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보수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정관 제47조, 제
84조 및 교직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 2장과 5장에 의한 각종 보수의 지급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장이 정한다.<개정 2008. 2. 25>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봉급"이라 함은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하며, 총장 및 교원의
경우 본봉, 직급연구비, 직원의 경우 본봉, 직급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
정 2008. 2. 25>
② "보수"라 함은 봉급과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수월액"이라 함은 연간 지급된 총 보수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을 말한다.
⑤ "승봉"이라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5>
⑥ “승급”이라 함은 직급별로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008. 2. 25]
⑦ “연봉”이라 함은 계약에 의한 연간급여 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8. 2. 25]
⑧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을 말한다. [신설 2008. 2. 25]

제 2 장 봉 급
제4조 (봉급자료의 채택) 공무원 본봉표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기본 기준표를 채택한다.
제5조 (봉급) ① 호봉제 교직원의 봉급은 별표1에 의거 지급하고, 연봉제 교직원은 연
봉계약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② 교원(연봉제 교원 제외)에게는 직급연구비를, 직원에게는 직급수당을 매월 지급한
다. <개정 2008. 2. 25>

제 3 장 연봉 및 호봉책정

제6조 (연봉의 책정) 연봉제로 채용된 교직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은 별도의 연봉제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8. 2. 25>
제6조의2 (초임호봉의 책정) 교직원의 초임호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교원의 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총장이 정한다.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9급 4호봉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03.01]

제7조 삭제<2008. 2. 25>
제8조 (평가승봉) 교직원의 호봉간 승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직원의 호봉
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평가에 의하여 승봉한다. [신설 2008. 2. 25]
제9조 삭제<2008. 2. 25>
제10조 (특별승봉 및 연봉추가지원) ① 본 대학교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근무 성적
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인사권자는 1호봉을 특별승봉 시키거나, 1호봉
에 준하는 금액을 연봉에 특별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5>
② 재직 중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특별 승봉시키거나, 연봉에 특
별추가 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5]

제 4 장 보 수
제11조 (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
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지급일) ① 보수 지급일은 봉급은 매월 25일, 수당은 매월 10일로 하되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5>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계산) 신규채용,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보수월 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함)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
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며 감봉처
분으로 봉급이 감액된 교직원이 기간 중 면직되거나 휴직된 때에는 감액된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단,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14조 (휴직기간의 처우) 정관 제42조에 해당하는 휴직 교직원의 처우는 다음과 같
다. <개정 2008. 2. 25>
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100%, 공무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80%의
봉급을 발령 당일부터 지급한다.
② 1항의 봉급은 공무상 질병은 월봉급에 상여금, 정근수당을 포함하고, 공무외적

질병은 월봉급에 상여금을 포함한다.
③ 일반휴직 및 기타사유로 인한 휴직은 무급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
외한다.
④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15조 삭제 <2008. 2. 25>
제16조 삭제 <2008. 2. 25>
제17조 (겸직보수)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
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단, 재원을 달리하는 부속, 부설, 위탁기관의 직을 겸직시에는 보수를 지
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18조 (명예교수 및 비정년교원의 보수) 명예교수 및 비정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
로 정한다. <개정 2008. 2. 25>
제19조 (해외파견 및 연구년의 보수) 해외파견 교원의 보수는 별도로 인사권자가 정하
고, 연구년 교원의 보수는 연구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2. 25>
제20조 (면직 징계처분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 교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
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1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5,
2018. 8. 6.>
제22조 (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근무
한 때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5 장 수 당
제23조 (수당의 지급) 호봉제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단, 연봉제의 경우 연봉외급여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계약에 명시된 수당을 이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5>
제24조 삭제 <2008. 2. 25>
제25조 삭제 <2008. 2. 25>
제26조 삭제 <2008. 2. 25>
제27조 (보직수당) 보직을 맡은 교직원에게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28조 (상여금) 교직원(연봉제 교직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2월, 4
월, 6월, 8월, 10월, 12월의 보수 지급일에 봉급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이하 "상여금 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신규임용 및 면직, 복직시 상여금 지급 기간 중 보수지급 일수(제13조에 의하
여 휴직 또는 면직되어 그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
터 면직 또는 휴직된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가 15일 미만인 자.
3. 기타 공무원 수당규정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 제한 대상자.
제29조 (정근수당) ① 교직원(연봉제교직원 제외)에게는 봉급을 기준으로 매 학년도 3
월과 9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1. 3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3월 15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가운데 2월 15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으로 1
년미만의 경우 월봉급액의 20%에서 시작하여 1년경과시 마다 20%씩 가산하
여 지급하되 200%를 넘지 못한다.
2. 9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9월 15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가운데 8월 15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으로 1
년미만의 경우 월봉급액의 50%에서 시작하여 1년경과시 마다 5%씩 가산하여
지급하되 100%를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근속 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직원의 정근 수당은 3월 15일과 9월 15일 현재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계
산한다.
2. 교직원의 근속 연수 계산에 있어서 교직원 인사규정에 정한 승진 임용 제한
기간 및 휴직 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항의 근속연수라 함은 퇴직 후 재임용자는 퇴직 전 근속연수는 제외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근 수당은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 처분을(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제외)받은 교직원에게는 3월에 지급되는 정
근 수당은 전년도 9월 15일부터 익년 3월 14일 사이의 처분 기간을 적용하고 9
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당해년도 3월 15일부터 9월 14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1. 정직 1월에 대하여는 정근 수당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감봉 1월에 대하여는 정근 수당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는 정근 수당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
만, 직위해제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 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0조 (가족수당) 교직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외)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 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
다. <개정 2008. 2. 25>
제31조 (급식비) 전 교직원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32조 삭제 <2012. 9. 21.>
제33조 (시간외 근무수당) ①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②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50% 이상
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법적으로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시점(2006.7.1)부터 3

년간은 최초4시간분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34조 (특수근무수당) 특수한 기술 및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에게 특수근무수
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8. 2. 25]
제35조 (자녀교육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비정
년트랙 전임교원 제외)에게 자녀교육비를 지급한다. [신설 2008. 2. 25]
제36조 (연가보상비) ① 직원에게 근속년수에 따른 휴가기준일을 대학교의 명에 의하
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② 연가보상비는 1일에 대하여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37조 (체력단련비)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급월 1일을 기준으로 3
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월 봉급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제38조 (자가운전 보조비) 교직원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39조 (강사료) 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내규에 따른다. <개정 2008.
2. 25>
제40조 (졸업논문 지도 및 심사비) 졸업논문 지도 와 심사시, 논문지도비 및 심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2. 25>
제41조 (정년퇴직자의 포상) ① 정년으로 퇴직하는 교직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그의 재직중 업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자
2. 재직중 대학발전에 공헌이 큰자
② 정년퇴직자에 대한 예우는 포상 시행세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2. 25]
제42조 (장기근속 포상) 장기 근속 시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08. 2. 25.,
2011. 4. 21.>
1. 10년 근속 교직원에게 표창패와 봉급의 50% 지급
2. 15년 근속 교직원에게 표창패와 봉급의 75% 지급
3.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근속 교직원에게 표창패와 봉급의 100% 지급
4. 연봉제 교직원의 봉급기준액은 호봉제 교직원에 준한다.
제43조 (국내외 출장비)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2. 25>
제44조 (기타 제수당)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결재
로 시행한다. <개정 2008. 2. 25>

제 6 장 퇴 직 금
제45조 (지급대상) ① 기간제근로자로 임용되는 교직원으로 1년 이상 된 자 <개정
2018. 8. 6.>
② 정식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형편상 연금에 가입되지 못한 교직원으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 된 경우.
③ 이상의 퇴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기간에 대한 퇴
직금을 지급한다.
제46조 (명예퇴직) ①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
상 남아있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의 대상, 절차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2. 25]
제46조의2 (희망퇴직) ① 본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희
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희망퇴직의 대상, 절차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 2. 25]

제 7 장 보 칙
제47조 (타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
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위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
이 정한다.
제49조 삭제 <2008. 2. 25>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 및 폐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1968년 6월 25일 제정
1969년 3월 20일 개정
1977년 3월 31일 개정
1983년 3월 3일 개정
1984년 12월 20일 개정
1993년 4월 1일 개정
1994년 1월 28일 개정
1995년 3월 6일 개정
1996년 2월 27일 개정
1997년 2월 20일 개정
1997년 8월 27일 개정
1998년 5월 7일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기는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③ (평가승봉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의 평가를 통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1)

교원 호봉별 본봉표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특4
특3
특2
특1

금

액

1,102,000
1,135,800
1,172,800
1,209,900
1,247,000
1,284,000
1,325,100
1,366,200
1,407,600
1,469,000
1,533,500
1,595,000
1,656,900
1,718,500
1,782,700
1,854,900
1,927,000
2,001,800
2,073,700
2,145,800
2,217,800
2,289,900
2,364,800
2,458,400
2,551,900
2,645,500
2,739,100
2,832,800
2,926,500
2,998,100
3,069,500
3,141,200
3,212,700
3,692,300
3,753,800
4,683,800
5,107,200

비

고

(별표1-2)

직원 호봉별 본봉표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1,525,000 1,367,900 1,231,000 1,080,700

955,300

789,600

708,500

634,800

563,100

2

1,580,700 1,420,800 1,278,700 1,125,600

994,500

826,600

741,200

665,800

592,100

3

1,639,200 1,476,400 1,328,700 1,172,700 1,035,700

865,500

775,600

698,400

622,500

4

1,699,400 1,532,700 1,380,300 1,220,600 1,078,500

905,700

811,900

732,700

655,000

5

1,760,900 1,590,100 1,432,300 1,270,000 1,123,100

947,200

850,300

767,600

689,300

6

1,824,000 1,648,000 1,485,400 1,319,900 1,169,000

989,800

890,000

804,400

724,100

7

1,888,100 1,706,400 1,539,200 1,370,400 1,216,000 1,033,500

930,800

841,900

759,800

8

1,953,400 1,765,400 1,593,500 1,421,600 1,263,800 1,077,500

972,000

880,000

794,000

9

2,019,300 1,824,800 1,648,300 1,473,400 1,312,300 1,121,900 1,013,600

916,300

827,100

10

2,086,400 1,884,400 1,703,500 1,525,100 1,361,000 1,166,400 1,053,300

951,300

859,100

11

2,153,700 1,944,600 1,759,000 1,577,300 1,410,100 1,208,500 1,091,200

984,600

889,700

12

2,221,200 2,004,900 1,814,800 1,629,600 1,456,300 1,248,700 1,127,100 1,016,700

919,100

13

2,289,200 2,065,400 1,870,800 1,677,800 1,499,700 1,286,900 1,161,800 1,047,400

947,600

14

2,357,400 2,126,500 1,922,700 1,722,800 1,540,800 1,322,900 1,194,500 1,076,900

974,800

15

2,425,800 2,181,800 1,971,200 1,765,000 1,579,300 1,357,200 1,225,800 1,105,200 1,001,500

16

2,485,700 2,233,000 2,015,900 1,804,800 1,615,600 1,389,800 1,255,700 1,132,500 1,026,800

17

2,539,100 2,279,900 2,057,800 1,842,300 1,650,000 1,420,800 1,284,200 1,158,500 1,051,700

18

2,586,800 2,323,200 2,096,900 1,877,100 1,682,300 1,450,200 1,311,300 1,183,300 1,075,600

19

2,629,300 2,363,000 2,133,200 1,909,900 1,713,000 1,478,200 1,337,600 1,207,100 1,098,300

20

2,667,500 2,399,700 2,167,000 1,940,600 1,741,900 1,504,600 1,362,100 1,230,000 1,120,300

21

2,702,000 2,433,400 2,198,400 1,969,200 1,768,900 1,529,800 1,385,700 1,251,800 1,141,500

22

2,733,700 2,464,400 2,227,700 1,996,300 1,794,400 1,553,800 1,408,300 1,272,900 1,161,300

23

2,492,900 2,255,000 2,021,600 1,818,700 1,576,400 1,429,500 1,293,100 1,180,600

24

2,519,300 2,280,300 2,045,400 1,841,400 1,597,800 1,450,200 1,312,200 1,199,100

25

2,304,000 2,067,800 1,862,800 1,618,400 1,469,800 1,330,700 1,216,700

26

2,326,100 2,088,500 1,882,900 1,637,800 1,488,500 1,348,500 1,233,500

27

2,108,100 1,902,100 1,656,200 1,506,300 1,365,600 1,248,900

28

2,126,300 1,920,200 1,673,700 1,523,400 1,381,700 1,263,700

29

1,937,100 1,690,400 1,539,500 1,397,500 1,278,100

30

1,953,000 1,705,800 1,554,800 1,412,300 1,292,100

31

1,721,000 1,569,600 1,426,800 1,305,700

32

1,73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