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무ㆍ학생행정
교원연봉제 규정

규정 제62호.

제정 2010.08.25.

개정 2011.12.01., 2012.07.01., 2014.05.15., 2015.03.02., 2017.03.02., 2018.03.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 중에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교원의 연봉 급여에 관한 적용기준, 절차를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연봉계약으로 신규임용 된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탁월한 교원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의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연봉제”란 개인의 업적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연 단위로 결정하여 지

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금액을 말한다. 

③“연봉”이라 함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기본급”이라 함은 학력, 교육경력, 연구경력 등이 반영된 연봉책정 기준금액을 말한다. 

⑤“성과급”이라 함은 개인의 업적평가 결과, 즉 교육, 연구 및 봉사 등 결과에 따라 개인에

게 차등 지급하는 변동성 급여를 말한다. 

⑥(삭제 2014.05.15) 

제4조(업무주관) 교원 연봉책정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교원은 연봉계약 만료일 전에 별표 1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약 만료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연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계약시기 및 기간) 교원 연봉의 계약 시기는 매년 2월말 이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본

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조(비밀유지) 연봉계약은 학교와 교수 개인이 개별적으로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

지 않는다.

제8조(연봉의 산정) ①연봉의 구성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한다. 

②기본급과 성과급의 반영비율은 3:7로 적용한다.



③성과급은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교원업적평가편람에 명시된 영역별 총합의 점수를 반영하

여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책정한다.(개정 2014.05.15)

④(삭제 2014.05.15)

⑤성과급의 평가등급은 제8조 ③항에 따라 5등급(S, A, B, C, D)로 구분하며 등급별 배정비

율 및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5.15)

등급 배정비율 지급률 비  고

S

전체상위 5%이내

(연구실적 200%이상 충족 또는

SCI, SSCI, A&HCI 단독 1편이상)

120%
-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 교수업적 평가규정 중 연구영역을 적용

- 연구실적물 인정 환산율

1. 1인 단독연구인 경우 : 100%

2. 교신저자 및 주저자인 경우 : 80%

3. 2인 공동연구인 경우 : 70%

4. 3인 공동연구인 경우 : 50%

5. 4인 이상 공동연구인 경우 : 30%

※ 연구실적 미충족시 하위등급을 적용한다.

A
전체상위 20%이내

(연구실적 150%이상 충족)
105%

B
전체상위 50%이내

(연구실적 100%이상 충족)
100%

C 전체하위 50%미만 95%

D 전체하위 5%이하 80%

⑥(삭제 2014.05.15)

⑦정년트랙 연봉 계약제 교원의 연봉은 학력, 연구경력, 교육경력 등을 감안한 호봉을 별표

2에 의거 획정하여 등급별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우수교원을 특별 초빙할 경우에

는 별도의 기준으로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14.05.15.)(개정 2015.03.02)

⑧비정년트랙 연봉 계약제 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연봉은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 경력을 감

안한 연봉액을 별표3의 연봉액 책정 기준에 의거 획정하여 등급별로 지급한다. (신설 

2015.03.02.)(개정 2017.03.02.)(개정 2018.03.09.)

⑨연구년 및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교육, 봉사업적이 없는 교원의 당해연도 평정등급은 B등

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적별 점수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대학이 

필요로 하여 장기 해외출장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⑩본부 보직교원의 평가등급 책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원연봉조정위원회) ①계약 임용교원에 대한 연봉산정과 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

원연봉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 기획처장 및 사무처장은 당연

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처장,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

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으로 한다.

제10조(업적평가와 연봉산정) ①교원연봉조정위원회는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교수업적평가

규정, 본 규정에 의거한 전년도 업적평가를 근거로 익년도 연봉을 산정하되 운영과 연봉산

정 범위는 제8조에 준한다.(개정 2014.05.15) 

②총장의 승인 없이 강의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한 교원의 경우에는 평가등급 중 가장 낮

은 등급으로 책정한다. 

제11조(연봉이의신청 및 재계약) ①대학이 책정하여 통보한 연봉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주

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대학이 책정한 연봉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연금통보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12조(연금, 의료보험 급여) 연금 및 의료보험 기준급여는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

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연봉지급의 제한) 교원의 휴직, 징계, 직위해제 등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

는 관계법령, 법인정관 및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의1(호봉제의 전환) 연봉제 교원은 복무기간 중 우수교원 특별포상에 따라 호봉제 교원

으로 전환 할 수 있다. 호봉책정은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4.05.15)  

  

제14조(관련규정의 고지)임용권자는 연봉 계약체결 전에 교원이 연봉제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4년도 연봉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  봉  계  약  서

한국국제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본교 교원연봉제규정에 의하여 연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연봉) “을”의 연봉제 적용대상 금액은         원으로 하며, 해당 연금 지급월에 

연금 지급비율에 따라 분할지급하고 기타 사유로 연봉제 적용대상 금액이 변동될 

시에는 회계연도 말에 일괄 정산한다.

3. (재계약) “갑”과 “을”은 연봉계약 만료일 전까지 교원연봉제규정에 의거한 평가결과

에 따라 익년도 연봉을 재계약 하여야 한다.

4. (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봉계약 관련사항은 학교법인 일선학원 정관 및 

한국국제대학교 교원연봉제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인)

           “을” : (소    속) 학과

(직    위)

(성    명) (인)

           “확인자” : 한국국제대학교 교무처장 (인)



[별표 2] 

연봉제 기본급 책정표
구분  본봉  년 본봉  급량비  효도휴가비  계 비      고

9호봉 2,050,000 24,600,000 1,560,000 2,460,000 28,620,000 　 ㅇ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은 　

10호봉 2,133,500 25,602,000 1,560,000 2,560,200 29,722,200 　 본교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11호봉 2,217,100 26,605,200 1,560,000 2,660,520 30,825,720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1월,7월(년 2회) 　

12호봉 2,300,200 27,602,400 1,560,000 2,760,240 31,922,640 　 근무연수 지급액 　

13호봉 2,383,200 28,598,400 1,560,000 2,859,840 33,018,240 　 1년미만 미지급 　

14호봉 2,466,200 29,594,400 1,560,000 2,959,440 34,113,840 　 2년미만 본봉의 5%해당금액 　

15호봉 2,563,600 30,763,200 1,560,000 3,076,320 35,399,520 　 3년미만 본봉의 10%해당금액 　

16호봉 2,660,900 31,930,800 1,560,000 3,193,080 36,683,880 　 4년미만 본봉의 15%해당금액 　

17호봉 2,757,700 33,092,400 1,560,000 3,309,240 37,961,640 　 5년미만 본봉의 20%해당금액 　

18호봉 2,854,400 34,252,800 1,560,000 3,425,280 39,238,080 　 6년미만 본봉의 25%해당금액 　

19호봉 2,951,900 35,422,800 1,560,000 3,542,280 40,525,080 　 7년미만 본봉의 30%해당금액 　

20호봉 3,048,300 36,579,600 1,560,000 3,657,960 41,797,560 　 8년미만 본봉의 35%해당금액 　

21호봉 3,145,000 37,740,000 1,560,000 3,774,000 43,074,000 　 9년미만 본봉의 40%해당금액 　

22호봉 3,241,500 38,898,000 1,560,000 3,889,800 44,347,800 　 10년미만 본봉의 45%해당금액 　

23호봉 3,367,700 40,412,400 1,560,000 4,041,240 46,013,640 　 10년이상 본봉의 50%해당금액 　

24호봉 3,493,400 41,920,800 1,560,000 4,192,080 47,672,880 　 　 　

25호봉 3,618,900 43,426,800 1,560,000 4,342,680 49,329,480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구분표 　

26호봉 3,744,600 44,935,200 1,560,000 4,493,520 50,988,720 　 근무년수 월지급액 　

27호봉 3,870,100 46,441,200 1,560,000 4,644,120 52,645,320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28호봉 3,995,800 47,949,600 1,560,000 4,794,960 54,304,560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29호봉 4,091,200 49,094,400 1,560,000 4,909,440 55,563,840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30호봉 4,187,000 50,244,000 1,560,000 5,024,400 56,828,400 　 20년이상 
25년미만 110,000원 　

31호봉 4,282,400 51,388,800 1,560,000 5,138,880 58,087,680 　 25년이상 130,000원 　

32호봉 4,377,800 52,533,600 1,560,000 5,253,360 59,346,960 　 　 　

33호봉 4,473,400 53,680,800 1,560,000 5,368,080 60,608,880 　 　 　

근가1 4,529,100 54,349,200 1,560,000 5,434,920 61,344,120 　 ㅇ가족수당은 가족수에 따라 　

근가2 4,584,800 55,017,600 1,560,000 5,501,760 62,079,360 　    별도산정 　

근가3 4,640,500 55,686,000 1,560,000 5,568,600 62,814,600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근가4 4,696,200 56,354,400 1,560,000 5,635,440 63,549,840 　 부양가족 월지급액 　

근가5 4,751,900 57,022,800 1,560,000 5,702,280 64,285,080 　 배우자 40,000원 　

근가6 4,807,600 57,691,200 1,560,000 5,769,120 65,020,320 　 기타부양자 20,000원 　

근가7 4,863,300 58,359,600 1,560,000 5,835,960 65,755,560 　 지급연령 : 직계비속(20세미만), 　

근가8 4,919,000 59,028,000 1,560,000 5,902,800 66,490,800 　 직계존속(남:60세이상, 여:55세이상) 　

근가9 4,974,700 59,696,400 1,560,000 5,969,640 67,226,040 　  2008년 변경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근가10 5,030,400 60,364,800 1,560,000 6,036,480 67,961,280 　 셋째자녀부터 월3만원 가산금 지급 　



[별표 3]

비정년트랙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연봉액 획정

1. 연봉 지급액

                                                                           (단위 : 천원)

2.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연봉액 책정 기준 

구  분 3등급 2등급 1등급 S등급 비 고

학    력 석사 및
박사수료 박사수료 박사 박사 외국인교원등 따로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교육 및 

산업체 경력 · 3년 이상 3년 이상~5년미만
(교육경력 2년 이상)

5년이상 
(교육경력 3년 이상)

 ※ 교수 개인별 실적 및 대학기여도 등에 의거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직 위 3등급 2등급 1등급 S등급 비 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1년,2년)

31,200

(월260만원)

32,400

(월270만원)

33,600

(월280만원)

34,800

(월290만원)

초과강
의료는
전임교
원

초과학
점료
지급

비전임교원

초빙조교수
19,200

(월160만원)

24,000

(월200만원)

30,000

(월250만원)

석좌교수
19,200

(월160만원)

24,000

(월200만원)

초과강
의료는 
시간강
사료
지급

겸임조교수 주당 시수별 차등지급

명예교수 시간강사료 지급(기본급이 없는 경우)

외래교수 시간강사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