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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 보수 규정

규정 제147호.

제정 2007.01.01.

개정 2009.09.01., 2010.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계약직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원의 정원 외의 인원으로서 1년 미만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연봉의 약정) ①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 연봉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동의의 의사표시는 당해 계약직 직원이 근로계약서 [별표 1] 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본다.

제4조(연봉의 책정) 산학협력단장은 근로계약서 체결 전에 차기년도에 예측되는 물가수준을 참작하

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하여야 하며 당해 연봉을 동결 할 수 있다.

제5조(호봉의 확정) 연봉지급 조견표 [별표 2]에 의한 호봉으로 한다. 

제6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보수계산) 연봉제로 하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급과 식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월급여의 100%로 하며 구정과 추석이 포함된 월에 각각 50%를 지급한다. 

제9조(초과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교내외의 행사 또는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는 제외한다. 

②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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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로계약서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

결한다. 

다   음

제1조(직위)“갑”은“을”을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 사무보조원으로 임용한다. 

제2조(임용기간) “을”의 임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제3조(보수) ①“을”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은       원(      ￦)으로 한다. 

②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기본급 ￦      원과 식비 ￦100,000원을 포함하여 ￦ 원으로 한다. 

③상여금은 월급여의 100%로 하며 구정과 추석이 포함된 달에 각각 50%를 지급한다. 

④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결 또는 가감할 수 있다.

제4조(직무발명) 계약기간 중 “을”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실적물이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할 

경우에는 “직무발명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무) ①“을”은 계약기간 중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으로서 본 협력단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전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 등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6조(4대 보험 가입)“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제7조(재계약) “을”은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면직된다.

제8조(퇴직금) “을”이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한국국제대학교 제 규정 등 관련 조

항을 준용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  년      월     일

“갑”: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상문리)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김 동 환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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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연봉 호봉 차액 비고

1 12,000,000 -

2 14,304,650 2,304,650

3 16,540,000 2,235,350

4 17,474,570 934,570

5 18,427,860 953,290

6 19,876,710 1,448,850

7 20,835,460 958,750

8 21,803,700 968,240

9 22,767,000 963,300

10 23,739,400 972,400

주민등록번호: 

위본인 

[별표 2]

연봉지급 조견표

(단위: 원, 시행일시: ′10.03.01)

 

※ 계약직 직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하며 당해 연봉을 동결할 수 있다.

※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초임 연봉은 직원 채용 시 공고된 연봉 수준으로 지급 한다. 단, 재계약

에 따른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하며 당해 연봉을 동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