 있는 아래 각 목의 문서로서 영구히 증거 또는 참고의 필요

성이 있거나, 중요 연혁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종 중요대장을 그 대상으로 하며, 원본은 마

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영구히 보존한다.

가. 출석부, 성적전표 등

나. 교사에 참고가 될 문서(인․허가장 등 중요

 증명서류)

다. 특수대장 원부

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교육부 고시 제2015-85호(2016.1.6.)[교육훈련기관의 보

관관리 장부 및 서류] 별표2에 따른 보관 서류 

마. 위 각 목 이외에 영구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

2. 준영구보존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로서, 원본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을 폐기하여도 무관한 문서를 말한다.

가. 영구보존 문서에는 속하지 않으나 후일에 증거 또는 참고가 되는 문서

나. 중요 정책문서 중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3. 10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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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문서

나. 각종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에 관한 원본문서

다. 그 밖의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4. 5년 보존 :

가. 예산 및 결산 등의 관계문서

나. 각종 감사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문서

5. 3년 보존 : 업무 수행 상 당분간 참고가 되나 후일에는 참고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가. 각종 증명서의 발급 관계문서

나. 주요업무계획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2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서 후일

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라.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마.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바.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6. 1년 보존 :

가. 1회로 완결되는 성질에 속하는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나.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다. 부서간 단순한 요구자료,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라. 그 밖의 문서로서 1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문서

② 문서의 종별 보존기간은 문서분류 및 보존연한에 따르며, 그 외의 문서는 주무부서장이 

정한다.

제 17조(보존기간 변경) 문서주무부서는 총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보존된 문서의 보존기

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18조(기산) 처리 완결된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학년도 개시일로 한다.

제 6 장  대여 및 열람

제 19조(대여 및 열람) ① 관계 기관에서 보존중인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

관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구보존문서, 준영구보존문서는 대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보존

문서 대출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장  폐기

제 20조(폐기) ① 폐기되는 모든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적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문서주관부서에서 해당 문서 주무부서장과 합의한 후 학장의 결재를 받아 일괄폐기 처리

한다.

② 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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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공문서 보관․보존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3. 2.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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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지 제1호 
영구

 2. 교육기관 내부규정 영구

 3. 학습자 대장(학적부) 영구

 4. 학습비 및 회계 장부

  -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환불액 5년

  - 예결산 현황 5년

  - 장학금 지급현황 5년

 5. 교·강사 명부

 - 이력서 5년

 - 학력증명서(세부전공 포함) 및 경력증명서 5년

 6. 학습과정 운영계획 5년

 7. 수업시간표 5년

 8. 수업계획서 별지 제1호 5년

 9. 출석 관련 서류

 - 출석부 5년

 - 휴․보강 계획서 및 공결승인 신청서(기타 휴강․보강 관련 서류 포함)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5년

 -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교·강사, 조교의 접속기록, 수강자의 수강로그 기

록(주차별 접속 IP, 접속시간, 종료시간)
5년

 10. 성적(원)표 5년

 11. 성적근거자료 

 - 시험답안지, 과제물 등 평가요소별 성적근거자료 5년

 - 실습관련 서류(현장실습 과목에 한함)

  : 선수과목 이수현황 관련서류(실습생 프로파일, 성적증명서 등), 실

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실습기관 협약 관련 서류[실습기관 협

약서, 시설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등], 실습의뢰 관련 서류(실습의

뢰공문, 실습신청서, 실습의뢰수락서 등), 실습생 기록대장(실습생 

성명, 생년월일, 실습기간,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실습기관 방문 근거자료(실습기관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출

장비 지출 또는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실습지도

교수, 실습생이 함께 직은 사진, 출장비 지출 등), 현장실습 근거 

자료[현장실습확인서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실습생 출근부 포함), 강사비 지급 서

류], 실험·실습평가표

  ※ 보육실습의 경우, 상기 서류이외에 보육실습비 영수증, 보육실습 

동의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또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5년

※ 보육실습의 

경우, 실습생 

기록대장은 영구

 - 추가시험인정원, 성적정정신청서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5년

 12. 평가인정 학습과정 관련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년

 13. 학습과정 현황 및 학습자 성적 보고 자료 5년

 14. 홍보자료 3년

[표 40] 별표2 교육훈련기관의 보관관리 장부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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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 보존문서 기록대장

보 존 문 서 기 록 대 장

일련

번호
보존기간

보         관         철

보존처
폐   기

(년월일)
 비고

분류번호 제             목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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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문서 색인 목록

문 서 색 인 목 록

색인번호 문서번호  월 일 제             목 수 신 발 신  비 고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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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문서보관철(표지)

문 서 보 관 철(표지)

              (뒷면)              (앞면)

 1㎝  제   목

 3㎝

 1㎝

 3㎝

      

    제       목

 1㎝

 3㎝     시 행 년 도

 1㎝  시행년도

10㎝

 1㎝  학  교  명     학   교   명

 3㎝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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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 보존문서 인계이관 목록

보존문서 인계이관 목록

 부 서 명 :

일련

번호
시행년도 보존기간

문        서        철

인계인 수령인 비 고

분류번호 제          목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 189 -

직인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각종 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종류)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인 

2. 학장의 인 

3. 각 산업체학부장의 인 

4. 각 처장, 부장, 실장의 인 

5. 각 학부장의 인 

6. 각 부속기관장의 인 

7. 각 부설연구소장의 인 

8. 각 위원회의 인 

9. 학장이 인정한 그 밖의 인 

10.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인

제 3조(인영의 내용) ① 교인의 인영은 교명에 “인”자를 붙인다.

② 학장직인과 각 처, 실, 산업체학위, 계열,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위원회(이하 “기관”이

라 한다)의 장의 직인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③ 학장이 인정한 그 밖의 직인 인영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④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직인은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그 

여백에 특수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새긴다.

제 4조(재료 및 양식) ① 직인은 흑각의 정방형으로 한다.

②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 5조(직인의 관리) ① 본교의 모든 직인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부에서 각인한다.

②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인 및 학장의 인은 주부부서의 장 

2. 각 처, 실장의 인은 주무부서의 장 

3. 각 산업체학위장의 인은 주무부서의 장 

4. 각 학부장의 인은 주무부서의 장 

5. 각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및 그 밖에 기관장의 인은 주무부서의 장이 관리하되, 주

무 부서의 장이 없는 기관은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③ 총무부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

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직인의 관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

에도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제 6조(폐기) ①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총무부는 학장의 승인

을 받아 폐기한다.

② 직인을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종전의 직인대장을 정리한 후 문서보관·보존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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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처리한다.

제 7조(공고) 새로운 직인을 새겨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8조(직인의 사용기록) ① 직인은 결재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고 별지 서식 2에 의한 

직인사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대장에 의하여 발행된 제증명에 직인을 사용

한 때에는 직인사용부 기재를 일괄기재할 수 있다.

② 어음․수표 등의 발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따로 새긴 경우에는 총무부에 별지 서식의 직

인사용기록부를 해당부서의 결재권에 맞게 변경한 어음수표 직인사용부를 비치하여 기재

할 수 있다.

제 9조(날인) ① 직인관리자는 결재권자와 결재 내용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날인은 직위 명칭의 끝자가 직인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문서가 2장 이상이거나 첨부서류가 중요한 증빙자료 또는 대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제 10조(비상시 관리) 직인 보관책임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직인 보관함을 우선하여 안

전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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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 직인대장 

직 인 대 장 

     인  영

등 록 또 는 공 고 일 자

조   제    년   월   일

직 인 자 주 소 ∙ 성 명

재                   료

인     의     형     상

기                   타

[서식 24] 직인사용 기록부 

직인사용기록부 

취급자 월일   건   명 발송선 통수 비고
 총무인사 처장

총무처장
부처장  총무 구매팀장  서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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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규정

[제정 : 2014. 9. 1]

[제정 : 2019.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UI(Seoul Hyundai Accupational Trainning 

college Identity, 이하 “UI”라 한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UI에는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교기(이하 “교기”라 한다) 및 심벌마크, 엠블럼, 시그

니처, 로고타입 등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창학이념, 교시 및 교육목

표를 일관성 있게 구현한 상징물 등을 말한다.

제 3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기관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 4조(사용) UI의 도안 및 사용은 이 규정 및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UI 디자인 표준편람”에 

의하며,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 5조(협의)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UI 디자인 표준편람” 이외의 응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

서는 UI 관리부서에 디자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6조(보호) UI의 부정한 사용 및 훼손방지를 위한 법적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한다.

제 7조(관리 부서) ① 교기 관리업무는 학생회에서 관장한다.

② UI 관리 업무는 대외협력처 홍보팀이 관장한다.

③ UI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주요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교

학부서가 전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교학부의 해석에 따

른다.

제 2 장  교기

제 8조(구성) ① “전통마크”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로 구성한다. 이와 별도로 의전을 위해 

“전통마크”와 “Seoul Hyundai Accupational Trainning college”(영문) 및 “서울현대직업

전문학교”(한글)로 구성된 교기를 둔다.

제 9조(도안) ① 크기는 가로 1,350mm 세로 900mm이며, 배율은 가로 3, 세로 2로 사용에 따

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한글)은 디자인된 글자체로 한다.

제 10조(용도) 학교장실 그 밖의 지정장소에 비치하며 본교의 공식행사에 사용한다.

제 11조(게양) ① 게양대가 1개일 경우, 교기를 게양한다.

② 게양대가 2개일 경우, 태극기를 왼편에 교기를 오른편에 게양하며, 태극기를 약간 높게 

게양한다.

③ 게양대가 3개일 경우, 태극기의 왼편이 차순위, 오른편이 차차순위로 이를 고려하여 교

기를 게양한다.

④ 국가나 교내 행사로 반기를 게양할 경우 해당 기를 깃봉에서 기폭만큼 내려 게양한다.

⑤ 벽면 혹은 공중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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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기는 연중 게양한다.

⑦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게양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기법」등 관련 법

령을 따른다.

제 3 장  세부 UI

제 12조(종류) UI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분하며, 도안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UI 디자인 표

준 편람”에 따른다.

① 심벌 마크(Symbol Mark) : 심벌마크는 UI의 핵심요소이다.

② 엠블럼(Emblem) : 학교이미지를 내외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서울 현대 이

니셜 SH를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 하여 서로 돕고 보완하면서 위로 도약하여 발전해 나

가는 진취적인 모습을 담아 심볼화 되었다.

③ 시그니처(Signature) : 심벌마크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Seoul Hyundai Accupational Trainning college”를 조합해 학교 내외에 나타낸다. 매체

에 따라 적절한 타입을 선택한다.

④ 로고타입(Logo type) : 국문 로고타입(2350자)과 영문 로고타입(94자)으로 구성한다. 

로고타입은 UI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컴퓨터 출력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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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로고 및 심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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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무에 관한 규정

재무규정

[제정 : 2014. 3.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무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통칙)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재단법인「재무․회계 규칙」에 다른 정

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본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 4조(자금의 관리) 본교는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

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정기 또는 신탁 등의 예금으로 금융회

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5조(차입금) ① 본교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

하여, 교비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 6조(회계의 구분) ① 본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장이 편성하여 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학장이 집행한다.

제 7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 전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학장이 이를 임명한다. 다만, 학교의 형편에 의하여, 수입원

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 8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학장으로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 서는 지출명령자라 한

다.

③ 전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9조(회계장부의 작성방법)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심의) ① 매회계연도의 예산은 재단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가경정예산편성도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② 매회계연도의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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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월별 수입, 지출 합계잔액 시산표 작성) 학장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 지출에 대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 12조(출납폐쇄시기)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 2 장  수입과 지출

제 13조(수입금징수) ① 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세입징수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 14조(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입원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 15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환입)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입은 해당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출납폐

쇄 후의 반납금은 해당 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16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 17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 18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행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

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소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 19조(지출의 특례)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

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 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사. 소속 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그 밖의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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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예산 및 결산

제 20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 2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22조(예산편성) ① 학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

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수입은 성질에 따라, 지출은 목적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③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④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 개요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6.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22조의 2(예산의 공개) 전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부속명세서를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 23조(예산의 부속서류) 예산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회의록 및 의원회 회의록 사본

2. 학년별, 계열(과)별, 학생수명세서

3. 전기말 추정 미수금명세서

4. 전기말 추정 차입금명세서

5. 등록금명세서

6. 인건비명세서

7. 그 밖의 예산목별 명세서

제 24조(준예산) 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학교회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

행된 것으로 본다.

제 25조(추가경정예산) 총장은 예산편성 후 그 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6조(예비비) ① 학교 교비회계의 세출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

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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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는 학장이 결정한다.

제 27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 이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 2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29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

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해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

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30조(결산) ① 결산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

1. 자금계산서

2.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합계잔액시산표

5. 결산 부속서류 

②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예금명세서 

2. 수표수불명세서

3. 선급금명세서

4. 가지급금명세서

5. 선급법인명세서

6.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

7. 투자유가증권명세서

8. 유형고정자산명세서

9. 무형고정자산명세서

10. 단기(장기)차입금명세서 

11. 미지급금명세서

12. 지급어음명세서

13. 어음수불명세서

14. 차관(외화장기 차입금) 명세서

15. 적립금명세서

16. 그 밖의 필요한 명세서   

③ 운영 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1. 등록금명세서 

2. 전입금명세서 

3. 예비비사용명세서

4.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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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산 부속 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서류로 한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의원회 회의록 사본

3. 감사보고서

4. 그 밖의 결산과 관련한 필요한 서류

⑤ 결산의 작성과 제출

1. 학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을 심의 확정하

여야 한다.

3. 학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확정된 학교에 속하는 회계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회계

제 31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라 함은 현금․예금․수표․어음 및 우편환을 말한다.

2. “대차대조표기준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하며, 

그 경우 대차대조표에서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말일을 말한다.

3. “전기말”이라 함은 전년도 회계연도의 말을 말한다.

4. “기말”이라 함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을 말한다.

5. “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6. “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7. “운영수익”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8. “운영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9. “자금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 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 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 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0. “기본금”이라 함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 중에서 법인과 학교에서 계속

적으로 투입 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재평가 적립금 등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제 32조(회계원칙) 학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기초로 복식부기원칙에 따라야 한다.

2. 재무제표에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진실하고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 33조(계정과목) 학교회계의 계정과목과 그 내용은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운영계산서 계

정과 목명세표 및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명세표와 같다.

제 34조(자금계산의 원칙) 학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

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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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35조(자금계산의 방법) ① 자금계산은 자금수입란과 자금지출란을 구분하여 계정과목별로 계

산하며, 자금수입과 자금지출은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에 따라 자금수입의 계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예산항목과 미사

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지출의 계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예산항목과 미사

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 36조(미사용이월자금)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의 계산은 전기말 대차대조

표상의 유동자산금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② 제35조제3항에 따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계산은 당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산금

액 및 유동부채 중 예산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의 차이로 한다.

제 37조(자금계산서의 작성) 자금계산서의 작성은 별도 서식에 의한다.

제 38조(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 학장은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가 적정하게 파악

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39조(대차대조표) 전조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별도의 서식에 의한다.

제 40조(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

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 및 고정 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

기본금․적립금 및 운영 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

이 1년 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③ 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1조(기본금의 증가) ① 학장은 고정자산 등 기본재산이 증가한 때는 그 증가한 자산가액 만

큼을 기본금으로 증가 대체한다.

② 학장은 재정운영에 필요에 의하여 고정자산 등 기본재산을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한 때

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증가로 대체한다.

제 42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장은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의 지출

로 계상하여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그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

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금 및 기타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학교회계의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한다.

③ 기금회계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구성하며, 기금회계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

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장이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기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하되,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43조(운영계산의 원칙) 학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

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 44조(운영계산서) 전조에 따라 운영계산은 별도의 운영계산 서식에 의한다.

제 45조(운영계산의 방법) ① 운영수익의 계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계정과목별로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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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비용의 계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운영비용․기본금 대체액 및 당기운영차액으로 구분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운영비용은 계정과목별로 표시한다.

③ 전항에 따라 기본금 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중의 고정자산 구입등 비운영지출에 대응

한 설립자기본금대체액, 법인대체액, 제적립금대체액 및 기타기본금대체액으로 표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당기 운영 차액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액을 말한

다.

제 46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

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

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취득 또는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③ 전항에 따라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

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토지의 공시지가

가 없을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할 수 있다.

제 47조(자산 재평가에 대한 특례) ① 학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에 적합하게 하기 위

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재평가방법 및 재평가차액 등의 회계처리 요령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토지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자체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제 48조(대손상각 등) 학장은 자산 중에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이사회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 49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전항에 따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한 후에 시가가 회복된 경우에는 시가가 

회복된 만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환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50조(감가상각) ①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토지, 박

물관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따른다.

③ 학교회계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무형고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

시한다.

④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

제 51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등)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 손실 또는 외화환산 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③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 회수액 

또는 실제 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화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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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물품

 

제 52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비품, 기

구와 소모품을 말한다.

제 53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물품관리자는 학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 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

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

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54조(물품의 관리의무) ①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55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출

납을 명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제 56조(불용품의 처리) ① 물품 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

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 전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 6 장  장부 및 서식

제 57조(비치장부와 서류) 비치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대장 및 도면 

2. 비품수급부, 기구수급부 및 소모품수급부 

3. 기타 서류

제 58조(서식) 각종 장부와 서류는 「재무회계 규칙」 및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의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 7 장  계약

제 59조(계약의 원칙) 판매, 대차, 청부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예정가격이 이 규정에 의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일반경쟁 입

찰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학장의 결정에 

따라 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 60조(계약담당자) 본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약 담당자는 학장 또는 학장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1조(계약서의 작성) 계약금액이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계약서를 작성

하여, 계약담당자가 서명·날인한다.

제 62조(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금, 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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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3조(직영공사)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노임지급명세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 64조(조서작성) 공사, 제조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준공 또는 완납 후에 감독자, 검수자, 기술자로 하여금 준공 또

는 검수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65조(채무보증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 66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재정보증의 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6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수입․지출, 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 68조(사무의 인수인계) ① 회계관리계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 잔고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수인계자 각각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0. 3. 1.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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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출결의서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첨부서류

1. 기안(학교장 결재 후)

2. 세금계산서 , 계산서 , 간이영수증 중 하나 (3만 원 이상 구매 시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함) 

※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소득공제 받은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이점 꼭 유의해 주세요.

※ 간이영수증에 기재 가능한 최대 금액은 3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 금액이 40,000원이라면 영수증 2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간이영수증에는 꼭 금액과 날짜 및 구매물품명을 명확히 기재해주세요. 가급적 간이 영수증 제출은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는 가급적 원본을 첨부해 주시고, 사본을 첨부하신 경우 꼭 추후 원본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지마켓, 옥션 등 인터넷 구매 시에는 구매 물품의 사진 첨부)

4. 거래처 계좌사본 (입금계좌는 세금계산서 상에 나온 거래처명이나 대표자 명의로 되어야 합니다.)

5.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업체와 첫 거래 일 경우)

6. 아르바이트, 특강 등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경우 해당자의 신분증 앞뒷면 사본 첨부.

[법인카드사용]

1. 법인카드 필요 시 학교장 허가 후  교무처에 장부에 사용내역을 작성하고 법인카드를 수령합니다.

2. 사용 후 법인카드는 교무처에 바로 반납하시고, ‘법인카드정산서’를 작성하여(카드영수증을 첨부)

학교장 결재 후 교무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도금사용]

OT, 체육대회, 행사 등으로 물건 구매 전에 미리 현금은 지출결의서를 통해 수령하고 매월 말까지 작성한 ‘전도금사

용내역서’는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매월 초에 교무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월말 비용 사용 후 다음 달 월초까지)

가급적 계열 카드를 사용해 주시고 영수증 처리는 학교 사업자등록번호로 진행합니다.(107-82-05224)

[기타사항]

몇 천원  간단한 비용은 현금전표를 작성하셔서 직접 교무처에 오시면 현금 지급해드립니다.

미리 전화주시면 지출결의서 작성 안 해도 되는 건인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 제출 서류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국세청 회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이외에 수시로 노동부와 학점은행제 기관의 회계 감사도 받기 때문에 제출 서류에 정확성을 요합니다. 

모르시는 부분이나 어려운 점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처 2675-6202~3

[주의 사항]

1. 지출 기안서 작성 시 기안에서 발생하는 지출 행위는 본 기안자가 책임진다.

2. 100만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복수 견적을 첨부하여 기안 한다.

3. 전공 자체에서 특강 등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 강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금지한다. 

   반드시 급여지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반드시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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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 카드 사용 내역서

                           

카드 사용내역서

작성일자: 0000년00월0일

　

부서명 :교무부 작성자성명 :

　

홍길동(인)

　

순번 지출일자 지출내역 거래처 금액

1 4월 27일 패션디자인 신규신청 교재 구입비 교보문고 \200,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작

성

부

서

담당 부서장 처

리

부

서

담당 교무처장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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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6] 전도자금 사용 내역서

전도자금 사용내역서(1,2월 운영비)

작성일자:0000년00월0일 부서명:교무처 작성자명: 홍길동 (인)

순번 지출일자 지출내역 거래처 금액

1 0000.01.22 산협관 우편 발송 우체국 \500

2 0000.01.26 관광산업관 커피 구입 바이더웨이 \2,800

3 0000.02.02 관광산업관 차류구입 이천일아울렛 \19,900

4

5

6

7

8

9

　

　 　 　 　 　

　 　 　 　 　

　 　 　 　 　

　 　 　 　 　

　 　 　 　 　

　 　 　 　 　

　 　 　 　 　

　 　 　 　 　

　 　 　 　 　

　 　 　 　 　

　 　 　 　 　

　 　 　 　 　

　 　 　 　 　

총 계 \99,810

작

성

부

서

담당 부서장
처

리

부

서

담당 교무처장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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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7]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서울현대]

결          의

작   성   부   서 학   위   과   정 교   무   처

      년    월    일                (인)

 2021년    월    일 담     당     자      (인)

      년    월    일 교   무  처   장      (인)

      년    월    일 이     사     장  김   남   경  (인)

결 의 금 액
 금이십만원정

 (\200,000원)

적           요 금      액 비     고

\200,000원

합         계 \200,000원

영수/지출 확인
【일자】 2021 년   월   일 

【금액】  금이십만원정

【영수인】              (인)

【지출인】              (인)

지

출

세

부

내

역

 no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증빙서류 첨부 확인 ☑

기안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1 첨부 □ 첨부 ☑
2 첨부 □ 첨부 □

3 첨부 □ 첨부 □

4 첨부 □ 첨부 □

5 첨부 □ 첨부 □

 [비고]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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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비규정 

[제정 : 2014.  9.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 한다.

제 2조의2(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교직원이 공무로 1박 2일 이상 국내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졸업여행 및 M․T 등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국내 출장 할 경우에 여비를 지급한다.

③ 교직원이 대학의 공무로 1일 국내 출장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 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에 따라 출장

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상 경과한 일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 4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외부에서 여비를 지급받거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위 직급자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여비 중 운임, 식비, 숙박비는 상위 직급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조(운임의 지급) 운임은 철도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선박운임으로 구분한다.

제 6조(실비운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비는 계열카드 사용 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여비지급) ① 학교나, 소속기관의 차량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교수가 학문 영역별로 가입한 각종 회의에 참가할 때에는 연구발표자(좌장, 사회자, 토

론자 포함)에게 연 2회에 한하여 출장비를 지급하되, 학회 및 기관에서 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숙박비, 교통비, 식비만 지급하고 일비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교직원이 과정(전공)의 졸업여행·수학여행·신입생환영회·M.T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연 1

회, 답사·학생지도 워크숍(산업체학위 또는 특수산업체학위)은 연 2회에 한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고, 차량 대절에 따른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1일 출장비는 학교의 공무로 출장하는 교직원(특별교원, 조교, 계약직 포함)과 교육과

정에 따른 현장 실습 지도를 위해 출장하는 교원(조교포함)에 한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1일 출장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교통비(고속버스, 

기차, 선박)를 연구비카드로 사용할 경우 실비로 지급하고, 식대 및 일비는 지급한다.

제 8조(교직원 여비 지급기준) ① 교직원 여비의 정액은 [표31]과 같다.

1. 교통편 이용은 고속버스 및 기차, 항공편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주도 지역외 항공편

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2. 공문에 의한 출장은 공문내용에 명시된 대로 지급한다.

3. 협회 및 기관에 회비(협회비)를 납부할 경우 : 숙박비,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통

비, 일비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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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 및 기관에 회비(협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일비를 지급

한다.

제 9조(교직원 출장비 지급기준) 

1. 출장비는 출장지역 및 직급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다만, 3박 4일 이상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2. 학생지도 외에 해양야영훈련, 야외 실습, 야외식물 및 생물채집, 야외스케치, 연주합숙 

훈련, 국악합숙훈련, 계절스키수업, 산악훈련, 스케이트, 수영 등의 출장은 출장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3. 교직원이 학교의 공무로 근무시간 외에 출장할 경우에도 1일 출장비를 지급한다.

4. 1일 출장비 지급기준은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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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비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현대직업전문학교 교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한 여비지급은 학교장의 명에 따라 국외에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에 한한다.

제 3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항공), 숙박비, 일비(현지교통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 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출장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경과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 5조(여비지급 기간) 일정한 출장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장기간 만료 전에 상세한 사유서 및 관계서류(해외출장기간 연장신청서)

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6조(여비의 산정) 출장 중에 회계연도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여비를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 7조(여비지급의 제한) ① 학교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정부, 대학, 기관 및 그 밖의 외부단체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 2 장  항공임

제 8조(항공임) 항공임은 별표 1의 정액표에 의하여 왕복항공임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경과노

정에 의한다. 

제 3 장  숙박비, 일비(현지교통비) 및 식비

제 9조(지급액) ①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나,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연구개발사업의 대외연구비로 집행되는 특별교원 및 연구원의 여비지급 기준은 교직원

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비 정산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별표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70퍼센트(천원단위 절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숙박비 및 일비) 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제 11조(식비)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211 -

[서식 28] 해외출장기간 연장신청서

해외출장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소 속                 대학                   과정(계열)

 직 급   성  명                               (인)

   당 초 계 획 

   변 경 계 획

   변  경  사  유 :

  ※ 변경된 관련서류 첨부

  

      위와 같이 해외출장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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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관리규정

[제정 : 2005. 10. 17]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기금(이하 

“발전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기금 관리․운영의 공

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의 “발전기금”이라 함은 현금,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문화재와 교육용 물

품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전공, 산업체학위(특수산업체학위 포함), 행정부서, 부설 연구

소 등 하부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의 발전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기금은 제외한다.

제 4조(발전기금의 종류) 발전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한 발전기금

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특정 단위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발전기금

제 2 장  발전기금 관리위원회 

제 5조(발전기금관리위원회) ⓛ 발전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각 단위에는 지정발전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제 5조의2(구성) ⓛ 위원회 위원장은 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외협력처장, 총무부장, 

교학처장,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5조의3(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1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대외협력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 5조의5(기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

다.

제 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기금의 설치 및 모금계획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의 관리, 운영계획, 운영성과

3. 발전기금과 발전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의 사용계획

4.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5. 발전기금 유치에 공헌한 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발전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7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7조의2(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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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지정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제 8조(지정발전기금의 설치) ① 각 단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② 각 단위기관의 지정발전기금은 기금의 명칭․목적․기금 목표액․운영방침을 명시한 사업계

획서를 대외협력처에 제출하고, 대외협력처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 9조(운영위원회) ① 지정발전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단위별로 지정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이

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 9조의2(구성) 단위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단위의 장이 되며, 학교장은 운영위원장의 추

천을 받아 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 9조의3(기능)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다만, 기부자가 수혜자를 지정한 장학금, 연구비, 행사지원을 위한 일회성 지

정발전기금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9조의4(회의 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9조의5(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발전기금의 접수

제 10조(접수) ① 발전기금의 접수는 발전기금의 형태와 종류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에서 총괄하고 입․출금관리는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② 기증물품은 대외협력팀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인수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

만, 기증물품의 관리는 학교장이 지정한 소관 부서에서 관장한다.

③ 부동산은 대외협력팀이 법인 사무처와 협의하여 인수한다.

④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

제 11조(사용) ① 발전기금 및 수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제 12조(관리․운영계획) 대외협력처장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 1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

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예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4조(유치공헌자 보상) 발전기금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기금 모금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

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5조(회계처리) ① 모든 발전기금은 우리 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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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은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

원한다.

제 6 장 보 칙

제 1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칙 이전 시행규칙은 자연 폐기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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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 임시

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3조(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①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자격은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

년보장 임용된 자로서, 정년퇴직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자격은 우리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자진 퇴

직하는 자가 법령 및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 수당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별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 5조(신청절차) 명예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총무부에 명예퇴직원 별지 서식을 제출

한다.

제 7조(지급의 심사․결정) ① 총무부장은 명예퇴직 신청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

퇴직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직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명예퇴직원

2. 인사기록카드

3. 명예퇴직수당 예산서  

② 교원인사위원회․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1. 공상 또는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교직원

2. 상위직급 교직원

3. 장기근속 교직원

제 8조(명예퇴직 시기) 명예퇴직일은 명예퇴직신청 학기말로 한다.

제 9조(지급 대상자 통지) 총무부장은 지급 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해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의2(안식일) 명예퇴직자로 선정되어 결정된 직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명예

퇴직이 결정된 날로부터 안식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안식일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안식일 신청서를 총무인

사처 인사교육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식일 직원의 안식기간 중에는 복무에 대한 의무를 면제한다.

③ 급여는 안식일 신청 당시의 월 봉급 및 보직수당을 포함한 제수당을 지급한다.

제 1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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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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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9] 명예퇴직원

명  예  퇴  직  원

   본인은 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제5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   울   현    대   전   문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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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0]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통지서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통지서

수 신 : 

   귀 교직원이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

   1. 명예퇴직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명예퇴직 수당 금액 :

   3. 명예퇴직 수당 지급기간 :

   4. 명예퇴직 수당 지급통장  :

년       월        일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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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관리에 관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4년 5월 1일]

[개정: 2021년 1월 2일]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 재난 업무 종사자의 임

   무와 역할을 지정하여 체계적,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함

제 2조(적용대상)

1. 각종 재난(화재, 폭발, 태풍·호우, 대설, 지진)으로부터 각급 학교 교직원이 학교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대응 활동에 적용

2. 교육시설(시설물, 전기, 소방, 가스 등)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도출, 예방

하기위하여 학교 현장에 배포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

3.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 체계적인 응급처치에 활용   

제 3조(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본교는 관련법규 및 주요 내용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실시

- 해당연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해빙기, 동절기)

- 수시안전점검(재난발생 빈번 시기)

2. 전기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규 : 전기사업법

- 교육시설 전기설비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용량 규모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 및 “자가

용 전기설비”로 구분하고, 전기 공급원 종류에 따라 “일반 심야용 전기설비” 및 “발전설

비”로 구분하는데, 교육시설 전기설비는 계약 용량 및 규모에 따라 사용 전 검사, 정기검

사, 전기안전점검을 모두 받아야 한다.

- 자가용 전기설비로 계약용량이 1,000kW이상이거나 발전용량이 500kW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안전검사’ 대행(월1~4회 방문 점검용역계약 체결)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전기안전관

리사를 채용하여 교육시설에 상주토록 한다.

3. 소방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규 

-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제 18조, 법 제24조 및 규정 제 5조 공공기관의 범위(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 방화관리자의 선임 : 공공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의 경우(별도의 통보절차 없음)

-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소방시설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

를 대행하게 한 경우를 포함)->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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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훈련 및 교육의 실시 : 규정 제 14조 – 연 2회 이상으로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훈련 및 교육 결과 자료는 2년간 보관(소방점검의 실시 : 규정 제 15

조)

- 기관장 및 방화관리자의 책무 : 규정 제4조

- 자위소방대의 작성 및 임무 : 규정 제12조 및 13조

- 조직 :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 – 반편성 시 동일 부서 및 동일 학년의 

선생님을 피해 분산하여 배치, 조직표를 부착하여 개인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할 것

    - 구성 : 대장, 부대장 각 1인과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둠

4. 가스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도시가스 월 사용량 3,000m₃이상, 액화석유가스 저장 능력 250kg이하의 경우 안전관

  리 총괄자 1인을 배치하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고, 도시가스 월 사용

  량 4,000m₃초과, 액화석유가스 저장 능력 250kg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1인을 추가

  로 배치 한다.(시행규칙 제64조, 시행령 제22조) 

      

위원장 : 김 남 경

소방 안전 관리자 : 이 선 민

통보 연락팀 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모정환

김선애

최지원

이흥구

원홍석

이민경

권정구

이선민

이승희

서봉성

이은영

성해리

[표 42] 자위소방대의 조직도  

 

제 2 장  재난관리 개요

제 4조(냉정하고 의연한 대응)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가 의식하면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

   응한다. 

제 5조(관리직의 리더십)

   관리직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강한 리더십 하에 정확한 지시를 한다. 또한 관리직은 

   소재를 명백히 한다.

제 6조(정확한 정보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화)

   사고 발생시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정확히 파악한 정보를 정리하여 요점을 문장화 한다. 그

   리고 교직원 간에 정보의 공유를 꾀한다.

제 7조(조직적인 대응)

   대책 본부에서의 결정 사항이나 관리직의 지시를 신속히 교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학교전체

   에서 조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제 8조(교육청-설치자와의 연계)

   위기 발생시에는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신속히 보고하여 지도 조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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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거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한다.

제 9조(관계기관과의 연계)

   경찰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조언이나 지원을 얻는다.

제 10조(보호자, 지역사회와의 연계)

   보호자에게는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의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

   생 들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육활동을 도모 한다.

제 11조(통신수단의 확보)

    재난에 의한 통신망의 파손이나 보호자 보도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 쇄도 등에 의해 학교

    의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하여 휴대 전화나 전자 메일 등의 비상용 통신 수

    단을 확보해 둔다.

제 12조(보도기관에의 대응)

    관리직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과도 연계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한다.

제 3 장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

제 13조(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

    재난은 돌발적이며,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어 학생들의 동요가 아주 크고, 실외로 튀어 나

    가는 등 혼란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교직원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정확한 지시를 

    주고 혼란 상태를 가라앉힌 후에 아래의 순서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재난발생 발견자

발생한 사태와 상황 파악

수상한 사람 등의 침입 방지나 퇴거를 위한 대응

학생들의 안전 확보

상병자의 확인(의식, 심장박동, 출혈 등)

구급 소생법 등의 응급처치(현장에서   곧바로)

협력요청이나 지시

※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속히 112.119신고

교무처

02-2675-6202~3

교학처

02-2675-5800

교육운영본부

02-2637-0316

신속하게 

구급보조 

연락

-총무부

-학사운영실

-해당 계열

학장

신속한

상황

보고후

신속한

진행

총무부-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   연락

 : 학교명, 주소, 부상자의   상황, 의료기관 연락

 : 학생들의 불안에 대응 ※ 학장이 

 부재 시에는

 전 교직원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도록 한다.

학사운영실-교육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노동부)에 연락

 : 인원, 안부 확인, 부상자의   응급처치, 의료기관 연락

 : 피해상황 파악, 정보수집,   외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 교사외 피난 장소에서의 대응

해당 계열-보호자에게 연락, 학생들의 불안 대응

 : 전교생에게 정확한 피난 지시, 피난 경로의 안전확보

 : 인원 확인, 부상자 확인,   이송 응급처치 등

경찰이나 구급차의 출동 요청 112.119 상황에 따라 

학부모와

함께 동승

(동승자 상황보고)

의료기관(재난안전대책부)

응급처치 및 보호자 연락과 보호자에게 인계

[표 43-1]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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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난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

제 14조(긴급 피난조치)

     자연 재난 발생 시 교육청으로부터의 지시나 관계기관 등의 연락에 의해 학생들의 긴급 

     하교나 피난 조치를 취한다. 긴급 하교 시에는 통학로 등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정과 연

     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등 하교 시기나 방법을 정확히 판단하고 수업 시작 전 등교 여부를 결정하여 그 취

     지를 가정에 통지한다. 2차 재해에 대해 정보수집 및 안전조치를 확실히 한다.

제 15조(임무와 역할)

     교사 및 학교관리자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질서 정연하게 교실에서 가까

     운 계단을 통해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구분 임무와 역할

학장

부학장

총무부장

교무처장

진두지휘(총괄)

직원의 연락조정과 지휘(공통이해)

보도 기관에의 대응(창구의 일원화)

교육청에 보고(신속하게)

경찰, 소방 등과의 연계(협력요청   등)

피해학생들의 가정방문(신속,성의)

학부장
보호자에게 연락 

학생회 임원에게 연락

교원

피난유도(비상 연락망 등으로 정확한 지시)

학생들의 인원확인(최우선)

학생들을 침착하게 하고 안전을 지키게 하기 위한 지도

보호자들에게 연락, 인도

피해 학생들의 가정방문

학교기사

현장직행

교내출입통제

응급처치

부상자의 간호

의료기관, 학교 인근의 의사 등과의 연계(조언, 협력요청 등)

행정직원

전화응대

각종 연락

비상 연락망을 통한 긴급 전달

응급처치

부상자의 간호

[표 43-2] 자위소방대의 임무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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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제 16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최근 기상 이변과 사회구조의 도시화 및 교육시설의 복합화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

      생하면서 그 피해범위가 확대되는 등 많은 위험들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위

      협하고 있다. 교육시설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불안전한 요

      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운영한다.

   

시설물 점검사항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건물 주변 지반 침하 여부를 확인한다.

2 외벽 치장벽돌(적벽돌)의   균열 여부를 확인 한다.

3 치장벽돌(적벽돌)이   하얗게 변했는지 확인한다.(백화현상)

4 드라이비트(외단열재)모서리, 바닥부분 파손 부위를 확인한다.

5 증축된 건물 접합부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6 옥상 슬라브 및 파라펫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7 난간 등의 흔들림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8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옥상 조인트 부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9 패널 지붕 처마홈통 부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10 교실 기둥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11 창문이 열리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곳을 확인한다.

12 천장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탈락된 곳을 확인한다.

13 계단 핸드레일이 탈락된 곳을 확인한다.

14 창문, 문틈에 틈새가 있는 곳을 확인한다.

15 플로어링 바닥이 부풀어 오른 곳을 확인 한다.

16 철골 구조물의 도장 상태와 부식 정도를 확인 한다.

17 연결 통로 지붕의 코킹 상태 및 연결 철물 부식 정도를 확인 한다.

18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19 우천시 실내로 물이 스며드는 곳(방수층 파손)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서식 31] 시설물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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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점검사항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불량

교

실

및  

관

리

실

1 퇴실한 장소의 전기제품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2 전기 제품 위에 물병, 화분이 올려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난방기는 가연 물질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전원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한다.

5
전기라디에이터, 에어컨 등 전기 소모량이 많은 전기제품의 전원 코드

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 식으로 접속하였는지 확인한다.

복

도

1 냉온수기, 음료자판기 외관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2 유도 등이 파손되거나 탈락되었는지 확인한다.

3 분전함이 잠겨있는지 확인한다.

4 콘센트가 파손되거나 물기가 침입하였는지 확인한다.

5 노출 설치된 케이블, 전선 배관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한다.

화

장

실

1 환풍기가 파손되었거나 먼지가 심하게 쌓였는지 확인한다.

2 환풍기 회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콘센트는 방수형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심야축열기 등 난방기에 물기가 침입하였는지 확인한다.

5 화장실용 누전차단기가 자동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강

당  

및 

체

육

관

1 냉난방기 외관의 설치 상태는 정상인지 확인한다.

2 방송장비 미사용시 주전원을 차단한다.

3 최종 퇴관시 분전반 차단기를 차단한다.

4 난방기 연료 급유시 전원을 차단한다.

5 조명기구, 안정기의 정상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전

기

실  

및 

기

계

실

1 일반인이 출입 못 하도록 출입문을 잠근다. 

2 누전 경보기, 누전검출 표시등이 점등되었는지 확인한다.

3 비상발전기가 상시 작동 가능한지 확인한다.

4 집수정 배수펌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서식 32-1] 전기시설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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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사항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소화기가 교실에는 1개 이상, 복도에는 20m 이내에 1개 이상 비치되어있어야 

하고 게이지가 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2 소화전함 호스의 노후 여부를 확인한다.

3 소화전함 내 호스가 2개 이상 비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화재발신기는 바닥으로부터 0.8-1.5m사이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5 소화펌프 운전스위치가 정상상태인지 확인한다.

6
정전시 비상발전기의 자동동작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 함)

7 화재 수신반 스위치(주경종, 지구경종   동작) 정상상태를 확인한다.

8 화재수신반이 있는 곳이 항시 사람이 상주하는 곳인지 확인한다.

9 각 층 경보설비 동작 상태 및 소화전 표시등 점등 상태를 확인한다.

10 각 실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노후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11 피난 계단 출입문의 개방 상태 및 피난로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12 피난 경로 유도 및 피난구 유도 등의 점등 상태를 확인한다.

13 교실마다 또는 층마다 대피경로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한다. 

14 비상시 대피훈련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5 전열기, 가스렌지 등과 가연물은 이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서식 32-2]  소방시설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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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점검사항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불량

1 가스계량기는 변형이나 가스가 새는 곳이 없어야 한다.

2 가스계량기 주위에는 화기가 없어야 한다.

3 배관이나 호스는 고정상태 등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한다.

4 가스 배관 및 기구의 연결 부위는 비눗물로 가스누설 여부를 점검한다.

5 사용하지 않는 배관의 마감조치는 가스관련 업체에서 실시한다.

6 중간 밸브는 견고하게 고정되고 작동이 잘되어야한다.

7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구멍에 이물질이 끼지 않게 한다.

8 보일러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배기 가스가 잘 배출되어야 한다.

9 보일러실 급기구나 환기구는 막히지 않아야 한다.

10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등의 전원은 항상 공급되어야한다.

11 저장설비실 또는 가스설비실 환기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12 기화 장치의 작동상태 및 검사, 분해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외부 이용자의 휴대용 가스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서식 32-3]  가스시설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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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난 발생 시 긴급 연락처

제 17조(재난 발생 시 긴급 연락처)

       자연 재난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시나 관계 기관 등의 연락에 의해 학생들의 긴급하교나 

       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는 교내 비상연락망과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작

       성하여 운영한다.

          

구분 NO 기관명(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관공

서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2 고용노동부 -

3 관할 소방서 당산119안전센터 02-2633-0119

4 경찰서 당산파출소 02-2633-3874

5 동사무소 당산2동주민센터 02-2670-1129

6 인근 지역 병원

생기한의원 02-2654-8575

당산정의원 02-2637-8275

아산진내과의원 02-2633-3900

박상준의원(정형외과) 02-2039-9111

남서울정형외과의원 02-2633-3070

이대목동병원 02-2650-5114

7 한국전력공사 - 123(정전시)

8 한국전기안전공사 - 1588-7500(전기사고)

9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가스누출)

10 대한적십자사 - 02-3705-3581(응급처치교육)

학교

1 학장 김남경

2 교무처장 이선민

3 경찰경호계열 학부장 서봉성

4 유아복지계열 학부장 박금미

5 생활체육계열 학부장 이재형

6 호텔조리계열 학부장 이흥구

7 호텔식음료계열 학과장 원홍석

8 호텔제과제빵계열 학과장 이주영

9 국방과학기술계열 학부장 이두용

10 드론IT계열 학부장 김현이

11 교육운영본부 본부장 김민자

12 교학처 교학처장 권정구

[표 43-3] 재난 발생 시 긴급 연락처

 

제 7 장  화재 폭발 시 행동 요령 및 연간 훈련 예시

제 18조(화재 폭발 시 행동 요령)

    1. 전교생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고 정확한 피난 지시를 내린다.

    2. 전체 교직원은 배정된 건물 앞으로 모여 각 층 상황을 파악하고 학사운영실로 파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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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를 전달한다. 

    3. 질서정연하게 가까운 계단을 통하여 컨벤션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한다.

    4. 부상자 발생시에는 현대본관 1층(입학상담실직원 지원), 식문화세계화관(외식계열조교지

    원) 1층으로 이동 시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의료기관으로 이동한다.

    5. 상황이 종료하면 각자 위치로 돌아온다.

제 19조(화재 폭발 대응 훈련 예시-조직구성 및 배치도) 

       [그림 3] 화재 폭발 대응 훈련 조직구성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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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화재 폭발시 행동요령) 

  

     

  [그림 4-1] 화재 폭발 대응 체계 및 행동요령 

        

[그림 4-2] 화재 대피요령 및 화재 폭발 후 조치사항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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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대응 내부 운영규정(방역 규정)

 [제정 : 2020. 3. 27]

[개정 : 2021. 6. 1]

제 1조(목적)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소독과 방역을 통해 예방을 원칙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교육생(훈련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 2조(기본 방향) 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청정유지 및 지속적인 

교육의 진행을 위해 “서울현대 감염병관리 체계”를 설립하고 대비 대응계획(외부 협력업체 

포함)을 수립한다.

② 교육장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에 필요한 방역용품 및 위생물품을 교육장에 비치하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진료비의 지원을 한다. 

③ 안전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등 감염병 증상을 감시하는 프로세스

      (출석과 입실)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기관 내 감염환자 발생 시 발생 동향과 처리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한다. 코로나

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⑤ 감염병 관리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관계자에게 지침 내용과 대응방안 및 행동지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제 3조(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위생관리 강화 및 교육장 입실 방역유지

  [서울현대 감염병예방 입실프로세스]

- 1단계 서울현대 감염병관리본부 발열체크(건물 입구)

        *발열체크 후 입실가능 인식표(스티커) 발급 (간단문진진행->체온측정->입실인식표발급)

- 2단계 강의동 입실

        *입실가능인식표 발부자 입장가능

- 3단계 강의장 입실

        *입실가능인식표 발부자 추가 체온측정 & 소독 후 착석 수강

[그림 5-1] 서울현대 감염병예방 입실 프로세스

 

제 4조(전염병 방지를 위한 조직 구성) 전염병 방지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확산 방지활동을 지

원한다. 지원부서는 관련 내용을 유관내외부 부서와 공유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하여 

보고한다.      

[그림 5-2] 서울현대 방역재난 비상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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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직업훈련기관 대상 핵심 방역 수칙 준수-위기 단계에 따른 적정 대응)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표 44-1]직업훈련기관 대상 핵심방역수칙

 

제 6조(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지침)   

1)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PC, 모바일 등)으로 학생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서 

체크 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 (https://forms.gle/eQ26XCHmv1sSN5np7 

- 등교 전 또는 매일 첫 수업에서 실시 확인)

      2) 등교 시 발열 검사에서 발견된 유 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경

우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건물 외부 천막 활용, 보호자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귀

가할 수 있도록 조치(대중교통 이용 자제)

     3) 발열체크 담당 교직원이 발열체크소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증상(발열 또는 호흡

기증상)을 인지한 경우 정의원 안내 후 담임교수에게 연락

< 안내사항 >

 ▶ 학교에서 발급하는 진료요청서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진료요청서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요청서가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학교에서의 비용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 병원소견서를 받은 경우 영등포 보건소를 방문해 주세요

    ( 반드시 보도로 이동, 대중교통 이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림 5-3] 학교발급 진료요청서와 병원발급 병원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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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찾아가는 방법 영등포보건소 찾아가는 방법

 

☎02-2637-8275

GS편의점 건물 6층, 스타벅스 건물 6층)

영등포구청 옆

정부의 감염병 관리 수칙에 따라 반드시 보도로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 44-2]정의원과 영등포 보건소 찾아가는 방법

※의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1. 병원진료 실시 (협약병원방문 : 정의원)

   1-1 진료감기약처방 ( 부부정약국 ) → ☞ 2번으로

   1-2 소견서 발급자는 선별 진료소 방문 ( 영등포 보건소 ) → ☞ 3번으로

☞ 2. 귀가 후 자가격리 및 휴식 (건강상태 보고 필수: ⓵담당교수 → ②서울현대 감염관리본부)

   2-1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

   2-2 2∼3일간 집에서 관찰 후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시 질병의 악화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

        ※ 의료기관 방문시 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

   3-3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수에게 알린 후 등교

☞ 3. 영등포 보건소 방문

   3-1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3-2 보건소 검진

   3-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2주간 자가격리 및 대응지침에 따라서 행동

   3-4 소속 학과 담당 교수님과 서울현대 감염관리본부에 연락

       ☎ 서울현대 코로나 감염관리본부 : 02-2637-0123



- 233 -

[그림 5-4] 감염병예방 행동수칙 

 

[그림 5-5] 감염병예방 슬기로운 학교생활

제 7조(확진환자 발생 시 행동지침)

[역학조사 대응 팀 구성]

▸총괄책임 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장, 진료의사, 감염병 담당자

 (시·도청) 역학조사관, 감염병 담당자, 감염병관리지원단

 (학교) 학교장, 본부장, 교무처장, 학부장 및 담임교수 등

 (시설 관할 기관) 교육(지원)청 담당자, 시군구청 보육담당자 등

[그림 5-6] 역학조사 대응팀 구성 

□ 역학조사 시 기관별 역할

 ○ (보건소) 학교합동 대응 팀 구성

       시설의 보건관리 담장자 지정, 업무 분장 및 기관 간 연락체계 마련         

 ○ (학교) 발생신고, 접촉자 명단을 포함한 기본자료 제공, 학부모안내, 현장조사지원, 

       모니터링협조

 ○ (보건소 및 시·도청) 환자 신고 접수 시 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대응팀 구성 및 역학조사 시행 

       등 방역조치 

□ 역학조사 시 조사내용

 ○ (학부모 연락체계) 학부모를 통해 환자 조사 및 접촉자 모니터링 정보가 수집되어야하므로   

부모 대상 사전안내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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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시설환경 조사) 주 활동 공간 배치, 밀집도, 이동수업, 기숙사 생활, 통학버스, 

      급식소 등

 ○ (환자 및 접촉자 특성 조사) 신분(교사, 기타 종사자, 학생, 외부 인력) 및 

        고위험 집단 여부(면역저하자, 장애인, 미취학 연령)

 ○ (교육 프로그램 등 조사) 동아리 활동, 현장학습, 보충학습, 실습교육, 외부 강사 초빙, 

        학원이용

□ 현장 역학조사 내용

 ○ (유관기관 협조회의) 발생 및 조치상황 공유, 대응기관 확인

        가.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감염원 조사 결과, 노출 공간, 현재까지 조치사항 등 공유

            * 접촉자 조사 결과, 확진자 격리상황, 접촉자 관리 사항, 방역소독 조치 등

        나. 회의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공유(참석자 모두 작성)

 ○ (사전 설명) 역학조사 시행 및 방역조치 관련 근거 설명 및 협조요청

        가. (협조 요청) 학부모 대상 확진자 발생에 따른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환자 조사 및   

   접촉자 모니터링 정보 수집 필요 설명, 증상 모니터링 협조 요청

 ○ (역학조사) 지표환자, 접촉자 조사, 시설 등 환경평가

        가. (환자조사) 감염경로 파악(추가발생 가능성 평가), 기관 내 노출(활동) 범위 파악

            * 확진자와의 추가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선 면담 권고 

 ○ (접촉자 조사) 자료 확인, 면담 등 통해 접촉자 선정

          1) (조사범위) 확진자 증상발생 하루 전(24시간)부터 격리 전까지, 기관 내 노출 공

                         간(학교, 가정, 학원 등 그 외 활동)을 통한 접촉자 

                 가) 반별 학생 및 교직원, 출결사항, 보건실 이용자 명단 등 자료 확인

                 나) 동아리 활동, 현장 학습, 보충 학습, 외부 강사 초빙, 학원 이용력 확인

          2) (접촉자 선정) 확진자 상태(증상, 마스크 착용, 활동 범위 등), 개인보호구(마스크 

                        등) 착용, 수업 형태(음악, 체육 등 참여형) 등 전반적인 활동상황 고려 

          3) (접촉자 조사) 확진자의 접촉자(학생, 선생님, 직원 등) 중 유증상자 대상 검사시행

          4) (고려사항) 전학, 퇴록, 임시직원, 외부강사, 야외수업 등 고정된 인원 외 인력, 사

                        직 또는 업무가 변경된 직원 등 일정표 외 변경사항 확인

          5) (활용가능) CCTV 확인(가능할 경우)

 ○ (시설 등 환경 평가) 사전 자료 파악 후 현장 추가 확인

          1) (건물 구조) 기관 시설 현황(도면, 공조시스템 등 확인)

          2) (시설이용행태) 주 활동 공간 배치 및 밀집도, 이동수업, 기숙사 생활, 통학버스, 급

                        식소 등 이용자 및 운영현황(내용, 빈도 등)

          3) (환경검사) 필요시, 확진자로부터 병원체의 확산 여부 및 위험도 평가 위해 확진자 

                        다빈도 접촉 부분을 중심으로 환경검체 채취

            * 감염위험도 분석에 따라 개인보호구 착용(Level D, KF94(N95) 

                        호흡기보호구, 고글, 장갑 등), 라벨링(검사일시, 공간/종류), 목록 작성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감염병조사과)과 검사가능 수량 사전 협의 

○ 시설 이용제한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결정 가능

①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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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

를 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정상진료 실시

②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

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③ 확진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 해당 3개 층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 실시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강의실, 실습실 또는 교수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실습실, 교수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표 44-3] 확진자 발생 시 시설이용제한 범위(예시)

 - 확진환자 발생학교와 협의하여 학생 등 심리지원(SNS 활용 가능)

 *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요약)

  자가 격리 중인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격리된 상황을 수용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지지

  ○ 학생이 자신의 잘못으로 격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상황 설명

  ○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친구,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

  ○ 격리 기간 동안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

  ○ 격리가 끝난 후 등교 시 따뜻하게 환영, 학교 적응 지원

[표 44-4] 자가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요약)

제 8조(코로나 바이러스19 초기 증상) 

1. 입맛이 없고, 냄새를 잘 못 맡는다. (후각과 미각이 떨어짐)

2. 눈이 가렵다 (눈으로 감염되는 경우 결막염으로 오는 경우)

3. 속이 메스껍고, 구토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4. 기침을 안 하던 사람이 가끔 헛기침을 하게된다.

5. 설사 또는 미열이 있다

6. 몸살 증세가 약간 있다 (근육통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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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침, 인후통, 오한, 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중증환자로 위험 

증상이며, 이때는 이미 제 3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며 늦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역은 예

방이다. 

제 9조(코로나 바이러스19 예방법)

1.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2.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공간(노래방, pc방, 커피숍, 식당)등의 출입을 자제한다.

3.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등의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이나 환자로 느낌을 받는 사람과 멀리한다.

4. 하루 5회 이상 손을 30초 이상 씻는다.

면역력 증대를 위한 민간요법

충분한 숙면과 체력향상 일광욕 등

마늘, 쑥, 카레(강황), 꿀, 김치 등의 식품과 비타민 C, D, 아연 섭취

[그림 5-7] 면역력 증대를 위한 민간요법

제 10조(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결석은 공가로 처리하여 출석 인정)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결석은 공가로 처리하여 출석 인정한다. 

     해당 전공에서는 완쾌 후 별도의 개별 특별 수업으로 보충한다.

     전체 교직원은 방역 규정을 준수하여 학습자가 안심하고, 미리 걱정하지 않도록, 의연히 대

     처해 나간다.

     

제 1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

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처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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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5] 발열체크소 당직자체크리스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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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6] 발열체크소 당직자체크리스트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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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3-1] 코로나19 방역준수 서약서

코로나19 방역 준수 서약서

성명 생년월일

  코로나19 확산의 방지와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학교

의 운영 수칙에 다음과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코로나19주요 확산 지역 및 다중시설(PC방, 노래방, 행사장 등)에 방문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기관 방문(수업 출석)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의 방역 수

칙을 따르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불이익(수업 참석 불가 및 퇴실조치)이 있

음을 인지하겠습니다. 

3. 기관 방문 전 자가진단에 따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상

증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기관에 알리고 출석대기를 하여 감염 예방 조치

를 따르겠습니다.

4. 정부 및 기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변

경되는 지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불이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집

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기관 폐쇄시, 기관이 배상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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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3-2] 코로나19 유증상자 결과보고

제    목  코로나 19 유증상자 결과보고_ 학생명

일     자      2020.04.24  보고자

과 정 명  

학 생 명   

 내  용

증 상

대 응

결 과

증빙서류 첨부

유증상자 결과보고 결

재

담당 팀장 교무처장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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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3-3] 코로나19 확진자 결과보고

업무처리서 결

재

담당 팀장 교무처장 이사장

과정명      경찰경호계열 태권도 선수단

일  자      2021.04.01 성  명 ○ ○ ○

제목 학습자 확진에 따른 경과 보고

사건 경위



- 242 -

[서식 33-4] 출입자명부(방명록)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및 출입자 명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용시간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 1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시설 이용 불
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서울특별시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

이용객 성명, 전화번호, 이용시간대 1개월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시설 이용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
의 동의필요

※ 수집된 개인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1개월간 보유 후 파기될 예정입니다.

※ 방문처는 본 기관 핵생·교직원을 제외한 방문객만 작성해주세요.

연번 이용일시
(날짜,시·분까지 기입) 성명 전화번호 방문처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

1 동의□ 비동의□

2 동의□ 비동의□

3 동의□ 비동의□

4 동의□ 비동의□

5 동의□ 비동의□

6 동의□ 비동의□

7 동의□ 비동의□

8 동의□ 비동의□

9 동의□ 비동의□

10 동의□ 비동의□

11 동의□ 비동의□

12 동의□ 비동의□

13 동의□ 비동의□

14 동의□ 비동의□

15 동의□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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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4] 코로나19 예방 자율 점검표(학점은행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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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코로나 19 포스터 및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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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1] 서울현대 방역 시스템I

NO 사 진 내 용

1 건물 외부 발열 체크소 운영

2 건물 외부 발열 체크소 운영

3

 

24시간 안면인식 발열체크 및

QR코드 인식기와 방명록 

배치 및 운영 

4

발열당직자와 열화상카메라

안면인식 발열체크 및

QR코드 인식기와 방명록 운영

5
방역 단계와 확진 접촉자 발생시

ZOOM 회의 및 ZOOM 수업 진행

6

 

주출입구외 출입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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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 진 내 용

1

엘리베이터 앞, 화장실, 게시판 등

마스크 착용 및 

강의실 면적당 수용인원 공지

2
발열체크 후 강의실 출입가능

안내문 부착

3
교직원들의

정기적인 강의실 방역

4
교직원들의

정기적인 강의실 방역

5
교직원들의

정기적인 강의실 방역

6

 

교직원들의

정기적인 강의실 방역

[표 45-2] 서울현대 방역 시스템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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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2.11. 1]

[개정 2016. 3. 2]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의 교육․연구시설 공간(이하 

      “시설공간”이라 한다)의 배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모든 시설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조직”이라 함은 학교의 계열 및 과정, 산업체, 산업체와 학교 간 협동과정 등 교

육에 관련된 조직을 말한다.

2. “연구조직”이라 함은 학교의 연구소, 연구센터, 연구단, 연구실 등 연구에 관련된 조직

을 말한다.

3. “배정”이라 함은 학사조직, 연구조직 및 교원의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

한 시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사용”이라 함은 학사조직, 연구조직 및 교원의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공간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2 장  기본원칙

제 4조(운영원칙) ① 학교의 모든 시설공간은 학교소유이며 학교는 각 건물에 대한 공간 사용 및 

조정에 대해 우선적 권한을 가진다. 다만, 독립채산기관의 운영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

에서 사용하는 시설공간에 대해서는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건물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공간은 크게 ‘무상배정’ 공간과 ‘유상사용’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과정별 무상배정공간 제공기준에 의해 산출된 면적의 일정부분은 과정의 필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설공간에 대한 유상사용은 공간사용 목적과 필요성, 사용가능시설의 수급상황, 사용

료 납부항목의 적절성 및 사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무상배정

제 5조(시설공간의 무상배정) 시설공간의 배정기준면적은 크게 교육공간, 연구공간, 행정기본공  

      간 및 공용공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 6조(교육공간 배정기준) ① 교수연구실은 교원 인원 수에 따라 적당한 면적으로 산정하여 과

정별로 무상배정 한다.

       ※ 과정간 Split Appointment교원의 경우 해당교원이 과정간 Declaration한 비율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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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비전임교원은 시간 강사를 말함

② 교육조교실은 교육조교 1인당 인원에 알맞은 면적으로 산출하여 과정별로 배정한다.

③ 로비, 휴게실 등 공동 교육시설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유지관리하고, 사용에 관한 간

단한 조치대응은 교육시설의 위치 및 성격에 따라 과정으로 위임한다.

제 7조(연구공간 배정기준) 연구 공간 무상배정면적은 다음 각 호의 인원수 기준 및 연구간접비 

기여 기준에 의거하여 각각 계산된 면적의 가중평균을 통해 산출하고, 가중평균 비율은 필  

요시 리뷰를 통해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1. 인원수 기준 : 연구교수실 연구원실 (post-doc, 연구행정원 등)

2. 연구간접비 기여기준 : 과정별로 대학에 납부한 간접비(학교기여 O/H)의 일정부분을 공

간 사용료로 인정하고, 이를 무상배정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제 8조(행정기본공간 배정기준) 학교 본부와 과정별 행정 기본공간은 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적절

하게 배정한다.

       1) 부서장의 범위 : 부서기관의 장

       2)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할 경우 보직자실은 중복 제공하지 않음

       3) 건물구조 및 설비 기능을 고려하여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 9조(공용공간 배정기준) ① 세미나실, 창고 등의 공용공간은 계열의 특성에 맞도록 필요한 공

간을 산출한 면적으로 각 과정에 무상배정한다.

② 각 과정은 공용공간으로 배정된 면적 내에서 세미나실, 회의실, 복사실, 창고 등 자율

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10조(자체노력에 의한 건물건립) 과정 자체노력으로 Private funding에 의해 건립하는 신규건

물의 경우, 건립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무상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규건물 건립에 대한 과정 자체노력의 기여 분을 학교과 사전에 확정하여 무상사용 인

정 비율을 정하며, 100% 과정 자체노력에 의한 건립이 인정 시 건물 전체 전용면적의 

50%를 무상 사용 공간으로 인정

2. 사용연한 10년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무상 사용 공간 인정비율을 10%씩 감소

제 11조(강의실과 실습실 배정) 강의실과 실습실 배정 시에는 1개 실에서 오전과 오후로 두 번 

수업을 하는 기준으로 1개 학급 운영 시 5번의 전공수업을 운영하므로 2개 학급 운영 시 

1개의 실을 배정한다. 

제 12조(시설 관리)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에 관하여는 시설관리부에서 업무를 진행하여 담당하

고 과정에 배정된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창고 등은 계열에서 업무를 배정하

여 관리한다.

1. 과정에서 각 실에 배정된 담당자는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담당자는 배정된 실에 대한 모든 기물(빔프로젝터, 컴퓨터, 마카, 에어컨, 히터, 화장실 

등의 모든 기물)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돈된 상태를 보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는 시설관리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3. 기물이 많이 있는 실습실의 경우(조리실습실, 식음료실, 컴퓨터실 등) 모든 기물에 대한 

실습 기자재 대장을 작성하여 매 학기 시작 전에 사용내역을 작성하고 소모 및 기물 파손

에 따른 비용 청구 및 새롭게 구입해야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담담교수는 학부장을 통해 

학장의 결재를 받아 학장에게 보고하여 새 학기를 준비한다.

4. 실습실 및 강의실의 도난 방지를 위해 문단속을 철저하게 한다.

5. 담당 교수는 조교와 과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관리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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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책임은 교수가 가진다.

6. 실습 기자재 대장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본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관리가 

잘 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제 4 장  유상사용

제 13조(시설공간의 유상사용) ① 무상 배정된 시설공간 외에 추가로 시설공간을 사용하고자 하

는 학교 구성원이나 단위조직은 시설공간 사용신청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공간업무 담

당부서장에게 사용개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시설 사용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처의 심의를 거

쳐 사용개시 전에 해당 신청부서(자)에게 서면으로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1. 시설공간 사용의 목적과 필요성

2. 사용가능 시설공간 수급상황

3. 사용료 항목의 적합성 여부

4. 시설공간 사용의 긴급성 여부

5. 기타 필요사항

제 14조(사용료) ① 시설공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매월 전용면적 기준 m2당

10,000원으로 하며, 임대료 및 기본 냉․난방, 전기, 수도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단, 기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실에 한해 공간사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특수한 실로 인정된 경우 사용료는 기준금액의 최소 30%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연구과제 또는 연구센터 예산으로 납부할 경우 사용자는 자체 또는 위탁기관 

감사 등 대내․외 문제가 없도록 사용료 항목 또는 사용료 납부가능항목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사용료는 해당 연구사업에서 기 납부한 간접비(O/H)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

다.

④ 시설공간 사용 중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15조(사용관리) ① 사용 승인된 시설공간의 내부공사 및 설비구성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 시설공간의 기존 시설물이 손상된 때에는 사

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4조(사용취소) 사용 승인된 시설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취소, 중

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료를 미납 또는 체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중대한 훼손 또는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5.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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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용절차

제 15조(시설공간 사용절차) ① 시설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구성원이나 단위조직은 학교시

설 일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실에 개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시설 사용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학사정보시스템 표준서류양식에서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한다.

2. 사용목적, 기간, 사용실수, 사용인원수 등 사용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3. 사용시설 담당 계열 또는 전공의 부서장에게 유선상으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3. 사용개시 1개월 전(최소 1주일 전)에 학사운영실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사용승인 확인 후에 서현전 클럽 및 학교 밴드에 공지한다.

5. 학교 시설 사용 시 반드시 본교 교직원 1인이 출석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하며, 단, 외부인만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하

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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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5-1]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용실수
(건물 기호

강의실 기호)

사용건물 강의실 사용요일 사용시간

사용 인원수

사 용 조 건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사  용   료                            0 원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시설 사용 운영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 신   청   인 : 

         ○ 연   락   처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접수확인
  접수일 : 2021  년   월   일,    접수자 :               (인)

  학사운영실 : 2675-6203   FAX 2675-0020   교무처 : 2675-6202

--------------------------------------------------------------------------

학 교 시 설

일 시 사 용

허가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년   월  일

 신청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접 수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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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5-2]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시설 사용 운영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

다.

재

산

표

시

소 재 지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길 13

신

청

인

주    소

시 설 물 성    명

실수(수량) 연 락 처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용인원수               명

사 용 료
납부기한   2021 년     월      일 

사 용 료 원 감면료 원
차  감

납부액
원

허 가 조 건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라.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마.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2021  년    월    일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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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5-3]학교시설 일시사용 취소 신청서

학교시설 일시사용 취소 신청서 

재산
표시

소재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길 13

시 설 물

실수(수량)

취 소 사 유

비      고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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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5-4]학교시설 일시사용료 반환 청구서

학교시설 일시 사용료 반환 청구서 

재
산
표
시

소재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길 

13

신
청
인

주    소

시  설  물 성    명

실수(수량) 연 락 처

반
환
청
구

납부한사용료

반환청구사유

반환 청구액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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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배정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교과운영과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실험실습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

험기자재 및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분류) 실험실습비는 공동실습비(이하 “학교계정”이라 한다)와 전공 실습비(이하 “전공계

정”이라 한다)로 구분되며, 학부장 및 학과장이 각각 그 계정 책임자가 된다. 다만, 학교

(계열 포함) 내에 신용계정을 두고 상호 정산에 사용하며 학교 내에서만 통용한다.

제 3조(관리방식) 학교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자재와 시설은 공동소유의 공개념을 적용받으

며, 학교 기자재와 과정 기자재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된다.

제 4조(운영위원회) 학교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 규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학부장 회의

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제 2 장  실험 실습비

제 5조(예산) 학교 소요 실험실습비의 총예산은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책정되며, 책정된 총예

산은 이 규정에 따라 학교계정 및 각 전공계정으로 배정된다. 최종 확정된 실험실습비 배

정내역은 주무 부서에 통보한다.

제 6조(가계정) 학교 예산의 확정이 지연될 때는 잠정적으로 전년도 실험실습비 총액의 80%이내

에서 학교의 가계정을 설정하고 학년 시작일부터 집행할 수 있다.

제 7조(예산의 계정비율) 학교 실험실습비의 계열계정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잔여 비율은 과정계정으로 배정한다.

제 3 장  과정계정

제 8조(배정방식) 실험실습비는 매 학년 초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라 배정

한다.

제 9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으며 과정계정 예산은 학년도 이월을 허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1학기에 예산의 60%를 초과 집행할 수 없다.

제 10조(예산집행) 과정계정 예산의 집행은 승인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학부장이 요구하고, 학교장

의 승인 후 학교 총무부를 거쳐 해당 부서에 이관한다.

제 11조(예산집행의 통제와 조정) 학교장은 과정계정 예산집행의 통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학교(계열)계정

제 12조(재원) 학교계정 실험실습비의 재원은 규정에 의한 교비 및 특수 목적과 사업을 위한 교

비, 교수가 받은 연구비의 일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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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사용용도) 학교계정 예산은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1. ○○계열

가. 교과 운영비 : 교과과정에 따른 실험 실습 소요 경비 및 실험 실습 기자재 관리 운영 

경비 

나. 교육 활동비 :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제 5 장  신용계정

제 14조(용어의 정의) 신용계정은 비축품목의 사용, 기기 사용료 등 학교 내에서 학교와 계열 또

는 계열과 과정간의 계정처리 등 회계 결재용 계정을 말한다.

제 15조(계정 발행) 신용계정의 발행 책임자는 학부장이며,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

당 계열에 신용계정을 부여한다.

1. 실험실습비로 구입한 물품은 구입 해당액 

2. 실험기기 중 부품 또는 소모적 성격의 품목은 그 구입액

3. 계열 계정 예산을 학교계정으로 전입하였을 경우, 또는 학교계정으로 구입한 물품을 과

정에 이양하였을 경우 그 해당액 

제 16조(계정의 제한) 학교 내의 각 계열간의 거래는 신용계정에 한하고, 학교 교무처를 경유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 17조(장부비치) 학교 교무처와 각 계열은 별도의 신용계정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8조(총괄 및 이월) 신용계정은 학장이 총괄하며, 학년도에 관계없이 년도 이월이 가능하다.

제 19조(계정변경) 각종 계정간의 계정변경은 계정 책임자간의 합의와 학교장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제 6 장 실험 실습 운영위원회

제 2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장, 각 계열에서 한 명 이상의 추천된 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제 2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2조(권한) 위원회는 학교계정의 사용과 공동 실험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입안하여 학

부장회의에 회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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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 보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이라 함은 비품(기계기구, 집기비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미술공예품 및 이에 

준하는 물품(자산)을 말한다. 다만, 도서, 시설비품, 차량은 제외한다.

2. “비품” 이라 함은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을 말하며,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비교적 장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소모품” 이라 함은 그 성질상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과 다른 물품의 수리에 사용되는 간단한 부품(구성품)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 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말하며, 기계기구로 

분류한다. 다만, 단기간 대여 소프트웨어와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는 소모품으로 본

다.

제 3조(적용범위) 모든 부서에 적용하며, 도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4조(주관) 비품의 전체적 상황파악, 비품대장의 정리(비품카드정리), 불용품의 처리, 출납보관, 

사고방지의 조치, 표찰의 첨부, 정기 또는 수시 조사 등 이에 부대되는 사무는 해당 계열

에서 담당한다.

제 5조(비품관리의 원칙) ① 총무부는 교내의 전반적인 비품을 총괄 관리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종합정보시스템의 구매절차를 거쳐 구입되는 모든 비품은 검수가 완료될 때 비품대장에 

등재한다.(2014. 10. 계획 중)

2.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등록되어 있는 비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그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기 재물 조사를 자체계획 수립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에 따라 수시로 특별 재물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재물조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가. 부서장이 교체되었을 때 

나. 도난, 분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다. 천재지변이 있을 때 

라. 그 밖의 특별재물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정기 재물조사를 위하여 각 부서장에게 자체 재물조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자체 재물조사 실시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5. 정기 재물조사 및 수시 특별 재물조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 다음 그 결과를 해

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등록된 비품은 바코드 라벨을 출력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바코드 라벨이 훼손

된 경우 총무부에 재발행을 요청하여 비품에 부착한다.

② 비품은 교육용 비품과 사무용 비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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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용 비품은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비품으로서 교육용 기계기구와 교육용 집기비품으

로 분류한다. 

2. 사무용 비품은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아니하는 비품으로서 사무용 기계기구와 사무용 

집기비품으로 분류한다.

③ 등록된 교내의 비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교외 반출을 금한다.

제 6조(내용연수) ① 내용연수라 함은 통상 물리적으로 사용가능한 연수를 말한다.

② 내용연수의 결정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의 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며, 별도지정이 필요한 물품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내용연수가 종료되더라도 사용가능한 비품은 부외자산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내용연수가 종료된 비품은 불용품처리 절차에 따라 비품대장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 7조(감가상각) ①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다만, 토지, 박물관 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 1에 따른다.

제 8조(관리조직) 비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 관리자와 사용책임자를 

둔다.

1. 사용관리자는 각 대학(원)장, 각 부서장․부속․부설기관장으로 한다

2. 사용책임자는 비품 설치 호실의 사용자가 책임자이며,각 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비품 설치장소 및 성능상태를 수시 점검 확인하도록 한다.

3. 실험실(종합실습실)이 운영되는 부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부(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책임자가 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비품의 위치 및 성능상태를 수시 점검 확인

하도록 한다.

제 9조(관리책임) ① 사용관리자와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사용 비품에 관한 정확한 대장비치 

2. 사용 비품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3. 사용 비품에 관한 경제적 사용 

4. 사용 비품에 관한 물품조사, 손, 망실 및 불용품 파악 

5. 사용 비품의 부서 이관, 이동, 반납 처리

6. 사용 비품 및 성능상태에 관한 인계·인수 철저

7. 그 밖의 비품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

② 전항의 책임에 관하여 사용책임자가 일차적 책임을 지며, 또한 대학 건물의 계열(과정) 

소속 비품이 아닌 모든 비품은 교학행정팀장이 사용 책임을 지고, 최종 책임은 사용 관리

자가 진다.

③ 사용책임자 및 사용관리자가 교체된 경우 비품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이

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제 10조(비품구입 절차) 각 부서에서 물품구입 청구를 하면 총무부는 구매(제작) 또는 재고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제 11조(수증) 외부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았을 경우 수증부서는 수증절차에 따라 총무부에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비품의 관리부서 변경) 현재 관리부서에서 타부서로 비품을 이관할 때에는 종합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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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관련부서 변경 절차에 따라 총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3조(보수 및 교환) 사용책임자 및 사용관리자는 사용 중 또는 보관 저장 중 비품을 항상 점

검하고, 보수 및 교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총무부에 서면 통보하여 총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4조(개조) 등록된 비품의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무부에 서

면 통보하여 총무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5조(제작 및 조립) 비품으로 제작 및 조립된 품목은 제작 및 조립에 대한 당위성을 총무부

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조(비품 손실․망실 신고) ① 비품의 사용 중 도난 또는 파손,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육하원칙

에 의거하여 총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난 또는 파손, 망실의 사실을 신고받거나,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이 1건당 50

만원 이하일 때에는 총무부장에게, 그 이상일 때에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비품의 손실․망실 변상) 각 물품의 사용자 및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비품을 손실,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에 대한 변상책임

을 진다.

1. 비품을 손실, 망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비품 또는 비품 가액으로 변상한다.

2.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비품을 훼손한 자가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비품 또는 비품 가액으로 변상한다. 

3. 변상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 18조(불용품의 반환과 처분) 노후 또는 부분적 파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

능한 비품은 종합정보시스템의 불용 신청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용품으로 결

정되면 총무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품 처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9조(학교외 반출 제한) 비품의 차용, 대여 및 수선 등으로 부득이 학교 외로 반출할 때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 20조(인계·인수) 비품의 사용자와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부서별 비품대장을 근거로 자체 재물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리자 인계·인수서는 부학교장, 책임자 인계·

인수서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

제 21조(비품가액) ① 비품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수증품의 가액은 영수증 받았을 때의 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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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 유형고정자산

구분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건축물 1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
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건축물 2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집기비품 5년 사무용, 교육용 집기비품류

기계기구 5년 사무용, 교육용 기계기구류

차량운반구 5년 자동차 및 기타의 운반구

소프트웨어 5년 전산 프로그램 등

도서 5년 도서 류 단, 계약기간에 의한 해외저널, 웹DB 구독등은 사용기간으로 함.

 □ 무형고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
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
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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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6] 반출허가신청서

반출 허가신청서

품 명 관리번호 규격 수량 반출기간 행선지 비 고

반출 사유 :

                                             위와 같이 반출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부서장 :             (인)

-----------------------------절 취 선-----------------------------

반  출  증

품 명 관리번호 규격 수량 반출기간 행선지 비 고

                                             위와 같이 반출을 허가합니다.

                                                 .     .     . 

                                                      

                                                      부서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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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구입 및 관리 규정

[제정 : 2015.  9.  1]

[제정 : 2016.  3.  2]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기자재관리에 대한 정확성과 제반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  

     하여 기자재구입 및 보관, 이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자  

     재관리의 정확성,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 관리대장의 전산화 작업을 병행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자재’라 함은 각 실습실에 비치된 모든 실습기자재를 말한다.

제 3조(주무담당자) 기자재관리의 주무담당자는 각 계열 실습실과 행정실, 총무부로 나누어 정한  

     자로 한다.

제 4조(주무담당자의 업무) 기자재관리 주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1. 주무담당자는 기자재관리에 필요한 계획과 방법의 입안을 담당한다.

    2. 주무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기자재를 조달의뢰사안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규격의 표준

    화 등 계열업무능률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무담당자는 기자재관리대장을 비치, 기자재의 조달, 보관, 이동, 수리, 폐기사항 등에 대

    한 현황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주무담당자는 정과 부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제 5조(기자재주무담당자) 기자재 정담당자는 각 계열별 학부장 또는 해당계열 부서장과 각 부서

    의 장으로 하고, 정담당자는 부담당자를 임명한다. 

제 6조(기자재관리 담당자의 사무) 기자재관리 담당자의 사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자재구입 예산의 편성 및 신청 

    2. 기자재의 신규구입 의뢰 

    3. 보관기자재에 대한 현황파악 

    4. 기자재의 개조․수리 등의 신청 

    5. 기자재의 이동에 대한 통지 및 관리 

    6. 기자재의 파손․망실의 신고 

    7. 불필요기자재의 회수․폐기의 신청 

    8. 재고조사 실시 및 결과의 보고 

제 7조(기자재관리대장) 기자재관리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기자재대장을 구비하여야 한   

     다.

    1. 품명 

    2. 수량, 크기, 규격 

    3. 구입연월일 

    4. 취득가격 

    5. 사용목적의 구분 

    6. 상태(사용, 대기, 수리, 대여, 폐기)

    7.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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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필요사항 

제 8조(보관표의 교부) 기자재을 새로이 구입할 때에는 책임자가 기자재대장에 이를 등록하고,   

     보관표는 해당부서에 보관한다.

제 9조(번호표의 첨부) 기자재에는 원칙적으로 분류번호를 붙인 번호표를 첨부한다.

제 10조(기자재의 이동) 타 강의실로 기자재을 이동할 때에는 보관표를 담당자에게 반납하고 책  

     임자는 대장과 보관표에 이동처, 이동연월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표를 이동처에  

     보관한다.

제 11조(기자재의 대여) 기자재를 학교 외부의 곳에 대여할 때엔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을 제출받아야한다.

    1. 피대여자의 주소․성명.연락처 

    2. 기자재품명, 분류번호 

    3. 수량 

    4. 대여기간 

    5. 대여조건 

제 12조(불필요품의 조치) 기자재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담당자는 현품의 조치에 대하여 기안   

    결재를 득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제 13조(폐기처분) 보관중인 기자재가 파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때에

    는 보관표에 그 내역을 기입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제 14조(기자재수리) 기자재를 수리한 경우 담당자는 대장 및 보관표에 수리연월일, 수리의 내용

    을 기입한다. 수리비용은 품의절차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5조(보고) 실무담당자는 매 기말 현재로 보관표와 현품을 대조, 검사하여 그 이상 유무를 주

    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해당 직원

    에게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 17조(기자재 관리대장의 결재) 기자재 관리대장은 매 학기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하기 전에   

    이전 학기의 기자재를 점검하여 기자재의 조달, 보관, 이동, 수리, 폐기사항 등에 대한 현황  

    을 학사정보시스템에 정확히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을 출력하여 학장의 결재를 득한 후 새로  

    운 기자재를 구입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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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자재관리대장 메인

  [그림 7] 기자재 관리대장 설정 입력창

  

[그림 8] 기자재 관리대장 기물 배치도 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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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기자재관리대장 리스트

  [그림 10] 기자재 관리대장 물품추가 입력 창



- 266 -

[그림 11] 기자재 관리대장 기물 리스트 출력 버튼

[그림 12] 기자재 관리대장 결재 페이지 출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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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창고의 제반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창고관리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 취급되는 모든 자재에 적용되며, 다른 규

정에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조(담당) 창고관리 업무는 해당 물품의 관할 부서에서 각각 담당하며 창고관리 책임자를 둔

다.

제 4조(자재분류) 자재분류는 비품, 시설자재, 각종 소모품, 부속품 및 그 밖의 자재로 분류하여 

취급한다.

제 2 장  자재수령․검수․입고․출고

제 5조(수령) 창고관리 책임자는 모든 자재가 물품창고에 입고되기 전에 현품과 물품구입서를 대

조하여 검수 수령한다.

제 6조(기술검사) 검수 시 기술적인 품질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기술자의 기술검사를 의뢰한

다.

제 7조(입고 및 보관) 검수를 필한 물품은 검수원이 재고기록카드에 해당 소요기재 사항을 기재

한 후 입고․보관한다.

제 8조(출고) ① 물품의 출고는 사용부서장이 신청한 전표에 의하여 출고한다. 

② 행정부서는 주임이 신청하고, 각 계열은 학부장 및 담당교수가 신청한 전표에 의한다.

제 9조(수속) 물품의 출고는 원칙적으로 현품을 창고에 입고시킨 후, 그 수속이 완료되지 아니하

면 출고할 수 없다.

제 3 장  물품저장

제 10조(보관책임) 창고관리 책임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하며, 출납보관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 11조(창고도면의 비치) 창고관리 책임자는 창고의 위치를 표시하는 창고 도면을 비치한다.

제 12조(특별보관) 창고는 항상 자물쇠로 잠가야 하며, 귀중품 등은 이를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

다.

제 13조(출입허가) 누구든지 창고관리자의 허가 없이 창고에 출입할 수 없다.

제 14조(보관업무) ① 입고가 결정된 물품은 정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②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술지시를 준수하여 보관 및 취급을 하여야 한다.

③ 변질 또는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요수리품 또는 폐품으로 이관 처리한다.

④ 망실된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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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소관부서에 대하여 청구한다.

⑥ 창고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창고 공간의 최대한 이용을 도모한다.

제 15조(저장 및 배열) 물자의 저장 및 배열은 각 호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난과 변질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2. 물자항목 또는 물품종별로 적절히 구역을 배당한다.

3. 먼저 입고된 물자를 먼저 출고할 수 있게 배열한다.

4. 검사와 재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제 16조(변질방지) 창고관리 책임자는 보관물자의 부식 변질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제 17조(정기검사) 창고관리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반납

제 18조(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 및 물품은 해당 부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1. 특정작업을 위한 자료를 계산 불출할 경우

2. 작업 완료 후 잔품이 있을 경우 

3. 폐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 5 장  재고 조사

제 19조(재고조사) 창고관리책임자는 상시 관리 중인 모든 자재 또는 일부자재에 대하여 재고기

록카드 상의 수량과 현물을 비교 조사하여 발견되는 착오를 교정하고 물자의 상태를 정확

히 파악한다.

제 20조(재고조사의 종류) 재고조사는 정기재고조사와 특별재고조사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1. 정기재고조사 : 일정한 계획일정표에 의하여 연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모든 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고조사(연도 말 1개월 전 실시)

2. 특별재고조사 : 정기재고조사 외에 자재관리상 필요에 따라 특정자재에 대하여 상부 지시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재고조사 

제 6 장  불용품 및 폐품 처리

제 21조(상태별 보관) 창고관리 책임자는 폐품, 불용품 및 요수리품 별로 물품의 상태 표찰을 붙

이고, 각 물품의 상태별로 보관한다.

제 22조(매각처리) 폐품 또는 불용품이 일정량에 도달한 경우에는 불용품 및 폐품 매각 처리신청

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 269 -

소극장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2.11. 1]

[개정 2014. 3. 1]

제 1 장 총 칙

제 1조(소극장 사용 우선순위) 소극장의 사용은 유상으로 사용신청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무상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용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관료를 지불하는 행사

2. 특강(강의료를 지불하는 경우)

3. 수강 인원이 많은 경우(대체 사용이 불가능한 인원)

4. 본관 소극장 사용신청서(서현전 신청이 우선 함) 제출 순서(구두 신청 불가) 

5. 서현전에 우선 공지한 행사라도 사용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사 

2-3일전에는 반드시 중복 사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6. 우선순위에 의해 타 부서에서 사용 예정된 일시에 우선 사용하게 되는 부서는 이전 신

청 부서에 반드시 연락하여 사용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제 2조(소극장 무상사용 안내) 소극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맞게 사용한다. 

1. 소극장을 사용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현전 시설사용 게시판에 사용 신청 글

을작성하여 타 부서와의 중복이 없도록 행사 일주일 전에는 게시한다.

2. 부서별 소극장 담당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학사운

영실에 제출한다.

3. 행사 진행을 완료 후에는 [소극장사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조(소극장 사용 취소 안내)

1. 계획된 행사가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서현전에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2. 사용 신청 후 취소에 대한 공지 없이 사용을 안 하는 부서와 우선순위에 의해 타 부서

에 사전 연락 없이 우선 사용하는 부서의 담당 교수는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사용료) 등에 따른 시설공간 

사용료는 2013년 3월 1일부로 적용 및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미 배정된 또는 사용 중인 시설 공간에 대하여 본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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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7] 강의장 대관 신청서

강의장 대관 신청서(유료 사용)

*교육장 사용 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분실,도난 하실 경우, 적절한 배상이 요구됩니다.

*음식물 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장 사용 후에는 교육중에 사용했던 물품과 쓰레기 수거 및 책걸상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또는 경진빌딩 주차장(코아스 건물 앞) 이용(유료) 바랍니다.

*소극장 및 세미나실의 경우 정수기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극장 이용시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으니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이용시 컴퓨터 사용 1대당 (10,000원) 추가비용이 부과됩니다.

*신청서 제출 : 

*주말 및 공휴일 이용시 추가인건비(50,000원)가 부가됩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강의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본
정보

기관명

담당자
성명

Office

Mobile

직급 e-mail

결제

□계산서 발급신청 

입금 계좌: 국민은행 /                   예금주:                            

※ 계산서를 선택시,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를 메일(   @          )로 발송바랍니다.

대관 요청 세부사항

대관 정보

대관내용 　

참석자구분 □소속직원    □외부참석자 예상참여인원    명

일정
날짜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일간]

시간 시        분   -       시       분         [  시간]

강의장

선택

강의장 정원
종일 오전 오후

(09:00~18:00) (09:00~13:00) (14:00~18:00)

본관 소극장 150 명 □ 50 만원 □ 30 만원 □ 30 만원

세미나실 100 명 □ 40 만원 □ 20 만원 □ 20 만원

일반강의실 30 / 40 명 □ 25 만원 □ 12 만원 □ 12 만원

전산실 40 명 □ 25 만원 □ 15 만원 □ 15 만원

기타사항

무료 장비사용 신청 □마이크     □컴퓨터   □빔   프로젝트

유료 □음향 (소극장 이용시) * 비용: 2 만원 

기타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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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8] 본관 소극장 사용신청서

※ 서현전에 첨부된 “소극장 사용안내” ppt 자료를 통하여 정확한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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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9] 본관 소극장 체크리스트

본관 소극장 체크리스트     

점검부서(또는 회사)명 :                   담당자명 :           (인)  점검자명 :            (인) 점검일자 :          

분류
항목

번호
점검 내용 사진 점검 상세

평가

(Y/N)

점검사

항

사용

준비

시

체크

항목

1 통제실

통제실 안에 있는 현대 물품 

보관함(5가지) 기물들이 모두 제 자리에

정리가 되어 있는가?

조명장치,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필요한가?

2 전원 ON

 ① 음향기기 전원을 켰는가?

 ② 냉난방기 전원을 켰는가?

 ③ 소극장 전등 스위치를 켰는가?

3
무대장치 

확인
스크린과 프로젝트를 세팅 하였는가?

4
음향기기 

확인

마이크를 연결한 부분의 음향 세팅을

확인 하였는가?

사용

종료

후

체크

항목

1 통제실

통제실 안에 있는 현대 물품 

보관함(5가지) 기물들이 모두 제 자리에 

정리를 하였는가?

조명장치 전원을 차단 하였는가?

무선마이크를 충전기 위에 올려 

놓았는가?

2
무대장치 

확인

스크린, 프로젝트를

원래 위치로 정리 하였는가?

3 객석 확인 소극장 내 남은 쓰레기가 있지 않은가?

4 전원 OFF

 ① 음향기기 전원을 차단 하였는가?

 ②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 하였는가?

 ③ 소극장 전체 스위치를 차단 하였는

가?

5
출입문 잠금 

확인
통제실과 계단 출입문을 확인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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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규정
[제정: 2011년 3월 1일]

[개정: 2019년 3월 1일]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가정통신문 발송, 서비스 제공, 등록금고지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학점인정 학위신청 등을 목

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고충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

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2조(수립, 공개의 취지) 이 규정은 서면, 정보통신망 등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및 이용,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같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 3조(개인정보의 수집) 

①보유부서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 또는 본교 규정 및 

지침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유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등에 관하여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 4조(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① 필수항목 

- 성명 , 주민번호, 생년월일(원서접수 시), 이메일, 주소, 자택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계좌정보, 학적기록, 학번, 사진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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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불량 이용 기록)

② 선택정보 - 관계, 보호자 이름, 보호자 전화번호, 카카오톡ID, 페이스북주소

제 5조(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홈페이지(원서접수, 입시책자신청, 이벤트 응모, 입학Q&A), 전화 문

의하기

①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하고 직접 정보

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입학상담실 및 교직원을 통한 상담 과정에서 웹페이지, 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

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③ 체험학습 및 오프라인 이벤트 등에서 서면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④ 본교와 제휴한 외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는 제휴사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 2 장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제 6조(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서울현대는 귀하께서 서울현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이용

약관의 내용에 대해「동의한다」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를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

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3 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목적

제 7조(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목적) 서울현대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아래의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원서접수 관리 

원서접수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연령확인, 고지사항 전달

2) 입시자료요청 관리 

입시자료요청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4)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 8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

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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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본교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 지 추적자료 : 3개월

▶ 본인식별,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신청 관련 : 영구 보관

▶ 원서접수에 관련한 기록

- 보존근거 : 원서접수 접수 및 혼선방지

- 보존기간 : 3년 (매년 3월1일 기준)

 

제 5 장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제 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보유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

게 된 경우에는 파기 시점을 정하여 입출력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할 수 있다.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계속 보존해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한다.

③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원서접수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

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

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

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276 -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6 장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서울현대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내에

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10조(처리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

을 보유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

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11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정된 시설에서의 성적

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12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본교규정 및 지침이 당해 처리

정보가 수집대상인 경우,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보유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

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본교규정 및 지침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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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개인정보처리의 제 3자 제공)

①본교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제1조(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

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②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내에서만 처

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③서울현대는 제3자 제공시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1. 기업은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기업은행비씨카드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학생증 발급을 위한 업무제휴 및 체크카드 발급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학번, 주민번호, 전화번호, 카드결재 계좌번호, 전공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카드 발급 계약에 따른 거래기간 동안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용노동부 등

제 14조(처리정보처리의 위탁) 

①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I2S -가정통신문및고지서발송

* 주식회사아이앤텍-증명서발급

* 로그-SNS서비스

②본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

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

독한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제 7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제 1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

다. 서울현대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개

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

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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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제 16조(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1) 귀하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

인정보열람 및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

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 17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

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

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

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본교 전 내부

직원(계약직등 비정규직 포함)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내부직원(계약직등 비정규직 포함)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개인정보관리 조직)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처리자가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관

리 및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본교 내에 개인정보관리책임관, 개인정보관리담당자, 분야별책임관

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관리 조직을 둔다.

제 9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 2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학교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

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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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

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

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울현대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습니다.

-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 ① [도구] 메뉴에서 [인

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②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를 위한 기술 및 관리적 대책 

제 21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 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

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담당 업무

에 따라 개인 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읽

기, 쓰기, 수정 및 삭제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제 22조(접근 통제)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 담당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

지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

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 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빌번호 작성 규정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책임자가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보호관리 담당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

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

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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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1]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NO 권한 등급(전체 8등급) NO 직책1 직책2

1

P3급

1 학부장(4대보험가입자)

교수 P

2 2 학부장대행(4대보험가입자)

3 3 학과장(4대보험가입자)

4 4 학과장대행(4대보험가입자)

5 P4급 5 전임(4대보험가입자)

6

P5급

6 강사

7 7 석좌

8 8 산학협력교수

9
M3급

1 행정팀장(4대보험가입자)

직원 M

10 2 교무처직원(4대보험가입자)

11

M4급

6 학부행정직원(4대보험가입자)

12 7 조교

13 8 아르바이트

14 9 게스트

15
PM1급

1 전산팀장(마스터)(4대보험가입자)

공통 P+M

16 2 마스터(4대보험가입자)

17

PM2급

3 이사장(학교장)

18 4 학교장

19 5 교무처장(교수)(4대보험가입자)

권한등급 직책 　 쓰기권한 읽기권한

1급 마스터 　 전체메뉴

전체메뉴

2급 이사장, 학장, 교무처장 　 F3급+M3급

F3급 학부장,학과장,대행 　

교직원리스트, 출석현황, 
교원다면평가,장학생리스트,

학점인정수수료내역서,
학생상담일지,적성검사,

재학생반편성,산학협력게시판
성적입력,휴보강게시판,신문고

F4급 전임교수 　

교직원리스트, 출석현황, 
교원다면평가,장학생리스트,

학점인정수수료내역서,
학생상담일지,적성검사,

재학생반편성,산학협력게시판
성적입력,휴보강게시판,신문고

일부 제한

M3급
행정 팀장
교무처직원 　

운영교과, 근태현황, 시수집계, 교원평가
시간제학생입력,수강대체학생입력
학사공지게시판,부서별전화번호
시간제학생입력,등록관련데이터

교직원리스트,장학생리스트,운영교과
부서별전화번호,신문고

F5급 강사, 석좌, 산학협력교수 　 성적입력, 휴보강게시판, 신문고

M4급
학부행정직원, 게스트

조교,아르바이트 　
교직원리스트, 출석현황, 학점인정수수료 내역서, 

학생상담일지,
 재학생반편성, 산학협력게시판, 휴보강게시판,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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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이용자의 관리와 의무

제 23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

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

다.

③ 비밀번호는영문(대소문자구분), 숫자특수문자(@-_.!#$%^*+=~만 허용)를 혼용하여 8~20

자를 입력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제 24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보호관리 담당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관리 담당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

호화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관리 담당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는 이를 암호화 해

야 한다. 

제 25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

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 26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
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

여야 한다.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

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

여야 한다.

제 27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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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

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 28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한다.

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선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9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 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

로 연 2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 한다. 

② 연 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③ 교육방법은 집체 교육 뿐만 아니라, 인터넷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

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

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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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조(재해, 재난 대비 안전 조치)

1) 서울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에 따른다.

2)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에게 연락을 취하고 학사운영실을 통하여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조치를 적절하게 취한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 재해와 재난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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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절차, 백업 복구 계획 등을 마련하고 정기 정검을 위한 조치를 한다.  

제 32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 계획 제18조에 따른 

통지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제 12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제 34조(개인정보관리책임관) 

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개인정보관리 조직을 운영하며, 개인정보의 관리·감독 업무의 총

괄 책임자는 학장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담당자를 두며, 

개인정보관리담당자는 전산직원으로 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와 개선

3.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규제

4.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감독

7.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 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

제 35조(분야별 책임관) 

①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 행정부서와 계열 또

는 과정에서 개인정보파일 관리를 담당한다.

② 분야별 책임관은 해당 부서장이 겸직한다. 단, 부서장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선임이 

책임관 업무를 행한다.

③ 분야별 책임관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등 제반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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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서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교육 실시

4.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 감독

5.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관리책임관에게 보고

6.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산정 및 운영

7.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입출력관리대장에 기록 보관

8.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 정한 사항

제 36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개인정보관리담당자, 분야별책임관으로 구성하며, 전산직

원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 겸임한다. 

제 3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오남용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신규 시스템 구축 변경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개인 정보사

전 영향 평가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해 자료의 제출 및 설명, 보고 등 위원회의 업무에 협력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제2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 40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 41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서울현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울현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

정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현대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

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서울현대 분임보안담당관 - 부서별 부서장

서울현대 개인정보관리 담당자(정보보안담당관)  - 성명 : 모정환

- 직위 : 전산팀장

- E-Mail : mimi456@naver.com

mailto:mimi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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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고지의 의무

제 42조(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08년 08월 05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10일 전부터 홈페이지

의 '공지'란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번호 : v4.1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09-06-01

-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공고일자 : 2009-07-01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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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0-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학습자)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는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

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계좌정보 

최종학력, 학적기록, 학번, 사진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신청

학위취득 및 자격 발급 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학점인정 신청과 학위신청 및 본교 입학과 졸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및 보유기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육부/노동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학번/주소/연락처/

사진/학적기록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업무
면허(자격) 발급

학생증(체크카드) 발급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 
기간 동안

서울지방보훈청/강남구청/각 지방군.구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병무청/하나은행/보험회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학점인정 신청과 학위신청 및 본교 입학과 졸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및 보유기간

아이투에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학번/주소/연락처/

사진/학적기록

등록금고지서 및 가정통신문 발송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아이엔텍 온라인 제증명 첨부 서비스

로그 SNS서비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교에서 제공하는 등록 및 제 증명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마케팅 활용에 대한 안내                         [“선택”]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수강안내 및 학교 홍보 마케팅 동의 철회 시까지 

※선택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시더라도 기본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는 위 항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주민번호 수집근거 : 본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

조제2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교육부 및 노동부

인가 교육기관임.

2021 .  .   .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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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0-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교직원)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는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

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 및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사진, 

계좌정보, 근무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

(출신학교, 과정, 졸업(예정)일, 경력 등)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
업무종료 시 까지 활용, 

영구보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은 학사정보시스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본교 근무가 

불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이용목적 이용 및 보유기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노동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연락처/사진/학적기록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
근무 자격 확인
면허(자격) 발급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 기간 동안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은 학사정보시스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본교 근무가 

불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마케팅 활용에 대한 안내                         [“선택”]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이용 및 보유기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수강안내 및 학교 홍보 마케팅 동의 철회 시까지 

※선택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시더라도 기본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는 위 항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주민번호 수집근거 : 본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

조제2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교육부 및 노동부

인가 교육기관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탁 및 제3자 제공과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2021  .  .   .

생년월일 :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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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1] 생활보안 체크리스트 

생활보안 체크리스트
담당 부서장

부 서 명 : 
성    명 : 　

　

　점검일자 : 

분류
항목

번호
점검내용 점검 상세

평가

(Y/N)
비고

1. 

경영

기밀

정보 

문서

1

퇴근이나 장기 이석 시 책상 위, 서랍 

위, 책상하단 수납장 등에 방치된 

문서가 없이 정리하고 있는가?

 퇴근이나 장기 이석 시 

Clean Desk를 유지할 경우 Y
　

　

　

2
회의실 및 사무실내 목적이 완료된 

시점에서 문서를 수거하는가?

 회의실이나 사무실 내에 방치된 

문서가 없을 경우 Y 
　

　

　

3
OA존에 출력 또는 복사가 완료된 

문서를 즉시에 수거하는가?

 프린터, 복사기(복합기), FAX 등에 

방치된 문서가 없을 경우 Y
　

　

　

4
파티션에 조직도, 전화번호부, 인적

사항 등이 부착하고 있지 않은가?
 부착하지 않을 경우 Y 　

　

　

2.

전산

기기

정보화

자산

관리

5

퇴근이나 장기 이석(휴가 포함) 시 

미사용 PC등의 전산기기 전원을 

Off하는가?

 미사용 기기의 전원을 Off할 경우 Y 　
　

　

6
공유폴더 사용 시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할 경우 Y 　

　

　

7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를 노출시킨 메

모(지)를 파티션, 책상, 키보드, 모니

터 등에 부착/표시하고 있지 않은가?

 미부착 또는 미표시할 경우 Y 　
　

　

8

PC 또는 노트북의 부팅 패스워드

(CMOS)를 패스워드 작성 규칙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가?

 설정할 경우 Y 　
　

　

9

OS 및 Application의 패스워드를 

 영문ㆍ숫자혼용 10자리 이상 또는 

영문ㆍ숫자ㆍ특수문자 혼용 8자리 

이상 설정하고 있는가?

 설정할 경우 Y 　
　

　

10
PC에 불법 Software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허가된 SW이외의 P2P, 게임, 유틸

리티 등의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는 

SW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Y

　
　

　

11

비인가 된 외부전산기기를 

위탁업무와 관련된 Network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위탁업무와 관련된 Network에 접속

된 외부전산기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없는 경우 Y

　
　

　

12

고객정보 파일 또는 문서를 

사용 목적이 완료 된 즉시 

폐기하고 있는가?

 고객정보 파일 또는 문서의 

보유기간에 따라 

파일 또는 문서가 파기된 경우 Y

　
　

　

3. 

잠금

장치

13
개인서랍의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있는가?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별) Y
　

　

　

14
퇴근이나 장기 이석 시 캐비닛의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있는가?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서별) Y
　

　

　

15
미인가자가 문서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는가?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문서고 관리부서) Y
　

　

　

16
노트북 사용 시 도난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있는가?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별) Y
　

　

　

(재)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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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2] 개인정보 취급자 현황 

[서식 43] 중요자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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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4] 정보보안 서약서(교직원)

정보보안서약서(교직원)

본인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보보안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교의 정보보안규정을 준수하여, 보안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주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본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본교의 정보, 개인정보, 지적 재산권들을 엄격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개인

적인 용도나 제 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본교의 정보자산(문서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본인은 본교의 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하는 PC에 승인 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본교에서 퇴직하는 경우, 재직 시에 취득한 본교 소유의 모든 정보 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본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에 의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본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자 집행자       소속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생년월일           1956년 7월 26일

직위    학 장       성명 : 김 남 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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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5-1] 정보보안 서약서(외부자용)

정보보안 서약서(외부자용)

정보보호 서약서(외부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비밀, 행정문서, 중요정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의 열람․취급 후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취급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이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규를 포함한 어떤 법적 책임 등의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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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5-2] 보안 확약서(외부자용)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와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

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손

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

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인)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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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 제2

조에 따라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본교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보안담당관 : 학장

2. 정보보안담당관 : 전산팀장

3.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부서장 

② 총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4.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에 관한 사항

6.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2.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안

3. 정보보안관리자 및 시스템관리자의 업무 관리 감독 

4. 정보보안사고 예방 및 처리

5. 그 밖의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총괄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⑥ 총괄보안담당관의 유고시는 정보보호담당관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 3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본교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수립 및 그 밖의 보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 중 보안에 관한 사항

4. 보안위반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간 보안업무에 대한 지침과 그 이행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학장의 지시나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학부장으로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학장이 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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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인원보안

제 4조(신원조사) 신원조사는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 5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제 6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 7조(임시직원의 관리)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학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조(비밀취급인가) 우리 학교의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무는 총무부에서 주관한다.

제 3 장 문서보안

제 9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조(비밀취급의 한계) 비밀취급인가라 할지라도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및 업

무상 관계가 없는 비밀의 취급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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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 : 2012.  9.  7]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및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라 함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

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 3조(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총무부로 제출하

여야 한다.

제 4조(정보공개허가 절차 및 통지)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경우 청구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사무 주관부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없이 소관부서(공개 청구

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로 전달하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5조(비공개정보) 정보공개를 요청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한다.

제 6조(이의신청) ① 비공개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

기 위하여 각 캠퍼스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 위원은 학부장으로 구성하며, 주무부서 담당자는 간사가 된다.

③ 심의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8조(정보공개 사무 처리) ① 정보공개에 관한 주무부서는 총무부로 한다.

②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본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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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5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

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9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제 4 편 . 학 사 행 정

   제 1 장 학생에 관한 규정

  

   제 2 장 장학에 관한 규정

   제 3 장 교무 행정에 관한 규정

   제 4 장 학점은행제 행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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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학생에 관한 규정 

학생 준수 세칙

[제정: 2001년 9월 1일]

[개정: 2014년 3월 3일]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준칙은 본교 교육 목적과 학칙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학생이 교내의 생활을 통하여 

항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등록 및 학생증

제 2조(학생증 교부)

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작성하고 학생증을 교부 받아

야 한다.

[표 40] 기업은행 학생증 제작 일정

※ 학생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학생들도 1,2차 신청 기간에 접수가 가능하다.

입학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사용동의서 작성한 후 기본 사항

을 입력한다. 따라서, 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교학사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하면 기본 사항이 

입력되어 있으며, 그 외 등록 및 학생카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한다.

제 3조(등록사항의 변경)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등 학생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학사관리시스템에 로그인

No 날짜 내 용

1 2월 26일
신입생 가정통신문 발급 시 학생증발급   안내문 발송

(주민등록증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2 3월 4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학생들에게   신청서 취합

3 3월 25일 1차   취합된 학생증 신청자 사진 송부

4 4월 2일-4일 현대본관 1층에서 2차 신청 접수 및 미비 서류 취합

5 4월 10일 1차   학생증 배부

6 4월 14일 2차   취합된 학생증 신청자 사진 송부

7 4월 30일 2차   학생증 신청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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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교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

물(가정통신문, 등록금고지서, 장학증서 등)을 수령 할 수 없다.

제 4조(학생증 교부)

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자성하고 학생증을 교부 받아

야 한다.

제 5조(학생증 휴대의무)

학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자는 수강, 수험, 도서열람 및 기타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 6조(학생증 재발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학생이 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재교

부를 받아야 한다.

제 7조(학생증 반납)

자퇴, 제적, 휴학 및 기타 학적이 변동될 때에도 학생증은 반납하지 않는다.

국제학생증의 경우 발급 후 1년이 지나면 별도로 가입비를 내고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외활동 목적

제 8조(대외행사 참가)

학생이 단체로 대외 행사에 참가하거나 교외에서 학교명을 사용하여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정양식을 갖추어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 인솔하에 참가한다.

제 9조(참가 결과보고)

대외행사에 참가한 단체의 지도교수는 소정의 참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302 -

학생 및 학적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2년 3월 1일]

[개정: 2016년 3월 1일]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관리

제 2조(지도교수)

1. 학급 지도교수는 전임교수를 배정하되 1년 임기를 원칙으로 한다.

2. 학급수를 줄일 경우 진급률에 의거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

3. 지도교수는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파악할 의무가 있다.

제 3조(학적부)

1.입학과 학적부가 생성되며 진급 시 해당 지도교수가 이를 관리한다.

2.학생의 신상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지도교수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지도교수는 학적부 

및 본교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변동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3.휴.제적등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학적부에 기록하여 영구 보관 한

다.

제 4조(학생상담)

학급 지도교수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성취도와 병역관계 및 졸업후의 진로등에 관련

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을 학생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5조(출결관리)

1.모든 교과목 담당 교수들은 강의 시작 전에 출석을 체크 하여야 한다.

2.지도교수는 1일 출석상황을 학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부장은 학장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적관리

제 6조(휴학/자퇴 처리)

본교 재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상담한 후 다음의 절차에 따른

다.

1. 휴학원/자퇴원을 작성한 뒤 총무부에서 등록상황을 확인 받는다.

2. 학생증과 구비서류(자퇴원, 보증인 동의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3. 지도교수는 ‘지도교수 소견서’를 작성하여 학생이 제출한 휴학원/자퇴원 등을 학부장에

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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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장은 이 서류들에 결재하여 학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는다. 학부장은 최종결재를 한 

후 학사운영실에 제출한다.

5. 환불관련되는 서류들은 학부장 결재 후 총무부에 먼저 선결재를 요청하고 학장에게 후

결재를 진행한다. 선결재 진행 시 모든 책임은 기안자에게 있다.

제 7조(제적처리)

본교 재학생이 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제적계를 작성하여 학부장에

게 제출하고, 학부장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 처리한다. 제적 대상자는 사안에 따라 교

내 게시판에 그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

제 8조(복학처리)

1. 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은 기발급 받은 ‘휴학확인서’를 본교총무부에 제출하고 소정양

식의 ‘복학원’ 을 제출한다.

2. 복학원에 등록여부를 확인 받아 학부장의 결재를 득한 뒤 반을 배정 받는다. 

3. 복학절차가 완료되면 학생증을 재발급 받는다.

제 9조(전과) 본교 학칙 제4장 제17조 항목에 의거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 4 장  Change the Class Day

제 10조(목적)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➀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여 소수의 학생이 주도하거나 소외되는 학생 없이      

평범한 학교생활에 활력을 준다.

➁ 본인 전공에 대한 소중함과 함께 다양한 전공에 대한 이해를 한다.

③ 학생들이 본인의 과정 외에 하나의 커다란 학교로 인식하는 기회로 애교심을 고취     

시킨다.

제 11조(프로그램 구성)

➀ 각 과정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새로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한다.

➁ 희망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하루 동안 전공 체험의 기회를 준다.

③ 형식적인 전공 체험이 아니라 전공과정 학생이 되어 수업과 실습을 실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제출한다.

④ 과정별 기념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제 12조(운영계획)

➀ 과정 교수들은 신청 학생을 고려하여 프로그램과 운영방안을 기획한다.

➁ 당일 희망 신청을 완료한 학생들은 희망 과정 강의실로 입실하여 수업에 임한다. 

③ 학생들의 수업과 실습 모습을 촬영하여 기념 사진을 만들어 준다.

④ 수업에서 얻은 성과물을 전시하거나 제출하여 학교 전체가 공유하고, 학생은 느낀점

과 소감을 발표하도록 한다.

제 13조(일정 및 예산)

      ➀ 기말고사 기간에 수요일까지 모든 고사를 종료하고 목요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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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계열에서는 신청 프로그램을 학사운영실에 접수하여 한 달전부터 학생들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③ 과정별로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과정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④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행사의 주인과 손님은 누구인지, 우리가 행사를 통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진행한다.

⑤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고, 행사로 인한 시간적 물적 낭비를 방지하고,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벗어나지 않는 행사의 기획 의도에 충실하게 진행하여 학생들이 해당 전공

에 흥미를 잃었을 때 자퇴를 결심하지 않고 새로운 체험을 통하여 전과로 유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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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6] 학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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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7] Change the Class Day 신청서

20_ _   Change the Class Day 신청서

  

성       명

계열 / 과정

영문 학급명

학       번

연  락  처

  

신청 전공

신청 과목명                          

   ※ 신청 계열의 사정에 따라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학생성명 :　　　　　　(인)　　　　　　　

지도교수 :　　　　　　(인) 

학 부 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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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벌규정

[제정: 2002년 3월 1일]

[개정: 2014년 3월 3일]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본교의 학칙 제11장에 의거하여 학생의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포상

제 2조(포상)

학칙 제40조에 의한 포상은 학장이 이를 수여하며 부상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조(포상의 구분)

포상은 학업우수상, 공로상, 모범상으로 구분한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학업우수상

1) 학업성적이 각과 각 학년에서 최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성적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재학 중 학업우수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졸업식에서 우수상과 부상을 수여하고, 학업

우수자 중 최고득점자에게는 최우수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2. 공로상

공로상은 재학 중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전공분야에서 우수한 창의적 업

적을 나타내어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3. 모범상

모범상은 사회생활 전반에서 뚜렷한 선행을 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 본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 4조(복학생의 장학금 적용)

1. 복학 전에 수령한 장학금에 대하여 복학 시 수령이 가능하다.

2. 학사관리 시스템에 장학에 관한 기록이 있고, 학생이 장학 증서를 소지하여 복학 시 제

시하는 경우 합당하게 근거 확인이 가능하다면 장학금 수령이 가능하다.

제 3 장  징계

제 5조(근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1주일 이상 2주일 이하의 근신에 처한다. 단, 등교

하여 수업과 특별지도를 받는다.

1.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2. 교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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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교의 단체행사에서 무단 이탈한 자

4. 본교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

제 6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단, 

수업을 정지하고 이 기간에 특별지도를 받는다.

1. 제5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대리시험을 응시하게 한 자

3. 교내에서 협박 또는 폭행을 하거나 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자

4.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자

5. 교내에서 음주한 자

6. 여학생에게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제 7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5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3. 학우에게 집단폭행을 한 자

4. 고의로 본교의 시설 또는 교육기자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교내외에 반출한 자

5. 품행이 불량한 자

6. 교내 교무행정시스템 또는 대외기관에 해킹하여 피해를 입힌 자

제 8조(제적)

본교의 학생들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대상이 된다.

1. 제6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성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출석이 극히 불량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0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3) 소정 출석할 일수의 3할 이상을 결석한 경우

4. 학력이 열등하여 학습가능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자

6. 집단폭행을 주도 하거나 이에 호응하는 자

7. 학장의 승인 없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자

8.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그 직분을 욕되게 하는 자

9. 인터넷 또는 여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교직원 및 본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자

제 9조(권리상실)

상기 제5조, 6조, 7조의 각 징계조항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은 학생은 교내외 활동이나 기

타 학생으로써 모든 권리는 상실 또는 정지된다.

제 10조(감면) 

학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처벌을 감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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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학생상벌 위원회

제 11조(구성)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1. 위원회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 및 지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장이 위촉하는 약

간명의 임시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 12조(위원회의 심의내용)

무기정학 이상의 처벌과 체벌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13조(회의소집)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통고 소집한다.

제 14조(표결)

표결은 위원회 재적위원 2/3로서 심의한다.

제 15조(서면회의)

간명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제 16조(명령퇴학 결정)

명령퇴학에 해단된 학생에 대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제 5 장  보칙

제 17조(처리)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은 비밀, 공정, 정확 및 신속을 기하여야 한다.

제 18조(운영)

본 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포상학생은 그의 미행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교내에 게시하며, 보호자에게 그 징

계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3. 징계 조항에 해당되어 처벌 받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처벌일자로부터 정지된다.

4. 장학생, 학생회 간부로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5. 상벌위원장은 처벌 학생을 지도하며 수시로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고 출입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6. 학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일을 감면할 

수 있다.

7. 유기정학 이하에 해당하는 징계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 19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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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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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준비반 운영규정

[제정: 2001년 3월 1일]

[개정: 2014년 3월 3일]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기사 및 전공별 유망한 분야의 1인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정규 수업 후 시설 사용이 없는 야간시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준비반을 운영한다.

제 2 장  강의 편성

제 2조(자격증 유형)

전공별 특성과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제 3조(강의기간 및 시간)

1. 동/하절기 방학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사정에 의한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실

시한다. 전공에 따라 1교시 50분 강의로 필요한 수업 시수를 정하여 시행한다. 

2. 시간표는 학기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제 4조(강사초빙, 강의료, 학교의 지원) 

1.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의료는 수강생들의 합격률에 따른 성과급제를 적용한다. 강사료는 사정에 따라 그 액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학교 측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자격증 준비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조(운영안의 제출 및 수강생모집)

1. 각 전공별로 ‘국가기술자격증 준비반 운영안’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뒤 

이를 전공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2.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는 각 전공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제 6조(수강료)

1. 1개 과정 수강료는 사정에 따라 그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교무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편성 학급수 및 모집정원)

2개 종목 1개 학급의 정원은 40명으로 하고 최대 2개학 급, 수강 자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결원이나 출석 불량자들을 퇴출시키고 대신 대기명부의 우선 순위자들에게 기

회를 준다.

출석 불량에 대한 기준은 각 전공 자율에 맡긴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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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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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반 운영규정

 [제정: 2001년 9월 1일]

 [개정: 2014년 3월 4일]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심화교육이 필요한 분야 및 과목

에 대한 특별강좌(이하 ‘특강’이라 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제 2 장  강의편성

제 2조(특강분야)

특강은 크게 아래 4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되 각 전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확대 적

용할 수 있다.

1. 산업기사 및 각종 자격증대비 특강

2. 전공실무심화 특강

3. 취업 및 편입학 대비 영어 특강

4. 편입학대비 특강

제 3조(학교의 지원)

1. 학교의 지원이 있는 특강은 유사전공별로 1개 자격증으로 제한한다.

2. 취업 및 편입과 관련된 영어 강의는 전체 전공을 합하여 최대 4개 반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제 4조(강의시간)

1. 시간편성은 정규교과 시간이외에 운영한다. 단, 강의실에 여유가 있을 때는 정규시간대

에 편성할 수도 있다.

2. 본교 지원 특강에 대해서는 정규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다.

3. 실무특강, 편입특강은 야간 또는 주말에 운영한다.

제 5조(수강료)

1. 자격증, 영어특강의 학생 수강료는 수익이 우선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

원에서 학생이 경제적인 부담 보다는 출석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수

준에서 정한다.

2. 실무, 편입특강의 경우에는 전공에서 적정 수업료를 배정하되, 시간당 1,000~2,000원

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접수방법은 반대표가 강의료를 취합하여 총무부에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명단은 지도교

수에게 보고한다.

4. 추후 접수자는 지도교수가 직접 접수하여 총무과에 수납한다.

제 6조(강의료)

1. 교내에서 지원하는 강좌에 대한 강의료 책정은 ‘교원수당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강좌의 특성상 강사의 섭외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장의 결재를 득하

여 강사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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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편입특강 등 전공에서 개설 운영하는 특강은 학생의 수강료로 강사료를 지급하

며, 강사료는 개설전공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7조(편성학급 및 모집정원)

1. 강의실 정원을 급당 정원 36명으로 한다.

2. 학교지원 특강의 경우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단, 실기시험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인 경우 운영할 수 있다.

3. 편성학급 학교지원 특강의 경우 전공당 1개 학급이 정원으로 편성한다.

제 8조(출결관리)

1. 학생이 수강료를 총무과에 접수하면 특강인원이 확정된 시점으로 본다.

2. 개강 전까지 추가 접수를 받을 수 있으나 개강이 시작되면 추가 접수를 받지 않는다.

3. 특강별 출석부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담당 교수는 1일 보고를 받고, 해당부서의 부서

장은 주별로 보고를 받는다.

4. 수강자의 50%이상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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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장학에 관한 규정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 1997. 3. 1.]

[개정 : 2021. 1. 2.]

제 1조(대상 및 지급방식) 

① 본교의 모든 장학은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차기 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

급한다.

제 2조(이중수혜금지)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성적장학, 과대표, 학생회장학)에 한하여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

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의 장학 간에는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제 3조(성적우수장학) 

계열성적 석차에 따라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전공별 등록인원 * 장학금액 기준-1학

기 3%, 2학기 3%) 단 2학년 2학기 장학생은 졸업시 전공 1등 성적우수 상장을 수여한다.

제 4조(신입생 성적우수장학) 

① 수능1등급 : 2년간 등록금 반액, 2등급 : 100만원, 3등급 : 50만원 1학기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등급 확인 가능한 해당 연도 수능 성적표 제출자에 한함, 선정기준은 언어, 수

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택3)

② 내신, 검정고시 1등급 : 1년간 등록금 반액(8과목 평균 98~100점 이상), 2등급 : 1학

기 등록금 반액(8과목 평균 95~97점 이상)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제 5조(과대표장학)

① 학기별 과대표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정원 15명 이상 학급) 다만 2학년 2

학기 과대표에게는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과정 운영상 부과대가 필요한 경우 총액 내에서 부과대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국가유공장학-보훈)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전

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7조(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자로서 증명서를 제출하고 성적 평균 3.0 이상인 학생에게 한 학기 100만원의 장

학금을 지급한다. 

제 8조(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으로서 증명서를 제출하고 성적 평균 3.0 이상인 학생에게 한 학기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9조(공로장학-졸업식) 

대회 및 공인된 시험 등에 출전하여 본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금

액은 학부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0조(학보사장학) 

학보사 기자로 성실히 근무한 학생에게 1학기-30만원, 2학기-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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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11조(조교장학) 

과정의 사정상 조교가 필요한 경우 학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보수는 과대

표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조(형제자매장학) 

형제자매가 모두 재학 중이고 형제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13조(소년·소녀가장 장학금) 

기초수급자 중 소년 · 소녀가장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한 학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다. 단 성적 평균 3.0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제 14조(산업체장학) 

산업체 지원에 따라 해당계열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5조(특기자장학) 

체육, 음악, 언어 특기자로 대회에 출전하여 본교를 홍보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6조(해외연수장학) 

① 계열별 성적우수장학금 중 일부를 해외연수장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외연수장학을 포기하는 경우 성적장학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장학금액은 동일하지 않다.

제 17조(외국어우수장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등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1. 토익 : 950점 이상- 150만원, 900점 이상-100만원, 800점 이상-50만원, 700점 이상

-20만원, 600점 이상- 10만원.

 2. IBT토플(120) : 100점 이상-100만원, 90점 이상-50만원, 80점 이상-20만원.

 3. JPT : 950점 이상-150만원, 900점 이상-100만원, 800점 이상-50만원, 700점 이상

-20만원, 600점 이상- 10만원.

 4. JLPT : 1급- 50만원, 2급- 30만원.

 5. 신HSK : 6급- 50만원, 5급- 30만원.

② 외국어우수장학은 반드시 재학 중 1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1학기 :  9월 1일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까지    

 2. 2학기 :  3월 1일 ~ 1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까지

③ 외국어우수장학은 한 학년 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18조(고시장학)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공인중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학생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19조(교직원장학) 

본교 교직원 자녀가 입학시 4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20조(방송특기자장학) 

현재 연예인으로 등록되어 드라마 및 방송출연을 하고 있으며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되는 

학생에게 4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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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학생회장학) 

학생회 회장, 부회장 등 임원에게 학생회 회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22조(장학규정의 제·개정) 

본 장학규정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학부장회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제 23조(신입생 성적우수 장학)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는 신입생 선발시 성적우수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

니다. * 해당학년도 입시에 따른 당해년도 성적만 반영됩니다.* 

장학구분 대상 장학금액 참고

신입생 수능 

우수 장학

3개 영역 1등급 이내 2년간 등록금 1/2 · 등급 확인 가능한 해당 년도 

  수능성적표 제출자에 한함. 

· 선정기준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택 3 

3개 영역 2등급 이내 1,000,000 

3개 영역 3등급 이내  500,000 

신입생 내신 

우수 장학 

3년 통산 1등급 1년간 등록금 1/2
· 전 학기 주요과목 점수에 한함 

3년 통산 2등급  1학기 등록금 1/2 

신입생 검정고시

우수 장학

 1등급 1년간 등록금 1/2 · 8과목 평균 98~100점 이상 

2등급 1학기 등록금 1/2 · 8과목 평균 95~97점 이상

[표 48-1]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규정 

제 24조(편 입학 장학)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는 타대학 졸업자 및 중자퇴자에 한하여 교양과목 학점보유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본교 졸업 시 전공과 일선과목 60학점을 이수하면 학위취

득이 가능하도록 외부 교육기관에서 취득해야하는 20학점에 대하여 장학으로 교육비 지원 

장학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구분 대상 장학 안내

편입학 장학

타대학 졸업자 · 교양과목 학점 보유시 별도 지급

· 매 학기 교양과목 학점 6학점 이내에 지급

· 졸업시 까지 최대 교양과목 15학점까지 장학 혜택  

타대학 중ㆍ자퇴자 

교양과목 학점 보유자 

[표 48-2] 편입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 25조(국가장학유형 장학)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

서 운영되는 국가 장학금제도를 본교 자체적으로 실행하여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 시

켜드릴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구분 대상 장학금액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2,000,000 

(한학기 1,000,000씩) 

· 기초생활수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 

· 재학생은 평균 성적 3.0이상인자 

차상위계층 장학 차상위계층
연간 1,000,000 

 (한학기 500,000씩) 

· 차상위 계층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 

· 재학생은 평균 성적 3.0 이상인자 

소년, 소녀가장 장학 소년, 소녀가장
 연간 2,000,000 

 (한학기 1,000,000씩) 

· 기초생활수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중 

 소년, 소녀가장 해당자 

· 재학생은 평균 성적 3.0이상인자

· 기초생활수급장학과 중복 적용 불가  

형제자매 장학 

동시 재학중인 

형제/자매 

(2촌 이내) 

매학기 500,000 

(동시 재학 중일 때 각각)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

· 동시 재학중인 경우만 지급 

· 2인에게 각각 장학금 지급  

[표 48-3] 국가장학유형 장학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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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재학생 장학)

★ 장학금은 중복적용 안됨. 

※ 단, 일부 항목(과대표,학생회,성적장학) 중복 적용 가능. 음영색있는 장학은 중복적용 안됨.

[표 48-4] 장학금 지급규정

장학금 지급규정

장학구분 대상 장학금액 기준(내용)

성적우수 

장학(재학생)

성적우수자 변동

 - 계열성적 석차에 따른 지급

(과정별 등록인원*장학금액 기준)

1학기 – 3.0%,2학기 - 3.0%

성적우수자 변동
 - 2학년 2학기는 졸업시 

전공 1등 성적우수 상장수여

과대표장학 과대표 30만원

학기별 과대표에게 지급(정원 15명 이상 학급)

(과대표1인에게 지급하나, 학생업무에 따라 

부과대와 분할하여 지급가능)

국가유공장학

(보훈)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자녀

학점과목 

장학금전액

국가유공자 서류 제출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 손녀까지 포함

재학생은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자

생활보호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2,000,000 

 (한학기 1,000,000씩)

기초수급자료 (매학기 기초생활수급증빙서 제출시

재학생은 평균 성적 3.0 이상으로 성적증명서 제출자

차상위계층 장학 차상위계층
연간 1,000,000 

 (한학기 500,000씩)
차상위 계층관련 증빙서류 제출자

군부사관 군부사관장학생 군지급 재학중 군부사관 장학합격자 군장학 혜택 있음

공로장학

(졸업식)

공로가 

인정된 자
변동

대회 및 공인된 시험 등에 출전하여 학교의 명성을 높

인자에 해당하여 수상한다.

☞ 공인된 대회수상시, 수도권 대학 및 산업체학위 진

학, 모두가 인정되는 시험합격

장학금액 (학부장 회의에 의해 결정)

학보사장학 학보사 기자
1학기 30만원

학기연장 2학기 50만원
학보사 기자 활동자

조교장학 조교 30만원
불가피한 과정 운영으로 인해 학장 결재 시 장학금을 

지급한다.

형제자매 장학

동시 재학 중인

형제 자매

(2촌이내)

매학기 100만원

(각각 500,000원 지급)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자

동시 재학중에 각각 500,000원 지급

단, 입학 첫 학기는 입학 장학에서 100만원 지급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
소년 소녀 가장

연간 200만원 

(1학기100만원 씩)

기초생활 수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 중에서

소년, 소녀 가장에 해당되는 자 

기초생활수급 장학과 중복 적용 불가

재학생은 성적 평균 3.0 이상으로 성적증명서 제출

산업체장학 대상자 변동

산업체 지원에 따른 해당계열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 KBS 장학의 경우는 출석우수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해 지급

특기자장학 대상자 변동

체육, 음악, 언어 특기자등 능력이 인정되어 대회 출전

을 통해 학교의 홍보가 가능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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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구분 대상 장학금액 기준(내용)

해외연수장학

외식계열

성적우수자중

선정

변동

계열별 성적우수장학금 중 일부를 해외연수장학으로 

사용가능함.(계열선별지급) 

현재 외식계열만 해당됨. 

해외연수를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으로 수여되나 

연수금액과 동일하지 않다.

외국어

우수 장학

영어

국가인정하는 외국어시험성적에 따른 장학

반드시 학기 재학 중에 친 시험성적표 토대로 함

외국어우수장학은 반드시 재학 중 1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

다.

-1학기:9월1일~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까지  

-2학기:3월1일~1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까지

외국어우수장학은 한 학년 당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TOEIC 950점 이상 150만원

TOEIC 950점 이상 100만원

TOEIC 950점 이상 50만원

TOEIC 950점 이상 20만원

TOEIC 950점 이상 10만원

IBT(120점) 100점 이상 100만원

IBT(120점) 90점 이상 50만원

IBT(120점) 80점 이상 20만원

일본어

JPT 950점이상 150만원

JPT 950점이상 100만원

JPT 950점이상 50만원

JPT 950점이상 20만원

JPT 950점이상 10만원

JLPT  1급 50만원

JLPT  2급 30만원

중국어

(신)HSK  6급 50만원

(신)HSK  5급 30만원

고시장학 해당 자격증소지자 100만원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고시,사

법고시, 외무고시, 공인중계사등

교직원장학 교직원 자녀 4학기전액 교직원 자녀 학교 입학시 4학기 등록금의 전액장학

방송특기자장학 현재 연예인으로 등록된 자 4학기전액

현재 연예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드라마출연 및 방

송출연을 하고 있으며 

학교홍보에 도움이 되는자

학생회장학 학생회 회장, 부회장, 총무 일정금액
(1년에 한하여 선발됨) , 학생회비에 의한 장학지급

세부규정은 학생회 회칙 참조

  

  * 중복수여는 가능하나 전체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 위 장학제도는 2016년 1학기 해당 장학으로 매학기 일부 장학 대상 및 금액 변동 있습니다.

  * 위 장학금은 차기학기 등록 시에 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27조(운영교과에 포함되는 장학) 

2년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81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된 커리큘럼에 의하여 전문학

사 학위 취득을 가능하지만, 졸업하여 사회로 진출할 때 부족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육성

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실무역량강화 장학과정]을 운영한다. 

1. 실무역량강화 장학과정은 격려장학(특강장학), 고시장학, 산업현장장학, 경찰학교체험장

학, 기능장학, 체험장학, 현대장학 등으로 계열별로 이루어지는 실무역량강화를 위해 마련

한 프로그램에 알맞은 장학으로 운영한다. 

2. 실무역량강화 과정이 학점은행제 교과목은 아니지만, 해당 전공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

면 비학점 교과목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성적증명서에 반영하

는 과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단, 본교 자체 교육과정은 교육비 소득공제가 안 되므로 장

학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일부 교육비가 책정되는 경우 연말에 교육비 공제

가 안 됨으로, 필요한 경우 총무부에서 해당 교육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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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이를 설명하여 이해시킨다.

3. 전공별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향상 시

킬 수 있도록 형식에 얽메이는 교육이 아닌 급변하는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내

용으로 구성하여 현장 맞춤교육이 되도록 매학기 업데이트하여 운영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no 장학구분 no 과목명 운영전공

1
격려 장학지원

(특강장학지원)

1 산업현장 전문가 특강 정보처리, 화예, 사회복지, 아동가족

2 역량 강화 지도 호텔조리

3 창의 실습 관광식음료, 식공간연출, 호텔제과제빵

4 산업현장 전문가 특강 관광식음료. 호텔제과제빵, 레저스포츠, 호텔조리 

5 자격증 특강 사회복지, 아동가족,  화예

6 항공 역학 특강 정보처리

2 고시장학지원

1 경비 지도사 특강 경찰경호, 의전경호

2 유도 및 자격증 특강 경찰행정

3 전국 세무 회계 경진 대회 경찰행정

3 산업현장 장학지원

1 경찰학교 견학 경찰행정

2 유도 및 형법 특강 경찰경호, 의전경호

3 현장 실습 지도 레저스포츠

4 MOU 인턴 실습II 정보처리

5 게임업체 실무전문가 특강 정보처리

4 경찰학교체험 장학지원

1 산업현장 전공 체험 및 실습 경찰행정

2 자격증 특강 경찰경호, 의전경호

3 산업현장 전문가 특강 경찰행정

5 기능 장학지원

1 게임 경진대 회 정보처리

2 공모전 대비 특강 화예

3 역량 강화 지도 관광식음료, 식공간연출, 호텔제과제빵

4 육가공 및 식품조리 호텔조리

5 전국 세무회계 경진 대회 경영

6 전통 한식 조리 실습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7 해킹 경진 대회 정보처리

8 현장 역량 강화 지도 레저스포츠

6 체험 장학지원

1 체험현장실습 및 전시회관람 정보처리, 관광식음료, 호텔제과제빵

2 그린클래스 호텔조리

3 산업현장 방문연수 관광식음료, 사회복지, 아동가족

4 역량강화 및 체험 현장 실습 경영, 레저스포츠

8 현대 장학지원

1 MOU 인턴 실습I 정보처리

2 실무 특강 관광식음료, 경찰행정, 레저스포츠

3 전문가 실무 필수 관광식음료, 호텔제과제빵, 경찰행정, 호텔조리, 

4 전문가 실무 필수 관광식음료, 호텔제과제빵, 경찰행정, 호텔조리, 

5 현장전문가 실무 실습 교육 화예

[표 48-5] 실무역량강화 장학지원 과정



- 323 -

제 3 장 교무행정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시행 2021. 2. 19.] [교육부고시 제2021-8호, 2021. 2. 19.,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92

        Ⅰ. 총칙

○ (목적) 이 지침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 교육훈련

기관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이란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출석수업기관”이라 함)을 말함

2) “원격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이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인

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원격수업기관”이라 함)을 말함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운영기관"이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를 기반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K-MOOC 강좌 운영 대학")을 

말함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직무능력 함양 강좌 개발·운영기관" 이란 매치

업 강좌를 기반으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매치업 강좌 운영기관")을 말함

5)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

한 학습과정을 말함

6) “학습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7) “교강사 등”은 다음의 구분과 같음

① 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강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조교 : 원격수업기관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

8) “학습과정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평가인정서의 교과목별 정원을 말함

9) “개발교·강사”란 콘텐츠를 개발·촬영한 교?강사를 말함

10) “수업진행 교·강사”란 콘텐츠 관련 Q&A, 시험문항개발 및 채점, 과제물 채점 등 수업 및 평

가를 관리하는 교?강사를 말함

○ (적용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습과정

1)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라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Ⅱ-4,5,7, Ⅲ, Ⅳ-1,2,3,4,5, 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에 관하여는「고등교육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속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학사운영

1. 학습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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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함

1)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계획, 수업계획서, 수업

시간표, 콘텐츠의 일부(원격 교육훈련기관에만 적용) 등 학습과정의 내용, 학습비, 교강사명 등을 

공고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이 발급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총정원 내에서 모집하여야 함

3) 학습자 모집 시, 특정 다른 교육훈련기관(학습과정 포함)을 명시하여 안내하거나 교육훈련기

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음

4) 평가인정 받은 기관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하여야 함

5)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음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

른 학습과정명을 준수하여야 하며,「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과, 

학부,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학점인정 과정)은 일반과정 및 여타의 학습과정(비학점과정)과 구분하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명을 명시하여야 함

　

2. 학습과정의 등록 등

○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학습비

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는 개강일로부터 1주 이

내(원격수업기관의 경우 2주 이내)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학습비는 추가 수강신

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은 강좌 개강일로부터 2주까지 등록하여야 함

○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6개월당(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24학점을 초과하

여 이수 할 수 없음

○ 학습과정의 등록 시 수업계획서 열람 및 학습자 ‘동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업계획서

의 내용과 수업 및 평가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함　

3. 학습비 수납 및 반환

1) 학습비 수납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음. 다만, 대행업체 등을 

통한 수납을 하여서는 안 됨

2)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자가 분할하

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3)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학습자 모집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4)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함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실습?실기비 이외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음

    ※ 입학금, 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

6)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 할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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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하여야 함

　

4. 수업기간 및 시간 등

가. 수업기간 및 시간

-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기간은 이수 학습과정당 4주 이상(원격수업,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은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시

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함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학

습과정 당 수업기간을 3주 이상으로 함

-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인정

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 수업시간 단위는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별 수업은 최소 2회 차시 이상으로 구성하고, K-MOOC 학습과정은 "K-MOOC 강좌 개

발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매치업 학습과정은 "매치업 교육기관 가이드북"에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학습과정별 총 수업시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따름

나. 수업시간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 모집 시에 수업시간표를 편성공고하여야 하며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 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수업계획서

- 교?강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습자 모집 전

까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를 제3조에 의한 학습자 모집 시

에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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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또는 강사는 개강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

로 함

　

5. 수업인원

가.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40명 이

내로 함

나. 단, 원격수업기관의 학급당 정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주당 수업시간은 40명을 한 

학급으로 하여 산정

- 수업진행 교·강사 1인은 학습자 2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함

다.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의 정원은 80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함

- 학습자 200명 초과시 적정 인원의 조교(TA)를 확보하여야 함

라. 등록 신청한 학습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음

　

6. 수업 등

가. 수업방법

- 수업은 주간수업 및 야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현장실습수업 등 학습과정의 평가

인정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경

보(이하 "심각 경보"라 함)가 발령되어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강사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나. 교육과정 및 교재선택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당 학점 및 강의

시간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교육교재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재를 사용하여야 함

다.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의 수업관리

1) 교강사

- 1주차 콘텐츠에 개발 교·강사의 주요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중 1/2 이상은 수업진행 교·강사와 개발 교·강사가 동일하여야 함

2) 조교

- 조교는 출석독려 및 출결관리(공결사항 포함), 진도율(출석을 포함하여 필수 평가요소별 평가

참여 여부 반영) 확인 등 수업진행 교·강사를 보조하여야 함

- 조교는 1인 이상 확보 하되, 학습자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천명 당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조교의 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함

3) 수업관리

  - 원격수업기관의 수업은 운영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40% 이내에서 

출석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음

  ※ 원격수업기관의 수업에서 출석을 병행하는 경우 Ⅱ-5-나에 불구하고 수업진행 교·강사 1인

은 학습자 1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함

- 교강사, 조교 및 수강자의 수업참여 기록(차시별 접속 IP, 접속시각, 종료시각 등)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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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강사, 조교는 학습과정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하여야 함

-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및 진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K-MOOC 및 매치업 학습과정의 수업관리

1) 조교(TA,Teaching Assistant)

- 조교(TA)는 교수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습자의 K-MOOC, 매치업 학습활동을 지원함

- 조교(TA) 1인은 학습자 2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함

- 조교의 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함

2) 수업관리

- K-MOOC개발운영기관의 수업은 K-MOOC 공용 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함. 다

만,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출석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음

- 매치업 강좌 운영 기관의 수업은 각 기관의 학습관리시스템(LMS) 또는 매치업 플랫폼에 탑재

된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병행할 수 있음

　

7. 강의평가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

간 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강의평가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음

○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함

○ 강의평가결과는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Ⅲ. 출석 및 휴강 등

1. 출석 관리

가. 출석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학습과정별 출석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함

2)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출·결석 점검은 매 수업 실시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다

음과 같이 함

-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

- 수업 중 수업담당 교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

- 휴강일 및 보강일 기입

나.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해당 차시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에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 다만,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우,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됨

2)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적용하여야 함

3)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출석 또는 결석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구비하여야 함

4) 학습관리시스템(LMS) 또는 콘텐츠에 수강여부 확인 장치를 마련하여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야 함

다. 교강사는 출석부에 따라 출석현황을 작성하여 종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함



- 328 -

2. 휴강 및 보강

○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보강 계

획서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함

　

3. 공결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4. 수업일수 미달에 대한 조치

○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출결상황을 학습과정 종료 직후 집계하여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

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F"로 처리함

　

5. 입영기일 연기 등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

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 가능함

※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시행 

2011.7.1.

　

Ⅳ. 시험 및 성적부여

1.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가. 시험의 종류

1)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 다만, 실험·실습 실기만으로 이루어진 학습과

정 또는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학점만 인정하는 학습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함. 다만, 원격기관의 시험

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

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4)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추가

시험인정원을 담당 교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단, 원격교육기관의 경우, LM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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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함. 

- 그 밖에 추가시험 응시자 또는 정기시험 결시자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훈련기

관의 장이 정함

　

2.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 평가문항은 객관식, 주관식 등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음

○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에 채점기준표,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정기시험 등에 대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됨

○ 원격수업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 실시, 출제 및 채점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일정 시험기간(4일 이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공지한 기간 범위에서 설정

하여야 하고, 개인별 시험문항은 난이도별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함

2)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이내로 부여하여야 하며, 난이도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설정하

여야 함. 다만,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90분 이내로 부여함

3) 시험문항은 학습과목별 3배수 이상 확보하되, 정기평가 후 매학기 학습자 정답률 등에 따라 

난이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문항의 일부를 교체하여야 함

4) 시험문항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야 함

5) 수업계획서에 기 공지된 시험기간은 시험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홈페이지 및 개별 학

습자에게 재공지하여야 함

6)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 적용 하여야 함

　

3. 출석성적 부여

○ 출석률 산정 방식, 출석률에 따른 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기관의 규정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성적을 부여하여야 함

○ 학기 초 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야 함. 단, 출

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

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함

○ 출석성적 부여 기준 예시(출석점수가 20점 만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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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부여

가. 성적기준 및 분포

1) 성적은 정기수시 시험 80%,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그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2)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함

3)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

30%, B는 30%～40%, C 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4)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5) 이론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수업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음

6) 정기 시험(중간·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

로 처리

나. 성적등급의 환산 및 학습과정 이수

1)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를 적용함

2) 학습과정별 성적은 D°등급 이상인 경우 및 P(Pass)인 경우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3) 이미 이수한 학습과정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재이수하여 학점인정 신청시  이미 취득한 학점

은 무효가 됨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

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함

다.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1)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기

간 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함

3) 담당 교강사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

야 함

라. 성적정정 및 학적부 기재

1)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함

2) 교강사는 학습과정별 성적 확정 후 채점표 및 성적 확정 결과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원격교육기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

시스템(LMS)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

에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함

마. 학습자 성적보고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성적 확정 후 7일 이내에 성적 및 출석률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

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출한 성적 및 출석률 등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성적정정신청서를 담당 교강사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5. 부정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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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 함

1)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 

2) 시험 중 부정행위

 

3)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6. 학적 관리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을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생성·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 자료와 함께 영구 보

존하여야 함

○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

적부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7. 학습과정 현황 등 등록 및 정정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자

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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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과정 현황 등 등록 이후 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정정 항목 및 사

유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요청하고, 원장은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 후 승인

함

　

8. 상담창구의 운영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은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창구(신문고 

등)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Ⅴ. 현장실습 운영

1. 공통

가.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관 부처의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을 따름

1)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학 교과목지

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제2호

2) 보육실습 : 보육실습 기준(한국보육진흥원)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제2호

3)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나. 위 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 현장실습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2. 사회복지 현장실습

가.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 실습생이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선수 교과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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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

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

나. 실습기관과의 협력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

관을 반드시 방문·지도하여야 함

다.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실습

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함

　

3. 보육실습

가. 실습기관과의 협력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주간의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

가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지도하여야 함

※ 4주간의 실습기간 중 후반(3～4주차)에 실습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함

나. 보육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보육실습평가

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함 

　

4. 평생교육실습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평

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함

5. 간호학 전공 실습

○ 대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간호학 실습기준에 준용하여 적용

Ⅵ.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

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44호, 2020. 12.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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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2년 3월 1일]

[개정: 2016년 3월 2일]

제 1 장  총칙

제 １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 계획 수립

제 ２조(연간학사일정)

교무회의는 본교의 여건에 교육 및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연간학사일정을 수립한다.

1. 1학기 학사일정

1) 입학식/O.T/개강/장학금 수여식 (3월)

2) 졸업여행 (4월)

3) 졸업생초청간담회 (5월)

4) 1학기 중간고사 (4월~5월)

5) 1학기 기말고사 (6월)

6) 하계방학/체험연수/교직원 연수 (7월-8월)

7) 등록기간/하계특강 (8월)

2. 2학기 학사일정

1) 개강/장학금 수여식/취업설명회 (9월)

2) 현우대동제 및 체육대회 (10월)

3) 중간고사 (10월) 

4) 졸업전시회 (11월)

5) 동계방학 (12월-2월)

6) 동계특강/등록기간 (1월)

7) 수강신청/졸업식/학위수여식 (2월)

제 ３조(기본 교육계획의 수립)

교무회의는 취업현장과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수렴 분석하여 본교의 기본교육 방향을 수립

하고, 아울러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 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제 ４조(연간 훈련계획서)

노동부의 훈련이수 기준과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연간훈련계획서를 작성한다.

제 ５조(교과목 편성)

학부장은 학칙과 교무회의에서 정한 기본 교육 방침에 의거 매 학년 신입생들의 4학기 학

기별 학점인정교과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학기 중 매주 토요일과 방학 중 4주간 동안 본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스쿨의 운영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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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 학기 마다 2과목의 통신수업 교과목을 편성하여 본교에서 정하는 학점으로 인정한

다.

제 3 장  교육편성

제 ６조(교강사 배정)

교과목을 배정할 때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1. 교과목과 가장 유사한 전공분야의 교강사를 배정한다.

2. 과목수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해당 교과목에 대해 이전 학기 교육경력이 있는 교강사를 우선 배정한다. 

4. 학점은행 교과목의 경우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강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단, 교강사 자격요건은 ‘교원인사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７조(시수 배정)

교원의 시수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No 시기 내용

1 개강 2개월   전
1. 학급 수 변경 신고(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급 수 1차 확정)

2. 교강사 변경내역 진흥원에 1차 보고(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 개강 1개월   전
1. 운영교과 초안 작성 (교 강사, 이수자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 작성)

2. 학급별 외부 수강과목 1차 확정 (KBS, 사이버, 서울경희, 계열별 전공수업)

3
등록기간

(한달 전 or 2주전)

1. 등록금납입증명서 발급 시작

2. 학습과목별 수강료 확정(커리큘럼 변경 금지)

3. 반편성 시작

4 개강 3주전
1. 계열에서 시간표(교내 및 외부) 확정

2. 교강사 확정

5 개강 2주전

1. 교강사 변경신고서 제출 

2. 신규 교강사 이력서 및  증명서 제출 (전공연관성, 경력연관성, 필요경력 확인) 

3. 학급수 확정(1차 반편성 완료)

6 개강 1주전
1. 변경신고에 따른 미비서류, 대기, 탈락 통보에 따른 보완 및 변경신고 서류 제출

2. 학습자 학습비 납부(개강 전) 등록 시 수업계획서 연람 및 학습자 “동의. 확인”

7 개강 3일전

1. 운영교과 확정서류 계열에 회람 확인

2. 2주전 진흥원 보고 후 변경내역 작성 회람

3. 교강사 진흥원 사이트 등록여부 확인

8 개강 2일전
1. 학생신상리스트 1차 제출

2. 외부 학점 수강기관 학생명단 1차 발송, 개강전 등록 완료

9 개강 1일전
1. 노동부출석부 제출 (시작인원확정, 교양미수강, 수강대체, 수강추가 확정,

  교양비, 실습비 최소납부 명단 확정, 분납약정서, 납입약정서 제출 완료)

10 사전보고 전 1. 사전보고 시 발생하는 오류 정정(입력오류, 기준 시수 초과, 퇴사)   

11
외부수강

100% 환불자 확정

1.    외부 학점수업 미수강 확인

2.    학기초 휴제적 발생 학생 명단 확인

3.    외부 수강 운영교과 확정 정리

 [표 49] 학기 초 수강 인원 확정 절차



- 336 -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1. 교원 1인에 대해 주당 24시간 이상을 넘지 않는다.(이론만 강의 할 경우 18시간)

2. 학부장 교수는 18시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편성한다. 

3. 교원 1인이 학급을 1학급씩 추가로 관리할 경우 3시간 씩을 감하여 편성한다.

4. 겸임교원의 경우에는 1학급의 지도교수 역할을 겸하여야 하며, 16시간을 넘지 않도록 

편성한다. 

5. 시간강사의 주당 시수는 12시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편성한다. 

6. 시수배정표는 별도의 양식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7. 기본 시수에서 추가되는 1시간 마다 20,000원을 추가로 급여에 지급하고, 기본 시수에

서 부족한 1시간 마다 14,000원을 급여에서 차감 지급한다.

제 ８조(시간편성)

학점은행제의 교양 및 본교에서 위탁하는 교양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상호 편성 가능

한 전공을 요일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편성한다. 학기별 시간표는 별도로 정하는 양

식을 따른다.

제 ９조(학급편성)

1. 1개 학급의 최대 편성인원은 40명을 넘지 않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방침과 사정에 

따라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학기 개강 전까지 등록금을 최소 30%이상 지불한 학생을 학기 시작 인원으로 확

정하여 정해진 학생 신상리스트 양식에 명단을 작성한다.

3. 학생신상리스트에 학번 주민번호 주소 집전화 핸드폰 E-mail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데이터는 전산실로 전달되어 모든 전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며, 담임교수는 

학사관리 프로그램에서 주소와 연락처의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실에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교육운영

제 10조(강의계획서)

학점은행제에 의해 편성된 교과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교수요목에 의거하여 강의를 계

획하고(평가인정신청 시의 강의계획안을 membe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1학기의 

교육내용을 주단위로 세분화 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강의계획서는 평가인정된 강의계획서

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는 양식을 따른다. 

제 11조(교안 또는 강의록)

1. 교과목별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학점인정과목의 경우 신규 및 

재평가 시에 비치자료로 사용된다.

제 12조(노동부 출석부)

1. 한 학기, 한 학급 단위로 기록되어 학급지도교수, 학부장 교수, 행정담당 직원, 행정실

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2. 학점인정 수업의 15주 4학기를 기준으로 기록하여 졸업까지 4권으로 편성한다.

3. 날짜 재적인원 출석인원 교과목명 지도교수명 및 휴학자 및 제적자 등을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기록한다.

4. 강의 시작 2주전에 등록 예정 인원으로 명단을 편성하여 강의 시작 전에 등록금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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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납부한 인원으로 확정하여 운영한다.

5. 노동부 출석부에서 학점인정 교과목은 학점인정이 아닌 교과목과 구분하여 운영교과를 

표기하고, 외부 기관 이수 수업과 교내 통신 수업 등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목을 

표기  한다.

6. 학급 단위로 기록된 노동부 출석부에는 한 학기 동안 해당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과 관련된 내용, 학생명단, 신상기록, 시간표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제 13조(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훈련과정 폐지 신청) 

1. 본교는 2008학년도까지 정보처리(120명), 컴퓨터산업디자인(120명), 인터넷(120명)으

로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09학년도 부터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응시 가능하게 되어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훈련과정을 폐지 신청함

2. 본교를 2008학년도 이전 졸업생은 해당 전공 분야의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함

본교 수료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현대직업전문학교->(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 응시가 가능함  

※ 산업기사 응시에 가능한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

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

자를 포함한다)

※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반드시 1학년과정을 수료해야만 하며, 4년제 대학의 경우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도 포함됨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

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

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

정받은 자 또는 동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

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 2008년 이전 졸업생은 41학점 이상 학점이 없어도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응시 가능

-> 1차 합격 후 2차 응시할 경우 본교 수료 증명서 첨부

단, 2008년 “(재)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 현재“(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로 학교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 할 것

제 14조(학점인정 출석부)

1. 출석부의 출결 상황은 매 시간 수업이 시작할 때 호명을 하고 지각, 조퇴, 결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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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하게 기입하며(표7) 결강 및 보강일 기입을 명확하게 한다.

2. 학급 지도교수는 과목 담당 교수가 체크한 학점인정 과목별 수기출석부를 매일 관리하

며, 출석인원을 확인하여 일일출결현황을 member 사이트에 입력하고, 학점인정 출석부는 

과목별로 작성하여 운영한다. 개강과 동시에 학사정보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다.

3. 과목 담당 교수는 종강 후 결석시수를 성적입력 전표에 정확하게 입력하여 출석점수와 

출석률을 확인하고 최종 고사운영 서류와 함께 담임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 교수

는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타 과정의 교수와 크로스 체크한 후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학사운영실에서는 이를 다시 정리하여 학사운영실에서 영구 보관한다. 

4. 출석부 운영 부실로 인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후관리에서 적발 시 본교는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업무 방해로 인한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파면 조치에 따라 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15조(보강계획서)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사가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보강 할 수 있으며, 수업의 

연장으로 현장학습 또는 교내, 교외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강으로 인정하여 함

께 참여한 외래 교수의 경우에도 강사료를 지급한다.

휴보강 계획은 학사정보시스템의 휴보강 게시판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며,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개강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16조(강의평가서)

1. 매 학기 전공별 중간,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학사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학생들 스스로 

해당학기 교·강사들의 수업에 대해 만족 여부를 체크 하도록 한다. 

2. 담당교·강사는 강의 평가서의 항목에서 나타나는 배점과 주관식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학기 강의에 반영하고, 상위10%와 20%에 속하는 강사는 강의료를 

인상하고, 하위 10% 이내에 속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차기 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거나 

[강의평가 저조에 따른 원인 및 개선보고서]를 받아 차기 학기 강의를 배정한다. 

제 17조(학적부)

1. 입학과 더불어 학적부의 기록은 학생 개인이 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상을 

작성하고 저장하여, 해당 지도교수가 이를 관리한다.

2. 학적부에 첨부되는 사진은 3.5cm * 4.5cm 해상도 150이상으로 작업하여 학급별로 행

정실에 제출하고, 행정실에서는 이를 웹에 일괄 등록한다. 학생의 신상이 변동되었을 경우

에는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지도교수는 학적부에 해당 변동내용을 수정하

여야 한다.

3. 휴·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임교수가 휴, 제적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학부장과 학장의 결재를 받아 학사운영실에서 학적부를 관리한다.

4. 복학한 학생은 담임교수의 상담을 통하여 작성된 복학원을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학적부기록은 본교에 영구 보존한다.

제 18조(학생상담)

학급 지도교수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성취도와 병역관계 및 졸업 후의 진로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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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1학기에 1회씩 웹기반 member 사이트

의 학생신상기록과 연결된 학생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9조(출결관리)

1. 모든 교과목 담당 교수들은 강의 시작 전에 매시간 출석을 체크 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는 1일 출석상황을 member에 입력하여야 하며, 행정실장은 학장에게 이를 보

고하여야 한다.

제 20조(휴학/자퇴 처리)

본교 재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를 원할 경우에는 지도교수는 상담을 한 후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학생 본인이 총무부에서 등록상황을 확인받아 작성한 휴학원/자퇴원을 학생증 및 구비

서류(자퇴원, 보증인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지도교수는 출석부에 제출한 서류에 기록된 

휴학일 및 자퇴일을 기록한다. 이때의 휴학 일은 휴학 시작 일로 작성한다.

2. 지도교수는 ‘지도교수 소견서’를 작성하여 학생이 제출한 서류와 함께 학부장에게 제출

하여 학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이 때 서류가 반려될 경우 재작성 해야 하며, 휴학 및 

자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학장이 최종결재를 한 후 학사운영실에서 학사관리 프로그램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서의 재학생의 수와 출석부에 매일 기록되는 재학생의 수는 동일해야 하며 이

를 처리하는 기간이 일주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본교는 중간고사 이전 휴학자는 복학 시에 휴학 전 등록을 인정하여 해당 학기로의 복

학을 인정하며, 중간고사 이후 휴학자는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휴학을 하더라도 기말고

사가 0점 처리되어(군 휴학자 제외) 다음 학기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5. 기말까지 성적이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학점이 너무 없어서 해당학기로 다시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한번 더 내야 해당학기로 복학이 가능하다.(등록을 다

시 하지 않는 경우는 청강이 되어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6. 1학년 1학기에는 중간고사 이전에는 휴학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다만, 담임 교수님께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여 군휴학, 병가, 집안사정으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일부 휴학을 인정한다. 

학교에서는 복학할 마음이 없는 학생을 휴학으로 잡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복학할 마음이 있는 학생을 강제로 자퇴 또는 제적을 시킬 경우에는 학교에 돌아

오지 않게 되므로 옳지 않다고 보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휴학을 인정한다. 

중간고사를 진행하면서 1학년의 경우 중간고사 이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담임교수님께서는 우선 휴학이 없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주고, 군휴학, 병가, 집안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복학할 확률이 높은) 학부장과 의논해서 휴학을 진행한다.

제 21조(분납자의 휴학/자퇴 처리)

1. 등록기간 : 개강 2주~4주전 

2. 개강 전 : 1/3 이상 분납(150만원)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사전보고 전 : 최소 교양비와 실습비를 납입하지 못한 학생은 미등록 제적 처리된다. 

4. 개강 후 한 달 : 최소 교양비와 실습비를 납입하고 사전보고 된 학생들은 1/3(150만원)

을 납입해야 하며, 모든 분납 자들은 학사운영실에 분납약정서를 제출한다. 

5. 중간고사 이전 : 등록금의 전부를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6. 중간고사 이후 11주차 화요일까지 66% 이상 미등록(낼 돈이 200만원 이상인 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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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함)인 학생은 담임교수님께서 12주차(화요일) 퇴근 전까지 "미등록 제적계"를 제출한

다.  

7. 11주차(일요일)까지의 등록한 학생의 명단을 12주차(월요일) 퇴근 전까지 확정하면, 미

등록 제적 대상자이며, 다음 날 납부하겠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명단의 대상자는 제적계를 

제출한다.

단, 미등록 제적계를 제출 한 후에 낼 돈이 200만원이 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금액이 입

금되는 학생에 한하여 제적을 취소하도록 진행한다. 

8. 미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학생들은 완납 예정일이 14주차(금요일)이 넘지 않도록 

분납약정서를 작성하여 총무부로 제출한다. (학사운영실에서는 분납 약정서를 받지 않는

다.) 마찬가지로 14주차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학생들은 15주차(화요일)까지 미등록 

제적계를 받아 진행한다. 

9. 1학기 분납자의 경우 2학기 등록 마감일까지 미등록 시에 제적계를 제출한다.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된 학생이 2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9월 5일) 1학기 등록을 완료

하고, 2학기 등록금 최소금액(교양비+실습비)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편입이 가능하다. 

10.미등록제적 처리되었던 학생이 다시 편입으로 재학생이 되는 경우에는 담임 교수님 재

량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유서

가 첨부되어야 한다. 

11.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등록금을 낼 의사가 있지만, 가정형편이 딱한 학생들은 첨부한

"채무이행서"를 작성하셔서 15주(화요일) 퇴근 전까지 학사운영실로 제출해 주셔야 성적처

no 시기 내용 비고

1 개강 전 1/3 이상 분납(150만원   이상)  

2 개강 2주 수요일 최소 교양비와 실습비를 납입하지 못한 학생은 미등록 제적 1차 미등록제적

3 개강 4주 한달 1/3 이상 분납(150 만원 이상) 분납약정서 미제출자 제출완료 분납약정서 제출 완료

4 8주 중간고사 등록금의 전부를 완납하고 시험응시  

5 개강 11주 66% 이상 미등록(낼 돈이 200 만원 이상) 미등록 제적 경고  

6 개강 12주 화요일 일부 분납이 안 이루어지면 미등록 제적 완료 2차 미등록제적

7 개강 13주 개강 13주차 금요일까지 완납이 안 이루어지면 미등록 제적 완료  3차 미등록제적

8 15주 기말고사

학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채무이행서” 제출 후 기말고사 응시 가능

기말고사 응시 후에는 제적이나 휴학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반드시 납부 해야 함

 

9 이전학기 분납자 해당학기 등록 마감일까지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  

10
미등록 제적의

편입학

담임교수님의 재량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며,

추후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유서 첨부
 

[표 50-1] 분납자의 휴학 및 자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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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가능하다. 

채무이행서는 학생이 서명하고 부모님께서 "보증인 1"이되며 담임교수님께서 "보증인 2"를 

작성한다. 이는 담임교수가 채무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그만큼 담임교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다. 담임교수는 15주차까지 분납자들의 제적계 또는 

채무이행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적이되는 학생의 경우 1학기의 남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는 것이며, 성적처리가 되는 학생의 경우 완납이 되지 않으면 2학기로 진학할 수 없

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학생이 완납이 될 때까지 담임 교수님께서 수시로 연락을 

해야한다. 

제 22조(재수강)

F학점을 교과목의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개별학습과목신청(추가수강)을 하여 1시간 

80,000원의 수강료로 한 학기에 2과목까지 추가 수강이 가능하다. 

제 23조(개별학습과목신청-교내)

해당 전공의 커리큘럼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학 이전에 수강한 중복과목을 대체하여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이를 재수강, 추가수강, 대체수강이 가능하다.

① 학위취득 및 학사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재수강으로 인한 추가 수강 신청 (재학생 

및 졸업생 1시간 80,000원 장학)

② 복학으로 인하여 과거 미취득학점 교과목이 커리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타학급에서 개

설된 교과목을 추가하여 수강 신청 (복학생 100% 장학)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개별학습과목 신청서를 제출한다.

학기당 24, 연간 42 이수제한 학점에서 넘치지 않도록 전체 수강학점을 확인한다.

기관 이수제한학점 전문학사 60학점, 학사 105학점을 넘지 않도록 신청한다.

수강 추가의 경우 최대 2과목까지 수강신청 가능하며, 2과목 이상 신청하는 경우는 교내 

성적증명서 첨부하여 신청하는 졸업생의 경우에 가능하다. 

제 24조(개별학습과목신청-교외)

① 기관이수제학학점(60학점) 수강으로 더 이상 교내 학점을 추가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

우 복학생 100% 장학으로 외부 교육 기관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 한다.  

② 복학으로 인하여 과거 미 취득 전공학점 교과목이 교내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외부교

육기관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 신청해야하는 복학생의 경우 100% 장학으로 수

강을 지원 한다.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수강추가과목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기당 24, 연간 

42 이수제한 학점에서 넘치지 않도록 전체 수강학점을 확인하고. 기관 이수제한학점 전문

학사 60학점, 학사 105학점을 넘지 않도록 확인하여 신청한다.

반드시 교내 성적증명서 첨부하여 교내 수강이 불가능한 사유가 증빙되어야 100% 장학 

지원이 가능하다.

제 25조(수강대체) 

① 복학/전과로 인하여 과거 취득학점 교과목이 커리에 편성되어 있어 타 학급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수강 신청하는 경우 본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② 복학/전과로 인하여 과거 취득학점 교과목은 아니나 학위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타학급

에서 개설된 교과목과 대체로 수강 신청하는 경우 본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동일한 교과목을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타학급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수

강 신청하는 경우 전적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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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학점교과목 및 외부에서 이수하는 교과목의 수강대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내학점인정교과목의 수강대체가 가능하며 성적증명서와 장학사정에 따라 대체된 

과목으로 적용된다.

※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개별학습과목 신청서를 제출한다.

※ 외부교육기관 교과목으로 수강 대체하는 경우 본교 성적증명서에 "외부과목이수"로 표

기된다.

※ 보훈 장학생의 경우 과목 대체로 인하여 장학금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소득공제금액이 수강대체 교과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환불이나 추가 납부 없음)

제 26조(편입학 장학) 

 ① 교양과목을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 시, 1학점 당 50,000원으로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5학점까지 편입학 장학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개강 후 1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편입학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전적대학 성적증

명서(교양 15학점, 외부교육기관 21학점 초과 수강된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전체 취합이 완료된 시점에서 장학금을 일괄 지급한다.

제 27조(추가수강 및 수강 대체의 운영)

교과목은 전공별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단, 학점인정 교과목인 경우 표준교육과정

에서 제시한 교과목에 대한 평가인정가의계획서 내용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해당 전공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에 맞는 내용으로 자율 편성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비학점 과목으로 편성 할 수 있다.

또한, 복학생 및 전적 대학 이수학점이 있는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에는 담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개별학습과목신청, 수강대체신청, 편입학 장학금 신청 등을 통하여 학생 개

개인의 수강과목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단, 학점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공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교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제 28조(제적처리)

1. 본교 재학생이 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제적계를 작성한 날짜를 

출석부에 기록하고,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 처리한다. 이 때 승인

을 받지 못하고 반려된 경우에는 훈련일지 출석부를 재작성 해야 하며, 휴학 및 자퇴는 인

정되지 않는다.(표7)

2. 제적 대상자는 사안에 따라 교내 게시판에 그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

3. 개강 전까지 등록 예정자로 명단이 포함되었다가 개강을 하면서 미등록으로 사전보고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새로 담임을 맡은 담임교수가 아닌 직전 학기 담임교수가 이

를 확인하여 미등록 제적을 완료한다.

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별표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 2항 관련)에 따라

[시행 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시 학습비의 반환이 없으므로 제적 및 자퇴 발생 시 지도 교수는 이를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중간고사 이후에는 가능하면 학업을 끝까지 마무리 하도록 지도한다. 

제 29조(학자금대출-KEB하나은행)

1.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2012년 7월 16일부터 KEB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학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진행할 수 있다.

2. 본교는 KEB하나은행 당산동지점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므로 당산역 사거리 디오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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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위치한 외환은행(2675-1111)을 방문한다.

3. 대출 준비 서류와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당산역 외환은행을 방문하면 은행 직원

에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4. 학자금대출 금리가 처음 공지했을 때보다 인하(7.7%->6.9% 고정금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5. 이전 학기를 정도로 높은 금리(12~15%)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도 외환은행에서 

6.9%로 대출이 가능하다.

- 이전에 대출받은 기관명, 대출금액, 학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추천서를 추가로 준비

해서 외환은행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담임교수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총무부로 보내면 학교

직인을 찍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대출받은 학자금을 외환은행에서 다시 대출 받을 경우에만 '추천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6. 학생의 차주는 부모님 또는 주민등록상 실거주를 같이하는 직계 가족이 가능하다.(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으로 증빙)

7. 차주가 3개월 이상의 근로 소득자 또는 사업 소득자이어야 한다.

8. 은행에서 신용조회를 통해 3개월간의 평균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이자로 나가는 비용

이 60만원 이상이 되면 대출 자격이 안된다.

 - 전문용어로 DSR이라고 하며 DSR 40% 이하와 60% 이하에 대한 대출금액이 다르다.

9.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님의 3개월 평균급여에서 이자로 사용되는 금

액이 60% 이하라면 첨부파일에 안내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외환은행(당산동지점)으로 방

문한다.

10. 대출이 완료되면 외환은행에서 바로 학교로 등록금을 입금하게 되고, 학생이 만약 환

불을 요청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절차대로 진행한 후 

총무부에서 학생에게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으로 입금하게 된다.

11. 학점은행제 평생교육협의회와 외환은행 본점과의 계약체결에 의한 학자금 대출제도이

다. 

*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희망홀씨 상품내용을 다운받아 출력해서 해당 서류

를 준비해서 외환은행 당산점으로 방문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제 30조(학사정보서비스)

1. 겸임교수 이상은 본인의 컴퓨터에 교내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지정된 사용자명

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본교 학생의 학적부와 교내성적 및 학점인정성적을 확

인할 수 있다. 

2. 본교 홈페이지의 학사정보서비스 메뉴에서 전임교수가 지정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성적입력 및 강의평가 결과를 확인할 할 수 있다.

3. 웹기반 학사관리는 전임교수가 지정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신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 상태와 성적 입력과 확인이 가능하고, 매 학기 임용되는 

시간강사 또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하여 성적입력과 자료실을 활용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4. 교무부에서 운영하는 ftp를 이용하여 학사운영 관련된 파일을 제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제 31조(시간강사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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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은 학기가 시작할 때 임명된 시간강사로부터 기존 강사가 아닌 경우 다음의 서류를 

개강 한달 전에 받아 학점은행제 교강사 자격 확인을 완료하고 급여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서류는 원본으로 시간강사규정과 교원인사규정에 따

른 필요 서류를 개강 후 한달 이내에 제출한다.

1. 이력서

2. 기본증명서

3.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국민은행(반드시)으로 급여를 입금할 통장사본 

제 32조(시간강사의 학사운영 안내)

학부장은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을 시간강사에게 알려주어 학사운영이 원활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시간강사는 강의 개시 전에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강의가 시작되면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기 초에 학부장에게 파일과 출력물로 제출

하고 강의가 시작되면 반드시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3. 시간강사는 개강 전 출퇴근 지문 등록을 완료하고 수업시작과 수업종료 시에 강의장 건

물 입구에 설치된 지문등록기에 체크를 해야 한다. 수업 시작 시에 출근을 확인하고, 수업 

종료 시에 퇴근을 확인하여 지문으로 인식 작업을 한다.

4. 부득이하게 수업시간과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와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업계획

서 및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학부장에게 2주전에 알려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학사정보시스템 휴보강 게시판에 입력한다. 

5.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사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하여 자료실의 공지사항과 본교 고사

운영 규정을 숙지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실행한다.

제 33조(시간강사의 학사관리 프로그램 이용)

1. 개강 2주 전부터 종강 4주 후까지 member “학사정보서비스”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

하여 ID와 PW를 발급받아 로그인 할 수 있다.

2. 로그인하면 학사관리 메뉴의 자료실을 클릭하면 해당학기의 학사일정과 강의계획서 및 

성적처리 관련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3.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는 성적입력 아이콘을 이용하여 담당 교과목의 성적을 입

력해야 한다.

4.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 실시하는 강의평가의 결과는 본교 홈페이지 학사관리 아

래 /member/학사정보서비스 / 에서 같은 ID와 PW로 로그인하여 강의평가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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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학사정보서비스 로그인 페이지

제 34조 (경위서와 시말서)

1. 학사관리상의 경미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학장은 담당교수와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2. 매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위서 제출 내용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유가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시말서를 제출하는 사안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학장님께 보고

하여 결재 후 권고사직이 가능하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46 -

[그림 14-1] 2008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훈련과정 폐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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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2008년 이전졸업생 본교 수료증명서로 산업기사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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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2] KEB하나 학자금 대출 내용

※ 위 내용은 당해연도 사정에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출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 

(CB6~10등급은 4천만원 이하) 및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중인 학생과 학부모

대출한도
최대 25백만원

- 학비 용도 범위 내 : 등록금, 입학금, 교재비, 기숙사비, 학생회비 등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6.90% [2016.02.15.현재]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이내) : 5년 이내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 서류 학비 용도 증비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

(대출보유 

기간 중)

혜택 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혜택 2.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인터넷, 폰,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수수료(같은 은행기기 이용 시) 면제

혜택 3. 대출받은 이후 연체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 금리감면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년 경과 시점부터 과거 1년간 연체일수 10일 이내인 경우 0.3%씩 최대 연 1.2% 금리 감면

유의사항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

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거래 미약정, 미충

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2675-1111

FAX수신거부 080-090-1111

팀장 강민아, 대리 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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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천    서

학 생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자택주소

④ 자택전화번호 (    )     -             /    H.P :     -      -     

⑤ 과정 및 학년

추  천  요  지

위 학생은 열의를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모범이 되므로 2012년도 귀 

은행의 대출금 신청자로 추천합니다. 

    * _ _ _ _ _에서 받은 대출금(  _ 백만원)을 20_ _ - _ 학기 학자금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외환은행 학자금 대출로 전환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교수 :             (인) 또는 서명 )

위의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재)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위 학생을  외환은행의 2021  년도 학자금 대출자로 추천합니다.

  2021  년    월    일

   외환은행  당산역지점장 귀하

[서식 48]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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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9-1]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에 대한 학습자등록 자격신청 심사 이전 입학허가 신청서 양식(본교서식)

학습자등록 자격신청 심사 이전 입학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    공

주    소             (전화)

학위

종류
교육인적자원부장관명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학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12학제)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류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심사를 받아 학습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 중, 고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원본 & 한글번역공증서 등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을 경우    

   학습자등록신청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위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학습자등록 자격이 완료되기 이전에 입학을 신청하는 본인은 학점은행제 학위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학습자등록 자격심사를 통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학위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1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학부모  성명:                      (인)

                      담   당   자:                      (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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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고등학교 졸업 학습자등록 

신청서류 확인서

학위취득 예정일**

         년   (전기, 후기)

신청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휴 대 폰

신청전공 (학사, 전문학사)

준비서류 구비 여부

학습자등록

신청 서류

본교 작성 서류  1. 학습자등록신청 구비서류 확인서

진흥원 

작성 서류

 1. 학습자등록신청서

 2. 학습자등록신청 위임장

 3.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신청

구비서류

 1. 등본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국내최종학력증명서

 4. 국외학력졸업증명서 

 5. 국외성적증명서

 6. 학력인정확인서

 7. 외국인의 경우 추가서류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국적증명서, 우리나라의 외국인등록증)

준비되지 

않은

추가서류 세부내역*

번호 준비해야할 추가서류 목록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본인은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야 학습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 부 지도 교수
학사운영실 

담당

학 과 연 락 처 연 락 처

[서식 49-2] 외국고졸업자 학습자등록신청 서류 확인서(본교서식)

(재)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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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대 학사운영 확인서(재학생용)
학급명 전공명 이름

1.  아래는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학점입니다.

    (본인이 학습자등록 시 신청한 해당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의 전공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학위 본인의 학점은행제 전공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일선학점 총 취득 학점

전문학사 15 45 20 80

학사 30 60 50 140

2.  학점은행제는 (  학 점 인 정 등 에 관 한 법 률  )(법률제13229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

   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  학 점  )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

   적 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  학 위  ) 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사이트(www.cb.or.kr)에서는 학점인정등에관한 (  법 률  ), (  학 점 설 계  ) 안내,

   학습자의 ( 성 적 정 보 )검색, 평가인정 전공의 (  전 공 필 수  ) 과목에 관한 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1년 중 (  1  )월,(  4  )월,(  7  )월,(  10  )월 총 4번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중 학점은행제 학위신청기간은 상반기 12월 15일~1월 15일, 하반기 6월 15일~7월 15일 입니다.

3.  성적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률이 (  8 0  )% 이상이고 점수는 (  6 0  )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석점수는 전체성적에서 20%를 넘지 못하며 총시간에서 (  8 0  )% 이상 출석해야 학점이 인정됩니다. 시험지는 반드시 (  볼 

펜  )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는 경영 전공 학생입니다. 본교에서 총 66학점, 외부교육기관에서 15학점을 수해서 총 81학점을 이수했으며, 학점

의 구성은 경영 전공의 전공필수를 포함해서 전공 점수를 60학점을 이수하고, 교양 학점을 21학점 이수했다면 이 학생은 

경영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  없 습 니 다  ) 그 이유는 본교에서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 시 본교에서 수강할 수 있

는 최대 이수 인정 학점이 60학점이며, 따라서 외부 교육 기관에서 20학점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5.  자퇴 시 학습비 반환기준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91호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2항 

관련별표)에 따라 반환합니다.

6.  전적대학 학점보유자 또는 기존대학 졸업자가 본교에 전문 특화 교육 및 전문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입학한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퇴한 대학의 학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수료(학점당 1,000원)와 함께 (  제 적 증 명 서  )

     와 (  성 적 증 명 서  )가 필요합니다.

  ¡ 전적대학 교양학점이 있는 학생들은 (  성 적 증 명 서  )를 제출하면 편입학 장학금이 있습니다.(1학점 5만원)

  ¡ 학사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  개 별 과 목 수 강 신 청 서  )를 제출하여 추가로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간 이수제한 (  4 2  )학점, 학기당 이수제한 (  2 4  )학점을 넘지 않도록 수강 합니다.

   주의! -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전적 대학의 학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할 때 

    최종학력을 대졸로 등록하고 타전공이수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본 확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학점은행 제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였습니다. 위 내용관련하여 본인

의 부주의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학위를 받지 못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식 50] 서울현대 학사운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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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1] 학점인정신청서(본교서식)

학     점     인     정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위
□ 학사    □전문학사　

전   공 　

학점원 및

신청학점  

학      점        원
신 청

학점
계

 1.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 　

　

 2. 자격증 취득 　

 3. 독학사시험 합격 　

 4. 독학사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 　

 5.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6. 시간제등록 이수 　

 7. 중요무형문화재 인정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

학습구분 학습과목명 학점 이수 연월일
교육훈련기관

명

　 　 　 　 　

　 　 　 　 　

　 　 　 　 　

　 　 　 　 　

　 　 　 　 　

　 　 　 　 　

　 　 　 　 　

　 　 　 　 　

　 　 　 　 　

　 　 　 　 　

시간제 등록 이수

학습구분 학습과목명 학점 이수  연월일 대학교명

　 　 　 　 　

　 　 　 　 　

　 　 　 　 　

　 　 　 　 　

자격증 취득

학습구분 자격종목 및 등급 학점 취득 연월일 발급기관명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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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2] 휴학원

  

접수번호:휴20    -        

휴     학     원

　 계          열: 　 전            공: 　 　

　 학          번: 　 성            명: 　 　

　 학          년(반):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 　 비  상    연  락: 　 　

　 주         소: 　 　

　 휴 학 기 간 : 2021   년   월     일 ∼ 2021   년     월   일 　

　 복학예정학기 : 1 학년 2 학기 (복학예정일:20     년    월    일) 　

　 　

　

휴

학

사

유

　 ※ 일반 휴학의 경우에는 휴학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 및 질병에 의한 휴학은 별도의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복학시 휴학금 및 등록금의 환불은 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본교 학칙 제21조에 의거하여 휴학원을 제출합니다.

※ 유 의 사 항.

1) 휴학기간 중에 휴학자의 신상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본교 총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의 1)항목을 준수하지 않아 내용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와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 제 24조에 의거하여 제적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등  록    사  항

1-1 1-2 2-1 2-2

보 호 자 : (인)

지 도 교 수 : (인)

총 무 부 담 당 확 인 : (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결 

재

담당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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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학  사  유  서

　 　

　
본교 학칙 제21조에 의거하여 휴학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계 열: 전 공:

　

　
학 년(반) 성 명:

　

　 　

　
사 유:

　

　 　

　 　

       년      월       일

성 명 : (인)

보 호 자 : (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서식 53] 휴학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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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4] 휴학변경사유원 

접수번호:휴20    -        

휴 학 변 경 사 유 원

　 계          열: 　 전           공: 　 　

　 학          번: 　 성           명: 　 　

　 학          년(반):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 　 비  상   연  락: 　 　

　 주         소: 　 　

　 변경전 휴학기간: 2021   년   월     일 ∼ 2021   년     월   일 　

변경후 휴학기간: 2021   년   월     일 ∼ 2021   년     월   일

　 복학예정학기 : 1 학년 2 학기 복학예정일:2021     년    월    일 　

　 　

　

휴

학

사

유

　

※ 휴학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복학시 휴학금 및 등록금의 환불은 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본교 학칙 제20조에 의거하여 휴학변경사유원을 제출합니다.

※ 유 의 사 항.

1) 휴학기간 중에 휴학자의 신상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본교 총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의 1)항목을 준수하지 않아 내용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와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 제 24조에 의거하여 제적될 수 있습니다.

2021    년      월       일

성  명 : (인)

지 도 교 수 : (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결 

재

담당 교무처장

  



- 357 -

학 부 모 동 의 서

본교 학칙 제23조에 의거하여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계       열: 전     공  :

학   년(반): 성     명  :

내       용:

    년      월     일    

성    명 : (인)

학  부  모 : (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서식 55] 학부모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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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6] 복학원

복     학     원
　 　

　 계       열: 　 전       공   : 　 　

　 학       번: 　 성       명   : 　 　

　 학   년(반):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
　 비  상  연  락: 　 　

　 주      소: 　 　

　 　

　

학

적

사

실

확

인

휴학기간

등록횟수

2021   년    월    일~2021   년   월   일

     학년    학기까지   총    회  등록

　

　 　

　 입학 년월일  20       년       월       일 　

　 휴학당시

사       유

(구  체    적)

　

　 　

　 　

　 본교 학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복학원을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    명  : (인) 　

　     학년   학기복학 총무부 담당확인 : (인) 　

　 휴학금 :           원 　

　 　

　 　

　 복학편성학급: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접수번호 : 복 20    -               

결 

재

담당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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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8] 전과원

접수번호 : 전과20    -               

　 　 　 　 　 　 　 　 　 　 　 　 　 　

전     과     원

　 　

　 계          열: 　 전       공   : 　 　

　 학          번: 　 성       명   : 　 　

　 학      년(반):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 　 비  상  연  락: 　 　

　 주         소: 　 　

　 　 　 　 　

　

학
적
사
실
 
확
인

이전과정
등록횟수

      년   월   일~      년   월   일

    학년    학기까지   총    회  등록

　

　 　

　 입학 년 월 일          년       월       일 　

　 전과 편성 학급 　 　

　 전과 편성 학기         학년         학기 　

　
사      유
(구체적) 　 　 　 　 　 　 　 　 　 　

　 　

　 본교 학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전과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총무부 담당확인 : (인) 　

　 　

　 　

　  * 변경 전 전공 * 변경 후 전공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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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8] 편입학원

접수번호 : 편입 20    -               

　 　 　 　 　 　 　 　 　 　 　 　 　 　

편   입   학   원
　 　

　 계          열: 전       공   : 　

　 학          번: 성       명   : 　 　

　 학      년(반):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 　 비  상  연  락: 　 　

　 주         소: 　 　

　 　 　 　 　

　

학

적

사

실

확

인

이전학교
등록횟수

2005년  4 월   11 일~  2005 년    1월  31 일

   2 학년  1 학기까지   총  3  회  등록

　

　 　

　 입학 년월일    2004  년     3  월    2   일 　

　 제적당시
사       유
(구  체  적)

미등록
　

　 　

　 　

　 본교 학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재입학원을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      명  : (인) 　

  2 학년  1 힉기 편입학 총무부 담당확인 : (인) 　　

　　

　 　

　 　

　

편학편성학급: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결 

재

담당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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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납 약정서

 << 기 재 사 항 >>

학    번 성   명 전   공

반 / 번호  /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분 납  사 항 
1차납부일 :           

2차납부일 :    월    일까지납부예정

      상기 본인은  2021 학년도  제   학기 등록을 위 분납사항에 맞춰 등록을 필할 것을 서약하며 완

납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사항(제적 또는 유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 1차분납사항 ★

 

     년     월     일

본      인 :              (인)

보  호  자 :              (인)

지도  교수 :              (인)

    학  부  장 :              (인)

  

등록금

실 습 비

학생회비

교양교육비

졸업준비금

총 액  \

장학금

  ★ 2차사항 ★

남은
금액

 \

(장학금액 빼고 기입)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서식 59-1] 등록금분납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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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9-2] 등록확약서

등 록 확 약 서

 << 기 재 사 항 >>
학    번 성   명 전   공
반 / 번호  /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약정 사항 납부일 :    월    일까지 납부예정

      상기 본인은  2021  학년도  제   학기 등록을 위 약정사항에 
맞춰 등록을 필할 것을 서약하며 약정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못할 경
우 발생하는 사항(제적 또는 유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 합니다.

 
    2021 년     월     일

본      인 :              (인)
보  호  자 :              (인)
지도  교수 :              (인)

    학  부  장 :              (인)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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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0] 자퇴원

접수번호 : 자퇴 20    -               

　 　 　 　 　 　 　 　 　 　 　 　 　

자     퇴     원

　 　

　 계          열: 　 전       공   : 　 　

　 학          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주          소: 　 　

　 자  퇴  일  자: 　 　

　 　

　

사  유

　

※ 자퇴 사유는 가급적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학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자퇴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보  호  자  : (인) 　

　 지 도 교 수 : (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결 

재

담당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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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1] 제적계

접수번호 : 제적 20    -               

　 　 　 　 　 　 　 　 　 　 　 　 　

제     적     계

　 　

　 계          열: 　 　 　 전         공: 　 　
　 　

　 학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주          소: 　
　

　 제  적  일  자: 　
　

　 　

　

지

도

교

수

소

견

미등록 제적

　

　 ※ 소견은 가급적 상세히 기재 바랍니다. 　 　 　
　 　

　 　

　 본교 학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제적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도 교 수 : (인)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결 

재

담당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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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2] 미등록일괄제적계

미등록 일괄 제적계미등록 일괄 제적계미등록 일괄 제적계   

(재)서울현대전문학교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적계를 제출합니다.

 

1. 학 부 명 :                    

 

2. 미등록 제적자 명단

 

2. 지도교수 소견

위 내용으로 제적계를 제출하오니 검토 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월     일

 

담 당 교 수 :                  (인)

학  부   장 :                  (인)

학       장 :                  (인)                  

No 학급명 학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1 호텔경영1-2
    

 

2       

3       

4       

5       

6       

7       

8       

9       

10       

 

결 

재

담당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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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3] 미등록제적변경사유원

접수번호 : 제 20    -               

미등록 제적 변경 사유원

     계        열 :                         전       공 :                  

     학        번 :                         성       명 :                   

     학     년(반) :    GD1-1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20   학년도  학기 분납 약정 진행 내역

    1차 분납 내역 : 2009년    월    일, 일금              원  

    2차 분납 내역 : 2009년    월    일, 일금              원

    3차 분납 내역 : 2009년    월    일, 일금              원

    완납 예정일 :  2009 년  11 월   27 일

사

유

 위 학생은 성실하게 학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의지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 동안, 위와 같이 약정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였으며,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납하겠다는 약정서를 첨부하여 

 미등록 제적 변경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미등록 제적을 변경 합니다.

                                    2021 년      월      일

               

                                지 도 교 수 :           (인)

                                학  부   장 :           (인)

   첨부 1. 완납 예정에 대한 약정 내역        

서   울   현    대   직   업   전   문  학   교   장 귀하

결 

재

담당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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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4] 채무이행서

채 무 이 행 서

 << 기 재 사 항 >>

학    번 성   명 전   공  

반 / 번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분 납  금 액  

      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제   학기 남은 등록금(분납금액)에 대하여     월   일까지 지급할 것

을 서약 합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01-0544-611(예금주:서울현대전문학교)

  

  

2021  년    월    일

본        인 :              (인)

보 증 인 1              

학 부 모 성명:              (인)

주  민  번 호:

주         소:

보 증 인 2   

담임교수 성명:              (인)

주  민  번 호:

주         소: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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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5] 등록금환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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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6] 등록금환불요청서(개별학습수강 학습자용)

등록금 환불 요청서
(개별학습수강 학습자용)

 << 기 재 사 항 >>

접수구분 단체(   ) 개인(   ) 과   목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입 금  계 좌

환불일자      년    월     일
환 불 금 액

(담당자 기재란)
 

      상기 본인은  2021 학년도 제   학기에  위 과목에 등록을 

      필하였으나 환불을 요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서 류 ★ 

   1. 환불받을 통장사본 1부 

   2. 신분증 

  

                                                   년     월     일

            

                                                        본      인 :                 (인)

                               담  당  자 :                 (인)

                                  부  서  장 :                 (인)

                                  학      장 :                 (인)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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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7] 교양교육비 및 실습비, 학생회비, 졸업준비금 환불 요청서

실습비 환불 요청서

 << 기 재 사 항 >>

학   번 성  명 전  공

반 / 번호 /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입 금  계 좌

사    유   휴학으로 인해 실습비 환불요청

          상기 본인은   2021 학년도 제   학기 등록을 필하였는바             

          위의 사유에 의거 환불을 요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서 류 ※

   1. 등록금 납부영수증

   2. 환불받을 통장사본 1부

   3. 신분증

                                                   년     월     일

본      인 :                 (인)

보  호  자 :                 (인) 

지도  교수 :                 (인)

학  부  장 :                 (인)

학      장 :                 (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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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8] 교재영수증

교재영수증(샘플)

2013  학년도  1학기 교재 리스트

 과정 :  헤어/방송분장/피부미용/스타일리스트

 학년 : 1

순번 교재명 출판사  금액  확인 

1 피부미용사 필기시험 총정리 문제 크라운 출판사 \13,000 　

2 　 　 　 　

3 　 　 　 　

4 　 　 　 　

5 　 　 　 　

6 　 　 　 　

7 　 　 　 　

8 　 　 　 　

9 　 　 　 　

10 　 　 　 　

총 금액  \          13,000 

2013년 3월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미용예술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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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  관  명  근 무 부 서

소  재  지

직      위  담 당 업 무

용        도   학 교 제 출 용

상기와 같이 현재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 근무지의 직인, 사용인감이 아닌 부서장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대신하는 경우 부서장의 명함

     (또는 본인 명함)과 자필 추천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담임교수님께서는 부서장의 직장 전화번호를 통하여 졸업생의 근무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서식 69] 근무확인서

근 무 확 인 추 가 서 류

부서장 명함(또는 본인 명함)

부서장 추천서

                    는   

  본인과 같은 부서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점은                                                  입니다.   

  그의 장점을 살려서 더욱 노력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서장 :                (인)

 
근무 확인 내역

  본 근무지 전화로 연결하여 졸업생과 통화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기록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담임교수 :                    (인)

[서식 70] 근무확인서(별첨-명함 및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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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1] 의료비 신청 경위서

의료비 신청 경위서

※ 첨 부 서 류 ※

1. 의료비 영수증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1부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등본 첨부.)

년    월    일

　　　성    명 :　　　　　　(인)　　　　　　　

지도교수 :　　　　　　(인) 

학 부 장 :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열 / 과정

학       번

연  락  처

사 고 경 위

의료비 총액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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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2] 시수배정표 

[서식 73] 출석부 표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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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4] 운영교과편성표(노동부 출석부)

[서식 75] 학점인정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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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7] 학점관리대장 

[서식 76] 탈락 우려 예정자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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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마케팅4학기교과목계획(관광경영전공)

20 학번(국제관광통역)

분

류

1학년 2학년

누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교과목 학점 시수 교과목 학점
시

수
교과목 학점 시수 교과목 학점 시수

전

필

관광학

개론
3 3

관광서

비스론
3 3

관광법

규
3 3

여행업

실무
3 3 　

　 　 　
문화관

광론
3 3 　 　 　 　 　 　 　

　 　 　 　 　 　 　 　 　 　 　 　 　

전

선

관광영

어 I
3 4

관광영

어II
3 4

관광마

케팅
3 3

관광현

장실습
3 6 　

관광일

본어I
3 4

여행사

경영론
3 3

국제관

광론
3 3

관광중

국어Ⅰ
3 3 　

인간관

계론
3 3

관광일

본어Ⅱ
3 4

호텔경

영론
3 3 　 　 　 　

서비스

매너
3 3 　 　 　

항공실

무론
3 3 　 　 　 　

　 　 　 　 　 　 　 　 　 　 　 　 　

일

선

　 　 　 　 　 　 　 　 　
외식산

업론
3 3 　

　 　 　 　 　 　 　 　 　
이벤트

원론
3 3 　

　 　 　 　 　 　 　 　 　 　 　 　 　

교

양

체육Ⅰ 3 5 체육Ⅰ 3 5 체육Ⅰ 3 5 체육Ⅰ 3 5 　

사이버

1
3 3

사이버 

1
3 3

사이버 

1
3 3 　 　 　 　

학점인정 학점 

계
21 25 　 21 25 　 21 23 　 18 23 81

전

일

　 2 5 　 2 5 　 　 　 　 　 　 　

　 　 　 　 　 　 　 　 　 　 　 　 　

　 　 　 　 　 　 　 　 　 　 　 　 　

　 　 　 　 　 　 　 　 　 　 　 　 　

기

외

　 　 　 　 　 　 　 　 　 　 　 　 　

　 　 　 　 　 　 　 　 　 　 　 　 　

　 　 　 　 　 　 　 　 　 　 　 　 　

기

기

시사

특강

(통신)

1 3

워드프

로세싱

(통신)

1 3

정보검

색실무

(통신)

1 3

사무

관리론

(통신)

1 3 　

　 　 　 　 　 　 　 　 　 　 　 　 　

　 　 　 　 　 　 　 　 　 　 　 　 　

기

교

문서

관리

(통신)

1 3

컴퓨터

활용

능력

(통신)

1 3

마케팅

원론

(통신)

1 3

조직

행위론

(통신)

1 3 　

　 　 　 　 　 　 　 　 　 　 　 　 　

　 　 　 　 　 　 　 　 　 　 　 　 　

비 인정학점 

계
2 11 　 2 11 　 2 6 　 2 6 8

합         계 23 36 　 23 36 　 23 29 　 20 29 89

[서식 78] 커리큘럼 작성표(4학기 교과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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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강의 시간표(학급별시간표)

학급명: FS1-1

교시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9:00 푸드스타일링실습 　 　 　 　

~ 푸드실AB01 　 　 　 　

9:50 김덕환 　 　 　 　

2

10:00 푸드스타일링살습 음식문화의이해 　 식음료개론

~ 푸드실AB01 S203 　 S203

10:50 김덕환 유한나 　 정태완

3

11:00 푸드스타일링실습 음식문화의이해 　 식음료개론

~ 푸드실AB01 S203 　 S203

11:50 김덕환 유한나 　 정태완

4

12:00 푸드스타일링실습 음식문화의이해 　 식음료개론

~ 푸드실AB01 S203 　 S203

12:50 김덕환 유한나 　 정태완

5

13:00 푸드스타일링실습 　 　 　 　

~ 푸드실AB01 　 　 　 　

13:50 김덕환 　 　 　 　

6

14:00 　 　 외식산업론 한식조리실습I

~ 　 　 S203 푸드실AB01

14:50 　 　 정상태 최혜진

7

15:00 　 　 외식산업론 한식조리실습I

~ 　 　 S203 푸드실AB01

15:50 　 　 정상태 최혜진

8

16:00 　 　 외식산업론 한식조리실습I

~ 　 　 S203 푸드실AB01

16:50 　 　 정상태 최혜진

9

17:00 　 　 　 한식조리실습I

~ 　 　 　 푸드실AB01

17:50 　 　 　 최혜진

10

18:00 　 　 　 한식조리실습I

~ 　 　 　 푸드실AB01

18:50 　 　 　 최혜진

[서식 79] 강의시간표



- 379 -

[서식 80] 보강계획서

   보강계획서
처
리
부
서

담 당 교무처장

휴강 사항 보강 사항

학급 교과목
날

짜

요

일
시간 교강사 교과목

날

짜

요

일
시간 교강사

HC1-1 외식산업론 8/1 월 오전1교시 홍길동 외식산업론 8/2 화 오전1교시 홍길동

휴강 사유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서 류

1. 휴강관련 증빙서류.

2021 년     월    일

지도  교수 :                (인)  

학  부  장 :                (인)

학      장 :                (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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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1] 공휴일 휴보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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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2] 행사 보고서(사후)

행 사 보 고 서(사후)

제    목 :

결

재

담  당 학 부 장 학 장

작 성 자 : 

작 성 일 : 2021  년   월   일

업

무

계

획

 시 행 일 시:  초 기 예 산:

 시 행 장 소:  실 소요비용:

 목       적:  차       액:

 예상참여인원:                         실제참여인원:

 업 무  개 요:

 붙        임:1. 기안 사본 1부.

              2. 사후평가서 (교직원, 학생)

              3. 행사 참고 사진 (선택사항) 1부. 끝.

효

과

개 

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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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운영보고서 특강시수집계표

 특강 기간 : ~

< 첨부 >

1. 특강 기안 사본 1부.

2. 특강출석부사본  1부.

3. 신규외래교수의 경우 이력서  및 국민은행통장 사본 1부.

계열명 교강사명
수업외

(10,000)

외래교수

(20,000)

휴일

(30,000)
계 금액 확인 비고

관광매

니지먼

트

　 　 　 　 　 　

　 　 　 　 　 　

　 　 　 　 　 　

　 　 　 　 　 　

관광외

식산업

계열

　 　 　 　 　 　

　 　 　 　 　 　

　 　 　 　 　 　

　 　 　 　 　 　

　 　 　 　 　 　

　 　 　 　 　 　

게임/IT

정보계

열

　 　 　 　 　 　

　 　 　 　 　 　

경영행

정계열
　 　 　 　 　 　

디자인

계열

　 　 　 　 　 　

　 　 　 　 　 　

산업예

술계열
　 　 　 　 　 　

계 　  　 　 　

[서식 83] 특강운영보고서 특강시수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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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운영 및 성적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2년 3월 1일]

[계정: 2021년 3월 2일]

 

제 1 장  총 칙

제 １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장  고사운영

제 ２조(목적)

      본교에서 시행되는 각종 고사를 공평하게 처리하고, 또 그 적용목적에 가장 부합한 문제를 

출제하여 성적평가의 적합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제 ３조(고사운영위원회)

      학장이 고사운영장이 되며, 행정실장과 학부장 및 기타 필요한 수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４조(적용범위)

      당해 학기 개설 과목에 대하여 고사를 운영한다.

      모든 교과목들은 해당양식에 준하여 문제를 만든다.

1. 학수번호 표기

각 전공에서 개설하는 모든 교과목들은 다음과 같은 학수번호로 분류된다.

2. 문제유형 표기

모든 문제는 객관식, 주관식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3. 출제년도, 학기 시험구분 표기

시험을 출제한 연도, 학기 및 중간/기말고사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 ５조(수업)

가. 수업방법

- 수업은 주간수업 및 야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현장실습수업 등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

른 심각 경보(이하 "심각 경보"라 함)가 발령되어 대면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단, 본교 

비대면 수업 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강사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나. 교육과정 및 교재선택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당 학점 

및 강의시간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교육교재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재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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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명 학수번호 과정명 계열명 학수번호 과정명

정보처리

101 프로그래밍

호텔조리

1101 호텔조리(2년)

102 멀티미디어 1102 호텔한식

103 게임정보미디어 1103 호텔서양요리

인터넷정보

201 인터넷정보 1104 호텔중식조리

202 웹마스터 1105 호텔외식경영

203 전자상거래 1106 호텔조리(4년)

컴퓨터산업디자인

301 산업(그래픽)디자인 1107 마스터쉐프

302 인테리어디자인
제과제빵

1201 호텔제과제빵

303 시각디자인 1202 빠띠시에

304 건축디자인

식공간연출

1301 푸드스타일리스트

정보비서 401 비서 1302 파티플래너

뷰티예술

(미용)

501 방송스타일리스트 1303 식공간연출

502 피부미용

식음료

1401 커피바리스타

503 헤어디자인 1402 와인소믈리에

504 방송분장스타일 1403 호텔바텐더

505 메이크업

생활예술

1501 플라워디자인

공무원

601 공무원행정 1502 웨딩이벤트

602 소방공무원 1503 공간연출

603 법무행정 1504 사진예술

604 보건행정

사회체육

1601 사회체육

경찰경호

701 경찰행정 1602 스포츠마케팅

702 경찰경호 1603 레저스포츠

703 경찰교정 1604 국제무도

704 항공보안 1605 스포츠재활

705 군부사관(3사관) 1606 스포츠복지

706 범죄심리

패션예술

1701 패션디자인

707 무도스포츠지도자 1702 패션스타일리스트

경영금융

(사회계열)

801 경영 1703 패션마케팅

802 세무회계 1704 명품디자인

803 국제통상 1705 무대의상디자인

804 광고마케팅 1706 모델리스트

805 경제금융
정보보안

1901 컴퓨터보안

관광경영

901 호텔관광경영 1902 사이버해킹

902 국제관광
게임

2001 게임기획

903 관광가이드 2002 게임

904 국제관광통역
드론

2101 드론

905 카지노 2102 드론운영

사회복지
1001 사회복지

유아교육
2201 유아교육

1002 상담심리 2202 유아복지

방송예술

1801 방송연예
애완동물

2301 애견미용

1802 방송모델 2302 애완패션

1803 쇼호스트

1804 액션연기

xxx1xxx : 전공필수(학점인정교과목)  xxx2xxx : 전공선택(학점인정교과목)  xxx3xxx  : 전공일반  

xxx5xxx : 교양(학점인정교과목)      xxx6xxx : 통신(기초기술)            xxx7xxx: : 통신(기초교양)

[표 51-1] 서울현대 학수번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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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간·기말 고사 운영

제 ６조(시험의 유형)

     본교에서 운영하는 시험은 학사일정에 따라 평소 시험과 정기평가에 해당하는 중간시험, 기  

     말시험으로 구분하고 고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７조(시험교과목조사)

     1. 과정별 전공별 학년별로 공통된 교과목을 분류하고 교과목 및 담당 교수별로 중간고사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론 및 실기시험과 정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실습평가를 구분한다.

     2. 서로 다른 전공에서 같은 교과목의 시험문제를 출제 시에는 반드시 전공별로 시험문제를  

     다르게 하여 출제하거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８조(시험시간표작성)

     시험 교과목 조사가 이루어지면 각 전공의 고사운영 담당자는 전공별 학년별 교과목 별로  

     중간고사 기간에 한 학급에 2개의 강의실 또는 전산실을 배정 받아서, 번호 순으로 한 학급  

     을 두 반으로 편성하여 시험 장소를 배정하고 고사운영 과목별로 시험감독이 알맞게 배정  

     될 수 있도록 시간표를 편성하여야 한다.

 

　 월 화 수 목 금

　 Before 10 9 8 7 6

1 고사일정 공지 (Before 15) 시험지 제출(배점표시)   

2 시험지박스  답안지, 고사과목조사  중간 강의평가 웹세팅 

3 봉투 지출기안  시험시간표제출  성적입력 웹세팅

　 5 4 3 2 1

1 시간표 공지   시험지 배부  

2 시험지 인쇄     

3 강의평가 전공확인     

　 1 2 3 4 5

1 중간고사

　 After 1 2 3 4 5

1  학점인정 출석부   시험지박스 배부

2  (중간고사까지   1차 성적입력완료

3  작성확인)    

　 6 7 8 9 10

1 전공별 성적 게시    조회, 이의신청 마감

2 성적 조회 및 이의신청    성적 수정 완료

3 (본교홈페이지)    강의 평가 완료

[표 51-2] 중간고사 및 성적처리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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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９조(문제출제)

      시험은 본교 각 전공 및 교과목별 하-난이도 70%, 중-난이도 20%, 상-난이도 10% 범위

에서 출제하되, 객관식 문제 15문항 이상(배점 1점), 주관식 문제 서술형 5문항 이상(배점 

5점 이내)으로 적절히 섞어서 시험지 맨 위에 각 문항의 배점을 표기하여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답형 주관식은 답안의 개수에 따라 배점이 정해질 수 있으며, 단답형 주

관식의 경우 답안이 1개인 경우 2점을 넘을 수 없다. 

제 10조(답안지의 유형)

답안지의 작성은 각 문항의 배점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나타나도록 정리한다.

제 11조(시험지 제출기한)

      각 계열의 학부장들은 해당 전공의 교과목들에 대한 문제의 적합성 및 난이도를 검토하여 

시험개시 10일 전까지 인쇄용으로 시험지(A4)와 제출용 답안지(A4)를 취합하여 고사 전에 

시험지 인쇄가 가능하도록 시험지는 학사운영실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지를 제외한 고사운

영 서류들은 다음과 같이 제출기한을 맞추어 고사운영서류철에 취합한 서류를 보관한다.

1. 고사운영 10~15일 전에 배점이 표기된 과목별 시험지를 취합한다.

2. 고사운영 1~3일 이전에 시험지를 인쇄하여 해당 계열에 배부한다.

3. 보고서와 실기과제의 경우 파일로 제출이 가능하며, 담임교수는 해당 학급의 고사 관련 

파일 원본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4. 계열 내부 간 크로스체크와 타 계열와의 크로스체크를 완료한 후 학점인정출석부, 시험

지와 답안지는 해당학기 종료 시에 함께 수거하여 과목별로 5년간 보관한다.  

 월 화 수 목 금

 13 Before 10 9 8 7 6

1 고사일정 공지 (Before 15) 시험지제출(배점표시)   

2 강의평가 기말 수정  답안지, 과목조사표  강의평가 세팅 완료 

3 소득공제 관련 입력  시험시간표제출  성적입력 세팅 완료

 14 5 4 3 2 1

 1 시간표 공지 시험지 인쇄  시험지 배부  

 2 강의평가 전공확인     

 15 1 2 3 4 5

1 보강 및 기말고사

 16 6 7 8 9 10

1 보강 및 기말고사

 17 After 1 2 3 4 5

1
계열내 크로스체크

전공별 성적 웹 게시

계열별 크로스체크

(타 계열간의 체크) 

크로스체크 보고서 제출

시험관련 제출 마감

성적입력완료

 18 6 7 8 9 10

1 성적.csv 파일 생성 성적 최종 확인 성적.csv 출력물 확인 성적전표 철하기  

 2 성적.csv 파일 입력 학점인정신청서출력 성적및출석확인서회람 (성적전표 확인)

 3 조회 및 정정 마감 성적출석확인서철하기 학점출석부 철하기 

[표 51-3] 기말고사 및 성적처리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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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과목별 학점인정출석부의 운영을 통한 출석점수 산정)

과목별 학점인정출석부는 과목 담당교사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말고사가 완료하면 

결석누계를(결석1시간=지각 및 조퇴3회) 산정하여 Member의 성적입력 사이트에 중간, 기

말, 보고서 점수와 함께 결석 누계를 입력하도록 한다. 

출석부는 성적전표와 함께 학사운영실에서 영구 보관한다

제 13조(실기고사 제출물 및 실기고사 성적산정표)

실물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관이 용이하도록 과제물을 받아야 하며, 비디오와 CD등

의 동영상제출물 또한 파일로 받을 수 있으며, 담임교수는 2년간 원본 파일을 보관할 의무

가 있다.

실기성적 산정표는 채점 기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나타나도록 계열특성에 맞게 작성한

다.

 

제 14조(과제물 제출 및 보고서 성적산정표)

실물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보관이 용이하도록 과제물을 받아야 하며, 비디오와 CD등

의 동영상제출물 또한 파일로 받을 수 있으며, 담임교수는 5년간 원본 파일을 보관할 의무

가 있다 .

구분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논술형

1문항 점수 1점 2점 5점 10점~40점

1점 1점

1개만 작성

유사답안작성의

인정 답안 예시

(A, B, C, D, E, F)
5점, 4점, 3점, 2점, 1

점, 0점의   객관적 지

표로

채점기준을

분명하게 제시

채점된 점수 별로 감점 

요인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채점기준을

분명하게 제시

2점 - -

3점 - -

4점 - -

5점 - -

10점 - - -

20점 - - -

30점 - - -

40점 - - -

[표 51-4] 시험문제 출제유형 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성실성 독창성 완성도 향상성

객관적 지표

1. 수업 참여도 1. 차별화 방향성 1. 지표1의 수행력 1. 노력의 정도

2. 수업 준비성 2. 주제의 참신성 2. 지표2의 수행력. 2. 열정

3. 발표력 3. 전문성 3. 지표3의 수행력 3. 협조성

[표 51-5] 실기성적산정표의 세부 배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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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시험지 묶음)

시험지는 한 강의실에서 응시하는 인원수에 맞게 분배한 뒤 전공명, 학급, 교과목명, 응시

일자, 시간(교시), 시험장소(강의실 및 전산실)및 시험감독을 기록하여 시험 당일날 시험감

독에게 전달한다.

제 16조(시험감독의 책무)

1. 시험감독은 시험과 관계된 응시인원, 미응시자 인원, 미응시자명단 등 각종 고사와 관련

된 사항들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시험시간은 50분으로 시험시간을 초과해서 응시 할 수 없으며 425 시험 시작 30분 이

후에 퇴실을 허락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 전 퇴실을 허락할 수 있다.

제 17조(채점 및 성적입력)

1. 교과목 담당 교수들은 소정의 기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고 중간고사(시험 종료 후 1주 

이내) 및 기말고사(시험 종료 후 3일 이내)의 성적을 해당 성적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2. 시험지 채점 시에는 빨간 펜을 사용하여 정답은 동그라미 오답은 작대기로 구분하고 시

험 점수는 시험지 앞면 상단의 학생 이름 옆에 기입하도록 한다.  

3. 출석부에 기록된 매 시간의 출결 상황은 정해진 방식으로 결석시수를 산정하여 해당 성

적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시수 입력에 의해 출석률과 출석 점수 자동 산출)

4. 파일로 제출 받은 보고서와 실기고사 자료는 성적산정표에 점수를 세분화하여 기입하고 

지도교수의 서명을 하여, 해당 성적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5. 성적입력을 마친 시험지와 보고서는 학급별로 지정된 봉투에 넣어 봉투의 각 항목을 빠

짐없이 기재하고 담당자의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전공별로 지정된 BOX에 보관한다.

제 18조(성적공지 및 성적열람)

      성적입력이 종료되면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성적을 공지한다. 시험 점수

에 이의를 재기하는 학생들에게는 채점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어야 한다. 성적정정기간 이

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하다.

제 19조(성적전표)

학생들의 성적 확인이 종료되고 성적 수정기간이 마감하면 성적전표를 담당 학부장과 학장

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A,B학점 및 F학점의 적정한 비율로 운영했는지의 여부가 성적전표에

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제 20조(성적정정)

      성적정정 기간에 성적에 오류가 있을 경우, 변경 신고사유서를 제출한 후 성적을 정정하고 

정정된 성적은 모두 취합하여 학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 21조(시험지 봉투)

성적처리가 최종 마감된 전공은 타 전공과 이를 맞바꾸어 성적전표와 각종 데이터와의 정

평가항목 성실성 독창성 완성도 정확성

객관적 지표

1. 제출 일정 1. 차별화 방향성 1. 자료의 전문성 1. 단어사용의 정확성

2. 분량 2. 흥미 유발도 2. 정리의 체계성 2. 문장력

3. 발표력 3. 내용 전달력 3. 결론의 합리성 3. 맞춤법의 정확성

[표 51-6] 보고서성적산정표의 세부 배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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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을 검토한 후 시험지 봉투에 확인자 서명을 하여 마무리한다. 시험지 봉투 안에는 실

기과목 및 보고서의 경우는 개별 점수 입력과 함께 교강사 서명을 포함한다.

제 22조(시험지 박스)

시험지 봉투에 정리가 된 시험지는 시험지 박스에 학급과 과목명을 표기 양식에 맞춰서 작

업하여 배부 받은 시험지 박스에 넣어 5년간 보관한다.

제 23조(크로스체크)

계열 내부에서 시간 강사들과 함께 크로스체크를 통하여 성적처리를 1차 점검하고, 학사운

영실의 지침에 따라 2차 계열 서로간의 크로스체크를 진행한다.

크로스체크 후에 학부장의 결재를 받은 지정된 “크로스체크보고서”를 학급 담임 교수는 학

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크로스체크를 위한 계열 별 제출 서류 

1) 과목별출석부(교강사 서명)

2) 성적전표출력물(교강사 도장, 시험지 소트순서와 전표순서 확인, 학부장, 학장 결재도

장)

3) 고사운영 시험지 박스(박스표지부착)

4) 중간, 기말, 보고서 시험지 봉투(보고서성적산정표, 보고서성적산정기준표, 실기고사성적

산정표, 실기고사성적산정기준표, 강의계획서, 시험 답안지, 영장 등 포함) 

5) 학급별 노동부 출석부(운영교과 포함) 

2. 크로스체크 세부 항목 체크 순서

1) 시험 응시인원은 휴학생과 제적생은 제외한 인원으로 총원을 결정한다.

2) 학점인정출석부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시생과 시험지 봉투 내부 시험지가 없는 학생과 

동일한 지 확인한 후에 시험지 봉투에 결시생이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확인한다.

3) 출석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 성적전표의 명단과 학점인정출석부의 명단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 학점인정출석부의 결석누계가 맞는지 확인한다(결석1시간=지각 및 조퇴3회)

- 확인한 결석 누계가 성적전표의 누계와 맞는지 확인한다.

4) 시험지 봉투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시험지봉투에 담당교수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응시인원과 시험지 개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 시험지 봉투에 학점인정교과목명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5) 시험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 강의계획서의 제시내용과 중간 기말 답안지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성적전표에 담당 교 강사의 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 실기시험 채점기준, 실기성적산정표, 실기성적 산정기준표와 동일한 지 확인한다.

- 시험지에 문항별 채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성적전표에 시험지, 보고서 점수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 상대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A학점 20%이내, B학점 40%이내, F학점 5%이내)

- 보고서 점수 일괄 10점 배점의 경우 재 채점 하게하고, 경위서를 받는다.

- 보고서 성적 산정표, 보고서 성적산정 기준표, 보고서표지 점수가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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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시험지 보존기관 및 보존기간)

성적처리를 마친 시험지는 교무부로 이관되어 2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제 25조(성적전표와 출석부의 보존기간)

성적전표와 출석부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 26조(성적증명서)

1. 학생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취득한 성적을 확인하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성적증명서에는 교과목 구분과 국문과 영문 교과목명 학점 및 교과목별 취득 점수가 반

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제 27조(학점관리)

모든 학생의 성적은 학점은행제의 학점 이수와 교내학점의 이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자격증 취득 사항이 기록된 학생상담일지를 이용하여 지도교수는 개개인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추가시험

제 28조(추가시험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3일전까지 ‘시험불참허

가원’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담당 교강

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

은 B+등급 이하로 한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학장의 승인을 얻은 외부행사 참석

5. 교통사고

6. 등교 불가한 질병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제 29조(추가시험문제출제)

추가시험문제는 본시험과 상이한 문제, 동일한 난이도로 출제하여 학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 30조(추가시험공고)

추가시험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늦어도 시행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시험

제 31조(재시험 대상자)

다음에 해당 되는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정기 성적평가고사나 추가시험에 응했으나 낙제한 자

2. 시험 시 부정행위로 인해 낙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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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 등 본인의 부주의로 미 응시 한 자

제 32조(재시험시기)

재시험은 학장의 허가를 얻어 특정 기간 내에 실시한다.

제 33조(재시험 방법)

재시험은 필답고사, 실기고사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34조(재시험절차)

재시험 희망자는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재시에 응시한다.

제 35조(최고점수의 제한)

재시험자의 최고점수는 최고 60점을 넘지 못한다.

제 6 장  성적평가 및 성적처리

제 36조(정기평가)

중간고사는 매 학기 7주차에 실시하고,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실시한다.

제 37조(성적산출)

1.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소수점 없이 절대평가를 하며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제 38조(성적등급)

본교의 학업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등급, 점수, 평점 등으로 구분하고 성적등급 C0 이상

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100점 4.5 C0 70점 이상 2.0

A0 90점 이상 4.0 D+ 65점 이상 1.5

B+ 85점 이상 3.5 D0 60점 이상 1.0

B0 80점 이상 3.0 F 60미만 0

C+ 75점 이상 2.5    

[표 51-8] 성적산출 등급 기준  

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수시평가 과제물

배점 30점 30점 20점 10점 10점

[표 51-7] 성적산출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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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출석점수 및 공결)

○ 다음의 기준에 의해 출석점수를 부여한다.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점 84~80%   이상 16점

99~95%   이상 19점 79~70%   이상 0점

94~90%   이상 18점 69~60%   이상 0점

89~85%   이상 17점 60%   미만 0점

[표 51-9] 출석 점수 배점 기준 

1. 해당 교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출석일수 10분의 8 미달자는 성적을 받지 못한다.

2. 지각,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한다.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해진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

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다.

제40조(출석확인 및 출석점수 부여)

1. 모든 교과목 담당 교수들은 강의 시작 전에 매시간 출석을 체크 하여야 한다.

      2. 시간제, 수강대체, 미 수강자 명단이 전산에서 확정되어 출력된 학점인정 출석부로 

      교과목 담당교수는 개강 시 수업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명단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있는지, 

      명단에는 있는데 계속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담임교수에게 반드시 알린다. 

      3. 개강 한 달 후 사전보고가 완료된 시점에서 한 번 더 출석부를 출력해서 출석을 하는 

      학생이 출석부 명단에서 누락된 학생이 있는지 확인한다.

      4. 매 시간 출석 체크를 원칙으로 지각하는 학생도 정확하게 체크한다. 

      5. 출결누계를 적는 란에는 결석 ”/” 하나를 한 개로 인정하여 누계를 잡는다. 

         ex) 3시수 수업은 “/”이 3개이므로 누계가 3이 된다

      6. 지각은 3번이 누계“1”로 계산되어 더해진다. 

         ex) “지각4번=1”, “지각6번=2” 

             “시수가 5인 교과목에서 2번 결석=10 ”5번 지각=1 “ 

             따라서 {5(시수)x2(결석)}+1(지각)=11이 결석시수 누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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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출석부는 형식에 맞게 정확하게 표기한다. 

      결석은 “/”으로 표기하며, 시수와 동일하게 체크 되어야 한다. 

      지각표기는 결석 “/”으로 표기한 후에 학생이 출석시 “O”을 덧데어 표기한다.

      8. 출석률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no 학습과목 구분 출석률  산정 수식 전체시수 A

1 5시수 15주 수업

A – 결석시수(지각3회=1시수결시/결석1회=5시수결시)

x100 A = 15 X 5 = 75
A 

1 4시수 15주 수업

A – 결석시수(지각3회=1시수결시/결석1회=4시수결시)

x100 A = 15 X 4 = 60
A 

1 3시수 15주 수업

A – 결석시수(지각3회=1시수결시/결석1회=3시수결시)

x100 A = 15 X 3 = 45
A 

[표 51-10] 수업 시수 단위 별 출석률 산정 수식

      ※ 학점인정출석부에서 오른쪽 끝에 누계로 작성된 결석시수는 (지각3회시 1시수결석 처

         리) 학사정보서비스에서 성적입력 시 결석시수 누계를 입력하시면 출석률과 출석점수는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므로 결석시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 출석률 80%미만은 F학점입니다.

제41조(현장실습의 성적입력 시스템) 현장실습 수업의 경우 수업의 특성에 따라 수업 운영상위

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성적입력 시스템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림 15] 현장실습 성적입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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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실습기관평가 교내평가 출석

배점 50 30 20

내용 기관 점수

기관방문평가

실습일지

발표

실습증빙 및

첨부 자료의 적절성

모의 수업 등

실습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

출석성적

산정기준

[표 51-11] 현장실습 성적산출 배점 기준

항목 A학점 B학점 C~F학점 전체

내부 규정 비율 45% 이하 50% 이하 제한 없음 100%

[표 51-12] 현장실습 성적분포 상대평가 비율 기준

제 40조(조기 취업자 성적처리)

2학년 2학기를 등록한 자로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취업을 인정받은 조기 취업자에 대

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성적을 부여하고, 재직증명서 사본을 보관한다.

1.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취업자(80% 이상 수강한 경우)

1) 취업처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석점수는 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기말고사는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미응시 할 경우 과제물로 대치가 가능

하지만 취득 가능한 최대 점수는 60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41조(중간고사 이후 군 휴학자의 성적처리)

1. 중간고사를 응시한 자로서 2/3을 출석하고, 군 영장을 제출하여 군입대를 확인 받은 휴

학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성적을 부여하고, 해당학기 고사운영 관련 모든 시

험지철에 시험지 대신 군 영장 사본을 첨부한다. 

1) 군 영장을 첨부하여 군 휴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노동부출석부에는 군 휴학 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군 휴학 일부터 해당학기 종료일

까지의 수업일수는 복학할 때 다음 학기로의 진학에 차질이 없도록 환산하여 처리한다.

3) 기말고사 점수는 중간고사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출석점수는 군 휴학 일

자까지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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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휴학자는 성적처리가 되며, 기말고사의 응시인원에 포함시켜, 시험지 대신 첨부된 

영장에 기말성적을 적어 시험지묶음에 철하여 기말고사 성적전표 및 시험지 봉투에 <군 

휴학자 재중>이라는 별도의 표기를 해둔다. 

5) 2학년 2학기에 중간고사를 응시한 자로서 군 영장을 제출하여 군입대를 확인 받은 휴

학자는 위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지도교수는 휴학 서류에 휴학과 더불어 졸업이 자동으로 

처리됨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제 42조(입영기일 연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  

     과목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 가능하   

     다.

     ※ 병역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129조, 동법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시행 2011. 7. 1

제 7 장  교수 수업평가

제 43조(강의평가)

차 학기 수업을 진행할 교수들의 제반 강의 준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교수수업평가”

를 학기마다 2회씩 시행한다. 

제 44조(강의평가 방법)

학생들이 본교 홈페이지의 재학생 학사정보에 로그인하여 학년별 과목별 교 강사 별로 강

의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강의평가를 하지 않는 학생은 성적조회가 가능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가급적 많은 학생이 강의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 45조(강의평가 활용)

교수 수업평가는 본교전임 및 겸임교원평가 항목으로 매 학기마다 교원평가 항목에 10%

의 백분율을 반영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시간강사가 하위10% 내에 속하는 경

우에는 차기 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다.

제 46조(강의평가 문항)

강의평가는 중간고사 기간에는 “교수 수업평가 (1차)” 기말고사 기간에는 “교수 수업평가 

(2차)”의 문항으로 작성한다.

제 47조(강의평가 자료보관)

강의평가는 시험 기간이 시작할 때 함께 시작하며, 성적정정 기간이 마감될 때 함께 마감

하도록 운영한다. 강의평가 자료는 중간 및 기말고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교수별 교과

목별로 출력하여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 396 -

[표 51-13] 교수 수업평가 1차 문항

1. 교수는 강의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시작과 끝맺음을 잘하였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2. 교수로서 적절한 언행을 사용하였으며, 특정 학습자를 편애하지 않았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이론3) 나는 성실하게 출석하였으며, 레포트 작성이나 과제물을 내 힘으로 해결하면서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매우 적극적( ) 적극적( ) 보통( ) 열의부족( ) 매우   열의부족( ) 

실기3) 나는 성실하게 출석하였으며, 실습 과제물을 내 힘으로 완성하였으며,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매우 적극적( ) 적극적( ) 보통( ) 열의부족( ) 매우   열의부족( ) 

이론4) 강의 내용은 전공과 연계된 충실한 내용이었다.

매우 만족함( ) 만족함( ) 보통임( ) 불만족함( )   매우 불만족함( ) 

실기4) 실습 내용은 전공과 연계된 충실한 내용이었다.

매우 만족함( ) 만족함( ) 보통임( ) 불만족함( )   매우 불만족함( ) 

5. 수업이외에 참고할 도서나 관련 사이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6. 수업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매우 만족함( ) 만족함( ) 보통임( ) 불만족함( )   매우 불만족함( ) 

7. 현재까지   교육에서 개선할 점은 ? 

                                                                                 

※ 교수 수업평가(1차) -> 30점 만점 (1 - 6번까지 각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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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4] 교수 수업평가 2차 문항

1.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매우 만족함( ) 만족함( ) 보통임( ) 불만족함( )   매우 불만족함( ) 

이론2) 수업 내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실기2) 실습 수업 후 이 과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이론3)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재와 과제물, 퀴즈, 발표, 토의, 질문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실기3)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재와 실기 재료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 되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4. 교수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과목에 필요한 용어, 개념, 원리 들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5. 수업 결손이 없었으며, 수업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잘 지켰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6. 교수는 강의 준비를 충실히 하였고, 성실하게 강의를 진행하였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7.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8. 평가 방식은 합리적이었으며, 시험 및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공받았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9.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매체와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이론10) 최근 이론이나 연구 동향 등 필요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실기10) 이론과 연계한 실습교육에 대한 담당교수의 지도 방법이 효율적이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11. 학생들의 질의와 건의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실히 응대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12. 수업 내용을 통하여 진로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13. 이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14. 강의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15. 수업효과를 위하여 교수님이나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은?

                                                                                 

※ 교수 수업평가(2차) -> 60점 만점(1 - 14번까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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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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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 강의계획서

수   업   계   획   서   

  < 2021 학년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 15주

1. 강의개요

학습과정명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 의 실 호 수강대상 전공 E-mail

2. 교육과정 수업목표 

3.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지은이, 책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부교재) 

 (참고문헌) - 

            - 

            -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

별

차

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2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3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4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5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6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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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주

중간고사

제 

8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9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10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11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12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13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14 

주

1

2

3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세부내용: 

*수업방법:  

 제

15 

주

기말고사

5. 성적평가 방법 : <표 Ⅲ-18> 참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출  결 수시평가 합  계 비  고

       30%      30% 18% 20%    10%    100 %

6. 수업 진행 방법(강의, 토론, 실습 등) : <표 Ⅲ-16> 참조

 강의, 질의응답, 조별 토론 발표, 수업내용 이해도 측정, 동영상 시청, 외부특강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하여야 할 사항 : <표 Ⅲ-19> 참조

 상대평가 비율 안내 및 평가 기준 안내(수업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과제물 안내 : 

8. 문제해결 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 <표 Ⅲ-17> 참조

 학습 과정의 수업에 활용할 교육/실습 기자재, 보조교구 등을 자세히 기재 함

9. 강의 유형

 이론중심(  ), 토론,세미나 중심(  ), 실기중심(   ),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401 -

[표 51-15] 수업방법 및 수업자료(재평가는 운영실적으로 작성)

구   분 내   용 비고

수업방법

강   의
해당 주차의 수업목표에 따라 판서 및 

PPT강의를 진행한다.
해당 주차 수업목표 참조

질의응답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

인다.

조별 토론

수업의 주요 내용 중에서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조별 토론을 거쳐 1명이 대표를 

발표를 진행한다.

조별 구성원 전원이 돌아

가면서 발표 할 수 있도록 

진행

이해도 측정
수업의 주요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측정한다.

해당 주차에 측정 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제시된 

주제를 작성하여 제출

과제물 발표
제시된 과제물을 완성하여 지정된 날짜에 

발표후 그 결과물을 제출

주차별 발표자룔 지정하고 

4주차에 걸쳐 진행

동영상 시청
뉴스자료 및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주제

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한다.
동영상 및 뉴스자료 준비

외부특강

학기 중 수업과 관련된 외부특강을 2회에 

걸쳐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다.

기업체 전문가 초청, 수업

시간 중 1시간씩 진행

수업자료

PPT자료 수업 주차 PPT자료 카페에 게시(공유)

수업 유인물 과목별 항목 설명서(발췌 유인물) 카페에 게시(지참)

수업 유인물 용어 정리집(발췌 유인물) 카페에 게시(지참)

[표 51-16]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보 현황

학습과정명 보유기자재명 확보수량 급당정원 기자재 1대(set)당 학습자수

학습과정명

탁자

책상

PC

교수용 의자

학습자용 의자

2인용 책상

빔프로젝터

스크린

화이트보드

1

1

1

1

36

18

1

1

1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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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7] 학업성취도 평가 요소

학습과정명 평가 요소 평가 방식 배점 비율

학습과정명

중간고사 정기평가  평가인정 강의계획서에 준하여 제시 30

기말고사 정기평가  평가인정 강의계획서에 준하여 제시 30

보고서

보고서Ⅰ  평가인정 강의계획서에 준하여 제시 5

10

보고서Ⅱ  평가인정 강의계획서에 준하여 제시 5

수시평가  수시평가 운영에 대한 제시 10

출석(지각3회 결석 1회)  80%미만 0점 20

100%

*출석률:{((15주) x (수업시간 3~5) - 결석시수(지각3회=1시수결석)) / ((15주) x (수업시간 3~5))} x 100

*출석점수:100%=20점,99%~95%이상=19점,94%~90%이상=18점,89%~85%이상=17점,84%~80%이상=16점,80%미만=0점

*학점인정출석부에서 오른쪽 끝에 누계로 작성된 결석시수는 (지각3회시 1시수결석처리) 

 학사정보서비스에서 성적입력시 결석시수 누계를 입력하시면 출석률과 출석점수는 전산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표 51-18] 학습자의 성적분포

학습과정명 성적분포 학습자수 비율(%)

학습과정명

90점 이상 8 20%

80점 이상∼90점 미만 16 30%

70점 이상∼80점 미만
14 45%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2 5%

계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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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9] 정기고사 문제 유형에 따른 배점 기준 및 성적산정 유형

2021 정기고사 문제 작성 규정

문제 유형에 따른 배점 기준

실기성적산정표 유형

보고서성적산정표 유형

이론 시험은 주관식 또는 서술형의 채점을 객관화된 지표를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객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고 

있으며, OMR카드를 이용하는 학교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 입니다.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성적산정표와 보고서성적산정표는 계열마다 시험 유형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열 내

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2012-1 기말고사 이후부터 계열 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교원세미나 시간에 발표합니다. 

시험지 레이아웃 및 글씨 체도 보기 좋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중앙정열, 여백 최소화) 

구분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논술형

1문항   

점수
1점 2점 5점 10점~40점

1점 1점

1개만 작성

유사답안작성의

인정 답안 예시

(A, B, C, D, E, F)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의 객관적 

지표로

채점기준을

분명하게 제시

채점된 점수 별로 

감점 요인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채점기준을

분명하게 제시

2점 - -

3점 - -

4점 - -

5점 - -

10점 - - -

20점 - - -

30점 - - -

40점 - - -

평가항목 성실성 독창성 완성도 향상성

객관적 지표

1. 수업 참여도 1. 차별화 방향성 1. 지표1의 수행력 1. 노력의 정도

2. 수업 준비성 2. 주제의 참신성 2. 지표2의 수행력. 2. 열정

3. 발표력 3. 전문성 3. 지표3의 수행력 3. 협조성

평가항목 성실성 독창성 완성도 정확성

객관적 지표

1. 제출 일정 1. 차별화 방향성 1. 자료의 전문성 1. 단어사용의 정확성

2. 분량 2. 흥미 유발도 2. 정리의 체계성 2. 문장력

3. 발표력 3. 내용 전달력 3. 결론의 합리성 3. 맞춤법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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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2] 보고서 성적 산정 기준표

2021 -  보고서 성적산정 기준표

[ 보고서 세부 평가 항목 ]

2014 Seoul Hyundai Occupational Training College

학급 호텔조리 1-2 교과목 외식산업창업및경영 교강사 홍길동(인)

No 항목 세부항목 배점(20점만점)
항목별

난이도 표기
특이사항

1

성실성

제출일정 2
중간고사 전후로 

취합하여 발표 진행

기준 분량을 정하여 평가

2 분량 2

3 발표력 2

4

독창성

차별화 방향 2
발표 시

발표자의 태도와

수강 학생의 반응 평가 

5 흥미유발도 2

6 내용 전달력 2

7

완성도

자료의 전문성 2

보고서 내용의 평가

8 결론의 합리성 2

9

정확성

제출형식의 정확성 2
지정된 표지사용 및

제출 형식 평가
10 레이아웃 2

계 20

평가기준 설정에 따른 담당 과목 교수   의견

배점 항목을 변경하거나 배점 기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과목 특성에 따른 평가 기준을 서술   한다.

보고서 결과물 첨부 방식 

CD   또는 출력물을 2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걷었는지에 대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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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3] 실기고사 성적 산정 기준표

2021 -  실기고사 성적산정 기준표

[ 보고서 세부 평가 항목 ]

2014 Seoul Hyundai Occupational Training College

학급 호텔조리 1-2 교과목 실습 교강사 홍길동(인)

No 항목 세부항목
배점

(20점만점)

항목별

난이도 표기
특이사항

1

성실성

1. 수업 참여도 2

실기 수업 시

참여,   준비, 발표 평가
2 2. 수업 준비성 2

3 3. 발표력 2

4

완성도

1. 작업 순서

12

실기 결과의

전문성 평가

(담당교수   세부 지표 제시)

5 2. 시간

6 3. 색과 모양

7

숙련성

1. 지표1의 수행력

12

실기 진행시

세부 항목 평가

(담당교수   세부 지표 제시)

8 2. 지표2의 수행력.

9 3. 지표3의 수행력

계 30

완성도에 따른 전문성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1.

2.

3.

숙련성에 따른 수행력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1.

2.

3.

실기고사 결과물 첨부 방식 

CD   또는 출력물을 2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걷었는지에 대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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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4] 현장실습 성적 산정 기준표

2021 -  현장실습 성적산정 기준표

[ 세부 평가 항목 ]

※ 실습기관점수 50점, 교내평가 28점, 강의평가참여도 2점, 출석 20점 항목으로 성적전표 입력

2020 Seoul Hyundai Occupational Training College

학급 교과목 실습 교강사 홍길동(인)

No 항목 세부항목
배점

(30점만점)

항목별

난이도 표기
특이사항

1

순회지도(4)

2

(담당교수 세부 지표 제시)

2 2

4

실습일지(20)

5

 (담당교수 세부 지표 제시)

5 5

5

6 5

7

발표(4)

2

 (담당교수 세부 지표 제시)8 2

9 참여도(2) 강의평가 참여도 2

계 30

순회지도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1.

2.

3.

실습일지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1.

2.

3.

발표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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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5] 중간고사 실기 성적 산정 기준표

2021 -  중간고사 실기 성적 산정 기준표

[실기고사 세부 평가 항목]

학급 호텔조리 1-2 교과목 실습 교강사 홍길동(인)

No 항목 세부항목
배점

(30점 만점)

항목별 

난이도 표시
특이사항

1

성실성

1. 수업 참여도 2

실기 수업 시

참여, 준비, 발표 평가
2 2. 수업 준비성 2

3 3. 발표력 2

4

완성도

1. 작업 순서

12

실기 결과의

전문성 평가

(담당교수 

세부 지표 제시)

5 2. 시간

6 3. 색과 모양

7

숙련성

1. 지표1의 수행력

12

실기 진행시

세부 항목 평가

(담당교수 

세부 지표 제시)

8 2. 지표2의 수행력

9 3. 지표3의 수행력

계 30

완성도에 따른 전문성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1.

2.

3.

숙련성에 따른 수행력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1.

2.

3.

실기고사 결과물 첨부 방식 

CD 또는 출력물을 2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걷었는지에 대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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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6] 중간고사 실기 성적 산정표

[서식 84-7] 보고서(과제물) 성적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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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학기 학급별 성적 분포 보고서 

결

재

담당 학부장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고사운영및학사운영에관한규정’에의거하여제출합니다.

***확인하신교수님께서는보고서와해당되는경위서를학사운영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학급(영문학급명표기)및담당교수

담당학급Ⅰ 　 계열명 　

담당학급Ⅱ 　 전공명 　

담당  학급Ⅲ 　 교수 성명 　

2.성적분포보고

no 학급명 과목명
과목교

수
총원

성적분포 비율

경위서

제출표기

A학점 B학점 F학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

원
비율

1 　 　 　 40 　 0% 　 0% 　 0% 　

2 　 　 　 40 　 0% 　 0% 　 0% 　

3 　 　 　 40 　 0% 　 0% 　 0% 　

4 　 　 　 40 　 0% 　 0% 　 0% 　

5 　 　 　 40 　 0% 　 0% 　 0% 　

6 　 　 　 40 　 0% 　 0% 　 0% 　

7 　 　 　 40 　 0% 　 0% 　 0% 　

8 　 　 　 40 　 0% 　 0% 　 0% 　

9 　 　 　 40 　 0% 　 0% 　 0% 　

10 　 　 　 40 　 0% 　 0% 　 0% 　

11 　 　 　 40 　 0% 　 0% 　 0% 　

12 　 　 　 40 　 0% 　 0% 　 0% 　

13 　 　 　 40 　 0% 　 0% 　 0% 　

비고 * 크로스체크시 문제가 되어 반드시 학사운영실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제안

[서식 84-8] 학급별 성적 분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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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9] 고사 답안지 샘플 양식

고사답안지 샘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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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9] 고사 답안지 샘플 양식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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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학기 교과별 기말고사 과목조사표(디자인예술계열)

전공명 학년 교과목명 담당교수

시험  유형

비고시험

기간

수업

시간

인테리어 

디자인

1

색채학 실습(*) 　 ○ 　 2page(30매)　

디자인론(*) 　 ○ 　 　

제도(*) 　 ○ 　

인테리어재료(*) ○

CAD실습I(*) 　 ○ 　 　

2

공간디자인실습(*) 　 ○ 　 　

CAD실습II(*) 　 　 ○ 　

실내디자인사(*) 　 ○ 　 　

주거공간설계(*) 　 ○ 　 　

컴퓨터그래픽I(*) 　 　 ○ 　

* 학점과목의 경우 (*)표시. 비학점의 경우 회색 마킹.

[서식 84-10] 교과별 고사 과목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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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1]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021 년  학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교수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체크 전에 해당학급담임교수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학습과목명 :                                                

확인자 성명 : (인)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확인 내용을 ◯☓로 표기)
점검
확인

비고

I. 

평가

인정

사항 

준수

가. 학사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평가인정 강의계획서다운로드하여 교재 및 수

업   내용을 확인하고 개강 전에 강의계획서를 업로드 하셨습니까?

나. www.cb.or.kr :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클릭하여 이번 학기 담당교과목의 교수요목과 이

론 및 실기 시수를 확인하셨습니까? 

다. 수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임의로 휴강을 할 수 없다는 것(반드시   보강하는 것이 원칙임, 

강의와 무관한 내용으로 수업시간을 소요할 수 없음, 보강일 공고)을 알고 계십니까?

라. 담당교과목의 학생 정원 40명(또는 3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 강사료가 평가인정 시수(실제수업 시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까?

Ⅱ.

학사

관리

지침 

준수

가. 학점인정출석부의 명단과 성적입력 시의 명단이 동일한지 확인하십니까? 

나. 학습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합니까?

다. 학점인정 출석부, 정기평가 시험답안지, 실습평가 근거자료, 과제물 및 기타 평가 자료

를 훼손되지 않게 준비해서 종강 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라-1. 중간고사(30점), 기말고사(30점), 보고서(10점), 수시평가(10점) 출석(20점)으로   배

점하여 이론과 실기시험, 과제물 평가를 정확하게 운영하십니까? 

라-2. 정기평가(중간, 기말) 시험지 제출 시에 모범답안(답안지)와 해당학기 강의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강의계획시 난이도 관리 계획을 확인 하십니까? (정기평가 미 응시 0점처리)

라-3. 시험답안지 채점 시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 합니까?

라-4. 시험문항별 배점 및 채점 여부를 체크 합니까?

라-5. 정기평가 채점 시 성적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6. 엄정하지 못한 성적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A학점 20% 이하, 

80점 이상(90점 이상 포함) 50% 이하, F학점 5% 이하 권장 ) 

마-1. 학점인정 출석부에 교‧강사 서명(정확한 운영)을 하셨습니까?

마-2. 매시간 지각․조퇴 등의 출결체크를 담당 교‧강사가 직접 하십니까?

마-3. member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출석관리에 대한 학칙(출석률 산출방식, 출석률에 

대한 점수부여 기준 등의 명시) 등을 확인하셨습니까? (출석률 80%미만 F학점)

마-4.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운영하십니까? 5시간실기(100분,10분,100분,10분,30분)수업

은 9시-1시30분, 2시-6시30분으로   진행하십니까?

바. 과제물의 엄정한 채점(과제물 채점 없이 전원만점 절대 안 됨, 동일한 과제물 제출여부 

확인 후 점수반영)을 통하여 보고서성적산정표를  작성하셨습니까?

사.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통합실습 등 현장 실습과목(실습과목)의 개인별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등 양적·질적 체크를 하십니까?(해당없으면 체크 안함, 별도 체크리스트운영) 

아. 본교에서 학기중 발생하는 자퇴 및 휴학의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본교홈페이지/학사정보/학칙,제규정/제5장 21조 등록금의 환불참고)

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강의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수업에 반영하십니까?

(계열별 홈페이지의 학사정보/재학생학사정보   메뉴에서 로그인 가능)

III. 

홍보

가. 본교의 정식 기관명이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라고   알고계십니까?

나.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임을 알고계십니까?

다. 본인이 강의하는 과목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인지 학점 인정이 안 되

는 학습과목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IV. 

제도안내
가. 강의시작 전에 교·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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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2] 크로스체크 보고서

   2021 학기 크로스체크 보고서2021 학기 크로스체크 보고서2021 학기 크로스체크 보고서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고사운영및학사운영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사운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과목교수명 전공명-학년-학급
결

재

담임교수 학부장

교과목명 CD제출여부

■■ 과목별 크로스체크시 확인 사항 (외부계열 평가자 작성)

no 오류내용 정정여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오류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요약

평가자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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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2] 크로스체크 보고서 별지

no 오류내용 정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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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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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3] 학습과목별 체크리스트 확인서

2021 학습과목별 체크리스트 확인서

계열명 과목  교수명

결

재

담임교수 학부장

학급명

(영문학급)
교과목명

l 학점인정출석부 첨부서류 리스트

No
비치 서류 

(크로스체크확인교수 칸에 미비 된 서류는 √  표기 하세요)

크로스체크

확인교수

우측 서류철 순서

1
학점인정출석부-개강 시 계열 제작용   또는

학점인정출석부-사전보고 이후 학사정보서비스   출력용

2 보강계획서

3 공결 증빙 서류

A-1 교 강사 서명과 도장 

A-2 결석 시수 누계의 정확성 (표기한 갯수와   합계)

A-3 출석부 명단의 정확성 (사전보고, 성적및출석확인서, 사전보고) 

A-4 출석 점수 부여의 정확성 (전표와 성적   및 출석확인서)

A-5 휴제적 처리일자 표기 여부(전표의 휴학생, 제적생 확인)

좌측 서류철 순서 

1 강의계획서

2 정기고사 답안지

2-1 중간, 기말 실기시험 성적 산정기준표, 성적 산정표 

3 과제물 성적산정 기준표, 과제물 성적   산정표

4 사전보고(진흥원 출력물) (직원확인)

5 성적전표

6 성적 및 출석확인서(진흥원 출력물) (직원확인)

7 크로스체크보고서 (직원확인)

l 시험지 박스 서류 리스트

No
비치 서류

(크로스체크확인교수 칸에 미비 된 서류는 √  표기 하세요)

크로스체크

확인교수

1 시험지 박스 표지(학기-과목-교수명-표기)

2 시험지 봉투

3 시험지 묶음 표지(과목명, 응시인원, 시험감독)

4 중간 및 보고서 CD 제출물

A-1 결시자 명단과 시험지 매수 일치 확인

A-2 시험 미 실시 자에 대한 성적부여   확인 

A-3 오답을 정답 처리한 문항에 대한 확인

A-4 동일한 내용의 과제물 여부 확인

A-5 시험지 점수, 전표점수, 성적및출석확인서 점수 확인

A-6 문항별 채점 여부 확인( /, ○)

A-7 정기평가 미 실시 과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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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4] 사회복지 현장실습 체크리스트 확인서

 2021 사회복지현장실습 체크리스트 확인서 

계열명 복지유아계열 과목  교수명 이은영

결

재

담임교수 학부장

학급명

(영문학급)
TS1-3 교과목명 사회복지현장실습

l 학점인정출석부 첨부서류 리스트

No
비치 서류 

(크로스체크확인교수 칸에 미비 된 서류는 √  표기 하세요)

크로스체크

확인

우측 서류철 순서

1
학점인정출석부-개강 시 계열 제작용   또는

학점인정출석부-사전보고 이후 학사정보서비스   출력용

A-1 교 강사 서명과 도장 

A-2 결석 시수 누계의 정확성 (표기한 갯수와   합계)

A-3 출석부 명단의 정확성 (사전보고, 성적및출석확인서, 사전보고) 

A-4 출석 점수 부여의 정확성 (전표와 성적   및 출석확인서)

A-5 휴제적 처리일자 표기 여부(전표의 휴학생, 제적생 확인)

좌측 서류철 순서 

1 강의계획서

2 현장실습 성적평가 기준

3 현장실습 성적 산정표(실습기관+교내평가)

5 사전보고(진흥원 출력물)

6 성적전표

7 성적 및 출석확인서(진흥원 출력물) (직원확인)

8 크로스체크보고서 (직원확인)

l 실습일지 박스   서류 리스트

No
비치 서류

(크로스체크확인교수 칸에 미비 된 서류는 √  표기 하세요)

크로스체크

확인

1 시험지 박스 표지(학기-과목-교수명-표기)

A-1 실습의뢰서

A-2 실습신청서

A-3 실습생프로파일(4과목 이수 확인)

A-4 실습계획서

A-5 실습지도계획서 및 기록서

A-6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A-7 실습의뢰 회신서

A-8 실습생 출근부

A-9 실습 평가서

A-10 실습일지(서약서, 실습확인서 또는 도착신고서, 실습일자 확인)

A-11 실습기관 분석보고서 및 사진 8장 이상 (의무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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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5] 조리 관광현장실습 체크리스트 확인서

 2021 조리·관광현장실습 체크리스트 확인서 

계열명 과목  교수명

결

재

담임교수 학부장

학급명

(영문학급)
교과목명

l 학점인정출석부 첨부서류 리스트

No
비치 서류 

(크로스체크확인교수 칸에 미비 된 서류는 √  표기 하세요)

크로스체크

확인

우측 서류철 순서

1
학점인정출석부-개강 시 계열 제작용   또는

학점인정출석부-사전보고 이후 학사정보서비스   출력용

A-1 교 강사 서명과 도장 

A-2 결석 시수 누계의 정확성 (표기한 갯수와   합계)

A-3 출석부 명단의 정확성 (사전보고, 성적및출석확인서, 사전보고) 

A-4 출석 점수 부여의 정확성 (전표와 성적   및 출석확인서)

A-5 휴제적 처리일자 표기 여부(전표의 휴학생, 제적생 확인)

좌측 서류철 순서 

1 강의계획서

2 현장실습 성적평가 기준

3 현장실습 성적 산정표(실습기관+교내평가)

5 사전보고(진흥원 출력물)

6 성적전표

7 성적 및 출석확인서(진흥원 출력물) (직원확인)

8 크로스체크보고서 (직원확인)

l 실습일지 박스   서류 리스트

No
비치 서류

(크로스체크확인교수 칸에 미비 된 서류는 √  표기 하세요)

크로스체크

확인

1 시험지 박스 표지(학기-과목-교수명-표기)

A-1 실습의뢰서 없음

A-2 실습신청서 없음

A-3 실습생프로파일(4과목 이수 확인)

A-4 실습계획서(지도자 서명 또는 명함 부착)

A-5 실습지도계획서 및 기록서 없음

A-6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없음

A-7 실습의뢰 회신서 없음

A-8 실습생 출근부

A-9 실습 평가서

A-10 실습일지(서약서, 도착신고서, 실습일자 확인)

A-11 실습기관 분석보고서 및 사진 2장 이상 (의무사항은 아님)

A-12 수료증(의무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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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6] 과제물 표지 양식(개별)

2021 학년도 제   학기 과제물

교과목명 교강사명

성적

*

* 학생이 기입하는 항목이 아님

전공 호텔조리 학급 HC1-1

학번 성명

제목

※ 나의 윤리적 글쓰기 체크리스트

  

항목 점 검 내 용  비고

1 나는 이 과제물을 직접 작성했다.

2 인터넷 검색 및 참고자료를 인용한 경우 출처를 정확히 밝혔다.

3 여러 글을 혼용하여 새로운 글처럼 제시하지 않았다.

4 실기과제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다.

5 다른 사람에게 과제물을 사지 않았고, 이 과제물을 팔지 않을 것이다.

SEOUL HYUNDAI OCCUPATIONAL TRAINING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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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7] 과제물 표지 양식(조별)

2021 학년도 제   학기 과제물

교과목명 교강사명

제목

* 학생이 기입하는 항목이 아님

전공 학급
개별

성적
일련번호 학번 성명

1 *

2 *

3 *

4 *

5 *

※ 나의 윤리적 글쓰기 체크리스트

  

항목 점 검 내 용  비고

1 나는 이 과제물을 직접 작성했다.

2 인터넷 검색 및 참고자료를 인용한 경우 출처를 정확히 밝혔다.

3 여러 글을 혼용하여 새로운 글처럼 제시하지 않았다.

4 실기 과제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다.

5 다른 사람에게 과제물을 사지 않았고, 이 과제물을 팔지 않을 것이다.

SEOUL HYUNDAI OCCUPATIONAL TRAINING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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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8] 고사 시험지 묶음 표지

2021 학년도   학기      고사

계열명 : 

과목명 : 

반 : 

총원 : 

응시인원 : 

미응시자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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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고사와 보고서 서류를 CD로 제출하는 방법

1. 실기고사 및 보고서 파일을 출석부번호_이름.jpg로 정리한다.

2. 정리된 파일을 “학급명_과목명_수업교수명_고사구분”폴더 안에 넣는다.

3. “학급명_과목명_수업교수명_고사구분”으로 폴더를 정리한다.

4. “학급명_과목명_수업교수명_중간”/“학급명_과목명_수업교수명_기말”/“학급명_과목명_수업교수명_보고서”폴더

  CD 1장(1과목)으로 굽는다.

5. 구워진 CD 위에 다음의 내용을 네임펜으로 표기한다.

A. 학년, 학기, 학급명을 표기한다.

B. 과목명, 담당교수명, 고사구분(중간, 기말, 보고서)를 표기한다.

C. 형식은 지키지 않더라도  아래(표1) 항목의 내용을 반드시 표기한다. 

6. CD자료보관 표지를 학급별 과목별(중간, 기말, 보고서 별로 1장씩) 작성한다.

7. CD자료보관 표지마다 ‘산정표’(실기고사성적산정표 또는 보고서성적산정표)를 첨부한다.

8. CD는 자료가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으므로 과목별로 봉투 1장을 이용한다.

A. 중간고사 이론 시험지 + 기말, 보고서 CD 1장 포함 : 1과목 시험지봉투 사용

   i.이론 시험지를 표지내용으로 작성한다.(중간 이론 결시자명 표기)

   ii.표지 고사구분 항목에 기말과 보고서가 CD로 있음을 표기한다.

  iii.기말과 보고서CD 자료에 관한 산정표를 작성하여 ’CD자료보관표지’와 각 각 철하여 봉투에 넣는다.

B. 중간, 기말, 보고서 CD 1장 포함 : 1과목 시험지봉투 사용

    I.표지에 중간, 기말, 보고서가 CD로 있음을 표기한다.

    ii.결시자명은 봉투 표지에는 표기하지 않으며 각각 ’CD자료보관표지’를 사용한다.

   iii.중간과 기말과 보고서CD 자료에 관한 산정표를 작성하여 ’CD자료보관표지’와 각 각 철하여 봉투에 넣

는다

9.”학급명_과목명_수업교수명_고사구분”폴더를 FTP/UPLOAD/2011-2학기고사서류/해당계열 폴더 안에 교수명 폴더

를 만들어 업로드하고 담당교수 PC에서 원본은 2년간 보관한다.

10. 파일로 정리된 고사서류는 CD로 자료가 보관된다.

11. 학기가 끝날때마다 CD로 남겨진 고사서류는 해당 계열에서 별도 외장하드에 보관한다.

학년학기 20   학년도   학기

학급-학년-반(영문표기)  

과목명  

담당교수  

고사구분(파일) 중간 기말 보고서
            

                   <표1. 구워진 CD 위에 다음의 내용을 네임펜으로 표기>

[표 51-20] 실기고사와 보고서 서류를 CD로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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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19] 성적증명서(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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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4-20] 성적증명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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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운영규정

 [제정 : 2020. 4. 1]

 [개정 : 2021. 6. 1]

제 1조(목적)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관련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과 원활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을 위하여 코로나 19가 

안정될 때까지의 기간(코로나19 관리기간) 중에는 가급적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학습과정 

운영 권고안을 활용하기 위함에 있다.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권고안 안내(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269(2020.03.06.))]

제 2조(기본 방향) ① 기간(코로나19 관리기간) 중에는 가급적 집합수업을 지양하되, 과제물 

활용, 영상컨텐츠 활용, 실시간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합수업을 대체한다.

② 재택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 학습자료를 수령하고 자율학습 후 과제물을 제출한다.

  

제 3조(비대면 수업 운영절차) 비대면수업을 진행할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후관

리실에 수업진행방법에 대해서 보고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운영절차에 따른다.  

① 비대면 수업방식(서식1) 작성 

② 교강사별 비대면 수업교안 출력물 취합

③ 학습자에게 비대면수업동의서 취합

④ 비대면 수업 진행관련 사유 및 운영방안 기안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⑤ 비대면 수업 시행 전 ①②③번 서류 사본 교무처에 제출하여 학점은행제 사후관리실에 

수업진행방법에 대해서 보고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출 후 시행

 

제 4조(비대면 수업 세부 운영 지침) 교육부에서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으로 코로나19 관리

기간 진행 할 것으로 권고 공문이 내려옴에 따라, 본교 학위과정에서도 최대한 대면 수업

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위와 같은 현황으로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부

분으로 학습자와 교강사에게 무리가 없도록 정확한 절차에 대한 안내와 사전 설명을 충분

히하여 시행한다.

① 비대면수업 시 각 가정마다 PC사정이 다른 관계로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 계열별 교

수실에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수업 시스템을 전공별로 준비한다.

 단, 마스크 미착용 시 본교 건물 및 강의장 출입이 제한되므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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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강사가 강의장에 와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 다수가 강의장에 와 있다고 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지 않다. 학생들 다수가 오더라도 감염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

져야 하며, 강의장 한 줄에 한 명 씩만 학생들을 앉힐 예정이고 강의장 1개에 10명 이내

로만 수용하여 학생들을 앉힐 예정으로 온라인수업형태로 진행해야 모든 수강생들이 수업

을 들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 비대면강의 방법과 화상 라이브 프로그램은 교강사가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어떤 프로

그램으로 강의를 하실지, 어떤링크로 들어와야하는지 등은 학습자들에게 사전 수업 안내를 

진행한다.

③ 비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후관리실에 수업진행방

법에 대해서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비대면 수업방식(서식1)과 교강사별 비대면 수업교안 

출력물을 교무처에 제출했는지 비대면 수업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④ 출석 관련

- 수업시간 시작과 끝나는 시간은 원래 정해진 시간대로 준수하여 운영하며, 시작하자 마

자 출석 체크, 화상 강의 시작시 비접속 중인 학생은 지각처리. 또한 수업 종료시간이 아

직 아님에도 미리 방에서 나간 학생은 조퇴처리가 원칙으로 적용되지만, 접속오류로 접속

이 늦었거나 접속이 끊긴 경우는 사정을 고려한다. 한 학생에게서 여러번 이와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카페와 밴드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고, 댓글을 올리는 경우에

도 고려해서 진행한다.    

- 원래 출석 체크의 경우 매 시간마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 강의 시 수업 첫 시간

대는 화상 강의 방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출석 체크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속될수록 웹상

으로 학생이 프로그램(어플)을 켜놓기만 하고 수업참가를 안하는 사태가 우려되므로 교강

사 재량에 따라 수업 중간 출석 체크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19 의심으로 인하여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는 

경우 유고 결석처리로 인한 공결승인신청 : 관련 증빙자료(보건소나 병원에서 코로나바이

러스19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교

강사에게 제출한 학생에 한해서만 공결승인 신청이 가능하다.(출석부에 첨부)

다만, 현재 비대면 수업기간에는 학생들이 공결승인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를 바로 교수실

에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증빙서류는 잘 보관해두었다가 학기 끝날 때 쯤 일괄적으

로 학위과정 계열별 교수실에서 취합하여 출석부와 함께 교무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공

지한다.

⑤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결석(발생 시 본교방역 규정에 따라 진행)은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통하여 진행한다.

⑥ 실습수업

수업 중 일부 시간을 학생들에게 실습시간으로 자유롭게 주는 경우 환류과정(학생이 실습

을 했다는 증거물)이 없으면 출석 인정은 불가하다. 학생들이 실습 시작 시 실습시간이 끝

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진행한다. 단, 주어진 실습시간 동안 한 실습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⑦ 실습 제출물 개념

- 점수로 산정하지 않고, 출석 인정 여부로만 적용한다.

- 제출물을 보관 또는 남겨 놓으시는 것은 필수는 아니므로 교강사가 출석 체크 및 학생

들에게 제출물에 대한 피드백에만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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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과제와는 별개이다.

⑧ 수업 종료 시간을 지켜주어야 다음 이어지는 수업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온전히 수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시간은 교강사도 학습자와 함께 준수한다.

제 5조(ZOOM 활용) 비대면 수업을 위해 ZOOM 유료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ZOOM사용신청  

      서(서식2)를 작성하여 사전 기안을 통하여 신청 후 사용한다.

       https://m.blog.naver.com/anyzzing/222070590709 

       

       https://m.blog.naver.com/murphy1222/221976553235

       

제 6조(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결석은 공가로 처리하여 출석 인정)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결석은 공가로 처리하여 출석 인정한다. 

     해당 전공에서는 완쾌 후 별도의 개별 특별 수업으로 보충한다.

     전체 교직원은 방역 규정을 준수하여 학습자가 안심하고, 미리 걱정하지 않도록, 의연히 대

     처해 나간다.

     

제 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처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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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5-1] 비대면 수업 사전 동의서

비대면 수업 사전 동의서

   1. 비대면 수업 교과목명(해당 학습과목에 ○ 표기)

      

   2. 비대면 수업 동의 내용

   3. 이용기관의 명칭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본인은 2020-2학기 학점인정 교과목의 15주 수업 중에서    주간의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로 설명된 수업 내용, 출석, 과제 목적 외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대면

수업으로 출석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교과목명 해당 학습과목에 ○ 표기

경호비서학개론

 범죄학개론 

기계경비개론

경호방법론

동의 내용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수업 주차 확인(2주, 3주)

  수업 내용 확인

  수업 출석 방법 확인

  수업 과제 제출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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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5-2] 비대면 수업계획서



                                                       

- 430 -

[서식 86] ZOOM 사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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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습과목 학생 등록제 운영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개별학습과목 학생 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등록정원) 해당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조(수업학기) ① 수업학기는 제1학기, 제2학기로 구분한다.

② 수업기한은 학기 단위로 하며, 매 학기 등록하여야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제 2 장  전형 및 등록자격

제 4조(전형시기) 전형시기(학기, 계절학기)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조2(전형방법) ① 전형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 5조(지원자격) 본교에 개별학습과목 학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2.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6조(지원절차) ① 본교 개별학습과목 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학사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웹신청시 생략이 가능하다.)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 밖의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조(등록 허가) ①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을 허가한다.

②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개강 전으로 한다. 

③ 수강신청 학점에 의해 부과된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을 납입함으로써 시간제학생으로 등

록된다.

제 3 장  수강신청

제 8조(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작성한 후 담임교수

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신청학점 기준) ① 시간제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연간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기 당 최대 수강가능 학점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며, 학기 중 신청하지 못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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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학점은 계절 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제 10조(성적 불인정)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1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 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

간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기간

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동일과목 중복수강 금지) 동일과목을 중복수강 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3조(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타 대학 또는 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해당 

계열(과정)에서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4 장  교과

제 14조(교육과정) 본교의 교과는 학점인정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

고,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전일제 학생과 통합․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

다. 그 밖에 이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편입학․학위수여

제 16조(전일제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① 개별학습과목 학생의 편입학은 전일제 학생의 편입학 

절차에 준용한다.

제 17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

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

인 자에게는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본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학기에 정해진 기간에 학위신청동의서를 해당 

담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학적변동

제 18조(휴학) 학기 중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사유서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담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 19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20조(학적변동 제한) 개별학습과목 학생의 수료, 제적, 재입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1조(등록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그 밖의 해교 

행위를 한 자는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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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학생활동

제 22조(학생활동 금지) 개별학습과목 학생은 누구든지 전일제 학생의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

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

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장  제증명

제 23조(제증명 발급) ① 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증,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수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학생증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발급신청서를 학사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항의 

각종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 24조(준수 사항) ① 발급된 학생증은 등록한 학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되

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학생증 제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학생증(또는 제증명)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분을 밝히는 사안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다.

제 2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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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7] 개별학습과목 신청서(시간제, 외부교육기관)

  

[서식 88] 개별학습과목 (수강추가 및 수강대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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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9-1] 개별학습과목 단체 수강 신청서(시간제, 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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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9-2] 개별학습과목 단체 수강 신청서(시간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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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9-3]개별학습과목 단체 수강 신청서(시간제, 외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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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9-4] 개별학습과목 단체 신청서(수강대체, 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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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정규학기 이외(이하 “계절학기”라 한다)의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개설시기)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제 3조(수업기간) ①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8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

로 한다.

② 산업체현장실습 및 수시전형 입학생의 예비대학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제 4조(대상)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 휴학생

2.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자

3. 개별학습과목 등록학생 

4. 학점교류 학생으로 본교와 학점교류(이하 “교류”라 한다)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교육기

관, 산업체 및 기관의 학점 교류학생

제 5조(수강신청) ① 계절학기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절학기에서 매 학기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 휴학생은 6학점 이내

2. 개별학습과목 등록학생은 직전 학기에서 이수한 학점을 누계하여 12학점 이내

3. 그 밖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학교간 학점 교류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 6조(수강정정) 수강신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 7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 학기의 수업료를 기준으로 학점당 또는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책정하며 수강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학

기의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② 이미 납부한 계절학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폐강된 과목

2.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제 8조(성적처리) ① 계절학기의 성적평가는 성적처리 규정에 따른다. 

②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총 평균합산과 졸업요구학점으로만 인정하며, 학사경고 및 

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학적부의 성적표시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제 9조(강사료 및 수당) 계절학기 강사료 및 관리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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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반(산업체) 학위과정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4년 9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에 따라 산업체 학위과정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과정) ➀ 산업체 학위과정에는 호텔조리계열 식품조리전공, 호텔관광계열 호텔경영전공, 

사회복지유아계열 사회복지전공, 아동가족전공, 산업체계열 경영전공을 둔다.

      ➁ 일반 학위과정(본교 학점은행제 2년제, 3년제 정규 학위과정을 ‘일반 학위과정’이라 칭

한다.)에서 산업체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의 전공 12과

목(36학점) 이상 보유한 전공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반드시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개

강 2개월 전에 학사운영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정간협동과정과 과정   연구소   산업체 협동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

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 년 한, 학년 및 학기

제 3조(수업년한, 학년 및 학기) ➀ 2년 4학기, 2년 6학기, 3년 6학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학기

제, 계절학기제, 다학기제, 주 야간제, 주중 주말반, 개별학습과목 등의 다양한 운영이 가능

하다.

      ➁ 타 대학 이수학점, 자격증학점 등으로 수업년한 보다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함께 본교 졸업이 가능하다.  

제 4조(수업일수 및 교육시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과목은 이론 3시간, 실기 5시간을 기준으

로 15주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자격증 특강 및 비학점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입학과 편입학(입학자격)

제 5조(입학) 산업체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들로 취업된 학생들과 새터민 등의 사전에 입학허가를 취

득한 경우에 산업체 학위과정 1학년으로의 입학이 가능하다.

제 6조(편입학) 70학점 이상을 보유한 학생들은 3학년 1학기로 편입되어 산업체 학위과정 3학년 

편입학이 가능하다. 단, 담임교수와 상담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바가 

없으면 학생이 희망하는 희망학기로의  편 입학이 가능하다.

제 4 장  등록 및 등록금의 면제와 환불

제 7조(등록) 등록금 책정 기준은 일반 학위과정 기준에 따른다.

      본교 일반 학위과정 졸업생이 산업체 학위과정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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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금액을 책정할 수 있으며, 등록은 개강 전 등록기간에 완료한다. 

      단, 산업체 과정으로 특이 사항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산업체를 운영을 위한 모집 및 경

과에 따라) 적절하게 장학을 적용하여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예외 사항으로 등록금이 별도

로 책정될 수 있다.

제 8조(장학) 산업체 학위과정 개별학습과목(시간제) 수강신청에 따른 장학 대상자는 일반 학위

과정의 장학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성적 장학은 담임교수가 수강신청 이전에 사전 입력할 경우 고지서 출력 시 반영한다.

      2) 재학생 장학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➀ 복학생 커리 불일치 전액 장학(성적증명서 첨부)

      ➁ F학점 재수강 240,000원(성적증명서 첨부) 수강 가능하여 1시간 * 80,000원으로

      240,000원(3시간), 320,000원(4시간), 400,000원(5시간) 수강 가능하다. 

      ③ 본교 졸업생 및 재학생은 장학으로 최대 30% 할인가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타대학 이수학점이 중복되어 추가 수강하는 경우 전액장학(성적증명서 첨부) 지원 한

      다. 

      ⑤ 수강생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전공에서 의도적으로 장학 수강을 희망하는 예외적인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한다. 

      단, 본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제적 및 자퇴, 휴학자는 장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습비는 별도로 책정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자퇴, 제적 및 복학 

제 9조(휴학, 자퇴, 제적 및 복학) 담임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에 위배되

는 바가 없으면 희망학기의 휴학, 자퇴, 제적 및 복학 가능하다.

제 6 장  교육운영

제 10조(교과목이수 및 학점취득,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산업체의 경우 학위취득 시점

을 졸업으로 간주하여 동계와 하계 학위수여식 및 장학금수여식을 함께 실시한다. 

      단, 휴학의 경우 2년을 경과 하면 자동 미등록 처리된다.

제 11조 (과정설치, 학급편제, 과정별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10명 이상-40명 이내로 학급편성

이 가능하며 10명 이하로 학급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한다.

제 12조(교육운영)

      1) 노동부출석부와 학점인정출석부는 학위과정과 동일한 양식에 작성한다.

      2) 시간제(수강추가) 학생과 재학생은 학번으로 구분하며, 시간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담임

으로 배정되지 않는다.

      3) 수강학점의 제한을 두어 졸업생도 3과목 이상 수강 시 학장님 결재를 받아야 수강이 

가능하며 3과목 이상 수강하는 경우 산업체 학위과정으로 편입학을 안내한다.

      4) 전문학사과정의 교과목 보다는 학사학위 교과목에 대하여 교강사 및 과목내용의 질관

리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한다.

      5) 학사정보서비스 [표준서류양식] 메뉴에서 [학사학위운영규정] 게시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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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기타 운영)

      1) 학사과정 진급 및 전과 편입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학생관리에 대한 담임교수의 수

고로움을 지원한다.

      2) 등록금고지서, 가정통신문, 입금계좌번호의 일원화하여 정확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3) 성적증명서 및 모든 학사운영 전반을 일반 학위과정과 산업체 학위과정을 분리하여 운

영한다. 

제 7 장  학위수여 

제 14조(학위수여 및 학위수여취소)

      산업체의 경우 학위취득 시점을 졸업으로 간주하여 동계와 하계 학위수여식 및 장학금수

여식을 함께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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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산업체 학위과정 수강신청 운영 안

※ 개별학습과목 수강료 기준

   일반 학위과정 등록금 책정을 적용

산업체 학위과정 수강 신청
산업체 학위과정 개별학습과목(시간제) 수강신청

일반 학위과정 개별학습과목(시간제) 수강신청

*본인이 보유한 학점을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학점 확인하러 가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로그인페이지 연결

*본교 일반 학위과정 학사정보서비스 

로그인 페이지 연결

* 산업체 학위과정과 일반 학위과정의 수업을 

 개별학습과목으로 신청하여 추가로 수강하는 경우

*해당학기 수강과목보기

-1 교내, 전공, 이수학점, 신청여부 ⍌
-2 교내, 전공, 이수학점, 신청여부 ⍌
-3 교내, 전공, 이수학점, 신청여부 ⍌
-4 교내, 전공, 이수학점, 신청여부 ⍌
-5 외부, 전공, 이수학점, 신청여부 ⍌
-6 외부, 교양, 이수학점, 신청여부 ⍌
-7 외부, 교양, 이수학점, 신청여부 ⍌

*해당학기 시간제 과목 수강신청 페이지로 연결

*내용 입력

*장학항목 보기

 1. 성적 장학(담임교수님 사전 입력 시 반영)

 2. 본교졸업생 장학(최대 30% 장학 지원)

*본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제적 및 자퇴, 휴학자는 장학 대상에서 제외 됨 

*실습비는 별도로 책정될 수 있음

*금액 책정은 계속 검토 중

*장학항목 보기

 1. 성적 장학(담임교수님 사전 입력 시 반영)

 2. 재학생 장학

 ➀ 복학생 커리불일치 전액 장학(성적증명서 첨부)

 ➁ F학점 재수강 240,000원(성적증명서 첨부) 수강 가능

 240,000원(3시간), 320,000원(4시간), 

 400,000원(5시간) 수강 가능

 - F학점을 받은 과목 대신 다른 과목 수강에도 적용 

 ③ 졸업생 및 재학생 학위 연계시 장학

 (최대 30% 할인가 수강)

 ④ 타대학 이수학점이 중복되어 추가 수강하는 경우 전액

  장학(성적증명서 첨부) 

 ⑤ 산업체 과정으로 특이 사항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

장의 결재를 득하여 예외 사항으로 등록금이 별도로 책정

*본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제적 및 자퇴, 휴학자는 장학 대상에서 제외 됨 

*실습비는 별도로 책정될 수 있음

*저장 및 출력 *저장 및 출력 

*등록금 고지서 자동 출력

-> 학사운영실 및 총무부 제출

*등록금 고지서 자동 출력

-> 학사운영실 및 총무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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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및 등록금 책정 규정
[제정: 2012년 3월 1일]

[개정: 2016년 3월 2일]

제 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

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학교 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⑤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

정·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⑥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 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

의 장이 정한다.

제 2조(등록금 항목) 등록금의 항목은 등록금(학습비)과 실습비로 운영한다.

① 등록금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 실습. 실기비로 책정된다. 

② 등록금은 제3조에서 결정요인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참조한다.

③ 실습비는 해당 계열에서 실습에 필요한 해당 학기 소모되는 비용으로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산정한다.

④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2년 동안 교내에서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기관 이  

        수 제한 학점 제도로 인하여 본교에서 60학점을 취득하고 나머지 20학점은 외부 교육기  

        관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학사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외부에서 수강해야하는 학   

        점(주로 교양)의 수강료는 장학으로 지원하고, 편입학으로 이미 외부 수강학점을 보유하  

        고 있는 학생에게는 1학점당 50,000원으로 1학기 최대 6학점, 졸업시 최대 15학점까지  

        편입학 장학금을 지원한다.

⑤ 학습비의 수납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단, 대행업체 등  

        을 통한 수납은 금지한다. 

⑥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학습자 모집 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⑦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강료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면제한다.

제 3조(수납 및 반환) ①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하고, 학습자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

        정 받은 학습과정의 학습비는 모집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

        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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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등록금 결정요인) 등록금의 결정요인은 아래의 항목과 같다.  

     [표 53] 등록금의 결정 요인 - 최근 2년간 교육비 구성 요소 및 학습비 대비 교육비 비율  

          ※ 등록금 결정요인은 최근 2년 지출금액과 학습비 총액을 산정하여 조정한다.

제 5조(실습비 사전 결재 및 승인 진행) 등록금에 책정된 실습비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학부장은 

       반드시 학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 진행해야하며, 등록금 수납 시 납입한 실습비 이외의

       비용을 별도로 수납하여서는 안 된다.

제 6조(등록금 고지서 발송) 등록금고지서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등록기간 2주전에 발송을

       완료한다. 등록금 고지서 발송부수가 1,000부가 넘는 경우에는 DM발송 업체를 통해서       

       발송하며, 등록기간 3주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여 전달한다. 재학생 수가 1,000명      

교육비 구성요소
 지출금액(A) 

3년전 2년전 지난해 올해

인건비

직원급여 18.939% 17.770% 27.837% 24.558%

교,강사 15.062% 14.610% 19.434% 19.710%

퇴직급여 6.778% 2.279% 2.143% 2.090%

도서구입비
교재비 0.012% 0.018% 0.004% 0.000%

도서인쇄비 0.224% 0.440% 1.041% 0.762%

연구학생경비
실습재료비 4.964% 3.954% 4.539% 5.268%

학생활동지원금 1.510% 0.988% 2.241% 0.673%

고정자산매입지출비용
(교육용)

소모품비 1.057% 0.495% 0.623% 1.023%

소프트웨어비 0.102% 0.024% 0.400% 0.013%

비품,구축물 3.286% 0.859%　 0.522% 1.678%

기타일반관리비

행사비 0.581% 0.408% 0.406% 1.440%

복리후생비 1.851% 1.565% 1.879% 1.800%

여비교통비 0.657% 0.393% 0.537% 0.555%

통신비 0.530% 0.520% 0.819% 0.669%

세금과공과금 1.075% 1.267% 1.668% 1.657%

보험료 0.869% 1.318% 1.519% 1.352%

사무용품비 0.031% 0.020% 0.016% 0.023%

지급수수료 2.233% 4.219% 1.882% 2.529%

유지관리비 1.419% 0.957% 0.719% 2.422%

일반동력비 1.672% 1.864% 1.735% 1.315%

업무추진비 0.102% 0.177% 0.272% 0.384%

장학금 3.305% 6.201% 7.582% 9.031%

법인세 3.997% 5.959% 4.295% 4.903%

합계 91.432% 91.1% 82.114% 83.854%

평균 91.266%(홍보비와 임대비 포함) 82.984%　

[표 53] 등록금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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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인 경우에는 담임교수님들이 함께 발송에 참여하도록 등록금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자료를 등록기간 2주전까지 준비하여 진행한다. 

       등록금 고지서 발송 시에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함께 발송을 준비한다.

제 7조(과목별 수강료의 책정) 과목별 수강료의 경우 등록금 가격은 진흥원에 보고된 금액으로 

정리한다.

본교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은 한 학기 등록금을 받아 한 학기를 집행하기 때문에 전체 과

목에서 무료교육은 없다.

본교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학점은

행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납부한 수강료는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있어 학생들이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에 대하여는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비

학점의 수강료로 책정된 일부 금액을 학점과목의 수강료로 조정하여 학습자들이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하여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

영한다.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은 해당 전공의 한 학기 등록금을 낸 학생들에게 만 

제공되는 교과목으로 아무나 수강이 가능한 무료교육은 아니다.

제 8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강료 입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웹 시스템에 한 학기 등록금을 학점은행제운영 과목수로 나

누어 그 금액의 합이 한 학기 등록금액으로 산정되도록 과목별 금액을 입력한다. 이때 장

학 대상학생, 분납 또는 미납 상태로 수강한 학생(환불 또는 자퇴, 휴학, 제적 학생들의 

수강료)의 수강료 등이 제외되지 않은 상태로 일괄 입력이 되므로 학생 개인별로 책정된 

수강과목의 금액과 학생이 실제로 낸 수강료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학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학생이 실제로 낸 금액과 연말소득공제 금액이 일치하도록 환불, 장학 등의 메뉴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입력한다.   

  

NO 항목 내용

1 가정통신문
계열별 또는 과정별로 가정에 전달하는 필요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동봉한다. 

2page 이내로 작성한다. 

2 등록금고지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동봉한다. DM발송 양식과 학사정보서비스 출력 양식을 

별도로 운영한다. 

3 과목별 수강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침에 의하여 과목별 수강료가 적힌 고지서를 동봉한다.

*협약 기관에 수강료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수강료 고지서에 수강하는 기관 및 

과목별 수강료를 표기하여야 함.[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4-1호/학점은

행제 학사관리지침 제․개정 고시/2014. 3. 7.]

[표 54] 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 동봉 내용

  

    

제 9조(운영교과에 포함되는 장학) 2년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81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  

      된 커리큘럼에 의하여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가능하지만, 졸업하여 사회로 진출할 때 부   

      족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실무역량강화 장학과정]을 운영  

      한다. 

      ① 실무역량강화 장학과정은 격려장학(특강장학), 고시장학, 산업현장장학, 경찰학교체험   

      장학, 기능장학, 체험장학, 현대장학 등으로 계열별로 이루어지는 실무역량강화를 위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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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한 프로그램에 알맞은 장학으로 운영한다. 

      ② 실무역량강화 과정이 학점은행제 교과목은 아니지만, 해당 전공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  

      면 비학점 교과목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성적증명서에 반영하  

      는 과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단, 본교 자체 교육과정은 교육비 소득공제가 안 되므로 장  

      학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일부 교육비가 책정되는 경우 연말에 교육비 공제  

      가 안 됨으로, 필요한 경우 총무부에서 해당 교육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학습  

      자에게 이를 설명하여 이해시킨다.

      ③ 전공별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향상 시  

      킬 수 있도록 형식에 얽메이는 교육이 아닌 급변하는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내  

      용으로 구성하여 현장 맞춤교육이 되도록 매학기 업데이트하여 운영한다. 

제 10조(교양수업의 중요성) 전공과목이 아니라서 취업과 진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이라  

      는 생각으로 편하게, 쉽게, 학점을 취득하고 싶은 생각으로 교양 학습과목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 교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야 한다.

      ① 교양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알아야 하는 기초 교육이다.

      ② 현장에 나가보면 전공지식만으로 가지고는 인정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기  

      에 올바른 사회성과, 인성교육,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올바른 교양 교육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④ 경영, 영어, PC 등은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초 교육이다.

제 11조(교육지원금의 운영) 본교 교양 수업의 운영은 학습자들이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 취득  

      이 가능하도록 외부에서 20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학으로 지원 한다.

      ① 개강 전에 학습자들에게 본교 주변의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양 수강 신청을 하도록 안내  

      한다. 

      ② 학습자들의 수강 현황을 파악하여 담임교수님들께서는 교양 수업 개강 전에 교양 수강  

      신청 내용에 따른 교양 수강료 장학 지원에 필요한 기안과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학생 개인의 이름으로 수강 신청한 교육기관에 장학으로 지원되는 수강료를 납부한다. 

      ④ 수업이 진행 중에 발생하는 환불에 대하여는 외부 교육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수업 일  

      에 따른 교양 교육비에 관하여 학생 계좌로 직접 환불하도록 안내한다.

      ⑤ 장학으로 지원된 외부 교육기관 수업에 대하여는 성적증명서에 분류, 교과목명(교육기  

      관), 학점을 입력하고, 성적은 “외부학점”으로 입력한다.  

      ⑥ 전적대학 교양 학점을 15학점 이상 보유한 학습자들에게는 1학점 당 50,000원 1학기  

      최대 6학점, 졸업시까지 최대 15학점까지 편입학 장학금을 지원한다. 

제 12조(편ㆍ입학 장학)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는 타대학 졸업자 및 중자퇴자에 한하여 교양과목  

      학점보유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구분 대상 장학 안내

편입학 장학

타대학 졸업자 · 교양과목 학점 보유시 별도 지급

· 매 학기 교양과목 학점 6학점 이내에 지급

· 졸업시 까지 최대 교양과목 15학점까지 장학 혜택  

타대학 중ㆍ자퇴자 

교양과목 학점 보유자 

[표 55] 편입학 장학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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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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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학구분 no 과목명 운영전공

1
격려 장학지원

(특강 장학지원)

1
산업현장 전문가 특강

(현장전문가, 전문가)

경영, 미용,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화예, 사회복지, 아동가족

2 역량 강화 지도 호텔조리

3 창의 실습 관광식음료, 식공간연출, 호텔제과제빵

4 산업현장 전문가특 강
관광경영, 관광식음료, 식공간연출, 정보처리 

호텔제과제빵, 레저스포츠,  호텔조리, 

5 자격증 특강
경영, 미용,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사회복지, 아동가족,  화예

6 항공 역학 특강 정보처리

2 고시 장학지원

1 경비 지도사 특강 경찰경호, 의전경호

2 유도 및 자격증 특강 경찰행정

3 전국 세무 회계 경진 대회 경찰행정

3 산업현장 장학지원

1 경찰학교 견학 경찰행정

2 유도 및 형법 특강 경찰경호, 의전경호

3 현장 실습 지도 레저스포츠

4 MOU 인턴 실습II 정보처리

5 게임업체 실무전문가 특강 정보처리

4 경찰학교체험 장학지원

1 산업현장 전공 체험 및 실습 경찰행정

2 자격증 특강 경찰경호, 의전경호

3 산업현장 전문가 특강 경찰행정

5 기능 장학지원

1 게임 경진대 회 정보처리

2 공모전 대비 특강 화예, 컴퓨터산업디자인

3 관광종사원 자격특강 관광경영

4 라이트룸 활용 교육 컴퓨터산업디자인

5 맥켄토시 활용 교육 컴퓨터산업디자인

6 미용 경진 대회 미용

7 역량 강화 지도
관광경영, 관광식음료, 식공간연출,  

호텔제과제빵

8 육가공 및 식품조리 호텔조리

9 전국 세무회계 경진 대회 경영

10 전통 한식 조리 실습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11 카지노 딜러 양성 특강 관광경영

12 패션 공모전  및 대회 패션디자인

13 해킹 경진 대회 정보처리

14 현장 역량 강화 지도 레저스포츠

15 호텔 매너 현장 실습 관광경영

6 체험 장학지원

1 체험현장실습 및 전시회 관람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 미용, 화예

 관광식음료, 식공간연출, 호텔제과제빵

2 그린클래스 호텔조리

3 산업현장 방문연수 관광식음료, 관광경영, 사회복지, 아동가족

4 역량강화 및 체험 현장 실습 경영, 레저스포츠, 관광경영

5 서울 패션 위크 현장 실습 패션디자인

8 현대 장학지원

1 MOU 인턴 실습I 정보처리

2 실무특 강 관광식음료, 경찰행정

3 실무현장 특별 지도 컴퓨터산업디자인

4 전문가 실무 필수
관광경영, 관광식음료, 호텔제과제빵,  경영, 

경찰행정, 호텔조리, 레저스포츠

5 전문가 실무 필수(매거진발행) 식공간연출

6 전문가 실무 현장 촬영 교육 컴퓨터산업디자인

7 현장전문가 실무 실습 교육 화예

[표 56] 실무역량강화 장학지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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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가정통신문 DM발송 양식(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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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가정통신문 DM발송 양식(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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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등록금고지서 DM발송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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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0] 과목별 수강료 고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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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 운영 규정

[제정 2012.11. 1]

[개정 2014. 3. 1]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근로자가 스스로 직무능력관련 지식을 구성원간의 학습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 체계  

     적으로 축적․확산시켜 개인 역량을 제고하여 기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함

제 2조(지원대상 및 요건)

     

제 3조(지원내용) 

   ○ 학습조 운영비 : 조원 1인 기준 20,000원(강사비 제외)

   ○ 지급시기 : 분기별 사전지급(강사비는 별도 기안으로 별도 지급)

   ○ 지원 절차 : 리더의 기안을 통하여 총무부에서 리더에게 지급

제 4조(세부 집행 기준)

      

구   분 집  행  기  준 

외래강사 자격기준

(택일)

 ○ 각급 단체, 협회 및 기업 등에 속한 3년 이상 경력의 전문 강사

 ○ 해당분야 공공기관 및 산업체 전문가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교육훈련 경력자

 학습리더의 자격기준  ○ 해당기업에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표 57-2] 학습조 세부 집행 기준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운영목적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분야별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통목표를 학습조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

는 경우에 지원

학습조수 ○최대 10개조까지 지원

구성인원 ○3인 이상 20인 이하(학습조 대표 포함)

학습리더
○학습조원 중에서 조장 1인 지정

○조장을 지원하는 총무 1인 추가 지정

운영기간 ○3개월이상(11월~1월, 5월~7월)

정기모임 ○운영기간 중 매월 2회 이상(회당 1시간이상) 개최

가입제한
○학습조 운영기간 내에 퇴직예정자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학습조 중복 가입 불가

[표 57-1] 학습조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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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사업수행) 학습조 대표는 조별 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학습모임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매회 학습모임 실시 일부터 5일 이내에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학습조 최종 종

료 시에 지원금을 사용한 관련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학습조 역할 분담) ➀ 학습리더는 학습조 등록 신청서, 수행 계획서, 회원 명단을 작성한다.

     ➁ 총무는 학습일지(매회)와 최종보고서(사후관리방안 등 포함) 작성

제 7조(사후 평가 및 관리)  ➀ 학습활동 결과물에 대한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교원들의 평가    

      70%와 학교장의 평가 30%를 포함하여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학습조를 포상한다.

     ➁ 학습조 활동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여 차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학습조 관련서류는 지원종료일로부터 3년간 자체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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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1] 학습조 등록 신청서(조별)

학 습 조  등 록  신 청 서 (조 별 )

개    요

학습조명 결 성 일 2021 년  월  일

모임장소 정기모임
월  회(매주, 격주, 기타)

○요일(    시 ~    시)

구   성

대 표 자  성명 :  부서 :  직급 :  연락처 : 

총    무  성명 :  부서 :  직급 :  연락처 : 

회 원 수

실시개요

운영목적  

운영기간       0 개월(2021 .  .  . ～ 2021 .  .   .)

결과보고
 ※학습조 결과보고 방식(연구실적, 제안서 제출, 자격증 취득 등) 계획 및 보고일 

등 기재

  사내 학습조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  .   .

신청인  학습조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김남경 귀하

구비서류
 1. 수행계획서(조별) 1부 

 2. 회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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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2] 수행계획서(조별)

수행계획서(조별)

○ 학습조명 : 

구   분 내   용

학습주제

주제선정배경

세부수행계획

 ○ 학습활동 진행방향 : 

 ○ 학습활동 주요내용 : 

 ○ 학습모임 : 8 회(매주 목요일 오후 5시)

회차 일 시 학습내용 학습방법

1

2

3

4

5

6

7

8

   - 세미나 개최 :     5 회

   - 외래강사 초빙 :     1 회

 ○ 학습결과물 정리, 발표 및 활용방법 등

   - 결과보고(연구·개선실적 발표, 자격증 취득 등)

지 원 금 집행계획

 ○ 교재 구입비 : -

 ○ 외부강사 초빙 :  20,000원 

 ○ 회의비 :  1인 20,000원

학습활동

기대효과

 ※ 학습조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성과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최대 5매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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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3] 회원명단

회  원  명  단

○ 학습조명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근무부서 직 위 전화번호 가입/탈퇴일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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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4] 학습일지

학  습  일  지

학습조명

담당자  총 무 :               (인)

일시(시간) 장  소

참석대상 명 참석자 명

참석자 

확인명단

예시]  홍길동(인),  김삿갓(인)… ※참여자 여부 확인서명

학습방법 (집합, 강사초빙 등)
발표자

(강 사)

학습과제

학습내용

(※주요내용을  구체적

으로 기재하고, 결과물

이 있는 경우 첨부)

구비자료
  1. 지원금 지출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로 처리한 영수증 첨부)

  2. 학습조 지원금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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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5] 학습조 최종보고서(종합)

학습조 최종보고서(종합)

○ 학습조명 : 

구   분 내   용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추진내용

및 실적

 ※ 수행계획에 의거 추진내용 및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재

   - 학습조별 학습결과물 첨부

 

성과분석

(추진효과 등)
 ※ 학습조 운영을 통해 기업에서 얻은 성과 및 결과

향후계획

(사후관리방안)

구비서류  1. 학습일지(교재명등 물품구매내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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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 평가 규정 

[제정 : 2007년 3월 1일]

[개정 : 2017년 3월 2일]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평가에 대한 

세부적 운영 방안과 상․벌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원 평가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 3조(교원평가 방안) 

① 평가는 1학년과 2학년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1학년의 평가는 1, 2학기 공히 지도교수의 학업관련 성과(진급률) 40%, 교수학생 수업

평가 10%, 다면평가 5%, 계열업무수행 5%, 연수실적 5%, 행정업무수행 5%, 자기실적기

술서 30%로 한다.

③ 2학년은 1학기는 지도교수의 학업관련 성과(진급률) 40%, 교수학생 수업평가 10%, 다

면평가 5%, 계열업무수행 5%, 연수실적 5%, 행정업무수행 5%, 자기실적기술서 30%로 

하며 2학기는 학업관련 성과 40%의 항목을 100%로 환산한 세부내용으로 편입과 취업 

60%, 학위취득 20%, 자격증취득 20%로 한다.

제 4조(학업관련 성과-진급률의 적용) 진급 백분율을 점수화 하되 이 점수에 40%를 반영하여 

진급 점수를 환산한다. 1학기-3학기 학업관련 성과(진급률)로 반영한다.

제 5조(학업관련 성과-취업률의 적용) 2학기는 학업관련 성과 40%의 항목을 100%로 환산한 세

부내용으로 편입과 취업 60%, 학위취득 20%, 자격증취득 20%로 한다.

      1. 취업 및 진학의 적용 학기 시작인원 대비 4년제 대학의 일반 및 학사편입 인원과 순수

취업 인원의 합을 백분율로 점수화하되 이 점수에 60%를 반영하여 편입과 취업평가 점수

를 환산한다. 단, 졸업 시 군입대자도 취업인원으로 본다.

      2. 학위취득의 적용 2학년 2학기는 학업 관련 성과 40%의 항목을 100%로 환산한 세부내

용으로 미 편입자중 8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백분율을 점수화 하되 

이 점수에 20%를 반영하여 학위취득 점수를 환산한다.

      3. 자격증취득의 적용 2학년 2학기는 학업관련 성과 40%의 항목을 100%로 환산한 세부

내용으로 평가에 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학점인정이 되는 모든 자격증으로 하되 1인 1자격 

까지만 인정하며 학기 시작인원 대비 자격취득인원을 백분율로 점수화하되 이 점수에 

20%를 반영하여 자격증취득 점수를 환산한다.

제 6조(수업평가의 적용) 교수학생 수업평가 백분율을 점수화 하되 이 점수에 10%를 반영하여 

교수학생 수업평가 점수를 환산한다.

제 7조(다면평가의 적용) 원 점수 100점에서 다면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를 백분율(5%)로 반영하

여 점수화한다.(평가요소는 별도 교원평가 운영안 참조)

      다면평가는 업적평가와 더불어 데이터화 되지 않은 주요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로 합당한 

처우(상벌)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면평가자는 업무의 연관성, 객관적인 사고와 분석력 및 도덕성에 문제없는 자이

어야 하며, 다면평가 대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다면평가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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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열 내부 교수간의 항목을 평가 한다.

② 학부장 및 부서장 간의 항목을 평가한다.

③ 평가 인원이 4명 이상일 때 : A 50%이하(2), C25%이하(1),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④ 담임교수는 ①항의 평가로 산정되고, 학부장 및 부서장의 평가는 ②항의 평균 값으로 

산정된다.

제 8조(계열업무수행) 정성적으로 진행해온 평가의 항목을 정량적으로 수정하여 증빙서류 1장당 

2점씩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대외협력 기여도(산학협정서 사본)와 신입생 추천(시간제 신

청서 사본), 대회수상인원(비학점 자격증 취득 사본)등을 합하여 점수화 하며, 본인의 학점

설계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평가인정신청 교과목 탈락, 사전보고 성적보고 미확인에 

따르는 오류발생 시 감점을 진행하여 전체 평가 점수에서 5% 반영한다.

제 9조(연수실적 및 행정업무수행) 행정업무에 대해서 담임교수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작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목 5%로 일일출결의 입력 2%, 고사 운영시 경위서 

제출항목 1%, 상담일지의 입력 2%로 이루어지며, 연수실적(1년간 교원 32시간 연수) 5%

를 점수화 하여 평가한다.

제 10조(자기실적기술서) 자기실적 기술서에 대한 평가는 학장님의 교원에 대한 평가로 본인이 

작성한 업무성과로 평가를 진행한다. 별도로 학기마다 만들어지는 개별항목들, 예를 들어 

강의계획서 업로드 비율, 산학협정 업로드 비율, 신입생 면접 대비 합격률 비율 등의 정량

적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제 11조(포상방안) 포상방안은 본교 취업규칙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99조(포상대상)와 제100조

(포상시기) 및 제101조(포상방법)에 따라 [표58 포상기준]으로 진행한다.

제 12조(징계방안) 징계방안은 본교 취업규칙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104조(징계의 종류 및 방

법)와 제105조(권고사직) 및 제107조(해고사유)에 따라 [표60 징계기준]으로 진행한다.

제 13조(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기간) 1학기 업적에 대한 자료는 다음 학기 10월 말까지 제출하

는 자료로 서류 날짜는 9월 말까지로 한다. 2학기 업적에 대한 자료는 다음 학기 4월 말

까지 제출하는 자료로 산정한다.

제 14조(기타) 교원 평가 항목은 일부 항목에 대하여 시행 학기 이전에 가감 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과 벌에 대한 사항도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학장의 결재와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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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상  방  안

1. 단, 포상금의 지급은 전체 평균 진급률(학기별 사전보고 인원 진급률)대비 학년별로 한다.

2. 담임교수가 담당한 학급 학생들이 100% 전원 진급하는 경우와 다른 학급과 비교하여 진급률이 우수한 경우 특별 포

상을 진행한다.  

3. 포상 순위 안에 있지만, 다른 한 개의 담당 학급이 평균진급률 이하이거나 60% 이하 진급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  

[표 59] 포상금 계산식

다음의 내용은 2008학년도 2학기 교원평가 시행 이후 일부 수정이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

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복수(2개 이상) 관리학급 발생 시 교원평가 점수의 계산은?

  1) 복수 관리학급인 경우(동일학년 및 타 학년 동일적용) ->

    ① 다른 지도 학급의 교원평가 점수가 평균치 이상인 경우는 교원평가 포상금의 100%를 지급한다.

    ② 다른 지도 학급의 교원평가 점수가 평균치 미만인 경우는 교원평가 포상금의  50%만 지급한다.

    ③ 2개 학급 이상을 관리한 교원이 상위 1등과 하위 1등을 동시에 히였을 경우는 교원평가 포상금은 50%만 지

급하고 경고의 등급은 한 등급 감해준다. 

2. 관리학급 인원비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방안은?

   (기존은 진급인원에 따른 차등 없이 포상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했음)

  1) 해당 학년의 순수 수업료 * 인원 * 2.5%(학년 교원평가 1등시) 

     예)  1학년 0,000,000원(해당 년도 기준) * 30명(학기 시작인원) * 2.5% 

          = 0,000,000원

     예)  2학년 0,000,000원(해당 년도 기준) * 10명(학기 시작인원) * 2.5%

          =   000,000원

  2) 해당 학년의 순수 수업료 * 인원 * 1.5%(학년 교원평가 2등시)

     예)  2학년 0,000,000원(해당 년도 기준) * 30명(학기 시작인원) * 1.5%

          = 0,000,000원

     예)  1학년 0,000,000원(해당 년도 기준) * 10명(학기 시작인원) * 1.5%

          =   000,000원

  3) 해당 학년의 순수 수업료 * 인원 * 1%(학년 교원평가 3등시)

순  번 전체 평균 진급율 포   상   내   역

1 90% ～100% 1등, 2등, 3등까지 시상하며 전체교직원 50만원 지급

2 85% ～ 89% 1등, 2등, 3등까지 지급

3 80% ～ 84% 1등, 2등까지 지급

4 75% ～ 79% 1등 , 2등(포상금액의 1/3 경감)까지 지급

5 70% ～ 74% 1등(포상금액의 1/3 경감)까지 지급

6 65% ～ 69% 1등(포상금액의 1/2 경감)까지 지급

7   64%이하   없     음

[표 58] 포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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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방  안

 1. 준 경고 2회는 경고 1회가 된다.

 2. 경고 2회는 강 경고 1회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교 취업규칙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106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 

    2호에 준하여 세금 공제 후 월봉의 10%를 월 1회씩 2회로 분할 감하여 지급한다.

 3. 강 경고 2회는 본교 취업규칙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106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 2호에 준하여 세금 공제 후 월

    봉의 10%를 월 1회씩 4회로 분할 감하여 지급한다. 

 4. 강 경고 누적치 3회와 연속 경고 3회시는 본교 취업규칙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107조(권고사직)에 의하여 징계

    처리할 수 있다.

 5. 단, 전체 평균 진급율이 80%이상 시는 징계내역에 따른 징계는 없는 것으로 보며 학기 또는 년 단위의 진급율은 수

    정 될 수 있다.

 6. 진급률 60% 이하 담임 교수는 교원 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에 <학생관리 부진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제출 한다.

    (2009년 3월부터 시행)

 7. 60% 이하 진급률 3회 이상 연속 발생 시 어떠한 인사처분도 수용한다.(2011년 3월부터 시행)

 8. 교원평가 징계대상자는 <교원평가 부진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제출한다.(2014년 9월부터 시행)

 9. 강의평가는 계열별로 우수 강사를 선발하여 매학기 시작할 때 진행하는 전체 교강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상장과 상품

    을 수여하고, 차기 학기 강의료를 인상할 수 있다.

 10. 계열별로 강의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교 강사에게는 <강의평가 부진의 원인과 개선> 보고서를 받도록 한다.

    (2014년 9월부터 시행) 단, 개선의 의지가 없는 교 강사는 해임할 수 있다.  

※ 징계방안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 : member 표준서류양식, 제정 2007년-2년 마다 누적치 clear)

  

순  번 상시 교원 수
징   계   내   역

비      고

1 10명 미만 하위 1등 : 경고 조치

매 학기마다 

누적하여 운영하며

2년 마다 누적치 

clear

2 10명 ～15명
하위 1등 : 경고 

하위 2등 : 준경고 조치
“

3 15명 ～20명
하위 1등 : 경고

하위 2등, 3등 : 준경고 조치
“

4 20명 이상
하위 1등, 2등 : 경고

하위 3등, 4등 : 준경고 조치
“

[표 60] 교원 수에 따른 징계 기준

준경고 경고 강경고1회 강경고2회

교원평가하위3,4

(2회 = 경고 1회)

교원평가하위1,2

(2회 = 강경고 1회)

2개월 감봉

(세금공제후 10%)

4개월 감봉

(단,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권고사직을 결정할 수 있다.)

[표 61] 징계 단계



                                                       

- 465 -

1. 본교 취업규칙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99조(포상대상)와 제100조(포상시기) 및 제101조(포상방법)등에 따라 시행한다.

 

▣ 제99조(포상대상) 교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 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타교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직무에 관하여 본교의 예상손실을 모면, 감소케 하였을 때

  3. 본교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으로 공적이 인정되었을 때

  4. 화재, 풍수해, 기타 재해 발생 시에 방호의 임무를 다하였을 때

  5. 장기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6. 전 각호 이외에 본교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제10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101조(포상방법) 포상은 공적의 경중에 따라 상장, 상금 또는 상품수여, 특별승진 등으로 실시한다.

 ▣ 제104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강급, 정직, 징계해고 등으로 구분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견책 : 징계 사유의 정도에 따라 갑류, 을류로 구분하며 사유서와 시말서를 징구한다.

 2. 감봉 : 1회의 감봉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봉 총액이 월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임금을 감한다.

 3. 강급 : 동일 직급내의 3호봉 이내로 한다.

 4. 정직 :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

 5. 징계해고 :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 된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

▣ 제105조(권고사직) 본교는 교직원이 제107조에 해당될 경우 사직을 권고하고 교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해고 할 수 있다.

[표 62] 본교 취업규칙 제8장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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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간 : 2021 .  .   ~ 2021 .  .  . -

번호 교수 제출 산정 데이터 담당자 세부 내용 배점

1 자기실적기술서 전공별 담당직원

해당 학기 근무자 작성

1. 해당학기 3월 개강부터 현재 근무기간까지

2. 신규 임용 교원은 입사 일부터 현재 근무일까지 

member_표준서류양식_교원서식_32번에서 다운로드

30

2 계열 업무 평가지 전공별 담당직원

해당학기 근무자 작성

member_표준서류양식_교원서식_29번에서 다운로드

1학년 및 2학년 모든 담당학급 학생들의 대회수상, 

자격증취득(2학년 학생의 학점 자격증은 별도 제출)

담임교수 서류는 목록 제출(증빙은 요청 시 제출)

5

3
교원다면평가

(선택 항목)
전산 팀장

member_교원다면평가 메뉴에서 작성

member_표준서류양식_교원서식_33번에서 문항 확인
5

4 교육실적 증빙자료 전공별 담당직원

 2월 졸업생 대상

편입, 진학, 학점인정 자격증 증빙 서류 제출

1학년 학급에 소속된 조기졸업자의   학위증 또는 학점

내역서 및 학점자격증 제출 시 총원 제외 및 계열업무 

member_표준서류양식_교원서식_30번에서 다운로드

40

5

교육연수실적

증빙자료

(학기 또는 연간기준)

전공별 담당직원

해당 학년도 근무자 제출

16(32)시간 이상(5점) 15-10(4점) 9-5(3점) 5-1(2점)

-학회논문 표지, 목차, 해당논문사본 제출 시 16시간 인정

-석 박사 해당학기 등록영수증 사본 제출 시 16시간 인정

-연수 수료증, 수강등록영수증 사본 제출 시 해당시간 인정

member_표준서류양식_교원서식_37번에서 다운로드  

5

번호 학사운영실 산정 데이터 담당자 세부 내용 배점

1 진급률 산정 전산 팀장
전산 데이터 작업 - 군휴학 0.7point 산정 

- 조기졸업자 학위증 또는 학점내역서 제출 시 총원 제외
(40)

2 강의평가 행정 팀장 우수교원 포상 및 개선보고서 취합 완료 10

3
일일 출결 

미 입력 횟수
행정 선생

5회 이상 미 입력 -2

5회 미만 ~ 1회 -1
2

4 경위서 제출 유무 교무처장
 학기 종료 후 인사위원회에서 벌점 심의 및

본인 소명서 제출하여 학장님 결재 시 벌점 무효 가능 
1

5 상담일지 입력 행정 선생
10명 이상 미 입력-2

10명 미만~1명-1
2

번호 학장님 평가 담당자 세부 내용 배점

1 강의계획서 업로드 비율 학급별 담임교수
강의계획서 업로드 개수 확인

member 노동부 출석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

302 산학협정서 업로드 개수 개인별 담당교수
학부업무평가(5)에서 작성한

산학협정서를 member 메뉴에서 업로드

3 신입생 면접 인원 입학상담실 입학상담실에서 자료 요청하여 산정

[표63] 교원평가 제출 서류 목록(100점 만점)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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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6] 교육 연수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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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 자기 실적 기술서(30점)

1. 평가 지침
근무실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 기간：    

3. 평가자 인적사항

◦ 전 공： ◦ 직 위： ◦ 성 명： 

4-1. 평가자 기초 자료
◦ 담당 학급 : ◦ 담당 교과 :
◦ 담당 업무 : ◦ 학기당 수업시간 수 :
◦ 학기당 학생상담 시간 수 : 
◦ 과정 관련 성과 (자격증, 공모전, 프로젝트, 보도 등) :

4-2. 평가자 기초 자료II

①강의계획서 업로드 비율 : (노동부출석부에서 업로드 파일을 확인하여 작성)

②산학협정서 홈페이지 업로드 개수 : (member 사이트에서 업로드 페이지 확인하여 작성)

③신입생 면접 인원(202 년  월 개강~202 년  월 말) : (입학상담실에 문의하여 작성)

5. 자기실적 평가
가. 학업 성과 (자격증, 공모전, 보도 등) 

◦ 학업 성과 추진 목표(학기 초 또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목표)
◦ 학업 성과 추진 실적(학기 초 또는 연초에 목표한 내용과 대비하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상담 및 진로 지도

◦ 상담 및 진로지도 추진 목표와 추진실적

다. 교육연구
◦ 교육연구 추진 목표와 추진실적

라. 담당 업무
◦ 담당업무 추진목표와 추진 실적
◦ 창의적 업무개선 사항

 마. 홍보활동

 바. 홈페이지 개선사항

※ 자기 평가 종합 상황

자 기
평 가

목표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창  의  성
학업 성과, 상담 및 진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등에서 창의적인 

업무수행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적  시  성
학업 성과, 상담 및 진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등을 기한내 효과

적으로 처리한 정도
만족 보통 미흡

노  력  도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년     월     일

작성자(본인) 성명           서명(인)

[서식 97] 자기실적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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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8-1 ] 계열업무자체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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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8-2] 교육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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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8-3] 졸업생 근무확인서(재직증명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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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취업/편입/자격증(40점)

재적
편입 취업(군입대포함) 편입과 취업(60%) 학위취득(20%) 자격증취득(20%) 계

(100%)

종합

반영점수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21 2 9.52% 9 42.86% 11 52% 13 12.38% 1 0.95% 65% 26.29 

15 　 0.00% 9 60.00% 9 60% 2 2.67% 　 0.00% 63% 25.07 

16 1 6.25% 7 43.75% 8 50% 7 8.75% 1 1.25% 60% 24.00 

14 　 0.00% 5 35.71% 5 36% 10 14.29% 1 1.43% 52% 20.57 

15 2 13.33% 3 20.00% 5 33% 10 13.33% 1 1.33% 48% 19.20 

22 0 0.00% 5 22.73% 5 23% 10 9.09% 　 0.00% 32% 12.73 

210 　 　 　 　 　 17.39% 　 13.91% 31.30%

[표 64] 졸업생 취업/편입/자격증 산정표(40점)

진급(40점)

1학기

 시작

탈락

인원

2학기 시작 인원
사전

보고

인원

진급율
100

점

40점

환산

군입

대

인원

(+

0.7)

편입

전과

인원

복학 

 학생

반영

점수

(군휴학

 반영)

진급
최종

 진급률
100점

복학생
편입/

전과
환불 미등록 진급

33 10 　 　 　 　 23 23 69.70% 70 28 1 　 　 0.50 23.50 71% 71

32 9 　 　 　 　 23 23 71.88% 72 29 4 　 1 2.50 25.50 80% 80

32 7 1 　 　 　 25 26 78.13% 78 31 1 　 1 1.00 26.00 81% 81

33 10 1 　 　 　 23 24 69.70% 70 28 　 　 1 0.50 23.50 71% 71

31 6 　 　 　 　 25 25 80.65% 81 32 1 　 1 1.00 26.00 84% 84

38 14 　 　 　 　 24 24 63.16% 63 25 　 1 　 1.00 24.50 64% 64

[표 65] 진급 산정표(40점)

※ 탈락 인원 중에서 80학점 또는 140학점을 취득하여 조기 졸업을 하는 경우 학위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서 등의 학점 

취득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급률 산정 시 총원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다면평가 평가 관점 및 내용(5점) 만점

1 ․책임감 있는 일처리와 교원의 긍지(교직생활에 대한 긍정적언행)를 지니고 있는가? (10점) 10

2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10점) 10

소계 20

3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학교실정고려, 업무의 처리시한준수)(10점) 10

4 ․담당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 (합리적 의사소통, 의견수렴, 융통성발휘)(10점) 10

5
․계열 교수(학부장, 행정실장)로써 계열 목표를 이해하고(목표수립능력이 있고), 목표 달성(학교발전)

을 위한 임무수행에 적극적인가? (20점)
20

소계 40

계 60

[표 66] 다면평가 평가 관점 및 내용(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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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9] 경위서

 경  위  서 경  위  서 경  위  서

 

2021 학년도   학기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1. 제출자

성   명 (인) 부    서

주민번호 직    책

2. 지적 사항

3. 원인 및 개선방안

위 내용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월     일

담당교수:                  (인)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경위서 및 시말서)

    1. 학사관리상의 경미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학장은 담당교수와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2. 매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위서 제출 내용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유가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시말서를 제출하는 사안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학장님께 보고하여

       결재 후 권고사직이 가능하다.    

결

 

재

교무처장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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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0-1] 변경신고사유서

 변 경 신 고 사 유 서 변 경 신 고 사 유 서 변 경 신 고 사 유 서

결

 

재

교무처장 학 장

  

 

2020 학년도 1학기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제출자

 

2. 내용

 

3. 변경 사유

위 내용으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1) 정정관련 서류(필요 시 첨부)

2021 년    월    일

 

담 당 교 수 :                  (인)

학  부   장 :                  (인)

성   명           (인) 학   부  

담당학급  전   공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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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강의 평가 규정 

[제정 : 2007년 3월 1일]

[개정 : 2015년 9월 1일]

제 1조(목적 및 방법)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수

업에 대한 세부적 운영 방안과 상․벌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원 수업에 신

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 학기 수업을 진행할 교수들의 강의 준비와 참고 자

료로 활용하고자 “교수 수업 평가”를 학기 마다 2회씩 시행한다.

제 2조(적용범위와 의의) 이 규정은 본교 전임 및 시간 강사 교원에게 적용한다. 

      교육결과의 평가는 교육이 잘되었는지의 여부를 정해진 훈련목적과 관련하여 측정하 는   

      것으로 장단을 체크하여 feedback하기 위함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교수의 학습평가에 대한 기준을 두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체크하도록 한  

      다.

      1) 학습자의 입장(욕구충족)에서 학습자들이 의도한 바가 달성되었는지의 가늠하여 학습자  

      에게 도움이 된 수업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2) 소속부서의 입장(학습생 배려)에서 비용과 시간대비 투자목적의 달성 여부는 충분 했는  

      지 검토한다.

      3) 교수의 입장(자기개발)에서 학습자가 이해가 쉽도록 예측 가능한 수업을 진행하고 교   

      수의 자기 개발에도 기여하였는지 측정한다. 

      4) 경영자의 입장(학습방법개발)에서 교육이 경영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 했는지 검토한다.

제 3조(교수학생 수업평가의 활용) 교수학생 수업평가 백분율을 점수화하여 전임교원은 업적 평  

      가에서 수업평가 점수를 10%를 반영하며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포상 및 징계가  

      적용되며, 시간강사는 계열별로 우수 강사 선발과 하위 10% 대상자를 선발하여 상·벌을   

      진행한다. 

제 4조(포상방안) 포상방안은 전임교원의 경우 본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 및 본교 취업규칙 제8

장포상 및 징계 제99조(포상대상)와 제100조(포상시기) 및 제101조(포상방법)에 따라 [표

58 포상기준]으로 진행한다. 시간강사는 계열별로 우수 강사를 선발하여 매학기 시작할 

때 진행하는 전체 교강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차기 학기 강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제 5조(징계방안) 징계방안은 전임교원의 경우 교원 업적평가 규정 및 본교 취업규칙 제8장 포

상 및 징계 제104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와 제105조(권고사직) 및 제107조(해고사유)에 

따라 [표 60 징계기준]으로 진행한다. 계열별로 강의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교 강사

는 차기 학기 강의에서 제외한다. 단, 개선의 의지가 있는 교 강사는<강의평가 부진의 원

인과 개선> 보고서를 받은 후에 강의를 진행한다. (2014년 9월부터 시행) 

제 6조(수업 평가의 절차) 수업 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용

     재학생 : 홈페이지 학사정보서비스 → 비밀번호 설정 → 로그인 → 교수수업평가 진행

     (2) 시행시기 : 매 학기 당 중간고사 후 1차, 기말고사 후 2차  각 2회 진행

     (3) 시행절차 

        - 학생은 교수 수업평가를 종료하는 시점부터 성적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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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이 교수의 수업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도

          록 유의한다.  

        - 교수는 성적입력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강의평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 강의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 한다. 

        - 담당 교과목 교수님들께서 성적입력을 진행하면서 강의평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성적입력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강의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림 19] 학사정보서비스 재학생 로그인

[그림 20] 재학생 강의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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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모바일 학사정보서비스 재학생 로그인

[그림 22] 모바일 학사정보서비스 재학생 강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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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학사정보서비스 교강사 로그인 

[그림 24] 교강사 강의평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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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전임교원 강의평가 보기 

 

 

  

[그림 26] 전임교원 전체 강의평가 점수 보기



- 480 -

[그림 27] 교강사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점수 보기

[그림 28] 교강사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주관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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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교강사 중간 강의평가 항목별 전체 결과 보기

[그림 30] 교강사 기말 강의평가 항목별 전체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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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수업 평가 1차 문항) 수업 평가 1차 문항은 학습자 반응 평가로 다음과 같다.

     

1. 교수는 강의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시작과 끝맺음을 잘하였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2. 교수로서 적절한 언행을 사용하였으며, 특정 학습자를 편애하지 않았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이론3) 나는 성실하게 출석하였으며, 레포트 작성이나 과제물을 내 힘으로 해결하면서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매우 적극적( ) 적극적( ) 보통( ) 열의부족( ) 매우   열의부족( ) 

실기3) 나는 성실하게 출석하였으며, 실습 과제물을 내 힘으로 완성하였으며,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매우 적극적( ) 적극적( ) 보통( ) 열의부족( ) 매우   열의부족( ) 

이론4) 강의 내용은 전공과 연계된 충실한 내용이었다.

매우 만족함( ) 만족함( ) 보통임( ) 불만족함( )   매우 불만족함( ) 

실기4) 실습 내용은 전공과 연계된 충실한 내용이었다.

매우 만족함( ) 만족함( ) 보통임( ) 불만족함( )   매우 불만족함( ) 

5. 수업이외에 참고할 도서나 관련 사이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6. 수업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매우 만족함( ) 만족함( ) 보통임( ) 불만족함( )   매우 불만족함( ) 

7. 현재까지   교육에서 개선할 점은 ? 

                                                                                 

※ 교수 수업평가(1차) -> 30점 만점 (1 - 6번까지 각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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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수업 평가 2차 문항) 수업 평가 2차 문항은 학습자 반응 평가로 다음과 같다.

1. 수업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매우 만족함( ) 만족함( ) 보통임( ) 불만족함( )   매우 불만족함( ) 

이론2) 수업 내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실기2) 실습 수업 후 이 과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이론3)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재와 과제물, 퀴즈, 발표, 토의, 질문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실기3)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재와 실기 재료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 되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4. 교수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과목에 필요한 용어, 개념, 원리 들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5. 수업 결손이 없었으며, 수업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잘 지켰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6. 교수는 강의 준비를 충실히 하였고, 성실하게 강의를 진행하였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7.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8. 평가 방식은 합리적이었으며, 시험 및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공받았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9.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매체와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이론10) 최근 이론이나 연구 동향 등 필요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실기10) 이론과 연계한 실습교육에 대한 담당교수의 지도 방법이 효율적이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11. 학생들의 질의와 건의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실히 응대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12. 수업 내용을 통하여 진로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13. 이 수업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14. 강의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우수함( ) 우수함( ) 보통임( )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15. 수업효과를 위하여 교수님이나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은?

                                                                                 

※ 교수 수업평가(2차) -> 60점 만점(1 - 14번까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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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수업 평가 배점) 중간 강의평가 30점, 기말 강의평가 70점으로 배점한다.

제 10조(비밀의 보장) 교수 수업 평가는 학생 개인정보의 비밀이 보장된다.

교수님들께서는 강의평가 전체 결과값 만을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의 개인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제 11조(수업 평가의 점검) 수업 평가는 종류는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여 객관적으로 변별력

있게 진행한다.

 1) 타당도 - 평가의 항목이 정당한 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신뢰도 - 평가의 오차가 적어야 한다.

 3) 객관성 - 편견이나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4) 변별도 - 잘하거나 못하고 있는 교사를 가려 한다.

 5) 실용도 - 시간과 비용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 12조(수업 평가의 오류) 수업 평가를 통하여 다음의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빠르게 수정

 하여 진행한다.

 1) 후광 효과 : 하나가 좋으면 다른 것들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

 2) 관대화 경향 : 평가자의 자신감 결여로 무조건 좋다는 식의 오류

 3) 엄격화 경향 :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는 오류

 4) 중심화 경향 : 평가 점수가 가운데로 치우치는 오류

 5) 분산화 경향 : 평가점수가 양극화로 나타나는 오류

 6) 논리적 고찰 : 유사한 평가를 내리는 오류

 7) 대비오차 : 자기만의 기준으로 상, 하를 평가하는 오류

 8) 역산화 경향 : 미리 등급을 결정 후 짜 맞추는 역산의 오류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칙 이전 시행규칙은 자연 폐기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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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0-2] 개선보고서

 개  선  보  고  서  개  선  보  고  서  개  선  보  고  서 

 

2021  학년도   학기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교수수업 평가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 제출자

성   명 (인) 부    서

주민번호 직    책

2. 강의평가 저조에 따른 원인 및 개선방안

2021 년     월     일

교  수 :                  (인)

학부장 :                  (인)

결

 

재

교무처장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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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교육 운영 규정
[제정 2007.09.01.]

[개정 2018.11.01.]

제 1조[목적] 본 규정을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강사, 교직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관련자에게 적용되며, 교강사, 교직원의      

교육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교육의무] 전 교강사, 교직원은 본교에서 지시받은 모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갖

는다.

제 4조[교육구분] 본교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교육

       ① 전달교육: 국내외 출장이나 각종 교내 ‧ 외 교육훈련, 워크숍, 세미나 등의 외부행사 

참가자가 획득한 지식을 정리하여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전 직원 또는 특정직원을 대상

으로 교육주관부서의 주관 또는 위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

       ② 신입OJT교육: 신입사원에 대하여 본교의 규정 및 각종 시스템 활용, 업무의 이       

 해를 위한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

       ③ 교내OJT교육: 공통 소양 및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신청

받아 사내강사가 실시하는 교육

       ④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윤리교육 등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2. 위탁교육

       ① 직무교육: 본교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     

 해 실시하는 교육

       ② 계층교육: 직위 또는 직급별로 필요한 지식, 자질의 함양을 위하여 새로이 요구되     

 는 역할인식 및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③ 신입능력개발교육: 신입사원에 대하여 직장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기      

 본 지식, 기능, 태도 습득 등 조직사회의 적응능력 행상을 위한 교육

       ④ 어학교육: 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⑤ 소양교육: 친절교육 및 혁신교육, 팀웍 행동훈련 등 고객만족 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제 5조[교육대상자의 선정] 

      1. 모든 교육과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신청자가 연간예산 및 기본계획상 교육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주관부서장     

 이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6조[교육주관부서]

      1. 학교 내 모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주관부서가 관장한다.

      2. 교육주관부서라 함은 본교 규정에 의하여 직원교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교육주관부서장은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 경우에는 특정교육     

 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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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교육주관부서의 기능]

      1. 교육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② 교육제도 운영 및 관리

      ③ 중장기 인적자원개발전략 수립

      ④ 직원의 경력개발 상담 및 지원

      ⑤ 연간교육계획의 수립

      ⑥ 교육예산 수립과 집행

      ⑦ 교육의 평가, 보고 및 사후관리

      ⑧ 교육포상 관리

     2.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해당부문의 교육종합조정

      ② 해당부서의 연간교육계획 총괄부서에 제출 및 합의

      ③ 교육주관부서로부터 위임받은 교육실시 및 결과통보

      ④ 교육의 평가 및 기록의 유지, 사후관리

      ⑤ 교육실시의 사전 및 사후관리

제 8조[연간교육계획의 수립]

      1. 각 부서는 (별지 제1호)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주관부서는 제1항의 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심의, 조정한 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주관부서는 매년12월말까지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 9조[과정별 세부교육계획]

      1. 과정별 세부교육계획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정명, 교육목     

 적, 교육내용 및 기간, 교육장소,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계획은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교육신청서를 교     

 육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교육주관부서는 예산, 교육일정, 교육인원 등     

 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0조[운영원칙] 본교 모든 교육에서 얻어진 지식은 전 교강사, 교직원에게 공유되어 업      

무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중에 취득한 자료는 교육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교내강사제] 

       1. 교내강사제라 함은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교육계획에 의거 직원이 교육주관     

부서장으로부터 강사로 위촉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강사의 구분

        ① 전문강사: 직능별, 과정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갖추고 그룹 및 사외 전문 교

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② 일반강사: 학교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가. 해당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서 동 분야에 관한 충     

          분한 지식 및 기능을 갖춘 자

           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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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강사로서의 사명감과 열성이 있는 자

           라. 기타 학교에서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3. 교육주관부서는 사내강사 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        

 으며, 본교 수수료 지급지침에 준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4. 강사의 강의에 대한 수강자의 반응 및 교육담당부서의 강의 평가서에 따른 평        

 가에서 평균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의 강사양성과정을 이수(재이수)하여야 한다.

        5. 기타 사내강사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12조[교육불참]

        1. 교육명령을 받은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하지 못 할 때는 소속 부서     

 장을 경유, 교육개시 5일 전까지 교육주관부서로 [별지 제2호] 교육 불참 사유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에 불참한 때에는 향후      

 교육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 13조[교육출장]

        1. 국내 장거리 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참가할 경우 출장규칙에 의하여 교육 출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에서 교통편 및 숙식이 제공될 경우에는 출장규칙에서 정하는 일비만 지급한

다.

제 14조[근태] 근무시간 내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의 근태는 교육으로 처리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태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 15조[교육이수 및 결과보고] 

        1. 교육을 받은 직원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수료증과 [서식 3] 교육 결과 보고서

를 첨부하여 교육주관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교육의 특성

상 결과보고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교원업적 평가 자료 제출을 위하여 [서식 6]을 작성하여 교원 연간 32시간, 직원 연

간 20시간의 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매 학기 별로 2번에 나누어 학사운영

실로 제출한다.  

제 16조[사후관리]

        1. 교육주관부서로 통보된 교육평가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2. 인사관리에 반영할 교육과정 및 반영 정도는 교육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3. 교육주관부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실적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교육주관부서는 당해연도의 교육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조[포상] 교육주관부서는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8조[교육의 활용] 교육주관부서는 교육을 받은 직원의 교육훈련 내용을 교내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을 받은 직원에게 전달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 19조[교육예산편성] 교육예산은 제 8조[연간교육계획의 수립]에 의거 교육주관부서에서     

일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각 부서는 연간교육훈련계획 제출 시 수반되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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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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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1] 교육신청서

교육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담당직무

교육계획

목적

과정명

교육내용

(요약)

교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총   시간)

교육기관

소요예산

예산항목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첨부 : 교육안내문 1부

                                                        년      월       일

                                               신청자:                  (인)

                                               학부장:                  (인)

결

재

교무처장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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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2] 교육 불참 사유서

교육 불참 사유서

결

재

교무처장 학 장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직무

불참사유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차기

희망일정

   위 사유로 인하여 (          )교육에 불참하게 되었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학부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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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3] 교육 결과 보고서

교육 결과 보고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기관

참가자

수료여부  수료,  미수료 (미수료 사유:                                     )

소요예산

예산항목

교육내용

및 소감

위와 같이 교육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학부장 :                 (인)

결

재

교무처장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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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4] OJT일지

OJT 교 육 일 지

교무처장 학 장

일시(시간) 20 년 월 일 장 소 현대본관 VB01호

참석대상 명 참석자 성명 (서명)

참 석 자
확인명단

출석부 별도 첨부

학습방법 집합 교육
발표자
(강 사)

님 외 4명

OJT 과정 명 학습조 발표

소 요 시 간 2시간

학 습 내 용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고, 결과물

이 있는 경우 첨

부)

장소
번

호
주제

시작

시간
진행자

현대본관

지하

소극장

1 전체 교무회의

10:00

~

12:00

학장님

2 띠앗더하기 학과장

3 프로젝트 하늘정원 교수

4 해외취업 바로알기 -

5 4차 산업혁명과 교육 -

지도상의 문제점
및

제안에 대한
개선사항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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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5-1] 교직원 교육 출석부

“201 -1 성과보고 및 발전방안 ”

학교명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일    시 20  . . . 대표자명 김 남 경
교육장소  현대본관 소극장 강사명
대상인원  명 참석인원     명
- 내용 -
Ⅰ. 라이프스타일계열
Ⅱ. 경찰경호계열
Ⅲ. IT계열
Ⅳ. 호텔외식계열

참석자 명단
NO 업  무  부  서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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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5-2] 교직원 교육 출석부

 참석자 명단
NO 업  무  부  서 성   명 서   명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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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교직원 교육일정표

분류 날짜 번호 주제 시작시간 진행자

학부

성과

보고

 

및

발전

방향

7월16일

1 전체교무회의 09:00~09:30 학장

2 사회체육계열 11:00-11:20 교수

3 호텔관광계열 10:40-11:00 학과장

4 유아교육계열 09:30-09:50 학과장

7월17일

1 전체교무회의 09:00~09:30 학장

2 디자인생활예술계열 11:00-11:20 학부장

3 경찰.경호계열 10:20-10:40 학과장

4 IT계열 09:50-10:10 학부장

5 외식산업계열 09:30-09:50 학부장

6 학장님  총평 11:00-11:40 학장

분류 날짜 번호 주제 시작시간 진행자

개인

역량

강화

프로

그램

8월6일

(학습조발표)

1 전체  교무회의 09:00~09:30

2 시설및장비 09:30-09:50 시설  및 장비 매뉴얼

3 맨파워 09:50-10:10 훈련전담인력 매뉴얼

4 훈련생관리 10:10-10:30 훈련생관리 매뉴얼

5 돈워리 10:30-10:50 훈련과정 매뉴얼

7 아이사랑 11:00-11:20 사회공헌활동

9 경희 11:40-12:00

10 국비(당산) 12:00-12:20

11 국비(구로) 12:20-12:40 이수자평가

13 개인역량강화  프로그램1 14:00-16:00

14 개인역량강화  프로그램2 16:00-18:00

8월 13일

1 전체교무회의 09:00~09:30 학장

2 성희롱예방  교육

09:30-10:50

전체 교직원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체 교직원

4 재난  안전 교육 전체 교직원

6 서울경희  교육과정 안내 11:00-11:20

7 글로벌  취업지원센터안내 11:20-11:40

8 학사일정  주요사항 안내 11:40-13:00

전체

오리

엔테

이션

8월13일

전임

및

전체교원참석

1 개회사 14:00 사회자

4 학장님  말씀 14:50

5  강의평가 우수교강사특강 15:15

6 학생관리  우수교강사 특강 15:30

7 학사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15:30-16:00

현대본관 402호 1 호텔외식

16:10

~17:00

학부장

현대본관 504호 2 라이프스타일 학부장

현대본관 304호 3 IT 학부장

현대본관 502호 4 경찰경호 학부장

현대본관 301호 5 유아복지/보육.사회복지현장실습 학부장

현대본관 501호 6 사회체육 학과장

현대본관 503호 7 호텔관광 학부장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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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6] 교육연수실적 확인서

교육 연수실적 확인서

이 름 제 출 일 2018. 10. 31

부 서 학위과정 전 공

생 년 월 일 전공분야 경력

전 화 번 호 E-Mail

수 료

교 육 과 정

내 용

(실적 인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전공

관련

개인적인 활동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고

내용을

서술하세요.)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인정시간 비고

논문명 게시일자

수료과정

만 족 도
만족

개설희망과정 훈련교사 보수교육

과 정 운 영

건 의 사 항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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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이

하 “외국대학”이라 한다)과의 교류협정 체결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우리 학교가 외국대학과 국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교육, 연구의 능동적 협력을 위하여 교수, 학생의 교류와 학술자료의 교

환을 위한 기본 방침 및 협력 내용을 상호 문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환교수”라 함은 우리 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 파견하는 교원을 말한

다.

3. “교환학생”이라 함은 우리 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 파견하는 학생을 말

한다.

4. “교환연수생”이라 함은 협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우리 학교 또는 외국대학에서 연수

하는 학생을 말한다.

5. “방문학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우리 학교와 외국대학에 모두 등록하여 학점을 취

득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 3조(국제교류위원회의 설치) ①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

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국제교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협정의 체결

제 4조(기본원칙) 교류협정 체결은 상호 호혜성과 지속적 교류 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 5조(업무의 관장) ① 외국대학과의 협정은 국제교류위원회가 주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다.

② 각 계열, 산업체, 연구소 및 행정부서의 교류협정은 해당 부서에서 국제교류위원회를 

경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고 시행한다.

제 6조(서명권자) ① 외국대학과의 협정 서명권자는 학교장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

아 해당부서의 장이 서명권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과의 일반협정에 의해 추진되는 개별 교류사업의 부속 합의서의 서명권자는 국

제교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 7조(협정체결의 절차) ① 외국대학과의 협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협정체결 요청 부서 협정 안 자체 검토

2. 국제교류위원회에 협정 추진업무 이관

3. 협정 대상 외국대학과 협정내용 합의

4. 학교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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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정 체결

6. 국제교류위원회 보고

② 각 산업체, 계열, 연구소 및 부서 범위 협정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각 산업체, 계열, 연구소 및 부서에서 협정 내용 협의

2. 학교장 승인

3 협정 체결

4. 국제교류위원회 보고

③ 일반협정에 따르는 부속협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대상 외국대학과의 담당부서 간 실무협의

2. 국제교류위원회 심의

3. 학교장 승인

4. 협정 체결

④ 동일한 외국대학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부서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

위원회 주관으로 학교장 명의로 협정을 체결한다.

제 8조(보고 및 문서의 이관)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체결 결과를 

국제교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국제교류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이를 종합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체결된 협정서 등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국제교류위원회에 이관하여 관리하

도록 한다.

제 9조(협정의 이행) ①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한 교류사업은 국제교류위원회가 주관한다. 다만, 

사업의 범위가 각 산업체, 계열 및 연구소에 한정되는 경우 국제교류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를 통해 해당 부서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② 교환교수, 교환학생의 교류는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의 교환학생 교류는 각 산업체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국제교류 현황을 매 학기말 국제교류위원회에 통보하여 

교내 모든 국제교류 현황이 종합되도록 한다.

제 3 장  교환교수의 교류

제 10조(교류기간) 협정에 의한 교환교수의 교류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교환교수의 수) 교환교수의 수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보수) 교환교수의 보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하는 대학에서 전액 지급하며, 

초청대학에서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초청대학

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13조(숙소제공) 협정에 따라 초빙된 교환교수에게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편의시설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의 관리비는 교환교수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주의

에 따른다.

제 14조(여비) 교환교수의 왕복 여비는 파견하는 대학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 15조(교환교수의 파견계획과 승인) 국제교류위원회는 매 학기초에 해당 부서의 교환교수 교

류계획을 제출받아 다음 연도의 교환교수 파견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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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교환교수의 선발 등) ① 교환교수는 우리 학교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해외에 파견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1. 외국대학과의 합의에 의하여 파견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분야 소속의 부서장이 대

상자를 선발하여 파견 8개월 전까지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파견 분야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사운영실에서 파견 10개월 전까지 교환

교수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 8개월 전까지 학교장에

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교환교수로 선발된 자는 외국대학에서 교류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과

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귀국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교원 해외파견규정의 준용) 교환교수의 기간 연장, 신분 및 처우, 복직, 의무근무연한, 

보수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교원 해외파견규정을 준용한다.

제 18조(외국인 교환교수의 초빙계획과 승인) ① 외국인 교환교수를 초빙하고자 하는 부서는 최

소한 1년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무처 또는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위원

회는 이를 매 학기 초에 심의하고 다음 연도의 교환교수 초빙계획에 대하여 학교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는 초빙 8개월 

전까지 교환교수의 이력서, 체류조건 등 체류계획서를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조(외국인 교환교수의 관리) 외국인 교환교수가 우리 학교에 체류하는 기간의 관리는 그 

교수가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 20조(공동연구) 외국인 교환교수와 공동연구의 과제선정,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

항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

제 4 장 교환학생, 교환연수생, 방문학생 교류

제 21조(자격) 교환 및 방문학생 지원자는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교환연

수생의 경우에는 제3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 학교에서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다만, 졸업예정자(최종학기는 우리 학교에서 수

학하여야 함)는 제외)

2. 전 학년 평균 평점이 3.0이상인 자 또는 직전 학기 평점이 3.0이상인 자(다만, 국책사업

에 의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외국대학 수학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제 22조(모집공고) 교환학생, 교환연수생 및 방문학생의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는 개별 협정 내용

을 기준으로 파견 6개월 전에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 23조(제출서류) 교환학생, 교환연수생 및 방문학생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류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환학생(교환연수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성적증명서

4. 어학능력 인정서  

5. 그 밖의 서류 또는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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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선발) ① 국제교류위원회는 파견 4개월 전까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면

접을 실시하여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② 전항에 따라 선발된 자는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 파견 3개월 이전에 해당 외국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은 면접 및 선발에 필요한 위원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제 25조(파견기간 및 관리) 파견기간은 파견대학과의 협정에 따르며, 파견기간 중이라도 본교 소

속 과정(전공) 및 담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제 26조(등록)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대학에 등록금을 납

부해야 하는 경우 파견기간에 해당하는 본교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7조(경비) 파견기간 중 학업에 필요한 교통비, 체재비 등 제반 경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협정에 의해 기숙사를 상호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다.

제 28조(학점인정) 교환학생, 교환연수생 및 방문학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29조(귀국보고) 교환학생, 교환연수생 및 방문학생은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귀국 즉시 국제교

류위원회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하여

야 한다.

제 30조(수용 및 관리) ① 외국대학에서 파견하는 교환학생, 교환연수생 및 방문학생의 수용과 

관리는 국제교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한 숙소의 제공, 식사, 통신 편의 등 제반 지원 사항은 협정의 상

호주의를 기준으로 하며,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교의 학칙을 적용

한다.

제 3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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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규정

[제정: 2017년 3월 1일]

 

제 １조(목적)

       본 규정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규정에서 본교의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학년도 해당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2. 본교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학습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15주 수업의 경우 3회)

       3. 학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 할 경우 ‘결석’처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  

       서 제출 후‘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4.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

      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  

      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5. 담임교수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  

      장(구두상의 결재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통보서 또는   

      문자)를 체험학습 전에 학사운영실로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운영 단위 규정은 1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4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출발일 4시간+도착일4시간=1일)

      8.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학부장 또는 학부장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인  

      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담임교수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9. 본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담임교수가 신청하더라고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0.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 2조(절차)

      1.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최소 3일전까지 담임교수가 작성하여 학부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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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양식은 학교 학사정보시스템/표준서류양식/고사운영관련서식에 탑재되어 있음)

      학사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서현전클럽 및 ftp2017-1학기/현장체험학습 폴더에 함께 업로  

      드하여 사용

      2. 신청서 결재

      교외 체험학습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학부장, 학장의 결재 등

      3. 허가 여부 통보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담임교수에게 학장의 결재를 받은 신청서를 서면(또는 문자)로 통보  

      하고 결재 받은 서류의 원본은 학사운영실로 제출한다.  

      4. 현장체험학습 실시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보고서 제출

      대표학생은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교수에게 제  

      출하고 담임교수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학장님 결재 후 학사운영실  

      로 제출한다.

      6. 출결처리 및 사후관리

      학사운영실에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 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를 보관  

      한다.(5년)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학년 초 담임교수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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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7] 공결승인신청서

 

현장실습 종료 5일 이내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보고서]와 함께 제출   

공 결 승 인 신 청 서

학습과정명 담당교‧강사

성   명 연락처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사유 : 

붙임 : 공결사유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공결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학 부 장            (서명 또는 인)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 아래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처

리

부

서

담   당 교무처장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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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8-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현장실습 최소 3일전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제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담임 학부장 학장

성 명 영문학급

본교의 출석인정 

기간

연간( 10 )일

신청 기간 20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 학교의 체험학습 연간 인정기간을 초과하거나 체험학습 통보서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
습의 경우에 대하여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 함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학장’의 최
종 사후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때 학장 내부결재 필요)

학습형태
 ∘경·조사 참석(   ) ∘견학 활동(    )

 ∘체험 활동(    ) ∘기타(                        )

목적지

담임교수명 연락처

인솔자명1) 연락처

목 적(사 유)

체험

학습

계획

위와 같이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담임교수 :            (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절     취    선(이하 담임 작성)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통보서

사유2) :

1) 인솔자는 담임교수 또는 담임교수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위임장은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2) 사유란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유 등을 입력함

※ 담임교수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으로부터 반드시 결재(또는 구두상의 승

인)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학습과목의 출석인정 기간

학기당 ( 3 )회

신청 기간 2021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허가 기간 2021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 .     .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담당자 :                  (인)

 담임교수 귀하

금회까지 누적 사용기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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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8-2]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현장실습 종료 5일 이내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 제출

학급대표 담임교수 학부장 학장

전결

성 명 영문학급명

현장체험학습 기간 2020 년   월  일  ~   월    일 (     ) 일간

학습형태
∘경·조사 참석(   ) ∘견학 활동(   ) 

∘체험 활동(   ) ∘기타(                  )

제  목

* 각 일정별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기록합니다.(참석자 단체사진과 명단 부착)

 (용지가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

학생대표 학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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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장 체 험 학 습  보 고 서 (별 지 )

성 명 영문학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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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에 관한 규정

[제정: 2016년 3월 2일]

[개정: 2020년 1월 2일]

      

제 1조(상담 창구의 운영)

1. 학습자에 대하여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상담창구

를 운영한다.

2.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신문고를 재학생 학

사정보시스템에 설치 운영한다. 본교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연결한다.

제 2조(상담창구의 종류)

     학급담임교수는 본교 재학생과 밀착하여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입생의 경우

      에는 학점은행제도 안내와 더불어 입학상담실에서 진행한다. 교무처에서는 담임 교수와의  

   상담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로 유아복지 계열에서 상담센터 

      를 운영하여 전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no  상담 유형 상담 방법 증빙서류

1 학급 담임 상담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전산에 학기 별 1회 상담일지 입력

(진로 및 학점 상담)

member

상담일지

2 상담센터 운영

심리상담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신청 접수 후

담당 직원이 연결하여 상담 진행 

홈페이지

접수 기록
일반상담

전공상담

3 교무처

전화
등록 및 학교생활 문의

학점인정 및 학교생활 문의
-방문

e-mail

4 입학상담실

전화

입학 및 학교생활 문의
홈페이지

접수기록
방문

홈페이지

5 신문고 인터넷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한

재학생, 교직원 누구나 비밀 글을 

입력하면 학장님께 바로 보고 되어 학장님 

지시에 따른 상담 진행

홈페이지 

접수 기록

및 기안 문서철

[표 68] 서울현대 상담의 유형

제 3조(상담의 목적과 목표)

      본교에서는 학습자의 신체, 가족, 친구, 학교생활, 진로, 갈등, 정신적 문제를 구조화하는데 

      상담의 목적을 두고, 상담을 통해 이를 합리적 결정, 적응, 행동변화, 예방하는 데에 그 목

      표를 두고 있으며 탐색, 관찰, 신뢰감 형성, 장점, 존중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제 4조(상담심리치료 이론)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현존 약 250여 개)중 적용되는 이론에 따라 - Freud(결정론) ·    

       Jung(분석심리학) · Alder(개인심리학) Rogers(인간중심치료) · Perls(게슈탈트치료) 등

       상담자의 개인적 경험과 취향에 따라 각 상담사례가 지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담의 형태로 진행한다  

제 5조(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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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란 도움의 전문성과 전문적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 역할은 치료적, 예방

       적, 교육 및 발달적 역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간의 관계(상담관계) 형성에 있어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 실시하는 상담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강한다.

제 6조(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SOFTEN)

1. Smile – 미소 짓기

2. Open – 열린 마음과 자세

3. Forward – 상대방으로 몸 숙이기

4. Touch – 신체 접촉하기

5. Eye contact – 시선 마주치기

6. Nod – 고개 끄덕이며 수긍하기

제 7조(의사소통에 성공한 대가의 특징)

1. 항상 웃는 얼굴에 대답을 잘 한다.

2. Open Mind (자신의 실수 인정]

3. 상대방과 공감 형성

4. Good listener (좋은 경청자)

5. 2분 말하고 8분 들어라

6. 경청은 최고의 대화기술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다)

[그림 32] 상담의 자세

  

[그림 33] 상담 관계

제 8조(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년간 4학기 동안 희망 전공의 전문학사를 취득하여 졸업을 

      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황을 하므로 담임 교수는 2년 4학기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상담내용을 숙지하여 어린 아기 예방접종 하듯이 놓치지 않고 맡은 학생들을 상담 및

      진로 지도를 진행한다.

      1. 3월 입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작성된 신상기록부를 통해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신상 익히기

 원거리 통학자 및 지방학생 중 학교주변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우선관심과 상담으로 학

 업 환경 파악, 개별상담을 통해 목표파악과 성격파악 개인의 희망 욕구파악

      2. 4월

 잦은 지각자, 결석자와 소심한 성격이나 부적응자, 학습의욕 부족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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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시 욕구와 상충되는 부분을 찾아 상담으로 이해를 유도하고, 학습의욕이 부족한자

  나 학습능력 부족자에 대한 새로운 비젼 끌어내기(끼를 찾아주는 상담)

      3. 5월

 중간고사 결과 상담

 학업 우수자에 경우 장학금에 대한 매력과 다양한 가능성 미래설계

 학업 부진자에 경우 학습방법과 인격적 의욕부여 및 다양한 방향으로 미래설계

      4. 6월

 기말고사 전 차기 학기에 대한 연계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담

 군입대 사전상담

 가정 형편상 학비 부담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상담

 (장학금, 아르바이트추천, (분납)제도 등)

 방학 계획 상담(자격증 대비학습, 어학학습, 특강개설 등)

      5. 여름방학 중

 특강실시(선택적 사항)를 통해 소속감 및 결속력 다짐

 성적결과에 따른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한 확실한 진급확보

 학점취득을 실패한 학생을 파악 즉시 상담 (초기 방학에는 자격증 취득을 독려함)

      6. 9월 (1학년 2학기 개강)

 개별 목표에 변화 및 현실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상담 필요

 비적극적 학교생활 및 활동자에 대한 상담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으로 목표를 이룬 선배초청 상담기회 제공

 군입대에 대한 적극적 상담자료 준비

      7. 10월-11월 (중간고사)

 철저한 고사관리

 학교다운 면모관리

 스스로 교수다운 면모관리를 통한 행동으로 학생관리

      8. 12월 

 기말고사 전 차기 학기에 대한 연계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담

 군입대 사전상담

 가정형편상 학비 부담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상담

  (장학금, 아르바이트추천, (분납)제도 등)

 방학계획상담(자격증대비학습, 어학학습 , 특강개설 등)

      9. 동계방학 

 현장실습관리

 군입대 본격적 상담

 차기 학년도 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개별적 면밀한 상담필요

      10. 3월 (2학년 1학기 개강) 

 가장 중요한 학기임을 강조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충실히 노력하도록 독려

 후배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배 강조

 취업 및 편입, 대학원 진학에 대한 세부적 정보 제공

      11. 4월-6월 (2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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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학교생활과 학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에 관리

 생활패턴이 달라지는 학생을 파악 상담

 하계 실습 및 인턴, 취업, 편입영어, 대학원 진학에 대한 상담 요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별상담

      12. 9월-12월 (2학년 2학기) 

 적극적 학교생활과 학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에 관리

 생활패턴이 달라지는 학생을 파악 상담

 취업추천 등 진로에 대한 개별 지도관리

제 9조(학급 담임 교수의 학생상담)

학급 지도교수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성취도와 병역관계 및 졸업 후의 진로 등에 관

련된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1학기에 1회씩 웹기반 member 사이트

의 학생신상기록과 연결된 학생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0조(상담센터의 운영)

상담센터는 다양하고 유동적인 학교생활의 대면 관계에서 조절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과 

갈등이 표출되어 어려움을 겪거나, 진로와 학업에 고민이 있는 학생은 자신의 성장기의 상

처와 심리적 부적응을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미래설계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움

으로써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심리상

담, 일반상담, 진로상담으로 나누어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상담사를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제 11조(교무처의 학생상담)

① 교무처에서는 등록 및 복학, 환불,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학생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

을 진행한다.

② 교무처에서는 담임교수의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임교수가 진행하기 곤란한 학

점은행제도의 행적적인 상담 요청에 대하여 진행한다. 또한, 학교 및 기관을 상대로 접수

가 되는 민원처리 상담을 진행한다.

제 12조(입학상담실의 학생상담)

입학상담실에서는 본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자격 문의와 더불어 학점은행제 안내 진로 

및 취업 안내 상담을 진행한다.

제 13조(신문고)

1. 본교는 담임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학생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2. 신문고는 학점은행제운영, 해당계열의 불합리한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건의한다.

3. 학점인정, 학위취득 등 각종문의와 상담은 담임교수님과 진행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온

라인 신문고에서는 학점은행제 운영실태문제점,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운영실태 문제점, 

그리고 학점은행제 제도와 관련하여 건의사항을 받아 학장에게 직접 보고되어 처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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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상담을 위한 학점취득 현황 자료 

        [표 70] 신입생 파악을 위한 담임교수 자료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학생성명 학생성명 학생성명 학생성명 학생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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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학점 상담을 위한 교내 학점인정신청 자료

[표 72] 학점 상담을 위한 학위신청 점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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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상 담 일 지

이  름 전  공

일  시 시  간 장  소

특이사항

(행동ž감정ž습관 

등)

주호소문제

상담내용

조치내용

[서식 109-1] 개인 상담 일지 

[그림 34] 상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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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접 수  면 접  질 문 지

본 질문지는 효과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

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하신 내용에 대한 사적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

고 있습니다.

전공/학번            / 일     자 2021 .       .       .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나   이) (      살)

주

소

자 택 휴대번호

메 일 자택번호

1. 가족사항을 써 주세요.(본인 포함)

이 름 관 계 연 령 학 력 직 업 동거여부 나와 친밀감 정도

2. 우리 가족은 어느 정도 화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화목하다.                     화목한 편이다.                보통이다.

    화목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화목하지 않다.

3. 우리 가족의 경제적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            중 상            중            중 하            최하

4.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기대된다.                     기대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억지로 한다.                  어쩔 수 없이 한다.

5. 상담을 받고 싶은 문제 또는 관심영역에 ✓를 해 주십시오.

    성적부진              의사결정              건강문제              여가활동

    시험불안              우유부단              스트레스/압박감       성    격

    성적하락              자녀문제              불안/초조함           원치않는 습관

    학교/직장가기 싫음    부부관계              걱정/근심             약물남용

    학교적응              가족관계              기운없음/피로감       죽음/애도

    진학/승진문제         재정문제              집중력저하            가    출

    진로문제              직장적응문제          분 노 감              비    행

    취    업              자신감결여            고 독 감              집단(폭행)

    지    능              이별/헤어짐           우 울 감              성 폭 행

    교우관계              성에대한 관심         체중증가              자    살

    이성교제              임    신              체중감소              노이로제

    외모 • 자아상         종교 •  신앙문제      불 면 증              정 신 

[서식 109-2] 상담 접수 면접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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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상담을 받고 싶은 문제를 간단한 문장으로 써 주십시오.

   

                                                                                       

              

7. 주된 상담문제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정도를 표시하십시오.

    매우 힘들다.                       힘든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힘들지 않다.                  전혀 힘들지 않다.

8. 주된 상담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정도를 표시 하십시오.

    매우 해결하고 싶다.                다소 해결하고 싶다.              보통이다.

    별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           전혀 해결하고 싶지 않다.        

9. 상담문제와 연관된 과거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까?(간단하게 쓰십시오)

    아니오                 네
   (언제 :             어디서 :               어떤 일 :                                   )

10. 주된 상담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부터                    지금   까지(                   동안)

11. 위의 주된 문제와 연관해서, 가족 중에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오                 네
   (누구 :                             )

12. 이전에 상담이나 심리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네

    (언제 :                어디서 :                    왜 :                             )

13.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있습니까?

     없다.                 있다.   (신체건강 문제 :                                )

14.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없다.                 있다.   (정신건강 문제 :                                 )

15.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이 현재나 과거에 있습니까?

     없다.                 있다.   (구성원/질환 :                                   )

16. 현재 복용중인 약물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   (복용약물 :                                      )

※ 지도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 

장점(10개)

단점(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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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0] 개인별 상담 건수 확인서

2021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상담 창구 유형

학습자에게 학습, 학습설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담 창구 및 민원 접수 유형

no  상담 유형 상담 방법 증빙서류

1 학급 담임 상담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전산에 학기 별 1회 상담일지 입력

(진로 및 학점 상담)

member

상담일지

2 상담센터 운영

심리상담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신청 접수 후

담당 직원이 연결하여 상담 진행 

홈페이지

접수 기록
일반상담

전공상담

3 교무처

전화
등록 및 학교생활 문의

학점인정 및 학교생활 문의
-방문

e-mail

4 입학상담실

전화

입학 및 학교생활 문의
홈페이지

접수기록
방문

홈페이지

5 신문고 인터넷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한

재학생, 교직원 누구나 비밀 글을 

입력하면 학장님께 바로 보고 되어 학장님 

지시에 따른 상담 진행

홈페이지 

접수 기록

및 기안 문서철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교직원 개인별 상담 건수(2016.1~2017.6)

소속부서(학급명) 작성자 성명 확인 제출일

(인) 2021. 5. 18.

※학급명은 담임만 입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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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내부운영 규정

[제정: 2011년 3월 1일]

[개정: 2020년 1월 2일]

      

◆ 강사 지침 

1. 교강사는 반드시 O.T에 참여하여 내부 규정을 숙지한다. 

2. 휴강 시 사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총괄 담당 교수와 상의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출결 사항 철저히 관리한다. (정확한 시간에 출석체크 관리한다.)

4. 모든 공지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카페를 통해 공지하고 지도한다.

◆ 기관 방문에 따른 지침

1. 실습처 방문 시 하루에 너무 많은 기관을 방문하지 않는다.

  1-1 하루 4곳 이하 방문권장  

   (단, 동일지역의 경우는 교강사의 재량으로 방문지도 가능함.)

2.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방문은 반드시 담임교수가 기관에 방문한다. 

  (단, 담임교수가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총괄교수가 대신 기관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3. 학생 실습지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1 학생의 실습지도 관리에 있어서 기관장 및 슈퍼바이저를 통해 실습생들의 현황들을 파악

하고 지도 편달한다. 

   3-2 실습현장 확인하는데 만 방문목적을 두지 않는다.

       (담당교수는 실습현장을 확인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3-3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져) 1인당 실습인원은 5명 이내로 권장한다.        

   3-4 현장실습 허위 이수자 적발 시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3-5 현장실습은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집합교육을 5회 수업을 진행한다.

◆ 실습지도에 따른 지침

1.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은 실습생으로 하여금 아래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실습 지도를 수행한다.

   1-1 실천현장의 문제해결 및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         의 

내용,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1-2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 확인, 정보수집, 사정평가, 개입계획 및 개입수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한다. 

   1-3 지역사회 내 위험집단 및 표적 집단의 특성, 강점 그리고 자원에 대한 지식         

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4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조직의 사명,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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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직 정체감을 형성한다. 

   1-6 클라이언트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실천가로서의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개발한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기준에 준하여 실습 지도를 한다. 

2-1 실습생이 사회복지 기초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

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등) 중 

4개 과목과 사회복지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

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등) 중 2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선택과목 중 1과목이 학습기간 내 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을 통해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실습종강 전까지)

단,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 학습하는 학습자의 경우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과목 전체에서 

6과목 이상으로 정한다. 

2-2 실습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실습생으로 하여금 실습기관의 성격에 따른 선수   

과목 (예: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3-1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2020-2학기 전에 1과목이상 사회복지 자격증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120시간 실      

습을 진행한다)

3-2 실습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습지        

도자가 2명이상 상근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3-3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3-4 실습기간 내 교수가 기관에 방문하여 지도하고, 상담내용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방문기록지에 작성한다.

4. 실습지도 

4-1 실습지도교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권장)

     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해야 한다.

     나.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다.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5. 실습 평가

5-1 기관점수 50점, 본교 평가 50점으로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본교 평가는 

순회지도평가(5점), 레포트(5점), 수시시험(5점), 실습일지(15점), 출석(20점)으로 배점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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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평가는 A(60%), B(40%)로 운영한다.

6. 실습보고서의 오타, 정정 등의 수정 방법 

6-1 실습보고서에 실습생이 기록한 내용 중에 오타나 수정 사항이 점검되었을 

경우 빨간 볼펜 등으로 두줄을 긋고 수정사항을 기록후 서명(도장, 싸인 가능)을 한다. 

6-2 실습 일지의 수행시간이나 기록 내용 등을 수정시에는 관계자에 의해서만 수정, 정정

하도록 한다.

     * 실습보고서의 수정후 서명(도장, 싸인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 실습생 본인

      2) 기관실습지도자

7. 기타 

7-1 내부지침의 변경 시는 관련법규에 준하여 변경할 수 있다.

7-2 내부지침의 변경 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전문가인 교강사 회의를 통하여 

    학장님 기안결재를 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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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사회복지현장실습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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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회복지현장실습 성적평가 기준표)

 1. 성적입력 

평가 항목 실습기관평가 교내평가 출석

배점 50 30 20

내용 기관 점수

기관방문평가

실습일지

발표

실습증빙 및

첨부 자료의 적절성

모의 수업 등

실습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

출석성적

산정기준

[표 73] 현장실습 성적 평가 배점 

 ◌ 기관방문 및 평가 (10점), 실습일지(20점), 출석(20점)은 학교 측에서 배점을 진행토록 하며 

    실습기관에서 실습학생에게 부여하는 점수(50점)을 합산해서 학점을 부여함

 ◌ 성적전산입력 방법

   위의 평가항목의 평가점수와 현장실습외의 과목들과 성적입력의 항목이 불일치하여 아래

   성적입력 창을 다르게 생성하여 입력함

2. 사회복지현장실습 성적분포 기준

항목 A학점 B학점 C~F학점 전체

내부 규정 비율 60% 이하 40% 이하 제한 없음 100%

[표 74] 현장실습 성적분포 기준

  전체 평가 점수는 기관점수(50%), 학교점수(5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 평가됨.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PASS, FAIL로 평가되지만  각 반별 상대평가평수로 A학점 :      

90점이상(45%), B학점 : 80점이상(50%), C학점 : 70점이상(제한없음), 

D학점 : 60점이상(제한없음), F학점 : 59점이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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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현장실습 수업의 출석확인 및 출석점수 부여)

     

no 학습과목명 학점 이론 실기 시간 출석수업 시간 출석수업 횟수

총 출석

수업시간 

A

1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3 1 4 5 3 15회 x 2 30시간

[표 75] 현장실습 총 출석 수업시간

 

 

※ A = (15주 동안 운영하는 전체시수 기준) 

항목 출석률 배점 재학생 결석시수

사회복지.보육

 결석시수

출석률 산정점수

1 100 20 0 0 100 20

2 99-95 19 5 1 99-95 18

3 94-90 18 10 2-3 94-90 17

4 89-85 17 15 4 89-85 16

5 84-80 16 20 5-6 84-80 0

6 79- 0 0 7- 79- 0

[표 76] 본교 출석성적 배점 기준표 및 결석시수 산정에 따른 출석률 산정 기준표

※ 출석률 80%미만은 F학점입니다.

A - 결석시수(지각3회=1시수결석)

x100 = 출석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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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학습과목명 출석률  산정 수식 비고

1
사회복지현장실습

보  육    실  습 

<시간제>

A – 결석시수(지각3회=1시수결시/결석1회=3시수결시)

x100

※ 출석 수업

15회 X 2시간

=30시간 실시A

[표 77] 현장실습 출석성적 산정 수식

1) 현장실습 출석 수업은 운영규정에 맞도록 30시간 이상 운영한다.

2) 본교 현장실습 수강 학생은 15주 중에서 출석수업 15회 X 2시간 = 30시간을 운영한다. 

3) 출석률 산정은 재학생, 시간제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산정하고, 결석시수만을 산정하여 입력

하면 전산에서 위 수식에 맞게 자동 계산하여 운영한다.

4) 관광현장실습은 본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6시간 기준으로 출석률은 산정하지만, 학점인정출석

부가 본교시스템에서 5칸만 있으므로 엑셀로 6시간 학점인정출석부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현장실습 성적입력 시스템]

[그림 35-2] 현장실습 성적입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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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실습기관평가 교내평가 출석

배점 50 30 20

내용 기관 점수

기관방문평가

실습일지

발표

실습증빙 및

첨부 자료의 적절성

모의 수업 등

실습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

출석성적

산정기준

[표 78] 현장실습 성적 평가 배점 

항목 A학점 B학점 C~F학점 전체

내부 규정 비율 60% 이하 40% 이하 제한 없음 100%

[표 79] 현장실습 성적분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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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1] 현장실습 성적산정 기준표

<2021 현장실습 성적산정 기준표 >

[ 보고서 세부 평가 항목 ]

2016 Seoul Hyundai Occupational Training College

학급 TS1- 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강사             (인)

No 항목 세부항목
배점

(30점만점)

항목별

난이도
특이사항

1

기관방문 

및 평가

실습 방문 상담평가 2

1. 방문 시 실습생이 실습처에

없을 경우 순회방문 점수가 없음

2. 학교 수업 시 성실한 태도에 

점수 부여함

2 실습의 성실성 3

3 수업태도 5

4

실습일지

제출일정 5 실습수행과 일지서술평가에서는 실

습일지 평가, 슈퍼바이저 의견 평

가, 실습처에서 진행하는 과제 수행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평가

완성도는 실습일지 제출에 대한 실

습일지, 사진첨부, 각종 서류 첨부

에 따른 평가

5
실습수행과 

일지서술평가
10

6 완성도 5

계 30

순회지도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1. 담임 교수 실습 방문에 대한 상담평가

2. 실습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3. 슈퍼바이저의 의견에 성실히 수행하였는가를 평가

4. 학교 수업에 성실히 이수했는지 여부에 평가

실습일지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1. 제출일정에 맞게 실습일지를 제출하였는지 평가

2. 실습수행과 일지서술에 대한 평가(일지작성, 실습 시 수행한 레포트, 사진 첨부 등)

3. 실습일지 서류를 완성도 있게 제출하였는지를 평가

발표 결과물 첨부 방식 

파일 및 실습일지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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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내부운영 규정

[제정: 2012년 3월 1일]

[개정: 2020년 1월 2일]

◆ 수강신청자격 및 초기 제출 서류

 1. 보육관련 사전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

- 인성영역, 보육지식과 기술영역,보육실무영역 중 3과목이상 이수 권장

* 실습생이 2016년 8월 26일까지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아동발달은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로 인정되므로 아동발달 1개 교과목과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중 1개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면 됨.

- 오리엔테이션 때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2.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실명인증을 위한 서류임. 

◆ 강사 지침 

 1. 교강사는 반드시 OㆍT에 반드시 참여하여 내부 규정을 숙지한다.

 2. 수업 결석 시 사전에 보육실습 총괄 담당 교수와 상의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보육실습 실습지(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방문은 반드시 담임교수가 기관에 방문한다.

  3-1 단, 중복된 어린이집은 상의 후 방문을 진행한다.

      1) 기관요청시, 2) 부득이한 사유시(실습생,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

  3-2 보육실습 실습지를 방문할 때, 원칙적으로는 방문하는 날짜와 시간은 비밀로 하며, 

      방문하는 날 실습지에 연락을 하여 당일 방문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단, 어린이집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경우, 보육총괄 교수와 상의한다.)

 4. 출결 사항 철저히 관리한다. (정확한 시간에 출석체크 관리한다.)

 5. 모든 공지는 보육실습 카페를 통해 공지하고 지도한다. 

 6. 보육실습을 이수한 학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 기관 방문에 따른 지침

1. 실습지 방문 시 하루에 너무 많은 기관을 방문하지 않는다.

   1-1 하루 4곳 이하 방문

2. 실습지 방문은 실습이 시작한지 1주 후부터 방문하여 지도한다.

3. 학생 실습지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1 실습생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도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3-2 학생의 실습지도 관리에 있어서 실습 지도교사를 통해 실습생들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지도 편달한다.

   3-3 실습현장 확인하는데 만 그 목적을 두지 않는다.

   3-4 보육교사 1급 자격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의 실습생까지 지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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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의뢰 공문 및 실습의뢰 확인서

   3-5 보육실습 허위 이수자 적발 시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3-6 보육실습은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5회 수업을 진행한다. 

 4. 실습지를 방문하고 나서, 실습지도 교사, 담임교수, 실습생 3명이 함께 방문결과 

   사진을 찍어야 보육실습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방문사진이 없을 경우 보육실습은 

   유효하지 않다. (성적이 F처리 됨)

   4-1 사진을 찍을 때, 실습지도 교사가 부재 시 1급을 가진 교사와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하다.

◆ 실습 지도에 따른 지침

1.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은 실습생으로 하여금 아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적합한 실습 지도를 수행한다.

   1-1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교사에 대한 바른 상을 가지도록 한다. 

   1-2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발달에 적합한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1-3 흥미영역 수업과 반일수업, 일일수업의 내용을 실습기간에 실시하여 실력을 갖춘 

        어린이집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보육실습 관련기준에 준하여 실습 지도를 한다.

  

◆ 보육실습 평가에 따른 지침

1. 실습평가

 1-1 기관점수 50점, 본교 평가 50점으로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본교 평가는 순회지도(4점), 

실습일지(20점), 모의수업(4점), 수업참여 수업참여도(2점), 출석(20점)으로 배점하여 진행한다.

1-2 평가점수는 80점( 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보육실습관련 서류 지침

1-1 선수과목 이수현황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1-2 보육실습과 협약을 맺은 경우 실습기관 협약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1-3 실습의뢰 관련 서류는 (실습의뢰공문, 실습신청서, 실습의뢰수락서)는 5년간 보관한다.

1-4 실습기관 방문 근거자료( 실습지도교수, 실습지도교사, 실습생이 함께 찍은 사진)는 5년

    간 보관한다.

1-5 보육실습 근거자료(보육실습확인서사본, 보육실습평가서)는 5년간 보관한다. 

1-6 보육실습 일지 원본은 5년간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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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보육실습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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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현장실습 실습지도자 내부 운영규정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제정 : 2014. 9. 1]

[개정 : 2018. 8. 1]

제 1조(목적) 평생교육 실습인정기관에서 16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본교에 

실습생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실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평생교육 현장실습) ①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이수자는「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생교육 실습인정기관에서 16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 현장실습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실습신청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한다.

③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간은 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160시간 실습을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실습 대상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평생교육현장실습 이수자는 평생교육실습기관으로부터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를 교

부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실습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제 3조(실습지도자 선정) 본교에서 평생교육 실습요청이 있는 경우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사 2

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교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교직원이 실습지

도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 3조(본교 실습장소 선정 및 실습 진행) 

      1) 평생교육현장실습 진행 시 실습생으로부터 실습신청서를 fotoz1@naver.com 

      이메일 접수를 받아서 필요한 서류(시설지정서, 평생교육사 프로필)를 실습생에게 전달

      하고 실습생에게 실습 시작 일을 연락을 받아 시작한다.

      2) 학장님에게 실습신청서로 결재 받은 후, 실습생은 정보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를 작성하고, 사전 안내된 실습비(100,000원)를 지정된 계좌로 실습시작 

      일까지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실습을 시작한다. 

      (국민은행 061-25-0020-906 예금주 : 서울현대교육재단)

      3) 확인사항

      ①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본교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같은 기간에 

      실습생 6인이 넘지 않도록 배정한다.

      ② 실습 장소에 계신 담당 교수님께서는 실습기간 동안 진행할 실습계획서를 확인한다.

      ③ 평생교육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은 학사운영실에서 

      확인하여 진행한다. (설립허가증(시설지정서),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 

      신상서, 평생교육현장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 실습생 출근부 등)

      4) 실습 진행 관련하여 전공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분야 전공 교수님 미팅 지원 1회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분야 전공 수업참관 지원 1회

      ③ 실습 기간 중 교내 외 행사 중에서 실습이 가능한 행사 일정 1회 

      ④ 본교와 가까운 유관기관 탐방 1회

      ⑤ 본교 실습장소에서 행정업무 지원 안내 

      ※ 실습 기간 동안에 위 ① ~ ⑤ 항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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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습생이 근무하는 교수실의 교수님들께서는 실습계획서에 의하여 정확한 실습이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6) 실습지도자의 최종평가지는 실습지도자가 작성하여 진행한다.

      7) 실습생은 출근부, 실습일지 사본, 실습지도 기록서, 실습생 평가서(원본)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사본)을 학사운영실에 제출한다.(10년간 보관)

제 4조(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평생교육 관련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

육프로그램개발론) 4개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5조(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

정받은 기관,「평생교육법」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평

생교육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실습기관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평생교육법  

      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시설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

      - 법인 :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법인

      - 단체 : 정부단체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NGO) 포함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제 6조(실습의뢰)   

1) 실습생이 직접 본교로 섭외하는 경우 본교 실습지도자는 학장의 기안결재를 받아 이를 

진행한다.

      2)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3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한다.

     3) 실습의뢰 관련 서류 - 실습의뢰공문, 실습신청서(실습생신상서) 실습의뢰수락서 - 는 5

년간 보관한다.

제 7조(현장실습)

1)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기간이 4주(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2)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 방학 포함)에 실시하여야 함. 단, 

직전 방학에 실습할 경우 수강신청 절차를 선행하여야 함.

제 8조(실습지도교수) 평생교육현장실습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1) 실습지도교수는 평생교육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평생교육실습’ 교수활동 또는 평

생교육(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등을 포함하여 22시간 권장, 최소 15시간(5회) 이상 



- 532 -

실습세미나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1회는 반드시 출석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실습기관과의 협력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한다.

4) 실습기관 방문 증빙자료(출장비 지출 또는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 관련 서류 및 실습

지도교수, 실습생, 실습지도자가 함께 찍은 사진 등)는 5년간 보관한다.

5) 현장실습 근거자료(설립근거 법령 및 실습기관 시설(법인, 단체)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 신상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일지 원본, 

실습생 출근부 등)는 5년간 보관한다.

제 9조(실습평가)

      1)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

며,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해야 함. 

      ※ 자격 취득 시, 성적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제 10조(현장실습기관 보관자료) 10년간 보관

      1) 평생교육협장실습대장

      2) 실습생별로 작성된 실습일지(사본)와 실습지도기록서

      3) 실습생 평가서(원본)와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사본)

제 1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동법 시행령」,「동법시행규    

      칙」및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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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0] 평생교육관련 교과목

평생교육관련 교과목

구  분 개설 교과목명
개설계열

(전공)

학점

(시간)
개설학기

필수과목

(전과목이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각3(3)

 평생교육현장실습 4주 교직지원팀 3

선택과목

(5과목이상 이수)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ㆍ진로설계

각3(3)



- 534 -

[서식 112] 평생교육 실습신청서

실 습 신 청 서

 1. 실습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과정/전공 학년/학기

현주소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E-Mail

 2. 실습의뢰 내용

실습 부서

실습 분야

실습 내용

실습 기간

 3 . 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 현황

교과목명
이수시기

(년월)

이수

여부
교과목명 이수시기

이수

여부
교과목명 이수시기

이수여

부

 4. 평생교육 관련 경력

구분

(취업, 실습, 봉사)
기관명 기간(년월) 내용

년  월~  년  월(총  개월)

년  월~  년  월(총  개월)

  상기 내용으로 귀 기관에 실습을 신청합니다.

※ 실습비 : 100,000원(실습 시작하는 날까지 입금)

   국민은행 061-25-0020-906

   예금주 : 서울현대교육재단

                     실습생 :                    인

              실습지도교수 :                    인

실습교육기관 :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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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3]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실습기관명 : 

2. 실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총   시간)

3. 실습지도자 :

4. 실습내용 :

5. 실습상황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실습기관의 장 직인

직명 성명 담당 내용 비고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실습생

성명
과정명

근무태도

(10%)

자질

(15%)

학습지도 

능력

(50%)

연구조사 

활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

처리능력

(10%)

총평

(10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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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4] 실습생 기록대장 예시

연

번

실습생명

(생년

월일)

실습생 연락처 및 주소

실습기간(년월

일)

(실습시간)

실습기관명

(연락처) 및 

실습기관주소

실습지도자명

(소지자격증)

실습

점수
비고

1

홍길동 010-000-0000
00.00.00~00

.00.00
실습기관명

02-000

-0000
김00

00.00.00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총  시간

(총  일)
주소 : 서울시 용산구 (09-1-000)



제 5 편 . 부속기관 및 위원회

   제 1 장 부속기관에 관한 규정

  

   제 2 장 위원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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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부속기관에 관한 규정 

도서관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설치된 도서관은 국내외의 학술정보자료를 수집․정리․보존․관리하고, 학술정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다양한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학문연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자료의 관리

제 2조(자료의 관리범위) 도서관이 관리하는 자료의 범위는 교비의 예산으로 구입되거나 수증으

로 수집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 3조(자료의 구분)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행본

2. 정기간행물 

3. 비도서자료

4. 전자정보자료

5. 고문헌자료(고서, 고문서, 고지도, 준고서 등)

제 4조(수집자료의 구분 및 등록) ①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4. 편입자료

② 자료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조(자료의 구입)  ① 도서관의 자료는 본교에 설치된 각 과정(전공)별 교과과정 및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② 자료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조(수증자료의 관리) ① 수증자료는 서지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② 수증자료의 수량 및 가치에 따라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문고설치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조(자료교환) 본교에서 간행된 자료는 다른 대학 도서관 및 관련 학술연구기관과 상호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 8조(자료의 분류 및 편목) 자료의 분류 및 편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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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분류명_위치명_번호

[그림 37-1] 도서위치 번호표1

[그림 37-2] 도서위치 번호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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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열람 및 대출

제 9조(열람 및 대출자격)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법인 현대직업전문학교 교직원

2. 본교 학생 및 산업체 학생

3. 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도서관 열람 및 대출 시 학생증(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10조(개관 및 열람시간) ① 일반열람실 및 자료열람실의 개관 및 열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 

no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출판

연도

기

증

자

기

증

연

월

일

위치

명

분

류

번

호

1~1002 중략

1003 정보통신 이해 송주석 생능출판사 2003 　 　 7-7 　

1004 SQL SERVER 2000 황일섭, 허윤규 가메출판사 2001 　 　 7-8 　

1005 SQL SERVER 2005 조호묵, 최천, 정해람 가메출판사 2007 　 　 7-8 　

1006
WINDOWS 2000 SERVER  

BIBLE
하인영 삼양출판사 2001 　 　 7-8 　

1007 WINDOWS SERVER 2000 이동희 정일 2005 　 　 7-8 　

1008
쉽게 배우는 SQL SERVER  

2000
이하영 가메출판사 2002 　 　 7-8 　

1009
실습을  겸한 WINDOWS 

SERVER2003
이동희 정일 2003 　 　 7-8 　

1010
한글WINDOWS  2000 SERVER 

BIBLE
백대원, 이용석, 이성재 정보문화사 2001 　 　 7-8 　

1011 21세기 통신선로공학 오종중 도서출판 정일 2008 　 　 7-9 　

1012 BREW &WIPI 모바일프로그래밍 김형구 가메출판사 2005 　 　 7-9 　

1013 IIS5 ASP SCRIPTING  GUIDE SHINICHI SATO 영진닷컴 2001 　 　 7-9 　

1014 자료구조론 홍온선, 정희경, 현득창 이한출판사 2004 　 　 7-9 　

1015 정보통신개론 오민근, 신현철 외 2명 삼양미디어 2003 　 　 7-9 　

1016 Microfoft SQL Server 개발자용 정원혁 대림 2007 　 　 7-10 　

1017
WINDOWS  2000 

PROFESSIONAL+ IIS 5
박재홍 디지털북스 2000 　 　 7-10 　

1018 WINDOWS NT SERVER 4.0 이인화 가메출판사 2000 　 　 7-10 　

1019 정보통신시스템 　 한국산업인력공단 2007 　 　 7-10 　

1020 정보통신 이론과 네트워크 응용 송화선, 김주영, 정영준 정일 2004 　 　 7-10 　

[표 82] 2016 도서목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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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기중 : 09 : 00 - 20 : 30

나. 방학중 : 09 : 00 - 17 : 00

② 전항의 각 호 이외에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및 폐관을 명할 수있다.

제 11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 - 법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 12조(대출기준) ① 자료의 대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30책 90일

2. 직원 : 10책 30일 

3. 조교 및 산업체학생 : 15책 30일 

4. 본교 재학생 : 7책 14일 

② 비도서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대출자료의 반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자격을 퇴직, 휴직, 퇴학, 제적, 휴학, 졸업 등으로 상실하게 되었을 때

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여행 및 출장을 하게 된 때

3.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식까지 반납 

4. 관장이 자료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4조(장서점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서 점검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제재

제 15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도서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반

납 시까지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며, 예정 반납일보부터 연체기간까지 연체료를 부과한다. 

그 외에 연체 중에는 제증명서 발급 중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자료의 변상

   

제 16조(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도서관 규정 및 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에는 출입제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7조(변상원칙)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대상이 되는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자료의 제적

제 1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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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 19조(운영위원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주요사항 여부는 도서관장의 판단에 따른다.

제 21조(구성) ① 위원회는 행정실장, 총무부장, 관리소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장으로 한다.

③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 2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4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다.

제 27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 28조(준용)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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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서울현대 독서토론동아리 “책도둑들”

학보사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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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규정

[제정 : 2015.  9.  1]

[개정 : 2019.  9.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관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조(직무) 체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체육관내의 시설 및 기구의 보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 강의를 위한 체육관 사용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 운동부의 사용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조(조직) ① 체육관에는 관장을 두고, 필요 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겸임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체육관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 4조(재학생사용) 체육관은 아래와 같이 학장의 허가를 받아 수업외 사용할 수 있다.

      - 월요일 18:00 ~ 20:30  무도동아리  유도부 사용

      - 화요일 18:00 ~ 20:30  응원단(오닉스) 사용

      - 수요일 18:00 ~ 20:30  경호시범단 사용

      - 목요일 18:00 ~ 20:30  무도동아리  태권도부 사용

제 4조(사용 및 대관) ①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관을 외부에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무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외부단체에서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관한 금액은 별도로 한다.

제 4조(사용 시 주의사항) ① 사용시간은 08:00 ~ 20:30로 한다.

      ② 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 전, 사용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수업시간은 사용금지

       - 음식물 반입금지

       - 자기가 사용한 기구는 제자리 위치

       - 본인 소지품 본인 보관

       - 운동 시 소음은 최소화

       - 복장은 가급적 운동복 요망

제 5조(시설관리) 체육관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체육관 관장이 체육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다.  

     ① 샤워장은 기존 화장실을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시 사용인원이 일정 인원이 형성

되는 시점에서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② 습기제거 및 공기순환을 위하여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장

은 고장이 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③ 조명장치는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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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운동 장비는 관장이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제 6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체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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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2년 3월 1일]

[개정: 2014년 3월 3일]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편집부 운영 및 편집부 편집기자의 선발 절차 및 그 편집기자의 

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보사

제 2조(편집부 조직) 편집부는 1명의 편집장이 포함된 7명의 재학생 신분의 취재기자를 두고 

편집을 지도할 1명의 지도교사를 둔다. 이 외에 편집부의 실무책임자와 편집부의 총괄 

책임자의 선발은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조(사무실) 편집부는 교내에 두고 학보 편집에 필요한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및 통신설비 

등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 받는다.

제 3 장  학보 및 교지

제 4조(학보) 학보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책자와 본교의 웹사이트 

사이버 학보란을 그 대상으로 한다. 양자는 구성과 편집면에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조(교지) 편집부는 연1회 교지를 편집하여 간행한다. 간행시기는 11월 말로 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내용의 구성과 편집은 학보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당해년도 졸업작품전시회에 참여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의무적으로 실어야 한다.

제 4 장  학보사 기자

제 6조(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편집부의 취재원인 편집기자의 자격요건은 본교 1학년 

재학생으로 하되 각 전공별로 1명을 선발한다. 

제 7조(선발시기) 편집기자의 선발은 매년 2학기 개강 직후로 한다.

제 8조(제출서류) 지원자는 편집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신 탈모사진을 부착한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제 9조(심사과정)서류심사 및 논술 테스트

1.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편집부 간사가 작문능력을 테스트하여 1차 합격자를 선발한

다. 

2.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편집부의 실무책임자와 편집부의 총괄 책임자 면접을 실시하



- 548 -

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 10조(해임) 편집기자로서 임기 내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해임된 기자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1조(임기) 편집기자는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최대 2학기 동안을 임기로 한다. 

단, 1학기 동안의 활동성과에 따라 차기학기의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제 12조(장학금 지급)정해진 임기 동안 편집기자의 직분을 다한 학생에게는 본교 편집부 

장학금(가칭)을 수여한다. 이 장학금은 타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장학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 13조(충원)

학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학기에는 충원하지 않으며, 그 자리를 수습기자로 

대체하되 대체된 수습기자는 차기학기부터 장학금 수혜대상이 된다.

제 5 장  편집기자의 책무

제 14조(의무) 본교 편집기자는 다음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편집기자는 교내의 언론창달에 이바지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2. 편집기자는 소속 전공의 소식을 취재하여 학보에 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편집기자는 정한 시간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당 2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제 15조(근무시간) 편집기자는 요일별 강의시간에 따라 평일 9:00에서 13:00까지 또는 

14:00에서 18:00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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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운영규정

[제정 : 2014. 9. 1]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직할시 및 각도에 지회를 두고 지역 또는 직장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발행 및 각종출판사업

4. 회원을 위한 문화시설 및 후생사업

5.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 5조(공고방법) 본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회원

제 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모교졸업자 

나. 모교산업체학위(특수산업체학위포함) 수료자 

2. 명예회원 

가. 모교의 재단 임원 및 교직원 

나. 모교의 역대 학장 

다. 본회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 

3. 준회원 

가. 모교에 재학한 자 

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명예회원 및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입회원은 입회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관 및 회의

제 8조(기관) 본회에는 총회(임시총회 포함)․대의원총회(임시대의원총회 포함) 및 이사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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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의 구성은 회원 전원으로 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개정 

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다.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의 보고접수 

2. 대의원의 구성 및 임기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구성 및 임기 

나. 기능

   (1) 회장단 및 감사선임 

   (2) 예산 및 결산승인 

   (3) 본회운영에 따른 주요사항 

3.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가. 구성 

   (1) 각 졸업기별 2인 

   (2)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 자 

구            성
임    기

구      분 인     원

   역대 정․부회장

   각 계열별 동문회장

   각 졸업기별 회장

   각 산업체계열 동문회장

   각 시․도 지회장

각 1 인

   〃

   〃

   〃

100명당 1인

재임기간

〃

〃

〃

2년

[표 83] 동창회 이사회의 구성

나. 기능 

(1)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명예회원의 추대와 준회원의 승인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5) 집행기관에 대한 권고 및 감독 

제 9조(회의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0인 이상이 심의안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회원들의 소집요구를 회장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소집요구 대표자가 그 사유를 밝히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에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정기대표의원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0인 이상이 심의안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소집요구를 하였을 때 

회장은 이를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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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본회의 각종회의는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 5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그 회의소집이 서울시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주일 전에 공고되었을 때에는 출석회원을 회의정족수로 한다.

제 4 장  임원 및 부서

제 11조(임원 및 임기) ①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결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5인

 3. 감    사 3인

 4. 각부부장 1인 

 5. 각부차장 1인 

② 본회는 모교학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조의 2(사무처) ①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처장과 기타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④ 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조(임원선출방법) 본회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각부의 부․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회계를 감사하며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4. 자문위원은 수시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5. 각부의 부장은 소관부의 직무를 집행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시에 

부장을 대리한다.

제 14조(집행부서)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회의문서, 서무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기획부 : 중요회의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조직부 : 회원조직 및 연락에 관한 사항

4. 재무부 : 본회 재산관리 및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부 : 모교와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

6. 섭외부 : 대외교섭에 관한 사항

7. 공보부 : 회보발행을 비롯한 공보에 관한 사항

8. 문화부 :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9. 체육부 : 본회 및 모교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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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녀부 : 여성회원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제 15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단과 사무처장 및 각부의 부․차장으로 구성하고 총회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사무집행사항을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와 사업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17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등기된 재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③ 기본재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입회비 중에서 10% 이상을 적립한다. 이 적립금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한다.

제 17조의 2(장학기금) 장학기금은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입회비 중에서 

20% 이상을 적립한다. 다만, 장학금에서 생기는 과실로 장학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금에서 지급한다.

제 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각급동문회 및 지․분회

제 19조(각급동문회 및 지․분회운영) ① 각 산업체 학위과정동문회, 일반 학위과정 동문회, 동기

회 및 지회(특별지회 포함. 이하 같다)와 분회의 운영은 이 회칙에 따르되 따로 자체규칙

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산업체 학위과정 동문회, 일반 학위과정 동문회, 동기회 및 지․분회가 조직되었을 때

에는 그 조직에 관한 사항과 임원 명단을 지체 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이 경질

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각 산업체 학위과정 동문회, 일반 학위과정 동문회, 동기회 및 지․분회에서 사용하는 직

인은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총회에 파견할 대의원의 선거는 임원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2월중에 한하여 하며 

선출된 대의원의 등록에는 본회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벌

제 20조(상벌) ①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를 포상할 있다.

②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 21조(발의) ① 본회의 회칙개안은 회장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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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이 회칙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2조(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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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위원회에 관한 규정 

위원회 설치규정

[제정 : 2002.  1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정관, 학칙, 그 밖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규정 입안)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서식 1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사운영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설치가 승인된 위원회의 해당 부서장은 제4조 및 제규정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규정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입안요건) 위원회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기능

3. 구성

4. 임기

5. 위원장의 직무

6. 회의소집

7. 의사 및 의결 정족수

8. 회의록

9 보고

10. 운영세칙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고,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위촉에 관한 결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며,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의 위촉은 학교장이 

결재한다.

③ 위원회 산하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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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각 

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위원장 또는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 또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산) ①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부서장이 해산할 수 있다. 

② 특수한 목적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목적이 달성된 때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그 기한이 도래한 때 해산하며, 이때 학교장의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4조(주관부서)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부서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학장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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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5] 위원회 설치 승인서

위원회 설치 승인서

 위원회명 : 

   

설치목적

위원회 기능

위원구성

기    타

 위와 같이                    위원회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21 .     .     .

                                                소속부서장 :                  (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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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36] 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회의통보 일시

재적위원

일  시   2021 년     월     일(   )         00:00～00:00

장  소  

참석자

불참자

안  건

 

  심의 및 의결사항

확  인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 회의내용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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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정: 2002년 11월 1일]

[개정: 2014년 3월 3일]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부위원장외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 3조(임기) ① 학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차기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났더라도 직전 위원장이 진행한다.

제 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학교장이 회의소집을 요청하여도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학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회의소집 3일 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과 당사자에게 소집을 통보한다.

제 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 재계약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장 및 교무위원 등의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③ 명예교수, 초빙교수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④ 업적평가의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⑤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에 따른 소명서 심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9조(간사)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해당업무  

      담당자를 간사에 보한다.

제 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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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3-0000-001

인사위원회 회의록

결

재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학   장

일시(시간)        년   월   일 장  소        

참석대상                명 기록자 (서명)

참 석 자

확인명단
 참석자     명

주   제

소 요 시 간

회 의 내 용

(※주요내용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고, 결과물이 

있는 경우 첨부)

    

제안에 대한

개선사항

및

방안수립

[서식 117] 인사위원회 회의록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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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13-0000-001

인 사 위 원 회 일 지

결

재

교무처장 학   장

일시(시간)        년   월   일 장  소         

참석대상              명 참석자           (서명)

참 석 자

확인명단
참석자     명

주   제

소 요 시 간

회 의 내 용

(※주요내용을 구체적으

로 기재하고, 결과물이 

있는 경우 첨부)

   

문제점 및 

제안에 대한

개선사항

[서식 118] 인사위원회 일지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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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4년 8월 1일]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교는 전체 교직원 및 재학생의 고충(성희롱 포함)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 2조(대상) 전체 교직원 및 재학생은 불만, 애로사항 및 사기저하의 요인 등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3조(용어의 정의) 

1. 고충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평, 불만의 애로점을 말한다.

1) 인사문제

2) 급여문제

3) 업무 환경에 관한 문제

4) 전체 교직원 및 재학생 복지에 관한 문제

5) 상하간의 인간관계의 문제

6) 정신적 차별 및 성차별에 관한 문제

7)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

8) 기타 고충이라 인정되는 문제

제 4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교장 및 교직원 3-5명(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 내에 고충상담소 및 고충처리 현장상담요원을 설치한다. 

제 5조(운영) 

1.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이 고충을 접수하여 그 사항이 위원회의 검토를 요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2. 각 위원은 고충에 대해 성의를 다해 해결에 임하는 것으로 한다. 고충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를 할 수도 있다.

3. 비공개로 처리된 고충에 대해서는 위원 퇴임 후에도 비밀 유지를 엄수한다.

제 6조(고충의 제기) 고충의 제기는 학사정보서비스의 ‘신문고’ 게시판의 비밀글로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구두 및 전화로 제기해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7조(고충처리의 원칙)

1.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신고를 이유로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되며 신고 된 고충은 신고자의 

입장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3. 고충신고는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 8조(고충의 처리) 

1. 고충을 접수한 위원회는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등 적절한 조사활동에 의해 

신속히 안건을 처리 한다. 

2. 원칙적으로 고충의 심의는 1주간 이내로 하고 판정은 10일 이내로 한다. 단,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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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로 보고 한다.

3. 성희롱의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할 수 있다.

제 9조(결정) 고충처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 10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는 심사결정 후 결정서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고충처리 결정사항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결과처리) 결정서를 송부 받은 해당 부서장은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고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며, 결과를 고충처리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2조(재심청구) ① 고충처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심을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③ 재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와 동일한 인원수로 구성하되 고충처리위원은 재심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다. 

제 13조(고충사항의 조정 신청)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고충사항이 해결되지 아니 할 경우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관할 노동관서의 장에게 고충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직원여성을 채용함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

2. 동일한 가치 업무에 대하여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

3. 임금 외의 금품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두었을 때

4. 혼인, 임신, 출산 등 여성인 것을 이유로 교육, 승진, 배치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

5. 정년과 해고에 있어 남성과 차별을 두었을 때

6.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을 때

7. 직원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제 14조(고충처리 절차의 활용) 직원은 개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내 외에의 진정을 

지양하고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는 

고충사항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15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6조(주무부서) 본 위원회의 사무는 학사운영실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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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위원회 규정

[제정 2011. 6. 1]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과정단위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위원회는 각 과정단위에서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협력관계를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과정별 산학협력위원회) 본교에 각 과정별로 위원회를 둔다.

제 4조(위치) 각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교 해당과정에 둔다.

제 5조(구성)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우수한 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체 인사와 본교 해당과정 전임

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제 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

2.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관한 협의 자문

3. 산업체 인사의 강의 및 실습지도 등의 대학교육 참여

4.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협의와 자문

5.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등에 관한 협조

6. 산업체의 위탁교육

7.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

8. 교수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견학

9.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10. 산업기술 정보의 수집

11. 장학금 및 연구비 등의 확충을 위한 산학협력기금의 확보

12.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 7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에서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장 1인을 두며 해당과정 학부장이 된다.

2.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산업체측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 1인을 두며 해당과정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8조(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산업체를 대표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 9조(위원회 소집)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학교 측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0조(회의 진행)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1조(협의사항 보고) 각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 12조(기타) 과정단위 산학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학칙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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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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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5. 9. 1]

제 1 장 총칙

제 1조(체험현장실습 목적과 정의) 

     가. 현장실습은 산학협력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직

무능력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의미한다.

     나. 학교에서 배운 직업 준비 교육을 산업 현장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 ․ 정보화시대의 직업세계에 주역이 될 우수한 기능인의 육성을 추구하고, 졸업과 동시

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을 겸비한 실무형 기능인을 배출한다

제 2조(현장실습의 개요)

     가. 근거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2)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운영 현황

     1) 운영 형태

      가) 산업체 체험, 전일제, 단기집중 현장실습의 경우는 교육과정 편성에 포함하여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체험현장실습 교육내용 : 산업체 현장실무 교육, 현장견학, 산업안전보건 교육, 현장실

습파견, 근로기준법 교육, 정서함양교육, 교양강좌 등을 포함한다.

      다) 체험현장실습의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 방침

      가) 계열별로 1학기 단위로 정기적인 현장실습에 대한 계획서를 서식1과 같이

          작성한다. 

      나) 학생의 전공 분야,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산업체의 역량 등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한다.

      다) 현장실습의 진행은 학습자 배치는 학생 본인의 적성, 희망, 해당 전공분야 자격 소지

자, 성적 등 학생에 관한 기초조사와 담임교사의 소견 및 업체 사정을 고려하여 합

리적인 기준을 취업지도교사가 정한다.

      라)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산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근로기준 준수, 현장 실

무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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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구성 및 역할

제 3조 (체험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가. 구성

위  원  장

학  교  장

총 괄 운 영

체험현장실습운영위원회

기 획 및 운 영 분 과 교 육 담 당 분 과 현 장 지 도 분 과

     나. 회의 및 협의사항

     1) 체험현장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및 심의한다.

     2) 체험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준비, 진행사항, 문제점 등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제 3 장 운영

제 4조 (체험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

     가. 체험현장실습 추진 절차

     1)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업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가) 업체의 의뢰내용을 담임교수 및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한다.

      나) 일반 사무직인 경우 희망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성적, 출결상항, 자격증유무, 교

통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실무 주무 부서에서 결정한다.

      다) 현장실습 협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지원

을 받아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위하여 산학협약을 맺은 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넓혀 나간다.

     3) 현장실습 운영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 방

안을 강구한다.

     4) 현장실습 전담교사는 전화지도, 내방객상담, 사전시찰, 방문 및 유경험을 바탕으로 선정

하려는 업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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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험현장실습 사전교육

     1) 체험현장실습 파견 시 사전교육 준수 사항

      가) 체험현장실습 실시하기 전에 기업체 소개, 산업안전보건, 근로관계법, 직업윤리의식, 

      학생의 책임․의무․귄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사규를 준수함은 물론 용의, 복장, 언행 등에 유의

      하여 실습에 임한다.

      다)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라) 자신 또는 동료 실습생에게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담당교수와 상담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체험현장실습 파견 시 현장실습협약서, 현장실습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다. 준수사항

    체험현장실습 학생은 다음 사항을 명심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귀교 조치하고,

    학교 생활지도 규정 제22조 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1) 산업재해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바르게 실천한다.

     2) 학교의 명예와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항상 학생신분임을 명심하고 언

제나 모범적인 행동을 한다.

     3) 모든 산업재해, 안전사고, 각종 민․형사 등의 법적인 문제, 제반 부당 행위 등의 사항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보호자, 학교 모두 소임을 다한다.

     라. 체험현장실습평가와 증명서 발급

      가) 현장실습 중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약식의 실습평가를 실시하고 실습평가의 결과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실시한다. 

      나) 산업체 현장실습 학습인정을 위한 평가는 하지 않으며, 전문교과 수행평가 시 활용하

      되 필요에 따라 “세부능력 및 특기시항”란에 서술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체험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서 협  

  의를 통하여 한다.

제 5조(체험현장실습 업체 선정 방법) 

     가. 법령에 의해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

     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다. 현장실습생의 근무여건이 전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라. 현장실습생의 지도능력, 교육체계, 복지문제 등을 고려하여 실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업체

     마. 전문직 종사에 취업을 목적으로 현장실습을 필요로 하는 업체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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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oo계열 (예시)

관련교과목 실습내용 소요경비 비고

인테리어디자인
제품설계,랜더링,포트폴리

오,CAD실습
전시 탐방 및 공모전 접수비전시회 공동 재료비

산업디자인
제품설계, 시각디장인실습,포

트폴리오,랜더링
전시 탐방 및 공모전 접수비 전시회 공동 재료비

웨딩플래너

미용학개론, 미용색채학 이론수업

무대분장, 포트폴리오, 테이

블코디네이트실습, 웨딩드레

스코디

메이크업재료 및 드레스 원단 구입

꽃재료 구입비

플라워디자인

꽃예술론 이론수업

플라워디자인실습,포트폴리

오,사진과 표현,화훼장식
꽃 소재비,테이블 연출소품 구입비

사진
시각디자인실습, 일러스트레

이션실습, CAD실습

사진 필름지 및 현상비용

사진 관련 소모품

[서식 119] 체험현장실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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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0] 체험현장 실습확인서

체 험 현 장 실 습 확 인 서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귀교에서 보내주신 실습생은 아래와 같이 2021년  월  일부터 본 기관(회사)에서 실습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실습기관(회사)명 홈페이지(URL)

인사담당자(부서명) 전화번호

실습생

학  번

성  명

담당부서
및 업무

비     고

2021 년    월    일

                       기관(회사)명 :

                       주       소 :

                         대표(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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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1] 체험 현장 실습 수료증명서

체험현장실습 수료증명서

                                                             

                                                

                                           생년월일 :

                                           성    명 :

  상기 학생은 당사에서 실시한 현장실습 전 과정을 아래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본 수료증명서를 

교부합니다.

1. 현장실습기간 : 2021 년  월  일 ~ 2021 년  월  일 (   일간)

2. 현장실습과정 :

2021 .     .     .

                                                

                                   

                                   회사(기관)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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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 2015.  9. 1]

[개정 : 2018.  1. 2]

                                        

제 1조(목적) 교양교육과정위원회의 목적은 교양 교육의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현재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학습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데 있다.

제 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양교육에 관한 정책연구(교양교육 방향 설정, 비전 제시 등)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사항

4. 영역별교양 개설 심의에 관한 사항 

5. 교양교육 교과목 운영(교과목편성, 교강사 배정, 수업지원 등) 시행원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양교육 발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

② 위원회는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요청한다.

제 3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교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역할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 4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 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 7조2(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9조(교양수업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1. 본교 학생들이 주로 교양을 수강하는 교육기관에 요청하여 본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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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흥미를 끌어 줄 수 있는 눈높이 수업이 되도록 교양으로서의 접

근 방식을 요청한다.

      2. 본교에서는 60학점이상 이수할 수 없으므로 전문학사 학위취득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

      공 담당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교양 교과목의 교강사 상담을 진행하여 강의

      방식이나 고사운영 TIP을 안내하고, 교양강좌를 학생들이 소홀하지 않게 수강하도록 독

      려 한다.   

      3. 본교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대학과는 달리 수강방식이나 학점설계가 복잡해서 놓치는 

      부분으로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므로 담임교수님들께서는 수강시간을 지켜 강

      의를 듣을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하여 교양 수업을 놓치지 않도록 지도 

      한다. 

      4. 본교 담임 교수님께서는 많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수

      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생들과 외부 교육기관의 교양수업 교강사에서 적절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제 10조(교양수업의 중요성) 전공과목이 아니라서 취업과 진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과목이라

      는 생각으로 편하게, 쉽게, 학점을 취득하고 싶은 생각으로 교양 학습과목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 교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야 한다.

      1. 교양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알아야 하는 기초 교육이다.

      2. 현장에 나가보면 전공지식만으로 가지고는 인정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기

      에 올바른 사회성과, 인성교육,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3. 올바른 교양 교육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4. 경영, 영어, PC 등은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초 교육이다.

제 11조(교양수업의 운영) 본교 교양 수업의 운영은 학습자들이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부에서 20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학으로 지원한다.

      1. 개강 전에 학습자들에게 장학으로 지원되는 외부 수강 교양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해당기관으로 교양 수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한다. 

      2. 학습자들의 수강 현황을 파악하여 담임교수는 교양 수업 개강 전에 교양 수강 신청 내  

      용에 따른 교양 수강료 장학 지원에 필요한 기안과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학생 개인의 이름으로 수강 신청한 교육기관에 장학으로 지원되는 수강료를 납부한다. 

      4. 수업이 진행 중에 발생하는 환불에 대하여는 외부 교육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수업 일에 

      따른 교양 교육비에 관하여 학생 계좌로 직접 환불하도록 안내한다.

      5. 장학으로 지원된 외부 교육기관 수업에 대하여는 성적증명서에 분류, 교과목명(교육기

      관), 학점을 입력하고, 성적은 “외부학점”으로 입력한다.  

      6. 전적대학 교양 학점을 15학점 이상 보유한 학습자들에게는 1학점당 50,000원 1학기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5학점까지 편입학 장학금을 지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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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2] 외부 교육기관 교양과목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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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교육기관 교양 교과목 만족도 조사 통계표

2015.06.24

NO. 문항 매우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1 서울경희직업전문학교 교양

 교과목 수강의 만족도는?
1 15 9 5 5

1-1
1번 문항 답변에 대한 

 이유는?

　
영어나, 컴퓨터 등 취

업시에 필요한 과목이

므로

중간에 교강사 변경으

로 학생들이 혼란스러

워 함.

학생들의 수준을 배려

하지 않는 수업. 무성

의한 강의.

교강사의 소통없는 일

반적인 강의방식

　 다양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어서

과정에 비해 책이 너

무 두껍고 부담스러워

함.

수업이 지루하다는 의

견이 많음

단방향적 강의진행방

식으로 학생만족도 저

하 및 학교(학업)이미

지 실추

　 학생들관리가 수월

(바로 옆 건물)

　
학점 취득률이 낮음.

학생과의 소통이나, 

수업진행에 대한 불만

이 매우 높음(영어)

　 수준에 맞게 흥미있게 

수업

　
수업 참여도가 낮다.

여려워한다

(수업내용, 진도)

영어회화 교수님 잦은 

지각으로 학생들 불만

이 높음(김연순)
　 교양으로서 필요한 내

용의 커리큘럼

　 레포트를 2개나 제출

해야하는 부담감
수업만족도가 낮다

NO. 문항 매우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2 KBS비즈니스 교양교과목 

 수강의 만족도는?

　
13 15 5 1

2-1
2번 문항 답변에 대한 

 이유는?

　
과목 교수님이 공정하

게 실력별로 팀을 짜

주셔서

크게 흥미를 느끼는 

것도 불만을 가지는 

것도 아님.

담당 교수 강의

참여도 고민이 없음.
멀고 다니기가 어려움

　 학생들 기준에 맞추어 

수업한다

학생의 만족도가 차이

가 있으나 보통임.

　

수업하는 곳이 멀어서 

번거롭다

각 반의 학생수가 너

무 많아 지도 받기가 

힘들다
　

동적 움직임을 좋아함 이동거리 다양한 강좌가 부족
　

　
즐겁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체

육 교양인 것 같음
　멀다

　

　
대체로 만족한다 체력이 향상 된다.

　 　

　 다양한 체육과목을 접

할 수 있어서
대체로 만족함

　 　

NO. 문항 매우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낮다

3 사이버(온라인) 교양교과목 

수강의 만족도는?

　
2 16 11 3

3-1
3번 문항 답변에 대한 

 이유는?

　 운영시스템이 체계적

인듯 함

피드백은 없지만, 문

자로 수강알림을 해줘

서

복잡하고 수강을 놓치

기 쉽다.

수업시간을 놓칠때가 

많다

　 　 인터넷이라 수업을 잊

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오류가 많음 출석체크 때문에

　 　 학점 취득이 어려움

(성적이 낮음)
형식적인 수업참여

　학점취득율이 낮아

요

　 　
현대, 수업자료

관리가 쉽지 않고 학

생들 성적이수가 어렵

다.

　학생들의 상당인원

이 학점 미달로 처개

인별로 좀 더 디테일

하게 관리했으면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 

이해가 어렵고 수강시

간을 지켜 강의를 듣

는 것이 잘 안된다.

현대 학생들이 학점이 

잘 안나옴

개별적으로 수업은 충

실히 했으나, 성적이 

좋지 않다　

　 　 　 현대사이버- 접속이 

용이하지 않다.

　학점운영이 잘안됨. 

F학점 다수.

[표 84] 외부 교육기관 교양과목 만족도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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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계열 IT 외국어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4 교양 희망 12 11 12 15 13

4-1

4번 문항 답변

에 대한 

 이유는?

전공과목과 연관되며, 

취업 시 도움이 되므

로

중국이 대세인 만큼 

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

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신청, 

수강 희망

전공과목과 연관되며, 

취업 시 도움이 되므

로

예체능계 등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

함.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됨

영어는 기본이고, 요

즘 중국어에 대한 취

업요구도가 상승됨.

너무 한쪽으로 편성되

어있다. 다양한 과목

이 있으면 

예체능계 등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 

관심 많다고 생각함.

머리를 식혀야한다. 

신나보인다. 취미를 

갖고 싶다.

PC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어학의 중요성 영역에 편중됨

머리를 식혀야한다. 

신나보인다. 취미를 

갖고 싶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

시만 너무 멀게되면 

집중도 하락.

현장에서 컴퓨터를 중

요하게 생각하고 요구

하고 있음.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

을 병행 할 수 있다면 

학생의 만족도 상승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

아서

아이들의 흥미상승

재미있어서

학생이다보니 몸을 쓰

는 것을 좋아함

활용도가 높아서
전문학사과정에서 외

국어는 필수인 듯

인문과 문학, 체육은 

교양 필수로 보임

영상/문화와 같은 흥

미롭고 가벼운 과목으

로 교양을 진행희망

활동 수업이라 선호함

동적인 과목을 선호함

실용적
　 인문과 문학, 체육은 

교양 필수로 보임　

영상이 오래도록 기억

에 남을 수 있어서

교양으로서 학업의 스

트레스를 다소 해소

NO. 문항 이유

5

학점취득률이 

저조하거나, 

강의평가 점수

가 낮은 경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수강 중 출석률을 공개하거나, 학생상담을 통해서

흥미로운 자료보안,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지도, 강의방법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음.

흥미위주의 강의만을 원한다. 교양이기에 지루함에서 탈피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팀별 출석 수업진행을 한다면 친구들간의 협동심 등으로 출석률
과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함.

학생들이 직접 함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법이 필요한 듯.

학생선호도를 조사 필요과목을 선정함.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수업을 희망함

각 강좌 교수의 자질문제로 평가됨= 강사 재임용, 교강사 변경 또는 지속적 강의 평가 대상(매달1번씩)

교강사들이 학생들에 대한이해도를 높일 필요 있음.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

사이버는 F 받을 학생의 경우 미리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강의평가가 너무 낮을 경우 강사를 교체해야 한다.

강사변경과 행정실의 명확한 행정 지침 제시, 교강사들에게 학점은행제를 좀 더 이해 시켜야 한다

교강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 출결관리, 흥미유발

관심이 필요함, 원인, 요인 분석하고 학생평가를 통해 보안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길 희망함, 다양한 수업이 있기를 희망함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적용한다, 수업 내용을 좀 더 쉽게 일반화 시키면 안될까요?

교양 과목의 다양한 수강기회를 넓혀주면 좋겠음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방법을 모색하고, 관심을 갖고 대화하도록 하는 방법

NO. 문항 교과목명 이유

6

교양수업 중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

는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PC활용I
엑셀, PPT를 배우기 때문에

엑셀, 파워포인트가 실무행정에 도움이 됨

컴퓨터
중요하고, 컴퓨터를 숙달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능숙한 컴퓨터 실

력을 요구하고, 잘하면 취직도 잘된다.

영어 수준별 교육

실용영어회화 수준별 수업

영문법 전나리 교수님 수업방식의 효과적 운영

배드민턴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어서

검도 흥미가 있음.

요가
운동이 되고 즐거움

체육 운동 과목을 선호함

댄스스포츠 운동이 되고 즐거움

체육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흥미로워한다

활동적인 교과목이라서

재미있다고 함

체육 계열
활동적인 교과목

체력증진과 스트레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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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3] 교육지원 장학금 신청 기안 

재단법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150-8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1-4, 7 전화 02)2675-6202 팩스 02)2675-6207 

http://www.hyundai.ac.kr

기 안 용 지

문 서 번 호 학위_전공_16_ 학               장

시 행 일 자 2016년 3월 2일

보 존 년 한  1년

결

재

공

람
 

교  무  부 학과장   (인)

제      목  교육 지원 (전공 및 교양) 장학금 신청 및 지급 보고

       

       교육지원 (전공 및 교양) 장학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오니

         검토 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 교육비 장학금 신청 내역 >

                   

NO
학습

과목명
외부 교육기관명 이수기간

학습 과목별 

장학금

장학금 

지급인원

1 2016. 3. 18-2016. 6. 24 원 명

2 2016. 3. 18-2016. 6. 24 원 명

         < 첨부 >

         1. 교육비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

         

                                                                                

작 성 일 : 2016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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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년도 교육지원 장학금 대상자명단

※2020-1학기 수강 과목 중에서 기관 이수 제한 학점(60학점)으로 교내 학습 과목 수강 시 학점 인정이 안 되거

나 교내에서 전공 필수 학습과목 개설이 불가능하여 외부 교육 기관(전공및교양) 학습 과목 수강 신청에 따른 교육

비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입니다.

※본교에서 2년간 수강 할 수 있는 60학점 외에 매 학기 외부교육기관에서 3-6학점 씩 교양 학점을 취득하여야 

본교 졸업 시 전문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의 학위 취득과 효율적인 학생 관리를 위하여 외부 교육 기관 교양 학습 과목 수강 신청에 따른 교육

비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입니다.

NO 학번 성명 생년월일 금액 수강과목  교육기관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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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계 　  담임교수 확인 

수강과목 수 계 　  성명  :                       (인) 

[서식 124] 교육지원 장학금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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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5 ] 교육비지원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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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진로지원위원회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취업과 진로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통해 취업률 증대와 

진로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학생진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취업․진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취업․진로 관련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취업 관련 외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취업․진로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졸업생의 평생경력개발 및 진로상황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의 운영과 회의결과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학생의 취업․진로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제 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위촉한다.

1.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필요시 행정실장, 총무부장, 교학처장, 해

당 학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학장은 교내·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요시 행정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 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6조의2(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

의 요청할 수 있다.

제 6조의3(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조의4(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

항이라고 판단되면 그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학생진로지원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산하에 학생진로지원소위원회(이

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계열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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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하고, 학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취업진로처 파견 취

업지원관을 임명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계열직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및 계열(과정)별 진로 및 취업지도

2. 학교 및 계열(과정)별 취업관련 유관기업체 관리

3. 학교 및 계열(과정)별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관리

4. 학교 및 계열(과정)별 졸업생 사회진출 현황 및 대책 관리

5.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의 학교 및 계열(과정)별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및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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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교수학습개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학습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개발 사업의 평가와 개선책 연구에 관한 연구

4. 교육매체개발 및 사이버 강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수학습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전체 계열를 통합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과 교원 및 관련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수학습개발팀장으로 한다.

제 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 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

의 요청할 수 있다.

제 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9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

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분과위원회) ① 교수학습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분과위원회

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11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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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 2014. 9.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

3. 교비회계의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 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행정실장과 학생회 담당교수 및 총무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대표 3명

2. 관련분야 전문가 1명

3. 동문 1명

③ 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를 둘 수 있다.

제 4조(추천 및 위촉) ① 계열학생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각 1명을 

학장이 위촉한다.

② 산업체학위과정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산업체 학위과정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1명을 

학장이 위촉한다.

③ 관련분야 전문가 및 동문 위원은 학장이 위촉한다.

제 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한다. 다만,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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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운영 규정

[제정 : 1990. 3. 1]

[개정 : 2014. 3. 1]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상조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의사소통과 친목도모를 꾀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의 전 교직원으로 한다.

제 5조(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권 및 결의권이 있다.

제 6조(의무)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의결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원

제 7조(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및 회계 각 1인

4. 홍보간사 및 부서별 간사 약간명

제 8조(선임) 본회의 임원선임은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9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회계연도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 임시총회를 통해 재선할 수 있다.

제 10조(책무)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원명부관리, 애경사 수혜현황 관리, 애경사 참가자 명부관리 및 애결사 

공지의 업무를 맡는다.

3. 총무는 선물구매 및 각종 상조회 관련 모임을 주관한다.

4. 회계는 총무부로부터 당월 회비수납확인서를 접수하고 각종 경조사의 지출결의 상신 및 

월 2회 회비 수지정산 업무를 맡는다.

5. 홍보간사는 월1회 회보의 편집 및 간행업무를 맡는다.

6. 간사는 해당 부서의 애경사를 접수하고 참가자 명부의 관리 및 부서단위 소 행사를 

주관한다.

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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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총회)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하는 안건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회칙의 재정 및 개정

3.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

4.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5 장  재정

제 13조(재원) 본회의 정기회비는 회원들이 내는 일정한 액수의 회비로 한다.

제 14조(회비) 회원들이 내는 일정 액수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매월 봉급에서 징수한다.

제 15조(관리) 회비는 임원이 관리한다.

제 16조(운영) 본회의 재원은 정기모임 및 아래의 사항에 따라 사용된다. 단, 지급액은 회원의 

직급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임시 행사일 경우에는 임원이 주관하며 추후에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단,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1. 지급액의 등급

1) 특급 : 500,000원

2) 1 급 : 300,000원

3) 2 급 : 200,000원

4) 3 급 : 100,000원

5) 기타 

2. 상조비 지급규정

*) 정회원 퇴사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정(현재 100,000원 상담)의 선물을 지급

한다. 기타 상기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단결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지

급할 수 있다.

3. 지출결의

조사를 제외한 애경사는 1개월 전에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해당 간사에게 상조회비 

신청서를 제출한다.

※ 첨부 자료 : 상조회비 신청서

부     칙

제 17조(효력) 1.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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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의결) 본회의 모든 의결은 특별조항이 없을 때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관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9조(회칙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1. 본 회칙은 1991년 10월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6년 10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7년 10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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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대    상 경조사비 제출서류

특 급

조사 회원의 본인 사망

￦ 500,000 안내장

경사 회원의 정년 퇴직(5년 이상 연속 근무 시)

1 급

조사 회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300,000

안내장

및

청첩장경사 회원의 본인 결혼

2 급

조사
회원의 형제ㆍ자매 사망

회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200,000

안내장

및

청첩장
경사

회원의 자녀 첫돌

회원 자녀의 결혼

3 급

조사

회원의 입원ㆍ질병ㆍ상해

(입원 및 병가 3일 이상 시)

회원의 조부모 사망

￦ 100,000

안내장

및

확인서

경사

회원의 출산

회원의 부모 및 회원 배우자 부모의 

회갑 또는 칠순

기 타

기타 회원의 퇴사시 ￦ 100,000
총무부 확인

지급신청서
기타 회원의 생일시 ￦  30,000

[표 85] 상조회 경조사비 지급 규정

※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정회원 퇴사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장(현재 10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 기타 상기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단 결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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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6] 경조사비 지급신청서

경조사비 지급신청서              

신
청
부
서

담  당 학부장

            

   소       속 :   교 무 부                   직      책 :   교   수 

   성       명 :   허 시 철 

   경 조 내 용 :   출    산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1부

            본교 교직원 경조사비 지급 구분사항에 의거 위와 같이 

         경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홍 길 동

경  조  금  영  수  증
담  당 부  장

            

일 금:                                (￦             )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21년      월      일

     수 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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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지급신청서 결  재

간 사 회 계 회 장

　 　 　

신청인구

분
  (    O  )회원  (       )간사 입사일자(회원의경우) 2007.5.13

신청인

성명
김 태 희 소속 자비교무부 신청금총액 200,000 

경조사내용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경조내용 경조일자 장소 신청금액 신청구비서류내용

회원본인 　 　 　 　 　 　 　

회원가족 장 동 근
2011-01

-14
돌

01월 

14일
집 200,000 등본

간사

　 　 　 　 　 　 　

　 　 　 　 　 　 　

　 　 　 　 　 　 　

　 　 　 　 　 　 　

　 　 　 　 　 　 　

　 　 　 　 　 　 　

　 　 　 　 　 　 　

　 　 　 　 　 　 　

　 　 　 　 　 　 　

   상조회 회칙에 의거하여 상기 금액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00월     00 일

          신청인   :                            (인)

[서식 127] 상조회비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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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 학 • 관 협동 관련 규칙

[제정 2011.6.1]

제 1조(목적)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칙 제 46조에 의거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통한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조(위치)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교 관광산업관에 둔다.

제 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계열의 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각 학교단위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원

3.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장 또는 직장장 중에서 학장이 위촉하는 

인사 약간 명

제 4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와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림

2.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관한 협의 자문

3. 산업체 인사의 강의 및 실습지도 등의 교육 참여

4.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협의와 자문

5.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등에 관한 협조

6. 산업체의 위탁교육

7. 산업체의 학습시설 활용

8. 교수의 산업체 현장연수 및 견학

9.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10. 산업기술 정보의 수집

11. 장학금 및 연구비 등의 확충을 위한 산학협력기금의 확보

12.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 5조(부서설치)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장 1인을 두며 본교 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2.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산업체측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 1인을 두며 본 대학 대외협력위원장이 된다.

제 7조(기타) 산학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학칙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의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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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8] 산학협정체결서 A

산 학 협 정 체 결 서

 서울현대전문학교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는 국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취업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 산/학의 발전을 위해 상호간 협조 사항에 

대해 우호적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양 산/학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양 기관은 장기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 한다.

제2조(상호협력)

  1) “갑”과 “을”은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갑”의 인력수요가 발생할 경우 “을”에게 인력수급에 관한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최대

한 협조한다. (“을”은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조건일 경우 우선하여 “갑”의 졸업생에게 

고용의 기회를 준다)

  3) 양 기관은 산학인사의 초청 특강을 참여하고 학생현장실습, 견학 등에 상호간의 기회를 극대화 한다.

  4) 공동의 연구과제 및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상호간 전문기술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

     (“을”이 재직근로자의 질적 업무 향상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갑”은 협조 차원에서 교육에 필요한 

장소, 기자재, 강사인력의 수급 등의 편의 제공 및 우선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5) 기타 산학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상호간의 우호적인 협력 동반자 관

계를 구축하며 산학협동의 모범적 활동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3조(해석)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서명이 있는 별도의 협정으로 정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발전적인 방향을 목표로 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해석한다.

 양 기관은 이 체결 서에 날인하고 체결서는 각기 한부씩 보관하며 이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021 .     .       .

갑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    장   김  남  경 (인) 

을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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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9] 산학협정체결서 B

산 학 협 정 체 결 서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이하 “갑”)는                     (이하 “을”)과 국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취업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지원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

학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양 기관은 산학협동 차원에서 원활한 산학협정 체결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들을 추진한다.

  (1) 산업체와 학교간의 연계체제 확립

  (2)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협정기관과의 연계 협정

  (3) 공동 연구과제 및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조  상기 사항의 활동에 있어 양 기관의 긴밀한 연락과 노력을 통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한다.

제 3 조  상기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서명이 있는 별도의 협정으로서 정한다.

제 4 조  양 기관은 이 체결 서에 날인하고 체결서는 각기 한 부씩 보관하며 이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

속한다.

                              2021 년   월    일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회사명)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41-4                        (주소)

      학교장    김     남    경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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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0] 학슬교류협약서 A

○○대학교  ▪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학  술  교  류  협  약  서

 ○○대학교와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는 국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전공 교류를 통한 양교의 발

전을 위하여 상호 지원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양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인적 자원과 학술교류를 통하여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협약 내용) 

  (1) 양 기관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협력

  (2)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및 정보 자료 교환

  (3) 우수 학생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차원의 편입학에 관한 협력

  (5) 입학금 면제, 생활관 입관 특전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 2 조(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 1년으로 정하며, 상호 의의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상호간 협약 연장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행정사항) 

  상기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의 직

  인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년    월    일

    

 기관명 : ○○대학교                              기관명 :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주  소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3호 

               

 총  장 : O    O    O    (싸인 및  직인)          이사장 : 김     남    경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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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1] 학슬교류협약서 B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  ○○대학교   

학  술  교  류  협  약  서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는 ○○대학교와 국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전공 교류를 통한 양교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지원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양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인적 자원과 학술교류를 통하여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협약 내용) 

  (1) 양 기관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협력

  (2)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및 정보 자료 교환

  (3) 우수 학생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차원의 편입학에 관한 협력

  (5) 입학금 면제, 생활관 입관 특전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 2 조(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 1년으로 정하며, 상호 의의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상호간 협약 연장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행정사항) 

  상기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의 직

  인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년    월    일

    

 기관명 :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기관명 : ○○대학교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3호        주  소 : 

 이사장 : 김     남    경   (직인)                총  장 : O    O    O    (싸인 및  직인)  



제 6 편 . 부     록

   연혁

   교육훈련기관현황

   2021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시설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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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0년      1월 제 29회 졸업식

             2월 코로나19 대비 학교 안전점검

                 인천시 풋살연맹, 아곤풋살LAB, 풋볼그라운드와 MOU체결 

                 스포잇과 MOU체결

             3월 2020학년도(제 31회)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

             5월 교육기관 최조 코로나19 방역관리 QR코드 시스템 도입

             6월 2020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금,은상 석권

             7월 산업체적응 실무교육 취업과정 MOU체결

                 경기도 태권도협회 산학협정 체결

                 한국음식관광박람회 금메달 수상

             9월 제 21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13개 부문 메달수상

            10월 방위산업체 기업과 MOU체결

                 월드푸드트렌드페어 금메달17개 & 다수 메달 수상

            [그림38-1] 산업체적응 실무교육 취업과정                                                             

                  

2019년      1월 과정평가형 자격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진로상담교사 진로특강

             2월 훈련이수자 평가 A등급 획득

                 서울현대 스포츠단 창단식 개최

             3월 2019학년도 입학식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실시

             4월 2019학년도 신입생 환영회

  6월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구로캠퍼스 직업훈련 현장방문

  7월 중국상해우수 중등전문학교 본교 방문, 단기연수 실시 

  8월 2019 서울컵 대학야구대회 우승

      2020학년도 생활체육계열 야구산업 설명회개최

  9월 한광고등학교 MOU 체결

  10월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 3년 인증획득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훈련기관 선정

      2019 서울국제공구전 참가

      2019 국제 CSI 컨퍼런스 참가

  11월 졸업작품전시회

      STEP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그림 38-2]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졸업작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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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남경예술대학 MOU 체결

                중국소주시한묵문화교류유한공사 MOU 체결

             2월 제 27회 졸업식

             3월 2018학년도 입학식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실시

             4월 존슨앤웨일즈 대학교 복수학위 MOU 체결

                고양시 태권도협회 MOU 체결

             6월 2018 월드클래스바텐더코리아 한국결승 우승

             8월 2018 대전MBC배 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 우승

             9월  SK텔링크 주식회사 업무협약체결

  10월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 3년인증 획득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훈련기관 선정

  11월 졸업작품전시회

       2018 서울카페쇼 KCL코리아커피리그 공식후원사 프로페셔널 스폰서로 선정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       

  12월  KBS 미디어 평생교육센터 MOU 체결

         

[그림 38-3] EBS 직업체험 산학협력

2017년      2월 제 26회 졸업식

                경동대학교 산학협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최우수 교육 부분)

            3월 제 28회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17 인적자원개발 대상 수상(교육기관)

     아시아 칵테일대회 2위 수상

     미슐랭 스타 쉐프 5인 릴레이 특강

 4월 ‘K-MOVE’ 연수생 해외취업 전원 성공

     중앙경찰학교 단독 현장실습 

 5월 코리아푸드 & 베버리지컨티발 칵테일대회 ‘최다 금상’ 수상

     대한민국 국제요리대회 & 제과경연대회 금메달 석권 

     최현석 교수 비밀 레시피 수업

 6월 최현석 교수의 신메뉴 개발 수업

     EBS 진로직업체험학교 MOU 체결

     5년 연속 일본 동경제과학교 해외 연수

 7월 숙명여대 & 서울현대 MOU 체결

 8월 ㈜지식과미래(imbc캠퍼스) 체결

     에드워드 권학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쿠킹 클래스

     과학수사 CSI 특강 & 콘서트

     최현석교수의 특별한 쿠킹 클래스

 9월 2017 코리아푸드트랜드페어 대상 수상

 10월 한마음 체육대회

      가을 먹거리 축제 및 경영대회

 11월 졸업작품전시회

 12월 ‘한울’태권도 엘리트지도자 협의회 MOU 체결

      제4회 요리경연대회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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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수상 

  

   

[그림 38-5] 2016 대한민국 드론 영상제 대상 (상금1,000만원)

2016년      2월 제 25회 졸업식

            3월 제 27회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13년 연속 실습취업 최우수 교육기관 선정

     성결대학교 교육사업 협력 체결식

     호주 다윈호텔스쿨 장학연수 협약

     일본 아와모리 4개국 대표 아시아컵 Top10 심사위원장상

 4월 2016 대한민국 국제 요리대회 17개 부문 금메달

 5월 국제 푸드앤테이블웨어박람회 8년연속 대상

     한국음식박람회 3개부문 금상 수상

 6월 2016 무한도전 메이크업 경진대회 전원 수상

     전국 최대 담양 대나무 디자인 대전, 대학생 부문 3명 수상

     중국 루동대학교 & 서울현대 2+2 협정체결

     편입학 장학생 99명 선정

     편입학 장학생과의 만남, 김남경 학장님 특강 

 7월 2년 연속 월드클래스 코리아 TOP10 수상

     양천구 종합지원센터 협약식

     중국 루동대학교와 서울현대 2+2 협정 체결

 8월 2016 DX코리아 드론배틀 대회 우승

 9월 2016 제2차 경찰공무원 1차합격 4명

     제 11회 국제 코리안컵 5년 연속 대상

     바른손 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

 10월 국제능력교육원 MOU체결

       2016 독일세계 올림픽 2회 연속 전원수상 및 금메달

       영등포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산학협정

 11월  세계자연유산 제주 캐릭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동덕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산학협정

 11월 제 1회 캠프통 청평 호반 드론 사진 영상 공모전 1위와 상금 수상

 12월 졸업작품전시회



- 598 -

            

[그림 39-1] 2016 김남경 학장님 61번째 생신축하 

            

[그림 39-2] 2016학년도 중앙경찰학교 단독 현장실습 

2015년 

2월 제 24회 졸업식

3월 제 26회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3월 최고의 바리스타 김재근, 이종훈, 정연호 명사 특강

4월 2015 경찰공무원 합격 - 김동인, 임준혁, 최슬기, 김경숙

5월 최현석 쉐프와 함께하는 2016 새내기 드림 콘서트 

5월 김남경 학장님 특강 "이 시대의 리더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를 향한 메세지

5월 스승의 날 행사  

6월 2015 전국 초.중.고교 교사를 위한 특수분야 연수 프로그램 진행 

6월 호주 Sydney TAFE 공동 학위 과정 해외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7월 서울현대 재학생 홍보디자인 UCC 공모전

7월 [세한 대학교 & 서울현대] 학술교류 협약식

7월 Sydney TAFE & 서울현대 Hallyu Tourism  and  Business Opportunities Study Tour 

7월 제 10회 국제 코리안컵 칵테일 대회 유치

8월 에드워드권 학장 & 최현석 쉐프와 함께하는 2016 새내기 드림 콘서트

9월 2015 국제 한국 미용 페스티벌 참가자 9명 전원 수상

9월 제 9회 부산전시컨벤션 센터 네일 페어 금상, 은상, 동상 수상

9월 Buga 2015 Havelregiom(독일연방국제전시회) 플로리스트 대회 금메달, 은메달 수상

9월 2015년 후기 학위수여식 및 장학금 시상식

10월 2015 코리아 푸드 트랜드 페어 5개 부문 대상, 금메달, 은메달 수상

10월 제 10회 국제 코리안컵 칵테일 대회 4년 연속 우승 1,3,4,6등 수상

10월 2015 코리아 부루잉 챔피언십 은상, 동상 수상

10월 2015 [서현전 한누리제] - 기능경진대회

10월 일본 야키니무협회 해외취업 협약식

10월 중국 장쑤성 [남경상업전문대] 분교 설립

11월 제 2회 사회복지 유아 상담의 날

11월 최현석 쉐프와 함께하는 김장김치 나눔 봉사

11월 2015 졸업작품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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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1] 2015학년도 김장 김치 나눔 봉사

           

[그림 40-2] 2014학년도 스승의 날 행사

2014년 

2월 제 23회 졸업식

3월 제 25회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3월 2014 에스코피에영쉐프 요리대리

4월 산동대학교 협약식

4월 2014 제 5회 한국식음료경연대회 은상,동상,우수상,장려상 수상

4월 제2회 2014 모닝컵 코리아 바텐더 챔피언십 장려상 수상

4월 제4회 전국 대학생 소믈리에 대회 결선 은상,장려상,우수 지도자상 수상

5월 2014 한국음식관광박람회 조리대회 다과상부문,죽상 부문 금상 수상

5월 제15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 내 한국식음료경연대회 금상,은상,동상 수상

5월 스승의 날 행사

7월 지연옥 교수 초정 특강(전KBS경영본부장, 전KBS비즈니스 학장)

8월 Sysdney TAFE의 David 총장 본교 방문

8월 2015 서울현대 드림콘서트(호텔조리과정 예비신입생)

9월 2014-1학기 장학생 대상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10월 한마음체육대회

11월 졸업작품전시회

         

[그림 41] 2013학년도 입학식

2013 년

1월 베트남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2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약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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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 22회 졸업식

3월 제 24회 입학식

4월 영등포구 전통시장 자매결연 협약식 체결

5월 한국식음료경연대회 은/동/장려/우수지도자상 수상

5월 한국음식박람회 4팀 전원 금메달 수상

5월 HOFEX 홍콩국제요리대회 전원수상

5월 한국음식 관광박람회 바리스타 금,은 수상

5월 제8회 코리안컵 칵테일대회 결선 대상/금상/동상 수상

5월 대학생 뷰티 콘테스트 뷰티&헤어쇼 수상 무한도전 메이크업 콘테스트 수상

5월 영등포구 지역뿌리 일자리창출 협약식 체결

6월 대한민국 국제요리 경연대회 전원 금상 수상

6월 한마음 체육대회

6월 에스코피에 영쉐프 요리대회 한국대표선발전 1등, 3등 선발

6월 그랜드 마토니 챔피언십 특선수상

6월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칵테일경연대회 대구시장상, 금상, 은상, 동상 수상

8월 호주 TAFE 여름방학 해외 장학연수

9월 에스코피에 영쉐프 아시아대표 우승

9월 대학생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날개’ 발대식

9월 코리아그랑프리 챔피언 타이틀매치 해비급/웰터급 우승 및 공로패 수상

10월 제9회 소믈리에 경기대회 독일모젤와인부문 수상

10월 제 6회 경북식품박람회칵테일 경연대회 대상, 은상, 장려상 수상

10월 CAEA 전국학생 바리스타대회 금상 특별상 수상 

10월 ACADECO 전국빵과자경연대회 은상 동상 수상

10월 졸업작품전시회

10월 수림문화재단 사진공모전”장터”대회수상

10월 직업능력개발평가 우수기관 선정-국가기간전략산업/내일배움카드제

11월 서현전 대동제 축제

11월 ASPEX AUSTRALIA P/L 국제교류 산학협력

11월 한국행정관리협회 MOU체결

11월 영국 가든디자인전문공립학교위틀컬리지(Writle College)와MOU체결

11월 세계 영쉐프 국제요리대회 금/은/동메달 수상

11월 전국 떡명장 선발대회 농림축산부장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수상

11월 제 10회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 은상,동상 수상

11월 안전디자인공모전 특별상/장려상/입선 수상

11월 제 7회 꽃장식 경연대회 금상 동상 수상

11월 제 12회 아트페어 메이크업 경진대회 우수창작상

12월 미추헤어쇼 및 미용 경연대회 [업스타일부문] 대상/금상/은상 수상

12월 에드워드 권 학장 취임

 

[그림 42] 2012학년도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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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2월 제 21회 졸업식

3월 제 23회 입학식

4월 제 3회 한국식음료 경연대회 금상 은상 동상 수상 

5월 대한민국 국제 요리대회 칵테일 부문 최우수상,금상,은상 수상

5월 2012 국제 뷰티 아티스트 엑스포 특별우수상 수상

5월 2012 대한민국국제요리경연대회 한식 및 세계요리 부문 금메달 수상

5월 한마음체육대회

5월 태국국제요리대회 최우수상 금 은 동메달 수상

6월 2012 대한민국국제요리경연대회 제과제빵부문 부문 최우수상, 금상, 은상 수상

7월 무한도전 메이크업부문 특별상, 우수상, 우수창작상 수상

7월 국제헤어피부미용 기능대회 대상, 국제금상, 은상, 우수상 수상 

9월 서울현대전문학교 최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

9월 조은세이프 산학협정 체결 및 경호시설 견학

10월 서현 핫더스팟 패스티벌

10월 더 민트 디자인 공모전 입선 수상

11월 졸업작품전시회

11월 대학생이 뽑은 대표기업 선정

11월 푸드앤테이블웨어박람회 금상, 은상 수상

11월 패션일러스트 동상, 특선 수상

12월 호주 TAFE 공동학위과정 MOU 체결

12월 10년 연속 기관평가 A등급

12월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그림 43] 2011학년도 한국HRD대상 수상

2011 년

2월 제 20회 졸업식

2월 한국 HRD대상 “우수교육기관대상” 부문 수상

3월 제22회 입학식

4월 한국세무사회 감사패 수여

5월 제8회 국제 푸드앤테이블박람회 3년 연속 대상 수상

5월 2011대한민국국제요리대전 금상 은상 특별상 수상

5월 한마음체육대회

8월 필리핀국제요리대회 금상 은상 동상 수상

9월 미국호텔협회 한국교육원과 산학협정체결식

10월 미국호텔협회 AHLA 자격증 공인 시험교육기관 지정

10월 서현 F4 뮤직패스티벌

10월 중앙경찰학교 경학교류협약체결

11월 카자흐스탄 Symbat Academy 유명패션대학 총장님 및 실무자 본교방문

12월 싱가폴 노동부승인 HRMC 해외취업 MOU 체결

12월 9년 연속 기관평가 A등급

12월 해양경찰학교 경학교류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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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졸업작품전시회

12월 중화민국 국립증문고급가사상업학교 산학협정체결식

12월 패션심화과정 YDP(Young Designer Project) 강남구 압구정동 실습관 개관

[그림 44] 2011학년도 대한민국 국제요리대전 싹쓸이 수상

2010년    

           2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본교 방문

           2월 메이크업 헤어 네일아트 국제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필리핀 시장상 수상

           3월 에드워드 권(권영민)쉐프 본교 부학교장 취임식

           3월 제 21회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4월 해외협력학교, 중국 길림공정 기술사범대학교 본교 방문

           4월 독일 플로리스트 마에스터, 본교 석좌교수 피터아이스만 특강 

           4월 국제 푸드앤테이블 박람회 2년 연속 대상 수상

           5월 2010 KCA BARISTA CLASSIC 대회 은상 수상

           5월 무한도전 메이크업 대회 최우수상 및 9개 부문 수상

           5월 대한민국 요리대회 금상5 은상6 동상1 싹쓸이 수상

           5월 현우대동제

           6월 제 10회 영등포 단오한마당 축제 참여

           6월 필리핀 라시움 대학교 본교 방문 미국 TUI 하계 장학 연수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캠프코리아가 함께한 해외 대학생 한국음식문화체험

          11월 한마음체육대회

          12월 졸업작품전시회

[그림 45] 2010학년도 무한도전 메이크업 최우수상 및 9개부문 수상

2009년   

          2월 제 18회 졸업식

          3월 제 20회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5월 체육대회

          10월 현우대동제

          11월 협력학교 뉴질랜드 UNITEC, CPIT학장 본교 방문

          11월 플라워 아트센터 개관

          12월 졸업작품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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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2009학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08년   

          2월 제 17회 졸업식3월 2년제(전문학사학위과정) 제 19회 신입생 입학식

  실업자훈련 86기 입학, 우선선정직종 6기 입학, 전역군인훈련6기 입학

          5월 사이버학점 연계취득을 위한 (주)에드윌과 산학협력체결

          6월 중국상해화동이공대학 MOU 체결

               (재)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로 정관 변경

          9월 200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패 수여 (b e s t - H R D) 인증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10월 2년제(전문학사학위과정) 

  제6회 '청계천 Job Fair' 취업박람회 감사장 수여

[그림 47] 2008학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패 수여 

2007년 

          2월 제 16회 졸업식

          3월 2년제(전문학사학위과정) 제 18회 신입생 입학식 호텔관광특성화 학교로 운영

          10월 KT콜센터 상담사 양성교육 양해 각서 체결

                 (주)케이에스콜(대표:김현수),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김환궁),본교(학교장:김남경)

          11월 직업능력개발사업 HRD 담당 노동부장관 표창장 수여

          12월 중국 상해사범대학교 자매결연 체결

               노동부주관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결과 실업자훈련 기관평가 A등급 우선선정직종 기관평가 A등급

                 2008년 우수훈련기관 실업자훈련,우선선정직종 상패 수여

            

[그림 48] 2007학년도 호텔관광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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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제 15회 졸업식

3월 2년제(전문학사학위과정) 

컴퓨터정보계열 17회 신입생 입학식 

(게임정보미디어과, 디지털소프트웨어과, 모바일컨텐츠과, 웹전자상거래과)

디자인계열 12회 신입생 입학식

(그래픽디자인과, 실내건축(인테리어)과) 

관광예술계열 7회 신입생 입학식 

(관광경영과, 중국관광통역과, 뷰티아트디자인과) 

경영행정계열 2회 신입생 입학식

(공부원정보과, 부동산주택정보과)

4월 2007학년도 모집 계열 명칭 변경 및 신규 과정 개설 

관광항공계열

(관광경영과, 중국관광통역과, 항공스튜어디스과)

실용예술계열

(헤어디자인과, 방송분장과)

디자인계열

(그래픽디자인과, 실내건축과)

경영행정계열

(공무원정보과, 경호비서과) 

컴퓨터정보계열

(게임정보미디어과, 디지털영상과)

 5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 본부 HRD지원센터 협의회 위원 위촉

 7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재지정

 8월 중국 상해 재경대학교 자매결연 체결

11월 직업능력개발사업 우수훈련기관 노동부장관 표창장 수여

12월 노동부주관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결과

실업자훈련 기관평가 A등급

웹프로그래머 과정평가 A등급

2005년

         2월 국제디지털대학교와 사학협동협약서 체결

         4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리눅스마스터 공인교육기관 지정

         11월 노동부주관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결과

          우선선정직종훈련 2년연속 A등급 선정으로 A등급 인정

2004년 

         3월 국방부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취업연계 업무협약 체결

             경영행정계열(공무원정보과, 부동산주택정보과 신설)

         8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2차변경 

              (서울영등포구당산동6가 341-2, 339-4, 341-4~7 소재)

         9월 계열제 도입(4개계열 16개과정)

         11월 노동부주관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결과

                정부위탁훈련 최우수기관 (A등급) / 실내디자인과정 (A등급)

                실업자훈련 웹프로그래머과정 (A등급)

         12월 중국 청년정치대학 자매결연 체결

2003년 

         2월 취업유망훈련,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

               (대표과정:웹프로그래머/멀티미디어웹디자인/웹마스터/자바프로그래머/닷넷프로그래머 등)

         8월 정보처리학교 세부전공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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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 디지털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 게임정보미디어 

인터넷정보과정 세부전공명칭 변경

인터넷비즈니스 ▷ 전자상거래 

경영정보비서과정 세부전공명칭 변경 및 추가개설 : 

정보비서 ▷ 비서정보, 세무정보, 법무정보, 의료정보, 국방부 전역군인 위탁훈련 실시기관 지정

            (정보통신시스템 과정) 12월 노동부 2004년 정부위탁훈련 실시기관 지정 

            (정보통신설비/ 실내디자인 과정)

노동부주관 직업능력개발원 평가결과 정부위탁훈련 최우수기관(A등급) 실업자훈련 우수기관선정

[그림 49] 2002 졸업작품전시회

2002년 

         1월 IT분야훈련 실시

         6월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1관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6가  339-4 소재)

         9월 노동부 재직자훈련과정 지정 (1관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6가  339-4 소재)

         12월 노동부 2003년 정부위탁훈련 실시기관 지정 

              (본관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6가 341-4, 7 소재)

2001년   

         2월 인터넷정보학내 인터넷비지니스전공 및 웹마스터전공 신설

             정보처리과정내 멀티미디어전공 신설 

         3월 노동부지원 취업훈련 실시 

         12월 노동부지원 40세 이상 특별과정훈련 실시

[그림 50] 2001학년도 입학식

2000년 

         2월 명지대학교와 교양과목 학점연계취득 협정 체결 

             건국대학교와 교양과목 학점연계취득 협정 체결 

   

             덕성여자대학교와 교양과목 학점연계취득 협정 체결

         3월 정보비서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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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취업유망분야 훈련실시 

             중국 북경 화북전력대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North China Electric Power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4월 노동부지원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시

         8월 취업경쟁력연구소와 자매결연 체결 (병역특례업체 취업추진)

           

[그림 51] 1999 KBS비즈니스와 교양과목 학점 연계 협정 체결

1999년 

2월 KBS비즈니스와 교양과목 학점연계취득 협정 체결

3월 과정 세부전공제 도입

   (정보처리과정: 프로그래밍, 네트워크전공)

(컴퓨터산업디자인과정: 그래픽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전공)

5월 미국 Pan Pacific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6월 호주 KVB College of Visual Communication Sydney와 자매결연 체결

8월 이탈리아 Accademia Italiana와 자매 결연 체결

    싱가폴 ATI TAFE college와 자매결연 체결

11월 노동부장관 표창 (우수기관장)

1998년 

3월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실시기관 지정 (제1차 - 제12차)

 (공업전문학사 60학점, 산업예술전문학사 60학점, 행정전문학사 60학점)

5월 (주)신동방. (주)한보건설, (주)동보, (주)흥화공업 등 기업체 전산교육 실시

8월 재학생 일본 체험유학 실시

9월 뉴질랜드 Auckland Institute of Studies 국제대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11월 호주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와 자매결연 체결

12월 서강대학교와 교양과목 학점연계취득 협정 체결 

노동부 장관 표창 (우수교수)

1997년

4월 노동부 사업주위탁훈련 실시

8월 고등학교 교사 하계 동계 전산교육 실시

12월 일본 동북전자계산기전문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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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1997 일본 동북전자계산기전문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1996년 

1월 뉴질랜드 Auckland Institute of Studies 국제대학교와 자매결연체결

4월 노동부 사업주위탁훈련 실시

8월 고등학교 교사 하계 동계 전산교육 실시

12월 재단법인 현대직업전문학교로 명칭변경

1995년 

3월 컴퓨터산업디자인과정 신설

8월 고등학교 교사 하계 동계 전산교육 실시

9월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요원 전산교육 실시

1994년 

12월 교사 이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6가 341-4, 7)

8월 고등학교 교사 하계 동계 전산교육 실시

9월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요원 전산교육 실시

1993년

2월 재단법인 설립허가

8월 고등학교 교사 하계 동계 전산교육 실시

9월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요원 전산교육 실시

1992년 

8월 2002. 08. 고등학교 교사 하계, 동계 전산교육실시

9월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요원 전산교육실시

1991년

9월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요원 전산교육실시

1990년

3월 현대전자계산인정직업훈련원 설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31번지)

       2년제 정보처리과정 1회 신입생 입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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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학습과정의 학습자수

[표 86] 2020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재학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20 생활체육/스포츠재활/스포츠복지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52 

2020 산업체생활체육            4 

2020 호텔경영/관광가이드/카지노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6 

2020 사회복지/상담심리/청소년상담
사회복지

재가복지

          31 

2020 사회복지 학사반           99 

2020 아동학사반 　           25 

2020 드론/드론운용/드론영상 정보보호
정보처리

          38 

2020 지상무기학 정보처리           14 

2020 호텔바텐더/와인소믈리에
관광식음료

조리

          29 

2020 커피바리스타           16 

2020 푸드스타일 식공간연출            8 

2020 호텔조리 식품조리학           15 

2020 빠띠시에 호텔제과제빵           43 

2020 글로벌셰프

호텔조리

          10 

2020 호텔서양조리           39 

2020 호텔조리         166 

2020 피부미용/헤어디자인/메이크업 미용 미용            5 

2020 플라워디자인 화예 플로리스트           26 

2020 경찰행정

경찰행정

행정실무

        133 

2020 태권도경호           11 

2020 경찰행정주말반           14 

2020 경호무도학사반 경호비서학           15 

2020 경찰무도 의전경호           14 

　 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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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2019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재학생 인원수

[표 88] 2018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재학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2018 생활체육/스포츠재활/스포츠복지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28 

2018 산업체생활체육 18 

2018 호텔경영/관광가이드/카지노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30 

2018 산업체관광경영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8 

2018 피부미용/헤어디자인/메이크업 미용 미용 15 

2018 웨딩플래너 미용 웨딩플래너 11 

2018 사회복지/상담심리/청소년상담
사회복지

재가복지

34 

2018 아동학사반 26 

2018 유아교육/유아특수보육 아동가족 32 

2018 드론/드론운용/드론영상 정보보호
정보처리

46 

2018 컴퓨터보안/사이버해킹 정보처리 14 

2018 호텔바텐더/와인소믈리에
관광식음료

조리

29 

2018 커피바리스타 26 

2018 푸드스타일 식공간연출 21 

2018 호텔조리 식품조리학 67 

2018 빠띠시에
호텔제과제빵

52 

2018 호텔제과제빵 30 

2018 호텔서양조리
호텔조리

53 

2018 호텔조리 142 

2018
인테리어디자인/건축디자인/산업디

자인/시각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17 

2018 플라워디자인 화예 플로리스트 32 

2018 범죄심리

경찰행정
행정실무

10 

2018 경찰행정 137 

2018 경찰행정주말반 20 

2018 경찰무도 의전경호 23 

　 계 921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2019 생활체육/스포츠재활/스포츠복지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56 

2019 호텔경영/관광가이드/카지노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16 

2019 피부미용/헤어디자인/메이크업 미용 미용 10 

2019 사회복지/상담심리/청소년상담
사회복지

재가복지

31 

2019 사회복지 학사반 79 

2019 아동학사반
아동가족

36 

2019 유아교육/유아특수보육 24 

2019 드론/드론운용/드론영상 정보보호
정보처리

33 

2019 컴퓨터보안/사이버해킹 정보처리 10 

2019 호텔바텐더/와인소믈리에
관광식음료

조리

21 

2019 커피바리스타 16 

2019 푸드스타일 식공간연출 15 

2019 호텔조리 식품조리학 23 

2019 빠띠시에 호텔제과제빵 50 

2019 글로벌셰프

호텔조리

8 

2019 호텔서양조리 43 

2019 호텔조리 140 

2019 인테리어디자인/건축디자인/산업디
자인/시각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4 

2019 플라워디자인 화예 플로리스트 26 

2019 경찰행정
경찰행정

행정실무

152 

2019 경찰행정주말반 20 

2019 경찰무도 의전경호 13 

　 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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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2017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재학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17 생활체육/스포츠재활/스포츠복지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25 

2017 산업체생활체육 39 

2017 호텔경영/관광가이드/카지노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23 

2017 피부미용/헤어디자인/메이크업 미용 미용 25 

2017 웨딩플래너 미용 웨딩플래너 14 

2017 사회복지/상담심리/청소년상담
사회복지

재가복지

72 

2017 산업체유아교육 28 

2017 유아교육/유아특수보육 아동가족 47 

2017 드론/드론운용/드론영상 정보보호
정보처리

36 

2017 컴퓨터보안/사이버해킹 정보처리 10 

2017 호텔바텐더/와인소믈리에
관광식음료

조리

47 

2017 커피바리스타 44 

2017 푸드스타일 식공간연출 54 

2017 호텔조리 식품조리학 69 

2017 빠띠시에
호텔제과제빵

62 

2017 호텔제과제빵 38 

2017 마스터셰프

호텔조리

28 

2017 호텔서양조리 54 

2017 호텔조리 295 

2017
인테리어디자인/건축디자인/산업디

자인/시각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35 

2017 패션디자인/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7 

2017 플라워디자인 화예 플로리스트 44 

2017 범죄심리

경찰행정
행정실무

17 

2017 경찰행정 135 

2017 경찰행정주말반 9 

2017 경찰경호 의전경호 26 

　 계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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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0] 2016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재학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16
생활체육/스포츠재활/레저스포츠/스포츠마

케팅/스포츠건강관리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28 

2016 호텔경영/카지노/국제관광가이드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69 

2016 피부미용/헤어디자인/메이크업 미용 미용 54 

2016 사진예술 사진 사진 4 

2016 웨딩플래너 미용 웨딩플래너 20 

2016 사회복지
사회복지

재가복지

46 

2016 산업체사회복지 0 

2016 상담심리/청소년상담 사회복지학 75 

2016 유아교육/유아특수보육 아동가족 64 

2016 게임기획/게임프로그래밍/게임그래픽 게임디자인

정보처리

7 

2016 드론/드론운용/드론영상
정보처리

23 

2016 컴퓨터보안/사이버해킹 30 

2016 와인소믈리에/호텔바텐더
관광식음료

조리

30 

2016 커피바리스타 59 

2016 푸드스타일 식공간연출 46 

2016 호텔조리 식품조리학 101 

2016 빠띠시에/호텔제과제빵 호텔제과제빵 121 

2016 호텔서양조리/마스터셰프
호텔조리

111 

2016 호텔조리 376 

2016 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3D프린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34 

2016 인테리어디자인 15 

2016 패션디자인/패션마케팅/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32 

2016 플라워디자인 화예 플로리스트 51 

2016 경영/세무회계
경영

행정실무

13 

2016 군사 15 

2016 범죄심리
경찰행정

30 

2016 경찰행정 118 

2016 경찰경호/무도스포츠지도자 의전경호 60 

　 계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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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2015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재학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15 사회체육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30 

2015 스포츠건강관리 2 

2015 스포츠마케팅 2 

2015 국제관광가이드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14 

2015 카지노 21 

2015 호텔경영 68 

2015 메이크업

미용 미용

45 

2015 피부미용 9 

2015 헤어디자인 26 

2015 사진예술 사진 사진 12 

2015 웨딩플래너 미용 웨딩플래너 34 

2015 사회복지
사회복지

재가복지

52 

2015 산업체사회복지 36 

2015 상담심리 사회복지학 83 

2015 아동보육
아동가족

52 

2015 유아교육 65 

2015 게임그래픽

게임디자인

정보처리

6 

2015 게임기획 5 

2015 게임프로그래밍 6 

2015 사이버해킹
정보처리

2 

2015 컴퓨터보안 31 

2015 와인소믈리에

관광식음료

조리

35 

2015 커피바리스타 63 

2015 호텔바텐더 21 

2015 푸드스타일 식공간연출 50 

2015 호텔조리 식품조리학 43 

2015 빠띠시에
호텔제과제빵

61 

2015 호텔제과제빵 29 

2015 마스터셰프

호텔조리

9 

2015 호텔서양조리 60 

2015 호텔조리 270 

2015 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6 

2015 시각디자인 25 

2015 인테리어디자인 23 

2015 패션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29 

2015 패션마케팅 4 

2015 패션스타일리스트 27 

2015 플라워디자인 화예 플로리스트 45 

2015 경영

경영

행정실무

20 

2015 경영학 1 

2015 군사 17 

2015 세무회계 18 

2015 경찰범죄심리
경찰행정

22 

2015 경찰행정 132 

2015 경찰경호 의전경호 52 

　 계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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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2014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재학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14 사회체육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25 

2014 스포츠건강관리 20 

2014 스포츠마케팅 9 

2014 게임그래픽

게임디자인 게임디자인

3 

2014 게임기획 4 

2014 게임프로그래밍 2 

2014 국제관광가이드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4 

2014 국제관광통역 16 

2014 카지노 16 

2014 호텔경영 89 

2014 호텔카지노 8 

2014 메이크업

미용 미용

40 

2014 방송스타일리스트 17 

2014 피부미용 19 

2014 헤어디자인 25 

2014 웨딩플래너 미용 웨딩플래너 40 

2014 사회복지 사회복지

재가복지

38 

2014 상담심리 사회복지학사 75 

2014 유아교육 아동가족 64 

2014 사이버해킹
정보처리 정보처리

20 

2014 컴퓨터보안 24 

2014 와인소믈리에

관광식음료

조리

24 

2014 커피바리스타 101 

2014 호텔바텐더 38 

2014 호텔식음료 17 

2014 파티플래너
식공간연출

24 

2014 푸드스타일 66 

2014 빠띠시에
호텔제과제빵

48 

2014 호텔제과제빵 43 

2014 호텔서양조리
호텔조리

59 

2014 호텔조리 338 

2014 호텔조리학사반 식품학 조리 28 

2014 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40 

2014 인테리어디자인 29 

2014 패션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39 

2014 패션마케팅 17 

2014 패션스타일리스트 27 

2014 플라워디자인 화예 플로리스트 30 

2014 군사

경영

행정실무

28 

2014 경영 30 

2014 경영학 14 

2014 공무원행정 19 

2014 세무회계 21 

2014 경찰범죄심리
경찰행정

18 

2014 경찰행정 177 

2014 경찰경호 의전경호 56 

　 계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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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2013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재학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13 사회체육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37 

2013 스포츠건강관리 20 

2013 스포츠마케팅 13 

2013 방송연예

연극 광고모델 엑스트라

7 

2013 액션연기 4 

2013 연극영화 4 

2013 국제관광가이드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2 

2013 국제관광통역 39 

2013 호텔경영 109 

2013 호텔카지노 19 

2013 메이크업

미용 미용

31 

2013 방송분장스타일 12 

2013 방송스타일리스트 6 

2013 피부미용 43 

2013 헤어디자인 30 

2013 웨딩플래너 미용 웨딩플래너 18 

2013 사회복지
사회복지

재가복지

43 

2013 아동복지 24 

2013 상담심리 사회복지학 63 

2013 유아교육 아동가족 54 

2013 사이버해킹
정보처리 정보처리

11 

2013 컴퓨터보안 9 

2013 와인소믈리에

관광식음료

조리

31 

2013 커피바리스타 176 

2013 호텔바텐더 30 

2013 호텔식음료 20 

2013 파티플래너
식공간연출

40 

2013 푸드스타일 69 

2013 빠띠시에
호텔제과제빵

50 

2013 호텔제과제빵 70 

2013 호텔서양조리
호텔조리

43 

2013 호텔조리 505 

2013 사진예술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19 

2013 산업디자인 62 

2013 인테리어디자인 41 

2013 명품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7 

2013 패션디자인 84 

2013 패션스타일리스트 28 

2013 플라워디자인 식공간연출 플로리스트 23 

2013 경영

경영

행정실무

46 

2013 공무원행정 45 

2013 군사 1 

2013 군사정보시스템 24 

2013 보건행정 14 

2013 세무회계 35 

2013 경찰범죄심리
경찰행정

15 

2013 경찰행정 224 

2013 경찰경호 의전경호 54 

　 계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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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2012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재학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12 사회체육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53 

2012 스포츠마케팅 34 

2012 액션연기 레저스포츠 광고모델 엑스트라 10 

2012 관광경영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13 

2012 국제관광통역 38 

2012 호텔경영 156 

2012 메이크업

미용 미용

30 

2012 방송분장스타일 3 

2012 방송스타일리스트 9 

2012 피부미용 42 

2012 헤어디자인 35 

2012 웨딩플래너 미용 웨딩플래너 26 

2012 사회복지
사회복지

재가복지

55 

2012 아동복지 45 

2012 상담심리 사회복지학 48 

2012 유아교육 아동가족 34 

2012 와인소믈리에바텐더
관광식음료

조리

48 

2012 커피바리스타 187 

2012 파티플래너
식공간연출

44 

2012 푸드스타일 96 

2012 빠띠시에
호텔제과제빵

40 

2012 호텔제과제빵 113 

2012 호텔서양요리

호텔조리

46 

2012 호텔외식경영 17 

2012 호텔조리 634 

2012 사진예술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16 

2012 산업디자인 35 

2012 인테리어디자인 42 

2012 명품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7 

2012 패션디자인 53 

2012 패션마케팅 22 

2012 패션스타일리스트 29 

2012 플라워디자인 식공간연출 플로리스트 29 

2012 경영

경영

행정실무

49 

2012 공무원행정 94 

2012 국제통상 23 

2012 보건행정 16 

2012 세무회계 55 

2012 소방공무원 10 

2012 경찰행정 경찰행정 213 

2012 부사관 군사행정 6 

2012 경찰경호 의전경호 62 

　 계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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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2011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재학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11 레져스포츠/스포츠마케팅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35 

2011 사회체육 47 

2011 액션연기 19 

2011 관광경영/국제관광가이드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41 

2011 국제관광통역 59 

2011 호텔경영 164 

2011 방송분장스타일/스타일리스트

미용 미용

48 

2011 웨딩플래너 19 

2011 피부미용 18 

2011 헤어디자인 8 

2011 사회복지 사회복지

재가복지

63 

2011 아동복지
아동가족

11 

2011 유아교육 11 

2011 와인소믈리에
관광식음료

조리

51 

2011 커피바리스타 165 

2011 파티플래너
식공간연출

53 

2011 푸드스타일 74 

2011 빠띠시에
호텔제과제빵

6 

2011 호텔제과제빵 124 

2011 호텔조리/호텔서양조리 호텔조리 576 

2011 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22 

2011 인테리어디자인 15 

2011 플라워디자인 식공간연출 플로리스트 34 

2011 경영

경영

행정실무

34 

2011 세무회계 36 

2011 물류유통/무역통상 35 

2011 공무원행정 98 

2011 소방공무원 31 

2011 경찰행정 경찰행정 169 

2011 경찰경호/경찰무도/항공보안 의전경호 66 

　 계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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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2010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신입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10 레져스포츠

레저스포츠 건강체력관리

2 

2010 무도 4 

2010 스포츠마케팅 3 

2010 실용체육 11 

2010 관광경영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25 

2010 국제관광통역 31 

2010 호텔경영 88 

2010 방송분장코디

미용 미용

17 

2010 웨딩플래너  8 

2010 피부미용 11 

2010 헤어디자인  21 

2010 사회복지 사회복지
재가복지

 12 

2010 아동복지 아동복지 10 

2010 바리스타

관광식음료

조리

142 

2010 와인소믈리에 26 

2010 커피바리스타 65 

2010 파티플래너
식공간연출

32 

2010 푸드스타일 46 

2010 호텔조리
호텔조리

300 

2010 호텔제과제빵 67 

2010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24 

2010 플라워디자인 식공간연출 플로리스트  13 

2010 공무원행정
경영

행정실무

36 

2010 전산세무회계 6 

2010 경찰경호 의전경호  5 

2010 경찰행정 경찰행정 17 

　 계 1,022 



- 618 -

[표 97] 2008-9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신입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09 경찰행정 경찰행정 행정실무 5 

2009 관광경영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6 

2009 일본관광통역 21 

2009 호텔경영 94 

2009 실내건축
디자인 디자인

1 

2009 인테리어디자인 6 

2009 방송분장스타일

미용 미용

1 

2009 방송분장코디 6 

2009 웨딩플래너 1 

2009 피부관리 13 

2009 헤어디자인 4 

2009 바리스타&소믈리에

관광식음료

조리

3 

2009 와인소믈리에 4 

2009 소믈리에 2 

2009 커피바리스타 18 

2009 파티플래너
식공간연출

11 

2009 푸드스타일 20 

2009 빠띠시에 호텔제과제빵 27 

2009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4 

2009 호텔조리 8 

2009 공무원

경영 행정실무

66 

2009 공무원행정 25 

2009 사회복지 74 

　 계 420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08 관광경영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49 

2008 국제관광통역 3 

2008 일본관광통역 1 

2008 중국관광통역 13 

2008 호텔경영 109 

2008 뷰티아트

미용 미용

11 

2008 웨딩플래너 7 

2008 헤어디자인 2 

2008 와인소믈리에

관광식음료

조리

8 

2008 와인소믈리에바텐더 1 

2008 커피바리스타 6 

2008 파티플래너

식공간연출

28 

2008 푸드스타일 14 

2008 푸드스타일링 10 

2008 바리스타&소믈리에
호텔조리

119 

2008 호텔외식조리 130 

2008 실내건축 인테리어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11 

2008 디지털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정보처리

5 

2008 게임정보미디어 8 

2008 경영

경영 행정실무

1 

2008 공무원 16 

2008 공무원행정 14 

　 계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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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 2005-7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신입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07 중국관광통역 경영

국제관광마케팅

26 

2007 관광경영
관광경영

83 

2007 호텔경영 2 

2007 방송분장
미용 미용

10 

2007 헤어디자인 11 

2007 공무원정보 경영 비서 95 

2007 실내건축(인테리어)
인테리어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31 

2007 인테리어디자인 1 

2007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14 

2007 게임정보미디어 정보처리 정보처리 37 

　 계 310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06 공무원정보

경영
관광

26 

2006 부동산주택정보 8 

2006 중국관광통역 5 

2006 공무원 행정실무 2 

2006 관광경영
관광경영 국제관광마케팅

34 

2006 호텔경영 2 

2006 뷰티아트디자인 미용 미용 11 

2006 디지털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정보처리

13 

2006 모바일컨텐츠 1 

2006 웹전자상거래 4 

2006 게임정보미디어 13 

2006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8 

2006 실내건축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16 

　 계 143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05 디지털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정보처리

17

2005 게임정보미디어 20

2005 모바일컨텐츠
인터넷정보 인터넷정보

6

2005 웹전자상거래 12

2005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8

2005 디지털실내건축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19

2005 실내건축 1

2005 실내건축(인테리어) 2

2005 인테리어디자인 13

2005 중국관광통역

경영
관광

9

2005 공무원 11

2005 공무원정보 5

2005 부동산주택정보 6

2005 관광경영 관광경영 23

2005 뷰티아트디자인 미용 미용 10

　 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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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2001-4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직종) 및 신입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04 디지털소프트웨어
정보처리 정보처리

30

2004 게임정보미디어 67

2004 웹마스터
인터넷정보 인터넷

29

2004 전자상거래 27

2004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33

2004 실내건축

인테리어디자인

3

2004 실내건축(인테리어) 6

2004 인테리어디자인 50

2004 경영정보비서 비서행정 비서 42

　 계 123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03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정보처리

57

2003 디지털소프트웨어 5

2003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101

2003 게임정보미디어 4

2003 웹마스터

인터넷정보 인터넷

67

2003 웹전자상거래 13

2003 인터넷비즈니스 55

2003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103

2003 실내건축
인테리어디자인

5

2003 인테리어디자인 120

2003 정보비서 비서행정 비서 29

　 계 396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02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정보처리

64

2002 디지털소프트웨어 8

2002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73

2002 게임정보미디어 3

2002 웹마스터

인터넷정보 인터넷

81

2002 웹전자상거래 13

2002 인터넷비즈니스 62

2002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119

2002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116

2002 정보비서 비서행정 비서 36

　 계 430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01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정보처리

160

2001 디지털소프트웨어 8

2001 게임정보미디어
멀티미디어

22

2001 멀티미디어 200

2001 웹마스터

인터넷정보 인터넷

316

2001 웹전자상거래 3

2001 전자상거래 3

2001 인터넷비즈니스 178

2001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207

2001 인테리어디자인 150

2001 정보비서 비서행정 비서 85

　 계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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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0] 1998-2000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전공, 학점은행제전공, 노동부직종) 및 신입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2000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정보처리

37

2000 디지털소프트웨어 8

2000 프로그래밍 185

2000 게임정보미디어 1

2000 멀티미디어 14

2000 인터넷비즈니스 123

2000 컴퓨터네트워크 201

2000 전자상거래 1

2000 인터넷정보비서 8

2000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131

2000 인테리어디자인 63

2000 컴퓨터그래픽디자인 105

2000 컴퓨터인테리어디자인 64

2000 정보비서 비서행정 비서 51

　 계 711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1999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107

1999 그래픽디자인 8

1999 컴퓨터산업디자인 6

1999 컴퓨터인테리어디자인 59

1999 인테리어디자인 7

1999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12

1999 멀티미디어 9

1999 컴퓨터프로그래밍 81

1999 프로그래밍 12

1999 컴퓨터네트워크 83

　 계 277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1998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22

1998 컴퓨터그래픽디자인 1

1998 컴퓨터산업디자인 46

1998 실내건축 1

1998 인테리어디자인 7

1998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정보처리

8

1998 인터넷비즈니스 1

1998 정보처리 89

1998 프로그래밍 15

　 계 190 



- 622 -

[표 101] 1990-1997학년도 학습과정명(교내전공, 학점은행제전공, 노동부직종) 및 신입생 인원수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1997 인테리어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3

1997 컴퓨터산업디자인 　 15

1997 정보처리 　
정보처리

5

1997 프로그래밍 　 4

　 계 27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1996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3

1996 컴퓨터산업디자인 　 270

1996 컴퓨터인테리어디자인 　 3

1996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1

1996 인터넷비즈니스 　 1

1996 정보처리 　 41

1996 컴퓨터프로그래밍 　 1

　 계 320 

년도 교내과정명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전공명 인원수

1994 정보처리 　 정보처리 188

1994 컴퓨터네트워크 　 정보처리 1

1993 정보처리 　 정보처리 223

1992 정보처리 　 정보처리 284

1991 정보처리 　 정보처리 330

1990 정보처리 　 정보처리 257

　 계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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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2020 전공명 및 영문학급 표기 기호

계열 학점은행전공명 노동부직종명 교내 전공명 학급영문 의미

호텔외식

계열

호텔조리 음식조리

호텔조리(4년제) FC Food Culinary

호텔조리(2년제) HC Hotel Culinary

글로벌쉐프(존슨앤웨일즈) GC Global Culinary

서양조리 HW Hotel Western Culinary

마스터쉐프 MC Master Chef

호텔제과제빵 제과제빵
호텔제과제빵 PB Pastry Bakery

빠띠시에&디저트 PR Pâtissier

식공간연출 음식조리 푸드스타일 FS Food Styling

관광식음료 식음료서비스
커피바리스타 BT Coffee Barista

호텔바텐더 HB Hotel Bartender

경찰경호

계열

경찰행정

경영

(법률경찰)

경찰행정 PA Police Administration 

경찰행정(주말반) PW Police Weekend

의전경호
경찰경호무도 MG Military arts Guard

경찰경호무도학사반 GW Guard Weekend

경찰행정
태권도 PA taekwondo 

군부사관 NM Noncommissioned

생활체육

계열
레저스포츠 스포츠마케팅

사회체육 SP Society sport

스포츠재활 SR Sport Rehabilitation

스포츠마케팅 SM Sport Marketing 

스포츠에이젼트 SA Sport Agent 

야구산업 SB Sport Baseball 

생활무용 SD Sport Dance 

유아복지

계열

아동가족 보육
유아교육 CE Child  Education

장애영유아보육 CB Child Barrier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SW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 상담심리(3년제) CP counseling psychology

라이프스

타일계열

컴퓨터산업디자

인

디자인 영상편집디자인 GD Graphics Design  

건축설계감리 인테리어디자인 ID Interior Design

화예 단위화혜장식 플라워디자인 FD flower design

미용 미용서비스

웨딩플래너 WP Wedding Planner

메이크업 MU Make-Up

헤어디자인 HD Hair Design

국방과학

기술계열
정보처리 정보기술개발

국방항공정비 DA
Defense Aircraft 

Maintenance

국방무인항공기 DD

Defense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Robot)

지상무기 DW Ground Weapon

국방사이버 DC Defense Cyber

학사반

(산업체)

경영학 경영 경영학사반 EB Economy Business

레저스포츠 스포츠마케팅 산업체 사회체육 EG Economy Ground

관광경영 여행서비스 산업체 호텔경영 HS Hotel Service

아동학

보육

아동학사반 ED Early Education

아동가족
새터민(아동가족) NC North Child Education

보육실습 TC Time Child Education

사회복지 사회복지
새터민(사회복지) NS North Social Welfare 

사회복지현장실습 TS Time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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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노동부 직종 편성표

 

no 계열 no 교내전공(1학년) 교내전공(2학년)
학점은행제 

전공
노동부 직종

1

호텔외식 1 호텔조리(4년제) 호텔조리(4년제)

호텔조리 13-01-01음식서비스

(음식조리)

호텔외식 2 호텔조리(2년제) 호텔조리(2년제)

호텔외식 3 마스터셰프 마스터셰프

호텔외식 4 호텔서양조리 호텔서양조리

호텔외식 5 푸드스타일 푸드스타일 식공간연출

2

호텔식음료 8 커피바리스타 커피바리스타

호텔식음료
13-01-02음식서비스

(식음료서비스)
호텔식음료 9 호텔바텐더 호텔바텐더

호텔식음료 10 와인소믈리에 와인소믈리에

3
호텔제과제빵 6 호텔제과제빵 호텔제과제빵

호텔제과제빵 21-02-01제과제빵
호텔제과제빵 7 빠띠시에 빠띠시에

4

호텔관광 11 호텔경영 호텔경영

관광경영
08-02-01숙박여행오락

(여행서비스)
호텔관광 12 관광가이드 관광가이드

호텔관광 13 카지노 카지노

5

경찰경호 14 경찰행정 경찰행정
경찰행정/군사 05-01-01법률.경찰-

법률-법무(준비중)
경찰경호 15 범죄심리 범죄심리

경찰경호 16 경찰경호 경찰경호 의전경호

6

사회복지상담 17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상담)
07-03-01사회복지

(보육)

사회복지상담 18 상담심리 상담심리

사회복지상담 19 청소년상담 청소년상담

7
유아교육 20 유아교육 유아교육

아동가족
유아교육 21 유아특수보육 유아특수보육

8
생활체육 22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레저스포츠
12-04-04스포츠

(스포츠마케팅)
생활체육 23 스포츠재활 스포츠재활

10

디자인예술 28 3D프린팅디자인 3D프린팅디자인

컴퓨터

산업디자인

08-02-01

문화예술(디자인)

14-03-01건설

(건축설계-감리)

디자인예술 29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디자인예술 30
인테리어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건축디자인

11

생활예술 31 플라워디자인 플라워디자인 화예
22-02-01-09공예

(단위화혜장식)

생활예술 32 웨딩이벤트 웨딩이벤트 미용
12-02-01-04결혼

(결혼서비스-웨딩이벤트)

12

드론IT융복합 33 드론 드론

정보처리

20-01-02정보통신

(정보기술개발)

08-03-04멀티미디어

(영상제작)

드론IT융복합 34 드론운용 드론운용

드론IT융복합 35 드론영상 드론영상

드론IT융복합 36 컴퓨터보안 컴퓨터보안

드론IT융복합 37 사이버해킹 사이버해킹

13

국방과학기술계열 33
국방무인

항공기정비
　기계

기계
20-01-02정보통신

(정보기술개발)

국방과학기술계열 34 국방지상무기학 　기계

국방과학기술계열 35 국방항공정비 　기계

국방과학기술계열 36 국방사이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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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 시설지정서 건물 주소(강의실 표기 기호 포함)

NO 건물명
주소

(도로명주소)

구주소

(당산동6가)
사용 기준 층

1 HRD센터 N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344-9

 3,7,8층

(임대)

2 디자인아트관 T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2길 9 
343-3

 1,2,3층

(임대)

3 현대본관 V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2길 13 
343-1, 2

지층,1,2,3,4,5,6,7,8층

(임대)

4 빠띠시에센터 M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4길 9
345-13

2층

(임대)

5 사회교육관 A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4길 13
345-3

1~4층

(임대)

6 서현재 B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2가길9-1
345-1

2층

(임대)

7 파주체육관 P동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74-18

1층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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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5]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시설현황

시설명 no 건물명 위치 및 용도 실명(호) 수량(실) 면적(㎡) 수용인원

강의실

1 현대본관 3F 강의실 301호 　 55 36

2 현대본관 3F 강의실 302호 　 55 36

3 현대본관 4F 강의실 401호 　 55 36

4 현대본관 4F 강의실 404호 　 55 36

5 현대본관 5F 강의실 501호 　 55 36

6 현대본관 5F 강의실 503호 　 55 36

7 현대본관 5F 강의실 504호 　 55 36

8 현대본관 5F 강의실 505호 　 55 36

9 아트관 3F 강의실 301호 　 37 30

10 사회교육관 2F 강의실 201호 　 85 36

11 현대본관 4F 강의실 405호 　 55 36

실습실

1 아트관 2F 조리실습실 202호 　 115 36

2 아트관 2F 공구재료실 201호 　 37 -

3 아트관 3F 조리실습실 302호 　 115 36

4 사회교육관 3F 플라워실습실
301호

2
85 30

302호 12 -

5 HRD센터 8F 식음료실습실 801호 　 75 36

6 현대본관 3F 컴퓨터실습실 303호 　 61 30

7 현대본관 3F 컴퓨터실습실 304호 2 63 30

8 현대본관 6F 체육관

601호

4

168 36

602호 34 -

603호 13 -

604호 13 -

9 현대본관 7F 식음료 실습실

703호

3

82 36

705호 8 -

706호 23 -

10 현대본관 8F 제과제빵실습실 801호 4 100 36

11 사회교육관 4F 플라워실습실
401호

2
85 30

402호 12 -

12 HRD센터 3F 컴퓨터실 301호 　 60 30

13 HRD센터 3F 컴퓨터실 302호 　 60 30

14 HRD센터 7F 조리실습실 701호 　 120 36

15 현대본관 3F 플라워실습실 305호 2 55 36

16 현대본관 4F 컴퓨터실습실 402호 　 63 30

17 현대본관 4F 컴퓨터실습실 403호 　 62 30

18 현대본관 5F 식음료실습실 502호 　 62 36

19 현대본관 7F 제과제빵스튜디오 701호 　 27 -

20 현대본관 7F 제과제빵실습실
702호

2
85 -

704호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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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no 건물명 위치 및 용도 실명(호) 면적(㎡) 수용인원

행정실

1 사회교육관 1F 유아복지계열 행정실 101호 30 2

2 현대본관 2F 교무처 행정실 201호 68 5

3 현대본관 2F 교육운영본부 행정실 207호 75 7

4 현대본관 2F 교학처 행정실 210호 33 3

5 현대본관 2F 이사장실 202호 32 1

교수

휴게실
1 아트관 1F 교수휴게실1 101호 40 10

교수

연구실

1 아트관 1F 교수연구실1 104호 41 7

2 사회교육관 1F 교수연구실2 102호 47 4

3 현대본관 2F 교수연구실3 208호 40 4

4 현대본관 2F 교수연구실4 209호 30 5

5 현대본관 2F 교수연구실5 203호 10 2

상담실

1 아트관 1F 상담실 102호 6 2

2 아트관 1F 상담실 103호 6 2

3 현대본관 1F 입학상담실 103호 61 4

4 현대본관 2F 개인상담실1 204호 10 2

5 현대본관 2F 개인상담실2 205호 10 2

6 현대본관 2F 개인상담실3 206호 10 2

학습자

지원시설

-휴게실

도서실

인터넷카페

세미나실

기숙사

소강당

동아리실등

1 서현재(고시반) 2F 도서실 201호 90 30

2 현대본관 1F 학생 휴게실1 101호 188 30

3 현대본관 1F 학생 휴게실2 102호 50 30

4 생활관 코업시티호텔 3F~19F
302~1908

호
19~23 300

5 현대본관 B1 소강당 B 101호 230 124

6 현대본관 B1 녹음실 B 102호 15 2

7 현대본관 B1 동아리실1 B 103호 32 4

8 현대본관 B1 동아리실2 B 104호 4 2

9 현대본관 B1 동아리실3 B 105호 5.2 2

10 현대본관 B1 동아리실4 B 106호 4.7 2

11 HRD센터 1F 외부 휴게공간 - 60 20

12 현대본관 1F 외부 휴게공간 - 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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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021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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