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두기

▣ 발간 목적

본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처리되는 

주요 업무를 주제별로 나누고, 이에 따른 주요 내용, 운영 절차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행정적으로 절대성을 갖거나 대응 근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 업무분장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활용 방법

 원본 파일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업무매뉴얼

   - e-DASAN현장지원 > 자료마당 > 학교 업무매뉴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원본파일의 일부분만 실려 있습니다.

 본서는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관계 법령이나 

제도, 지침 등의 변경된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안내하는 지침이나 공문을 

수시로 확인한 후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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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 · 정보공개

업 무 명  민원 · 정보공개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시행령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업무개요
 ‧ 민원인이 행정기관(학교)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처리
 ‧ 국민이 행정기관(학교)에서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민원사무의 처리 - 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 추가

 2. 제증명 발급
- 평생교육 관련 NEIS 이용 민원 발급 내용 

추가

 3. 행정정보공개 - 수수료 산정 및 감면 규정 추가

참고자료
 ◦ 2019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2019.)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2017.)
 ◦ 2020 경기도교육청 민원편람(총무과, 2020.)

처리부서 고등학교
총무과

(운영지원과)
유‧초‧중학교

국단위 경영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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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사무의 처리

학교에 접수되는 제증명 발급, 전·입학 및 유학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공개, 질의·진정·건의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1. 민원 개요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부터 제7조(정보 보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의 정의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민원의 종류 : 일반민원(법정, 질의, 건의, 기타), 고충민원
② 민원인의 정의 :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➂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

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성명 ·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④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
  •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⑤ 민원처리의 원칙
  • 지연처리금지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 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됨

  • 절차강화금지 :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
원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됨

⑥ 민원인 정보 보호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ο�ó�������ѹ���
http://www.law.go.kr/����/�ο�ó�������ѹ���
http://www.law.go.kr/����/�ο�ó�������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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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의 신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①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
구 분 종 류

 제증명 발급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전‧입학 및 유학에 관한 사항  취학, 유예(면제) 승인신청 등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공개요청 등

 질의‧진정‧건의에 관한 사항  질의‧진정‧건의 등

② 민원의 신청 방법
  • 원칙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신청
  • 예외적 허용
    - 구술 또는 전화 신청 : 기타민원(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4) 참고)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신청 :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 

3. 민원의 접수

￭ 접수증 교부 생략의 경우
• 기타 민원
• 구술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민원 
•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민원 
•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예 : 영수증 등)

TipTipTipTipTip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의 접수
  •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
  • 민원처리부에 기재
  • 부당한 접수거부 ․ 보류 ․ 반송 등 금지
  •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 제증명 서류 제출 요구 생략 가능 

민원사무 접수 시 필요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예시)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 등‧초본 등  

  • 구비 서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시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 안내

② 접수증 교부
  • 민원 접수 시 접수증 교부가 원칙
  • 대표자, 대리인을 정한 경우 : 대표자, 대리인에게 접수증 교부
③ 민원의 이송
  •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송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ο�ó�������ѹ���/(20170726,14839,20170726)/��8��
https://www.law.go.kr/����/�ο�ó�������ѹ��������
https://www.law.go.kr/����/�ο�ó�������ѹ���
http://www.law.go.kr/����/�ο�ó�������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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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의 처리

민원사무명 법정기간

질
의

법령질의 14일
일반질의  7일
건의 14일

기타민원(제증명) 즉시

고충민원 7일

TipTipTipTipTip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민원의 처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 방법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담당자의 명시)

①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구 분 계산단위 첫날산입 토요일산입 공휴일산입

즉시 3근무시간 - - -

5일 이하 8근무시간 ○ × ×

6일 이상 일(日) ○ × ×

② 처리결과의 통지
  •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통지
  • 기타민원과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민

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 가능
  •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명시
③ 민원의 보완 요구
  • 접수한 민원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

간 이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④ 민원문서의 반려
  • 민원서류 보완요청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⑤ 민원의 종결
  •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 후에 접수된 민원은 종결처리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서류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ο�ó�������ѹ���
https://www.law.go.kr/����/�ο�ó�������ѹ��������
https://www.law.go.kr/����/�ο�ó�������ѹ��������
https://www.law.go.kr/����/�ο�ó�������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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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증명 발급

제증명 발급신청이 있으면 NEIS 이용 민원, 해당 학교의 관계 장부확인 민원, 어디서나 교육민원(FAX민원) 중 
발급방법을 판단하여 근무시간 이내 처리

1. 제증명 신청·발급

￭ 기재사항 정정
 • 종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 절차 : 접수 → 기재사항정정 → 확인 
   → 정정완료
 • 처리부서 : 정정대상서류 보관부서

(민원편람 ‘폐쇄학교 현황’ 참조)
 • 정정신청서류 : 기재사항정정원
   (민원편람 서식 참조)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기재사항 정정 신청하는 경우 
국적취득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

TipTipTipTipTipTipTip

￭ 대학 관련 증명민원 발급
 • 지자체(읍·면·동), 교육청, 우체국,

정부24(http://www.gov.kr)에서
발급가능

TipTipTipTipTipTipTip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접수·처리·교부 기관)

① 민원인이 준비할 사항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제증명 발급절차
  • NEIS 이용 발급민원, 학교(관계장부확인) 발급민원, 어디서나 교육민원

(FAX, 타기관 증명)의 발급 종류를 판단하여 처리
  • 결재 및 관인 날인
  • 제증명 교부
③ 홈에듀 민원서류 발급(http://www.neis.go.kr)
  •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 또는 우편민원 신청 가능

구분 Home-Edu 발급 민원서류 종류

학생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고),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검정고시
(1991년 이후 합격자부터 가능)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영문)

평생교육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폐)원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구분 제증명 신청에 준비할 사항

(임의)
대리인

위임장, 발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은 민원인과 가족, 친·인천 관계가 아니어도 됨

법정
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가족관계증명서 등]

2. 민원발급
 

학교공부에 의한 민원 발급
① 졸업증명서 발급(1981학년도 이전 졸업생)

  • 졸업대장 확인 후 발급

  • 1982년 2월 이후 졸업생은 NEIS(홈에듀)를 이용하여 발급

②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등 발급

  :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공부 대조 후 발급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gov.kr
http://www.law.go.kr/����/�����б��ǰ�������߱���ѱ�Ģ
http://www.law.go.kr/������Ģ/��������ο�ó�������ħ
http://www.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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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IS 이용 민원발급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1991년 이후 시험 결과 발급 가능
   (경기도 외 타 시·도 시험도 가능)
 • 1991년 전 시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생년월일’ 6자리만 입력→
조회 결과 있으면 발급 가능

￭ 졸업증명서(국문·영문)
 • 1982년 2월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하나,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이전 연도도 발급 가능

￭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 2006년 2월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하나,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이전 연도도 발급 가능

￭ 성적증명서(영문)
 • (중) 2013년 3월 이후 입학생부터 

발급 가능
 • (고) 2014년 3월 이후 입학생부터 

발급 가능

￭ 제적증명서(고)
 • 2006년 3월 이후 제적생 발급 가능

￭ 경력증명서(인사)
 • 재직자, 2003년 이후 퇴직자

TipTipTipTipTip

구분 제   증   명 학교 경기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기타
기관

인사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 ○ ○

검정
고시

 초·중·고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초·중·고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 ○ ○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 ○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영문) ○

학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 ○ ○

 재학증명서(영문), 졸업증명서(영문),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성적증명서(영문)

○

평생
교육

학원운영(자)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폐)원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

 ① 생활기록부 발급(재학생)

   NNNNN  학생부 →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 / 반별조회 → 출력
   NNNNN  민원 → 민원접수처리관리 → 제증명민원 접수 → 학생관련 민원접수 

→ 민원사무명 선택(기본정보입력) → 신청 → 출력
      • 이전 학년도는 학생생활기록부 전체 내용 포함 발급
      • 당해 학년도는 학생생활기록부 일부 영역 제한 발급

 ② 생활기록부 발급(졸업생)

   NNNNN  민원 → 민원접수처리관리 → 제증명민원 접수 → 학생관련 민원접수 
→ 민원사무명 선택(기본정보입력) → 신청 → 출력

   ③ 기타 제증명 발급

   NNNNN  민원 → 민원접수처리관리 → 제증명민원 접수 → 검정고시 관련 민
원접수 / 인사 관련 민원접수 / 학생 관련 민원접수 중 택1 → 민원
사무명 선택(기본정보입력) → 신청 → 출력

민원발급 대상

민원발급 방법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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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X 민원 

[별표2]처리기관 고무인(제5조 제3항 관련)

발급번호 담 당 자   (인)

처리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3]교부기관 고무인(제5조 제4항 관련)

교부번호 담 당 자 (인)

교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TipTipTipTipTipTipTip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민원사항의 종류)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5조(처리 절차)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6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① 팩스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②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민원담당자)
 ③ 팩스민원교부대장에 등재(나이스 기타발급등록 활용 가능)
 ④ 처리기관으로 팩스민원신청서 전송
 ⑤ 처리기관으로부터의 팩스 수신(증명서)
 ⑥ 고무인[별표3]과 직인 날인
 ⑦ 민원인에게 신청증명 민원 교부 및 수수료 징수
  ※ 기관 간 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① 팩스민원처리대장에 등재(나이스 기타발급등록 활용 가능)
 ② 공부(관계장부)확인, 고무인[별표2]과 직인 날인
 ③ 발급요구기관(교부기관)에 전송

처리기관

교부(접수)기관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Ģ/��������ο�ó�������ħ
http://www.law.go.kr/������Ģ/��������ο�ó�������ħ
http://www.law.go.kr/������Ģ/��������ο�ó�������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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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1.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직접 출석 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
  • 구술청구 : 업무담당자 앞에서 진술,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② 접수 및 처리부서로 배부(정보공개 주관 부서)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 접수증 교부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하거나, 구술, 우편, 정보통신망, 팩스 

등을 통한 청구인 경우 생략 가능(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

2.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부득이한 사유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
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TipTipTipTipTip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 공개여부 결정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기간 산정방법 : 접수일은 산입,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이후 제출된 청구서는 다음 날 접수된 것으로 처리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연장 사실, 사유 통지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내부결재 후 

종결 처리 가능
   ※ 청구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문서로 해당 사실 안내 필요

  • 정보부존재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 
   →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 ‧ 질의 등)통지서
   ※ 공개․부분공개․비공개와 정보부존재가 동시에 해당할 때는 정보부존재의 

영향 없이 결정하고 세부내역에 부존재 기재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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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②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서
  • 공공기관이 인정 또는 제3자가 원할 시 구술 가능 
   →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후 본인의 확인필
   → 비공개 의견이 있는 경우 제3자 의견서 제출 : 3일 이내 
  • 제3자의 의사(예 : 비공개요청 등)에 반한 공개결정 
   →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③ 단독으로 공개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심의)

공개여부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하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홍보자료
  • 공개결정된 정보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행정정보공표목록에 포함된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

상 정보) 참고

 

3.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학교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학교는 심의회 설치의무 없음
   (심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TipTipTipTipTip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위원의 구성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 위원 중 1/2은(위원장 제외) 정보공개업무의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② 위원수 : 5명 이상 7명 이하(위원장 1인 포함)
③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 2회 이상 반복제기, 신청기간 경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이 아님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20170726,14839,20170726)/��16��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ġ����/������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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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결과통지 및 공개

￭ 주의사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종결처리

TipTipTipTipTip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부터 제17조(비용 부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부터 제17조(비용 부담)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 시

①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
  • 부분공개 결정 시에는 비공개 부분의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절차 통지
② 공개형태, 교부방법, 일시·장소, 수수료 통지
  • 일시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 지정
  •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 수수료에 따라 산정
  • 수수료 감면 여부 검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

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

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예)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③ 공개방법 및 청구인의 확인(청구인의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추가 지참)

  •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사본, 복제물의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송부 가능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징수(수수료 납부 확인 후 공개)

비공개 결정 시   
①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②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통지
  ※ 정보의 어떤 부분이 법익, 기본권과 어떻게 충돌되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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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불복구제 신청자> 
①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②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 
③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불복구제신청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방법 : 문서로 신청
  •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공개(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② 이의신청 기간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한 제3자의 의견에 반한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③ 공공기관(학교)의 일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문서로 수용여부 통지 ⇒ 7일 이내 연장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학교는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용여부 결정
  • 기각, 각하결정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통지

행정심판

① 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② 청구방법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경기도교육청)에 제출
    →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시 : 재결청으로 10일 이내 송부
③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재결기간 
    → 재결청, 행정청(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행정소송

① 이의신청,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②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③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ñ������������������Ư�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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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정보공시

￭ 교육통계 연계항목의 오류 정정
 • 「교육통계연보」 확정(8월) 이전
 - 교육통계 마감 취소 후 재작성

‧마감
 - 정보공시 정정기간에 재마감 시,

정정대장관리에서 정정, 결재 
상신

 • 「교육통계연보」 확정 이후 
 -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공문을 통해 수정 요청
 

TipTipTipTipTip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5조의 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총괄담당자가 각 영역 학교정보공시 항목별 담당자 지정 - 작성자, 확인자
  •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는 입력값 교차검증을 위해 각기 다른 사람으로 

지정
② NEIS 권한부여(NEIS 권한부여자) 후 담당자 입력‧마감 제출
  • 매년 항목별 공시시기에 맞게 공시(수시, 4월, 5월, 9월)
  • 총괄담당자는 연 1회(6월 권고) 자체 점검 실시
③ 오류 정정
  • 항목 작성자가 정정대장관리에서 수정
   NNNNN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 등록 및 결재 상신
  • 작성담당자의 부재 또는 전출일 경우, 총괄업무 담당자가 수정 
④ 정보공시 관련 문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콜센터 : ☎1544-0079
  • NEIS(나이스) 정보공시도우미(http://cafe.naver.com/helpmest)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ñ������������������Ư�ʹ�
http://cafe.naver.com/helpm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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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업무관리

업 무 명  행정업무관리

관련법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자치법규집 
 ◦ 초·중등교육법 

업무개요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공인관리

 2. 공문서 작성

 3. K-에듀파인(업무관리)
 - K-에듀파인 업무처리 절차 수정
 - 자료집계 입력 내용 추가

 4. 기록물 관리  - 회의록 등록 및 이관 시기 연장 
방법 추가

 5. 업무 인계ㆍ인수  - 재산 업무담당자 인계‧인수 추가

 6. 직무대리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http://www.goeia.go.kr/)
 ◦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 경기도교육청 단위과제 보존기간 및 책정기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0.)
 ◦ 기록물관리지침(국가기록원, 2020.) 
 ◦ 학교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2014.) 
 ◦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2018.)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매뉴얼[내부메일](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매뉴얼[문서관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매뉴얼[메모관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매뉴얼[업무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매뉴얼[자료집계](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처리부서 고등학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유․초․중학교
국단위 경영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http://www.goeia.go.kr/
http://www.archives.go.kr
http://www.law.go.kr/������Ģ/�б���Ϲ�������ħ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4

1 공인관리  

1. 공인 제작

￭ 공인의 종류
 • 청인(廳印)
  - 의결기관 ·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

에서 보유
  -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 직인(職印)
  - 청인(廳印) 보유기관 외 기관장과

회계관계공무원 보유
  -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 ·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학교회계출납원인으로 대체 가능

￭ 회계관계직인의 글자체
 • 한글 전서체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2조(종류 및 비치), 제4조(규격 및 
글자)부터 제6조(새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부터 제
40조(공인)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정의)

①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구 분 종류 규격

공

인

청인(廳印) ○○학교운영위원회인 3.6cm의 정방형

직
인
⁔
職
印‿

학교장직인 ○○학교장인 2.4cm의 정방형

회계관계
공 무 원
직    인

명령
기관

학교장
분임징수관인
물품관리관인 2.0cm의 정방형

학교운영위원장 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출납
기관

수입금출납원인, 학교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8cm의 정방형  

② 공인의 제작 
  •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임
  • 마멸, 부식되지 않는 재질 사용
③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 학교(행정기관)가 신설ㆍ분리된 경우
  • 교명(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 공인 분실, 마멸된 경우 또는 갱신할 필요가 생긴 경우 등

 세부업무명

2. 공인 등록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등록 및 관리), 제8조(재등록 

및 폐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부터 제40조(공인)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원의 등록),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① 공인등록 : 미등록 시 사용 불가 
  • 공인 인영을 공인대장에 기록 관리
  •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
   ※ 용지재질은 인영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한지 사용 권장
② 관보공고 : 관보게재 의뢰(수신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공고내용 : 사유, 최초 사용 연월일, 공인명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③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조서 제출
  • 유·초·중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또는 경영지원과)

   • 고등학교 → 도교육청 재무담당관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Ҽӱ����������
http://www.law.go.kr/����/����ȿ�����������������ѱ���
http://www.law.go.kr/����/����ȿ�����������������ѱ���
http://www.law.go.kr/����/ȸ�������������α�Ģ
http://www.law.go.kr/��ġ����/��������Ư��ȸ���繫ȸ���Ģ
https://www.law.go.kr/��ġ����/���������Ҽӱ����������
http://www.law.go.kr/����/����ȿ�����������������ѱ���
http://www.law.go.kr/����/ȸ�������������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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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 사용ㆍ관리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2조(종류 및 비치)부터 제14조(공인의 

날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공인의 보관책임자
  • 각급 학교장 직인 : 교육행정실장
  •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회계담당공무원 본인
  • 각종 위원회 청인 : 당해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
② 공인의 보관 : 견고한 용기,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잠금장치 실시
③ 공인의 날인 및 날인 위치
  • 공인보관자가 결재된 문서와 대조 후 날인   
  •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
   (다만, 민원서류 발급 시 행정기관장 표시의 끝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음)
④ 공인 인영의 색깔 : 빨간색
   (다만, 전자문서 출력과 모사전송된 문서접수인 경우 검정색 가능)  
⑤ 공인의 인쇄 사용 :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 공인 날인이 필요한 문서 중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 발신·교부하는 경우
    ※ 공인관리자와 협의 후 기관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할 수 있음 
  • 인영 크기의 축소 인쇄 사용 가능(예 : 표창장, 영수증 등)  

4. 공인 폐기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직인의 폐기)

 ① 공인 폐기 사유 
  • 공인 분실, 마멸, 개정, 갱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 시 
    →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바로 위 상급 기관에 사고 보고 
 ②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 기록
 ③ 관보 공고 
  • 관보게재, 공고 내용 → 사유, 폐기 연월일, 공인명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④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신고서 제출

   • 유 ․ 초 ․ 중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또는 경영지원과) 
   • 고등학교 → 도교육청 재무담당관
 ⑤ 폐기 공인의 이관
  • 폐기 공인을 폐기 공고문과 함께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Ҽӱ����������
http://www.law.go.kr/����/����ȿ�����������������ѱ��������Ģ
https://www.law.go.kr/��ġ����/���������Ҽӱ����������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8047&efYd=20210105&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5268&efYd=20181126&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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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문서 작성  

1. 문서작성

￭ 용어의 정의
  • 용어의 뜻  • 공문서의 종류
￭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 「국어기본법」제3조제3호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
  • 항목 구분 시 한글은 가나다순, 
    숫자는 오름차순으로 표시
   - 1.,가.,1),가),(1),(가),①,㉮의 
    형태로 표시, 특수기호 가능
￭ 틀리기 쉬운 공문서 표현 사례
￭ 발의자 및 보고자
  • 발의자(★) : 기안하도록 지시

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자
  • 보고자(◉) : 결재권자에게 보고

하는 자

TipTipTipTipTip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제8조(문서의 기안)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부터 제4조(기안문의 구성)

 ① 기안문의 종류 
   • 기안문 : 전자문서로 함이 원칙
   • 간이기안문(내부결재문서용) :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②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 글자 : 가로표기, 내용은 간결 · 명확, 이해하기 쉽게 작성, 괄호안 외국어 표기 허용  
   • 숫자 : 아라비아 숫자 사용 원칙  
     - 금액의 표시 :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하고 한글로 기재 

예)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날짜 : 숫자로 하되 연, 월, 일 글자 생략, 온점(.) 찍어 표기. 예) 2021. 10. 1.
   • 시간 : 24시각제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 생략, 쌍점(:) 찍어 표기. 예) 15:30
   • 용지 :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 문서의 끝 :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
     ※ 다른 법령에 표시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따름

2. 검토·협조·결재

￭ 협조와 병렬협조
  • 협   조 : 협조 지정자에게 순차적

협조 진행
  • 병렬협조 : 여러 명의 지정자에게

동시 협조 진행
￭ 전결
  •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결재를 위임

받은 자의 결재
￭ 대결 
  • 결재(전결)권자의 부재로 결재 할

수 없을 때 대리자의 결재
  •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함 
￭ 학교 위임전결규정 수립 : 자율과

책임 배분 및 효율성 도모 
  (학교 자체실정에 따라 작성)

TipTipTipTipTip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0조(문서의 결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문서의 결재)

[결재경로 설정방법]

 

기안 → 검토 : 중간결재자 → 결재 : 최종결재권자
↘

 협조/병렬협조 : 업무관련자
                 ※ 문서 수정 및 반려 불가

① 결재의 순서 : 기안자→검토자 · 협조자→결재권자  
   • 검토 : 중간결재자로서 의견작성, 문서수정 및 반려 가능
   • 협조 : 업무와 관련 있는 자, 의견제시 가능하나 문서수정 및 반려 불가능
   • 결재 : 최종결재권자로서 의견작성, 문서수정 및 반려 가능
②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 표시
   • 교원 :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직위로 표기
   • 지방공무원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행정실장, 주무관” 으로 표기 
   • 직위가 없는 경우 : 직급 사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law.go.kr/����/����ȿ�����������������ѱ���
http://www.law.go.kr/����/����ȿ�����������������ѱ���
http://www.law.go.kr/����/����ȿ�����������������ѱ��������Ģ
http://www.law.go.kr/����/����ȿ�����������������ѱ��������Ģ
http://www.law.go.kr/����/����ȿ�����������������ѱ���
http://www.law.go.kr/����/����ȿ�����������������ѱ���
https://www.law.go.kr/����/����ȿ�����������������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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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틀리기 쉬운 공문서 표현 사례

○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  

  수신vv○○교육지원청교육장(○○과장)
  제목vv○○○○○                                             
  문서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v일시:v2021.v1.v15.(금)v09:00-12:00
  2.v장소:v○○○○○○○○○○○
  3.v참석대상:v○○○○○○○○○○○

  붙임vv1.v○○○계획서 1부.
       2.v○○○서류 1부.vv끝.

※ 붙임의 항목이 2가지 이상일 경우 1, 2, 3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1건인 경우, 항목을 구분하지 않음)

○ 구별해야 하는 말

용어 의미나 용도 용어 의미나 용도
주최 어떤 일을 기획함 고시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
주관 어떤 일을 맡아서 시행함 공고 일시적·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림
년 반복, 연속, 지속 등의 성격이 없음 자(字) 날짜

년도 반복, 연속, 지속 성격이 있음 -부 날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함
세입·세출 기간 개념 적용(회계연도 단위) 참고 살펴서 생각함
수입·지출 기간 개념 없음 참조 참고로 비교하여 대조하여 봄

○ 한글 어법 및 띄어쓰기 

구분 그릇된 표현 맞는 표현 해설

연월일 ’21. 1 / 2021. 4. 15(목) ’21. 1. / 2021. 4. 15.(목) 마침표를 연월일 다음 모두 사용

단위 명사 296억달러 / 10만톤 296억 달러 / 10만 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씀

「」 / 『』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법률, 규정에는 홑낫표(「내용」)를 씀 

고/라고 “~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앞말이 직접 인용(“내용”)되는 말은 ‘라고’  
조사 사용

년도/연도 시설 년도 시설 연도
시설년도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시설 연도로 
띄어 써야 하고 독립된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연도’로 표기 

과, 와/및
총무과 및 행정과의 남자와 
기획과의 여자...

총무과와 행정과의 남자 및 
기획과의 여자... 

‘과’ 또는 ‘와’는 두 단어 사이에 사용
‘및’은 ‘과’나 ‘와’보다는 긴 병렬적 문자에 
사용되며, 문장의 맨 뒤에서 앞뒤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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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에듀파인(업무관리)

1. 접수

￭ K-에듀파인(업무관리) 권한(학교)
  • 업무관리·업무지원학교일반
    사용자(자동부여)
  • 학교장/부서장
  • 처리과문서담당자
  • 과제카드담당자
  • 기록물담당자
  • 기관관리자(업무)

￭ 공람할 문서 
  •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민원문서
  •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

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 교육ㆍ

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TipTipTipTipTip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문서의 접수처리)부터  

제17조(공람할 문서)

 
 

① 문서 접수
  • 전자문서 접수방법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 > 문서제목 클릭 > 결재정보 내용 

확인 > 접수 > 결재경로 지정 > 문서처리
  • 비전자문서 접수(등록) 방법
   - 처리과문서담당자 : 접수대기 메뉴에서 등록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정보, 

접수정보, 관리정보 내용입력, 원본 스캔파일 첨부(선택 ) > 저장
         (결재경로 및 공람지정 방법은 전자문서 처리방법과 동일)
          ※ 원본 문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보관
   - 업무담당자 : 문서등록대장 비전자문서등록에서 등록(문서번호 채번) 
   문서관리 > 문서함 > 문서등록대장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정보, 

경로정보, 접수정보, 관리정보 입력 > 저장  
   - 비전자문서 접수인 규격 및 기재방법
② 문서 공람 
  • 문서담당자 또는 기안자가 문서 접수 및 기안 시 공람자 지정
  • 공람은 교장, 교감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지정

[ 문서접수경로 ]

 ↱  업무관리자(관행적지정금지)

처리과문서담당자 ---→ 업무담당자 지정

       ║
   공람(업무관련자)

          ※ 순서 및 방법은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ȿ�����������������ѱ���
http://www.law.go.kr/����/����ȿ�����������������ѱ��������Ģ
http://www.law.go.kr/����/����ȿ�����������������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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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안

￭ 정보공개포털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원문 

정보(공문)를 국민 누구나 정보
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문서결재 익일 정보
공개포털에서 ‘정보목록 검색과 
원문 조회’가능) 

￭ 문서작성 시 (비)공개여부 철저 
 • 정보목록(문서제목은 공개원칙),

본문, 첨부파일명 작성 시 개인
정보 포함 유의

 • 부분공개, 비공개 시에도 문서 
제목, 첨부파일명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 포함 
주의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 대국민공개여부 : 비공개 
  - 직원열람제한 : 영구 설정

TipTipTipTipTip

① 문서기안
  • 전자문서 기안방법
   문서관리 > 기안 > 공용서식 - 서식 선택 > 결재정보-본문 내용 

작성 - 결재경로 지정 > 결재 올림
  • 결재경로 지정
    - 결재경로를 "나의결재선"으로 저장하여 활용
    - 결재경로 지정 시 발의자(★) 표시
     ※ 검토, 결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단순 사실, 일상적ㆍ반복적인 사항에 

관한 문서는 표시 생략 가능
     ※ 위임전결 사항일 경우 반드시 처리방법을 ‘전결’로 변경
  • 수신자 지정
    - 조직도 또는 공용그룹에서 수신자 지정 
    - 시청(구청), 경찰서 등 행안부 소속기관은 행안부유통 탭에서 선택
    - 전자문서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은 수기입력 탭 이용
    - 법인의 수신자 지정은 문서24 탭에서 선택

 ② 재정기안
   • 제목, 품의내용 등 기본사항이 K-에듀파인(업무관리) 본문으로 넘어옴
   • '기안대기중'인 연계문서의 수정
    문서관리 ＞ 기안 > 재정기안 / 임시저장 - 반송 또는 재작성 결재 올림 
   • '진행중'인 연계문서의 수정
    문서관리 > 결재 > 문서진행 – 회수 > 삭제 / 연계 – 반려 또는 재작성 결재 올림 

3. 발송 및 과제관리카드

￭ 과제카드 :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 하는 
파일철

 • 적절한 단위과제 선택이 중요
 • 과제카드는 단위과제의 보존

연한에 따라 문서의 보존기간이
정해지므로, 단위과제의 보존
연한을 반드시 확인

TipTipTipTipTip

① 문서발송[업무담당자(기안자), 처리과문서담당자]
  • 업무담당자(기안자)  

    문서관리 > 발송함 > 발송대기 > 문서제목 클릭 > 문서정보 확인 > 발송처리
   • 처리과문서담당자
   문서관리 > 발송함 > 발송처리 > 문서제목 클릭 > 문서정보 확인 > 발송처리
② 과제카드 등록 요청하기(학교 / 부서과제카드담당자)
   과제관리 > 과제카드관리 > 과제카드함 > 단위과제 선택 후 [과제카드등록]

 > 과제카드명, 주요내용, 열람범위 등 입력 > [추가] 과제담당자 추가 
③ 과제카드 승인하기(과제카드승인담당자)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과제카드승인담당자가 승인 
  • 고등학교 : 경기도교육청 과제카드승인담당자가 승인 
   과제관리 > 과제카드관리 > 과제카드승인함 > 과제카드 선택 후 등록승인
④ 주요과제카드 설정(일반사용자)
   과제관리 > 나의과제 > 과제카드 선택 후 [과제카드순서조정] >

설정확인 : 과제카드 앞에 "주요" 생성 
⑤ 과제카드 순서 조정하기(일반사용자)
   과제관리 > 나의과제 > [과제카드순서조정] : 일반과제카드목록

에서 위아래로 순서조정 > 저장
    ※ 과제카드 수가 많을 경우, 순서조정 및 주요과제카드 설정으로 

편리하게 과제카드를 지정 할 수 있음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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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지원기능

￭ 자료집계 
 • 시행방법이 [공문시행]인 경우

집계요청 공문을 접수한 사용자
에게 제출자로 자동 지정

   ※ 담당자 변경 불가
 • 대량의 데이터 및 복잡한 양식 

입력 시, ‘파일다운로드’, ‘표복사
입력’ 활용하여 작성

TipTipTipTipTip

① 메모관리 : 간단한 보고사항 등을 메모형태로 보고하는 기능 
              여러 수신자에게 동시에 전달. 공문서로써 효력 없음
  • 메모서식 만들기[일반사용자/기관관리자(업무)]
   메모관리 > 메모서식관리 > 등록 > 메모보고서식 작성 > 제목, 

서식내용 입력 > 저장
  • 메모작성하기 
   메모관리 > 메모작성 > 제목, 수신자, 내용 입력 > (임시저장) > 보고
   ※ 과제카드 선택 시 기록물 이관대상이 됨
② 일정관리 : 개인 및 학교의 일정을 작성하여 주요 행사 및 업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원
  일정관리 > 일정현황 > 조회 > 등록 > 일정등록구분, 제목, 

일정종류, 구분, 일정설정, 내용, 공개범위 등 일정 정보 입력 > 저장
③ 공유설비예약 : 공용으로 관리하는 실(공유설비)을 예약ㆍ관리하는 기능
  • 설비등록 
   업무지원 > 공유설비예약 > 설비등록 > 설비유형 “일반” > 설비

정보, 분류명 입력 > 저장
  • 공유설비 예약하기
   업무지원 > 공유설비예약 > 예약신청
④ 공고관리 : 공고등록 및 결재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 공고등록·승인
   업무지원 > 공고관리 > 공고등록대장 > 신규 > 제목, 담당자 > 

승인요청, 승인
⑤ 자료집계 : 집계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관을 지정하여 요청하고, 집계된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
  • 집계자료 제출
   자료집계 > 제출자료 > 제출요청자료 > 자료명 클릭 > 자료입력,

부서 공유 여부 선택 > 접수저장 > 제출대기자료 > 자료명 클릭 
입력한 자료 내용 확인, 수정 > 제출 완료

⑥ 원격업무지원 : 근무지가 아닌 외부에서 업무포털 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능
  NNNNN  나의메뉴 >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 신규 > 승인요청사항(기간,

요청사유, 패스워드 등) 기재 > 저장 > 승인 요청
   ※ 교육(행정)기관 원격업무지원시스템 : https://evpn.goe.go.kr
   ※ EVPN 비밀번호 변경주기 : 3개월
⑦ K-에듀파인(업무관리) 사용자 지원서비스
  • K-에듀파인 우측 하단 사용자지원서비스/업무포털 상단  K-에듀파인지원
  - 사용자지원서비스 > 업무관리 > 정보마당(업무) > 공지사항, 

프로그램 변경내역, 사용자지침서 
  - 사용자지원서비스 > 업무관리 > 질의응답(업무) > 자주묻는 질문,
         묻고답하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evpn.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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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물 관리

1. 등록

￭ 단위과제 카드 등록

 과제관리 > 과제카드관리 >  
과제카드함, 과제선택 후 카드등록
클릭 > 과제카드정보 등록 > 저장

￭ 대장ㆍ도면ㆍ카드류 등록

문서관리 > 문서함 > 문서
등록 대장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
정보, 경로정보, 시행정보, 관리정보 
입력 > 저장

￭ 간행물, 행정박물은 별도 대장을 마련
하여 등록 후 관리

￭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등) 문서등록대장
 • 업무관리시스템에 기록물 등록·관리
 • 수기대장 불요

￭ 여러해 생산되는 대장류의 경우 생산이 
종료된 시점에 등록

  예) 생산기간 ’20~’22년의 경우 ‘22년에 등록

￭ 등록번호, 문서번호란이 없는 문서 · 
카드 · 도면류의 등록번호 표시 방법

 • 생산등록번호: 왼쪽 상단에 표시

생산
- 

(     .      .     .)

 • 접수등록번호 : 오른쪽 상단에 표시

접수
- 

(     .      .     .)

 • 크기는 기록물 유형에 따라 적절히 사용
 • 첫줄에 처리과명과 등록번호 기재 
   예) ○○학교-1234
 • 괄호 안에 생산·접수일자 기재
   (민원문서 등 필요 시, 접수일자와 

시분 기재)

TipTipTipTipTip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20조(기록물의 등록)부터 제22조(기록물의 분류),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기록물의 등록)부터
제6조(등록사항의 수정방법)

① 기록물의 관리범위
  •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문서, 간행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② 기록물의 등록
  • 모든 기록물을 생산ㆍ접수 또는 배부한 때에 에 등록
  • 시청각기록물 대상은  ‘비전자문서등록’ 으로 등록
    - 학교 주요행사, 건물 증·개축 등 시행 주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 생산등록번호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부여
  • 접수등록번호는 접수와 동시에 부여
  • 첨부물의 분리 등록
   - 기록물의 본문과의 규격 차이가 심하거나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된 경우
   - 본문의 생산(접수)등록번호에 첨부 일련번호 추가
      예) (전자기록) 등록번호: OO과-600
          (비전자첨부물) 분리등록번호: OO과-600-1
  • 회의록 등록
   - 통해 생산·등록
   - 생산·등록(첨부 등록 포함)시, 회의록임을 알 수 있도록 문서 제목에 표시
       예) OO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 회의록 구성요소 : 회의명,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스캔등록 : 원본기록물은 비전자기록물이므로 진행문서 파일에 넣어 관리
  • 졸업앨범(책자)은 간행물로 간주하여 관리(CD는 시청각기록물로 관리)
③ 기록물 등록 주의사항 
  • 문서등록대장 이외에 수기등록대장 운영하지 않음
  • 전자문서 붙임파일 첨부 시 암호화 또는 압축파일 금지
   - 문서보안 또는 열람 범위 지정 기능을 활용해 열람 제한
    ※ 생산·유통되는 문서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대상 아님
  • 전자문서 붙임으로 연결정보(링크) 파일 첨부 지양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Ϲ����������ѹ��������
http://www.law.go.kr/����/������Ϲ����������ѹ��������
http://www.law.go.kr/����/������Ϲ����������ѹ��������
http://www.law.go.kr/����/������Ϲ����������ѹ��������Ģ
http://www.law.go.kr/����/������Ϲ����������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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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철(비전자기록물)

￭ 문서의 면 표시
 • 건 단위 : 중앙 하단에 표시
  (예) 3면이 1건일 경우 3-1, 3-2, 3-3
 • 과제카드 단위 : 우측 하단에 표시,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
부터 위에서부터 일련번호 표시, 
동일문서철 2권 이상일 경우 2권
부터는 앞권 마지막 면수에 이어서 
일련번호 부여(양면 모두 사용 시 
양면 모두 면수 부여)

￭ 표지·색인목록 출력

과제관리 > 나의 과제관리 >  
해당 과제카드 > 표제부-표지색인 > 

생산년도 > 문서구분 > 출력구분 
> 출력

TipTipTipTipTip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편철 및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부터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 기록물의 편철
  • 단위과제별로 1개 이상의 단위과제카드를 만들어 기록물 편철 
  • 비전자기록물은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관리
  •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분류하여 분류번호 부여
②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비전자기록물)
  • 기록물 발생순서에 따라 편철
   - 최초문서(1월)가 위, 최근문서(12월)가 아래로 편철
   - 편철 순 : 기록물철 표지 → 색인목록 → 문서
               기안문(위) → 첨부서류 → 접수문서(아래) 순
   - 분리등록한 첨부물은 에서 문서본문을 출력하여 함께 보관
     ※ 에서 출력한 문서는 원본대조필 날인을 해야 함
  • 편철량 
   - 권당 100매 이내 원칙, 문서에 면 표시
   - 기록물의 양이 과다할 경우 2권 이상으로 나누되 동일 제목과 분류번호

부여, 괄호 안에 권 호수만 다르게 표기
       (예) 기록물관리(2-1), 기록물관리(2-2)
      ※ 색인목록은 각 권마다 단위과제카드 색인목록 전체를 끼워 넣음
  • 완결 전 문서 : 진행문서파일에 위에서 아래로 사안의 발생순서에 따라 관리 
  • 완결 문서 : 기록물철 표지, 색인목록, 문서 순서대로 편철 후 보존용 표지를

씌워 집게로 고정 후 보존상자에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넣고, 측면에 보존상자 표지 부착

<진행문서파일> <보존용표지> <보존상자>

→ →

업무 진행 중  └----  처리 완결 시 ----┘

③ 카드․도면류의 편철
  • 활용기간 동안은 편철하지 않고 카드(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보관
  • 활용기간 종료된 카드 · 도면류는 각각 보존봉투에 넣어 보존상자
    (카드류) 및 도면보관함에 보존 
    ※ 보존봉투 당 편철량은 30건(매) 이내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7183&efYd=20210105&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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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부터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록물의 정리)

① 철침, 이물질 제거 후 편철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
② 기록물생산현황 보고
  • 처리과(학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록물 정리 실시
    (누락 비전자기록물 소급 등록 등)  
  • 처리과(학교)는 매년 5월 말까지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서식에 따라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기록관(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통보
③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 기록관 : 기록물 정리계획, 생산현황 통보 지침 수립·시행 
  • 처리과(학교) : 2월 말까지 누락 비전자기록물 추가등록( 비전자소급등록)
  • 기록관 : 생산현황 취합·이관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에 생산현황 통보
  •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 생산현황 접수·취합(영구기록관리시스템)

                                                                                                     

4. 보관·보존·이관

￭ 기록물 보존기간 및 기산일
 •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30년/

10년/5년/3년/1년
 • 보존기간 기산일
  → 생산년도 다음해 1월 1일

TipTipTipTipTip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부터
제32조(기록물의 이관)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① 비전자문서의 기록물 이관
  • 기록물 보관 
   -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범위 내 처리부서에서 보관 후 학교서고로 이관
   - 보존기간 1년인 문서는 1년 보관 후 학교서고로 이관
  • 이관목록과 함께 단위과제별로 보존상자에 넣어 학교서고로 이관
  •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이관시기 도래 기록물은 10년 범위 내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 시기 연장 가능
   → 이관시기 연장시청서 작성·제출
② 전자문서의 기록물 이관 : 과제관리/기록물 이관
③ 기록물 보존 : 기록물의 전자적 보존관리가 원칙
  •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의 단위과제 

보존기간 동안 학교에서 보존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Ϲ����������ѹ��������
http://www.law.go.kr/����/������Ϲ����������ѹ��������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8587&efYd=20210101&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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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

￭ 기록물 폐기 시 유의사항
 •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

임의 폐기 불가
• 기록물 폐기 시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함

•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 폐기  
불가, 벌칙조항(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무단 파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TipTipTipTipTip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

록물 평가 및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서)

 
① 기록물 폐기  
  • 대상 :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관할 기록관(교육(지원)청)의 폐기계획에 따라 작성 후 제출
   - 학교기록물담당자는 폐기 대상기록물 선별 및 담당자의 의견수렴 후 작성
   - 기록물의 폐기 결정은 기록관(교육(지원)청)에서 법령의 처리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처리과(학교)에서는 일체의 원본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음
  • 관할 기록관(교육(지원)청)의 폐기 여부 결정 
   - 민간전문가(2인 이상) 및 소속공무원으로 5인 이내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후 폐기 결정된 기록물의 물리적 폐기 실시            
② 기록물 폐기 방법
  • 전자기록물의 폐기
   - 해당 기록물의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폐기
  • 비전자기록물의 폐기
   - 소각, 파쇄, 용해 등의 방식으로 처리 
   - 민간업체에 위탁 시, 보안 각서 징구 및 폐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Ϲ����������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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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인계·인수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업무에 관한 진행 상황· 
관계 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K에듀파인(업무관리)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함

1. 학교장 인계·인수

￭ 예금잔고증명서 발급 시 발급신청일 
현재로 요청하면 해당일은 입출금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학교장 및 출납원 업무인계 ·인수서는 
K에듀파인(업무관리)으로 내부결재 후 
출력 · 날인하여 1부는 학교보관

TipTipTipTipTip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0조(인계인수)

 학교장
① 인계·인수기한 : 발령 후 5일 이내
② 인계·인수방법 
  • 현금출납부 마감(발령 전일 현재) → 인계 연·월·일 기재, 연서로 날인
  • 학교장 업무인계·인수서 3부 작성 → 인계자, 인수자, 학교보관용 각 1부
 분임재산관리관 

인계·인수 방법  
  • 학교장 업무인계·인수서 3부 작성 → 인계자, 인수자, 학교보관용 각 1부
  • 관련대장 : 통합자산관리 > 재산관리 > 재산대장관리 > 재산대장관리
  • 공유재산대장 마감(발령 전일 현재)
  • 인계 연·월․일 기재 후 인계·인수자 연서로 날인

2. 교육행정실장 인계·인수

￭ 인사발령자 처리사항
 • 연계기안, 결재대기, 진행중문서를 

처리하여야 소속기관 변경 가능

 개인설정 > 개인정보 메뉴에서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수정(결재직위명, 전화번호 등)

￭ 과제카드 담당자 처리사항

 과제카드관리 > 과제카드함
에서 이전 담당자의 과제카드를 
조회, “담당자일괄지정” 버튼으로 
신규 담당자를 해당 과제카드 전체의 
담당자로 변경

TipTipTipTipTip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2조(인계의 절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0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105조(인계의 절차)

 

 회계출납원 
① 인계·인수기한 : 발령 후 5일 이내
② 인계·인수 방법
  • 현금출납부 마감(발령 전일 현재)
  • 인계 연·월․일 기재 후 인계·인수자 연서로 날인
  • 출납원업무인계․인수서 3부 작성(인계자, 인수자, 학교보관용 각 1부)
 물품출납원 
  • 관련대장 : 통합자산관리 > 물품관리 > 대장및조회 > 물품보유현황
  • 물품대장 마감(발령 전일 현재) 
  • 인계 연·월․일 기재 후 인계·인수자 연서로 날인
 보안담당관 
  • 비밀관리기록부(대장) 마감 (발령 전일 현재)
  • 인계 연·월․일 기재 후 인계․인수자 연서로 날인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8047&efYd=20210105&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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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의 업무 인계·인수

￭ 재산 담당업무자 변경 시 
 • 재산관리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TipTipTipTipTip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인계·인수 방법
  • 공무원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시 인계
  •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
  •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K에듀파인(업무관리)을 이용하여 인계‧인수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8047&efYd=20210105&ancYnChk=0#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8885&efYd=20210121&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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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대리

기관장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

1. 학교장 직무대리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직무대리규정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정대리(회계관직 제외) 
   • 교장의 법정대리인
    - 교감 : 별도의 지정 절차가 필요 없음
    -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 교장이 미리 지정한 교사
 ② 회계관직(명령기관) 직무대리 
   • 교감 : 별도의 지정 절차가 필요 없음
   • 교감 이외의 자 : 직무대리명령서 교부

2. 교감 및 교육행정실장 

직무대리

￭ 직무대리자 지정
 • 직무대리자의 결재 직위명을 “임시

출납원” 등으로 변경
   ※ 원결재자가 업무에 복귀 시  

업무대리자의 결재직위명 변경

 개인설정 > 부재정보관리 > 
부재기간, 부재사유, 대리결
재자 설정

 상신함 > 대리결재자 지정
(본인만 가능)

￭ 전자자금이체 자료전송 권한 부여 

 서비스공통 > 권한관리 > 사용자별
사용자권한관리 > 사용자 조회, 
전자자금이체(지출)담당 권한 
부여 및 삭제

TipTipTipTipTip

∘ 직무대리규정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부터 제8조(위임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업무의 인계)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9조(임시출납원의 임명)

 
 교감 
 ① 지정대리 : 직무대리명령서 교부
   • 사고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직무대리 명령서 교부 생략 가능 
   • 내부통신망 등으로 직무대리자 알림  
 ② 지정방법 : 학교장이 임면, 교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을 지정
 
 교육행정실장 
 ① 지정대리 : 직무대리명령서 교부
   • 사고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직무대리 명령서 교부 생략 가능 
   • 내부통신망 등으로 직무대리자 알림  
 ② 지정방법 : 학교장이 임면
   • 일반직원이 있는 경우 : 일반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을 지정
   • 일반직원이 없는 경우 :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
 ③ 회계관직(출납기관) 직무대리 : 임시출납원 임명
   •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 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학여행·현장학습 등 현지에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학교카드 사용 시 임시출납원 임명하지 않음)
    ※ 출납원이 단기간 출장, 교육 등과 같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을 때 임시출납원

임명 안 됨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사업명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0731&efYd=20201020&ancYnChk=0#0000
http://www.law.go.kr/����/�����븮����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85199&gubun=KLAW
http://www.law.go.kr/����/�����븮����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5135&efYd=20181101&ancYnChk=0#0000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488519&gubun=K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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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인사

업 무 명  인사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교육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상훈법 
 ◦ 상훈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업무개요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과 교육훈련, 포상업무, 휴․복직업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에 대한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근무성적 평정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제도 개선
   (연간 이수 상한 폐지 등)

 3. 포상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공적조서 제출처 수정

 4. 휴․복직  - 최초 휴직 및 연장 휴직 기간 구분 작성

 5.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6.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총무과, 2020.)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1.)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총무과, 2021.)
 ◦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2021.)
 ◦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교원정책과, 2020.)
 ◦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 초등)(교원정책과, 2020.)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2021.)  

처리부서 고등학교
총무과

운영지원과
교원정책과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국단위
 경영지원과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교수학습지원과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07&bbsId=988015&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0056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searchTab=&searchCategory=&bbsId=1006720&bbsMasterId=BBSMSTR_000000000107&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www.law.go.kr/������Ģ/�������������������ó����ħ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searchTab=&searchCategory=&bbsId=1003466&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D%B8%EC%82%AC%EA%B4%80%EB%A6%AC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searchTab=&searchCategory=&bbsId=1002190&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D%B8%EC%82%AC%EA%B4%80%EB%A6%AC
http://www.law.go.kr/������Ģ/�������������Ǿ�����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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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성적 평정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지침(경기도교육청)에 따라 5급 일반직 공무원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평가
단,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성과목표 선정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음

1.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평정대상 공무원)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정기 평정 시기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정
 ②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 단위과제를 선정하여 주요 실적 기재
   • 단위과제는 반드시 최소 3개에서 최대 4개로 제한
   • 추가업무란을 설정하여 연 초 이후 추가된 업무 기재 

2.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6급이하 일반직

제1평정자 제2평정자 확인자

유·초·중학교 교장(원장) 담당과장 교육장

고등학교 교장 총무(운영지원)과장 부교육감

 ② 근무성적의 평정
   • 확인자와 평정 방향 협의            
     - 평정자는 평정실시 이전 확인자와 평정방향 협의
     - 평정자는 협의된 평정방향에 따라 평정하되 소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독자적으로 평정함 
   • 근무실적 평정(50점 만점으로 평정)
     -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을 100%로 조정하여 정함
     - 평정요소별로 5단계 평정
     - 단위과제별 업무비중 × 합산점수 = 평정점(50점 만점)
   •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만점으로 평정)
     - 5단계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은 배점 × 1/5로 균등 배분
       (배점이 9일때 : 탁월 9, 불량은 9 × 1/5) 
     - 직무수행태도를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5점 범위 내 평정
       [감점 기준 현황 참고]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Ҽ����������������Ģ
http://www.law.go.kr/����/�������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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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정등급(점수) 결정 및 

   의견작성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평정등급(점수) 결정 
 ② 평정의견 작성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제1평정자가 반드시 작성

4. 평정단위 서열명부 작성 및 

평정결과 공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단위 서열명부 작성
   • 확인자는 평정등급(점수)을 확인하고 평정자와 함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절대평가로 평정
   • 확인자는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 상호간의 서열조정 불가
 ② 평정결과 공개 
   • 평정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정대상기간 내 평정자의
     평정결과 공개(평정대상기간 내 평정자의 평정결과로 한정)
   • 근무성적평정 완료 후 평정결과 공개요청 기간 고지 

5. 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설치단위 : 평정대상기관

 • 명칭 : [평정단위기관명]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구성 : 평정대상 공무원 소속
평정단위의 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평정단위의 장

TipTipTipTipTip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 

제기
   • 확인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함
 ②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및 결정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이의신청 가능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확인자에게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통보
   •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결과 조정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Ҽ����������������Ģ
http://www.law.go.kr/����/�������Ҽ����������������Ģ
http://www.law.go.kr/����/�������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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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성적평정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근무성적평정서
  • 특수지 근무경력자 현황
  • 가점 부여대상명단 등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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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승진

1. 교육훈련시간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시기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은 2008. 1. 1.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
으로 2009. 1. 1.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승진반영제도 관련 
유의사항]

￭ 2009년 이후 승진임용 근무기간 기산일
 • 2009. 1. 1 이후 승진임용의 

경우에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출에 있어서의 
기산일은 2008. 1. 1.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교육훈련 오류 및 부정입력자 엄중 
문책(적발 시 징계조치)

￭ 종전 기능직 
 •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단, 전직시험에 의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는 제외)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

   •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

  

구 분

일반직 공무원
※ 참고
 ‧ 2008년(50시간)
 ‧ 2009년(60시간)
 ‧ 2010년(70시간)
 ‧ 2011년 이후 

80시간 이상

5급 이하
종전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

총 교육시간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기관주관 의무교육시간 24시간 이상 9시간 이상

기관주관 집합교육시간 14시간 이상 7시간 이상

 ②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
    - 당해 계급 근무년수 × 연간 이수 기준시간
   • 근무연수는 “근무개월÷12”로 산출하며, 근무개월은 역(歷)에 의한 방법으로 

월(月)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 근무연수는 2008. 1. 1.부터 기산하며, 2008. 1. 1.이후 승진자는 승진일로부터 기산함
   •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근무연수 제외기간에 교육훈련을 수료해도 불인정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60일을 초과)와 출산휴가 기간은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함
    → 미충족자의 경우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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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및

   시간

￭ 교육훈련의 구분
 • 기본교육 : 신규임용후보자, 신규

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 전문교육 :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 기타교육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으로서 공무원 
스스로 하는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

   (직무관련 워크숍‧자격증 취득 등)

￭ 연수포기원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훈련 교육이수시간 : 의무교육 이수시간 +기타교육 이수시간
 ② 기본교육 ․ 전문교육 ․ 기타교육 모두 교육훈련으로 인정
   • 명확한 실적 인정 근거에 의거 실제 교육시간 인정
   • 각 유형별 연간 최대 인정시간 적용

       [교육훈련시간적용 사례 참고]
   • 기관주관 집합교육 연간 의무이수 시간 신설(′13. 7. 1. 시행)
     - 일반직 연간 14시간 이상 ☞ 미충족 시 승진 불가
        (종전 기능직 및 별정직은 연간 7시간 이상)
      - 의무집합교육 시행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013. 7. 1. 이전에 동

일직급에서 이수한 기관주관 집합교육 인정
      - 쌍방향 원격교육 집합교육시간 인정
   • 명확한 실적 인정 근거에 의거 실제 교육시간 인정
   • 동일직급 내 동일과정 중복연수 불인정(단, 예외적 인정 가능)
     - 동일직급 내 동일과정 중복연수 실적 발견 시 사전 통보 없이 직권 삭제
     - 교육훈련 오류 및 부정, 중복입력자에 대한 엄중 문책(적발 시 징계 조치)
     - 예외 :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 

인정가능(예 : 청렴, 재난/안전, 응급처치 및 법령에 따른 재교육 등), 
또한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예외적 인정 가능

 ③ 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주관 의무교육)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선발 및 교육명령 등을 통해 각급 중앙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과 
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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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실적 관리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 자기개발 계획 수립(의무사항)   
   • 수립 대상 : 일반직공무원
   • 수립 기한 : 매년 1월 말까지 수립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분야를 진단하고 교육 학습 

계획 수립

     - 직급별 이수시간의 100% 이상 작성
  NNNNN  NEIS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 나의메뉴 > 상시학습 > 자기개발계획수립
 ② 상시학습 실적 관리
   • 기관주관교육훈련 이수 실적 : 도교육청 총무과 일괄 등록
   • 개인학습 : 교육이수 후 증빙자료에 의해 개인별 등록 
  NNNNN  NEIS 상시학습 실적 등록
     - 나의메뉴 > 상시학습 > 상시학습 실적 등록(개인)
   • 실적관리 : 학교장 및 부서장

학교장 및 부서장 인사·교육훈련부서

 • 소속 직원 교육훈련 실적 종합 관리
 • 자기개발 수립 지원·확인
 • 교육훈련 실적 분기별 확인·독려
 • 기관주관교육, 개인학습시간 확인
   (충족, 미충족 여부 확인 등)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등 반영

 • 연간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등 확인

 •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실적 입력

 ③ 교육훈련 관리
   • 소속직원 분기별 교육훈련 실적현황 분기 종료 후 NEIS 실적 확인
   •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육실적 등록 승인권자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리책임자 : 교(원)장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각 부서 : 부서장
     - 교육과정 신청 : 각급 기관별로 승인자 별도 지정 가능
   • 교육훈련담당자가 소속 직원의 자기개발 이력 현황 점검 및 교육훈련
     실적 인사관리
     -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협의회, 연찬회 및 회의를 워크숍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적은 직무(직장)교육으로 등록
     - 워크숍이나 세미나, 학술대회는 주제발표자, 토론자, 참가자 등의 

모든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
     - 단순업무, 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인정시간 제외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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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상

1. 포상대상자 선정

￭ 포상 추천 제한기준 강화
 • 주요 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TipTipTipTipTip

 ∘ 상훈법 제14조(근정훈장), 제23조(근정포장)
 ∘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공적심사)
 ∘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① 포상의 종류 및 훈격
포상종류 포상명 훈격 시기

재직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정기(상반기, 하반기)
우수공무원포상 훈·포장 외 정기
국민교육유공
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외 정기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포장 외 정기

교육행정활동 교육감 정기(상반기, 하반기)
경기교육대상 교육감 정기

퇴직공무원
포상

정년퇴직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 결정
⇒ 포상 추천 시 

참고사항 

6월말, 12월말
(교육공무원 : 2월말, 8월말)

명예․의원 등 
기타퇴직공무원

6월말, 12월말
(교육공무원 : 2월말, 8월말)

 ② 포상 대상자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자
   •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
   • 친절·봉사행정 실천 및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③ 포상 추천 제한 대상자
   •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경징계가 사면되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추천 가능)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④ 재직기간 산정
   •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 군 의무복무기간과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및 노조전임휴직에 경우 포함
     ※ 육아휴직 및 고용휴직, 노조전임휴직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만 포함

2. 공적조서 작성 및 제출  
 ① 공적조서 작성
   • 상훈업무관리시스템(http://sanghun.go.kr/)
   • 상훈업무관리시스템 사용법 연수․숙지
   • 공적내용 입력 ⇒ 사전준비 : 포상대상자 인사기록카드나 NEIS 출력물  
   • 보고용 파일 작성
 ② 공적조서 제출
   • 제출처 :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제출자료 :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 
     ⇒ 인사기록요약서, 공적조서, 포상추천명단, 동의서, 주요공적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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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복직

1. 휴직의 종류와 기간

￭ 직권휴직
 •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함

￭ 청원휴직
 •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단, 육아휴직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함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의 효력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② 휴직의 종류 및 기간

구분 종류 휴직기간 보수지급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직
권
휴
직

질병휴직
1년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1년까지 7할
1년이후 5할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공무상
질병휴직 3년 10할 10할 반영 10할 반영 복직시

10할 반영
병역휴직 복무기간 미지급 10할 반영 10할 반영 10할 반영
행방불명 3개월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법정의무

수행
의무수행

기간 미지급 10할 반영 10할 반영 복직시
10할 반영

노조
전임자 전임기간 미지급 10할 반영 10할 반영 복직시

10할 반영

청
원
휴
직

유학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5할 지급
(2년이내) 5할 반영 5할 반영 복직시

10할 반영

고용휴직 채용기간
(민간 3년)

미지급 10할 반영 10할 반영 복직시
10할 반영

육아휴직 한 자녀 당
3년 이내

8할 지급
(최초3개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5할 지급

(4개월~1년이내)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최초 1년
10할 반영
(둘째자녀
부터는 

휴직기간전부)

최초 1년
10할 반영
(둘째자녀
부터는 

휴직기간전부)

최초 1년
10할 반영
(셋째자녀
부터는 

휴직기간전부)

연수휴직 2년 이내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가사휴직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3년)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해외동반
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자기계발
휴직 1년 이내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③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 그 외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단, 행방불명은 결원보충 불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할 사람이 지방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와 수당 
신청서를 관할 인사부서로 제출(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함.)

  ☞ 사후신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현 근무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육아휴직수당 대상 여부 확인 후 소급 지급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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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복직  

휴직 및 휴직연장

 ① 휴직원 제출(본인작성) : 휴직일 15일 전까지 신청
   • 휴직사유 증빙자료 첨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전예고서 첨부 
 ② 휴직원 접수, 검토 및 제출(공문 첨부) : 학교장→교육장(감) 
   • 제출서류 : 휴직원(본인작성), 휴직사유 증빙자료, 학교장 의견서
 ③ 휴직발령 및 인사발령 통지 : 교육장(감)→학교장→본인
 ④ 관계대장 정리 : 인사기록카드, 발령대장 등
 ⑤ 휴직의 연장 : 휴직만료 전 15일까지 신청
 ⑥ 휴직자의 복무관리
    • 휴직 실태점검(학교장)
      ☞ 학교장은 휴직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휴직사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 분기별 정기점검 결과를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양식에 따라 교육청에 제출
      ☞ 복무상황 점검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적발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증빙자료 첨부)
     • 복무상황 보고(휴직자)

  

구분 교원 지방공무원 비고

법적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휴직자 동태파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휴직자의 복무관리)

보고시기 반기별 보고
분기별보고(질병, 유학, 육아)
반기별보고(고용, 연수, 가사, 동반)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학교장에
보고

    •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교육청)
      ☞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함

 복  직

 ① 복직원 제출(본인작성) : 복직사유 증빙자료 첨부
   • 휴직사유 소멸 시 : 30일 이내 복직 신고 
     ⇒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해야 함
   • 휴직기간 만료 시 : 30일 이내 복직 신고
     ⇒ 당연 복직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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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은 학교장에게 위임

1. 초임호봉 획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경력증명서 등 제출(공무원 본인 → 임용기관)
 ② 필요시 전력조회(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
   • 임용기관(조회) ↔ 경력증명발급기관(회보)
 ③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2] 적용
   • 경력환산율표 적용 예외 확인[영 제8조 제3항]
 ④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심의, 경력인정여부 결정
 ⑥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1] 적용
   • 경력이 없는 경우 : 당해 계급의 1호봉
   • 경력이 있는 경우(군복무의무기간포함)

경력구분
(임용계급기준) 초임호봉획정방법

같은 계급의 경력 경력연수 + 1
높은 계급의 경력 경력연수 + 1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낮은 계급의 경력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획정 후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 획정은 승진시의 
호봉획정표[별표9] 준용

군복무의무기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본 후 + 1

 ⑦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2. 호봉 재획정

￭ 호봉재획정 시기
 • 공무원경력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유사경력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휴직, 정직, 직위해제 시는 복직일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 산입

하는 경우(제14조제2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②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신청서(본인)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 → 호봉재획정일 현재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 합산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 기간을 산출

 ③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될 때
   • 초임호봉표, 경력환산율표, 기산호봉표, 승진 시 호봉획정표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심의, 경력인정 여부 결정
 ⑤ 지방공무원 호봉 재획정 
 NNNNN  호봉개요등록 → 재획정신청자확정 → 재획정대상자조회 및 인정내역 설정 

→ 재획정호봉 자동산정 및 결과조회 → 발령자료 생성/임용기안문 작성 
승인요청 → 승인완료 후 시행처리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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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진시의 호봉획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0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① 호봉획정시기 : 승진일
 ②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않으며, 승급된 호봉 기준으로 승진 호봉획정
 ③ 승진시의 호봉획정표[영 별표9] 적용 → 호봉획정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호봉  1호봉

 2호봉 ~ 32호봉  승진 전 호봉 - 1

   • 모든 계급에서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 전 계급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의 잔여기간으로 함 
 ④ 승진시의 호봉획정
 NNNNN  호봉재획정의 처리방법과 동일

4. 정기승급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기간 중
 ⇒ 공무상질병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 강등,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시키는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승급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하지 못함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정기승급) 부터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①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② 정기승급요건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③ 승급기간의 계산
    • 승급기간의 계산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획정 이후 최초 승급 시 
    ⇒ 호봉획정 시 산출한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호봉획정 후 두 번째 이후 승급 시 
    ⇒ 종전 승급 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④ 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며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NNNNN  호봉개요등록 > 정기승급대상자선정 및 조회 > 정기승급 대상자 자동산정 

및 결과 조회 > 근무년수 변경 대상자 관리 > 정기승급 작업마감 > 임용기안문 
작성 승인요청 > 승인완료 후 시행처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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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봉의 정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호봉의 정정)

 ①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② 시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③ 호봉의 정정 절차 및 방법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
   •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 계산
   • 호봉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
 ④ 보수의 정산 
   • 소급하여 정정된 전 기간을 정산 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함 
   • 소멸시효의 기산점 : 호봉정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효 진행

 주요내용

 세부사업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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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은 학교장에게 위임

1. 초임호봉 획정

￭ 대학원 경력
 •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는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

￭ 학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부터  
  제5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부터 제6호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의  
  통산 연수(초 : 6, 중 : 3, 고 : 3,    
  대학 : 법정 수학연수)
￭ 가산연수
 • 교육공무원 중 수학 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한 자
   ⇒ 1년 
 •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 학급   

담당 교원 중 특수학급 
교원자격소지자 ⇒ 1~2년 

 호봉획정의 절차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제출(공무원 본인 → 임용기관)
 ② 필요시 전력조회(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
  • 임용기관 ↔ 경력증명발급기관
 ③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22] 적용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고
  • 경력환산율표 적용 예외 확인[영 제8조 제3항]
  • 경력의 중복 또는 대학원 경력과 타경력 중복 시
     ⇒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함
 ④ 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별표 23〕 적용

(학령 - 16) + 가산연수

 ⑤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별표 25〕 적용
자격별 기산호봉

1급 정교사 및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9
2급 정교사 및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8

 ⑥ 교원호봉 획정 산정 공식
환산경력연수 ＋ 학령가감〔별표23〕 ＋ 기산호봉〔별표25〕

 ⑦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심의, 경력인정 여부 결정
 ⑧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2. 호봉재획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요건
   • 새로운 경력 합산 및 자격,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 직명 변동이 생긴 경우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또는 호봉획정방법 변경 시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재획정 하는 경우 
   • 당해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③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신청서 제출(본인) → 합산할 경력 구분 → 호봉재획정 현재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합산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 산출

 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심의, 경력인정 여부 결정
 ⑤ 교육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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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봉의 정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② 시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③ 호봉의 정정 절차 및 방법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
   •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 계산
   • 호봉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
 ④ 보수의 정산 
   • 소급하여 정정된 전 기간을 정산 대상기간으로 삼아야 함 
   • 기산점 : 호봉정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효 진행

4. 정기승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부터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② 정기승급요건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 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③ 승급기간의 계산
    • 승급기간의 계산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획정 이후 최초 승급 시 
    ⇒ 호봉획정 시 산출한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호봉획정 후 두 번째 이후 승급 시 
    ⇒ 종전 승급 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④ 근속가봉 : 가산횟수 10회 이내
    • 최고봉(40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근속가봉 지급
 ⑤ 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며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NNNNN  호봉개요등록 > 정기승급대상자선정 및 조회 > 정기승급 대상자산정 및 결과 > 

근무년수 변경대상자 관리 > 정기승급 작업마감 > 임용기안 발령처리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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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교육공무직원 및 기타직

업 무 명  교육공무직원 및 기타직(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병역법   

업무개요  교육공무직원의 인사, 복무 및 보수와 기타직 관련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교육공무직원 인사  

 2. 교육공무직원 복무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
군 포함) 복무제도 변경사항 반영 

 - 휴가 및 휴직 변경 사항 반영
 - 일 가정 양립제도 추가
 - 모성보호제도 추가
 - 특수운영직군 복무사항 추가

 3. 교육공무직원 보수  
 

 4.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기준 수정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복무제도 안내(노사협력과. 2020.)

유‧초·중·고·특수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처리부서
과단위 경영지원과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962&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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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직원 인사
 

1. 채용

￭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규정 별도 참고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부
  시행계획(복지법무과-10973, 2018.7.17.)
 •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세부 운영 
   계획알림(복지법무과-11750, 2018.8.1.)
 • 2018년 시설당직원 운영 계획 수립
   알림(총무과-14134, 2018.7.27.)
 •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관련 

안내사항 알림
   (복지법무과-19324, 2018.12.28.)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 채용기관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전화상담원,  
  시설경비원

TipTipTipTipTip
   ① 교육장 채용 직종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별표1]」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직종
     • 절차 : 정원확보 계획수립(사업부서)→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 사업추진 

기본 계획 수립(사업부서)→ 채용 및 배치(교육지원청)
   ② 학교장 자체(임의) 직종 신규채용 금지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익자부담 경비 인력 포함)
     • 한시사업 및 대체인력 채용절차 : 교육지원청 사전허가→ 인력풀 의무 활용
       → 채용계획→ 공고→ 면접→ 성범죄경력조회→ 채용(보고)
     • 인력풀 등재 확인 
      - 인력풀 등재자가 있을 경우 : 채용절차 진행(면접심사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의무 없음(객관적 자료 필요)
      - 인력풀 등재자가 없을 경우 : 공개경쟁채용 진행 
   ③ 채용계획 시 고려사항
     • 2018. 3. 1.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종(붙임1)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채용
      -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기관은 장애인 1명 이상 의무 고용 
      - 교육지원청 : 의무고용률 달성 시까지 총 채용 인원의 10%(절상)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 외국인 채용 :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체류자격 및 비자의 취업활동 범위  

확인 요망(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 참고)
     (예 : 재외동포(F-4)는 단순 노무행위 등의 취업활동 제한) 
     • 결격사유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결격사유)
   ④ 계약체결 
     • 근로계약서, 서약서 작성 및 교부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 업무 등)
     • 채용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각종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 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서류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공무직원증 발급 : 퇴직, 계약해지, 전보, 교류 시 운영부서장에게 반납
     •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별지 제3호 서식]발급

 세부업무명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 제4조(장애인 고용 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do?menuId=100060050000000&bbsMasterId=BBSMSTR_000000000124&bbsId=967702&pageIndex=1&searchCategory=&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attachfile/synap/BBSMSTR_000000030135/FILE_0000000001722610.htm
http://www.law.go.kr/����/�ٷα��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http://www.law.go.kr/����/ä�������ǰ���ȭ�����ѹ���
http://www.law.go.kr/��ġ����/������û����ΰ�뿡���ѱ���
http://www.law.go.kr/����/�������������װ���ڰ�����������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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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관리

￭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구성

 • 7인 이상 9인 이내
   (노동조합 추천자 2인 이상) 
 • 교장(장학관포함)으로 재직중인 자  
 • 5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   
 • 20년 이상 근속하고 6급        
   공무원 이상으로 퇴직한 자
 •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 노무관리에 전문적 소양을      
   가진 자(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등) 
￭ 공립학교 인사위원회 구성

 • 7인 이내(교육공무직원 2인) 

 •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교육공무직원, 학교운영위원
￭ 위원의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당연직의 경우 재임기간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예외 6개월 미만) 

￭ 소집 및 심의 방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 가능)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

 • 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재적위원

에서 제외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8조(임금대장),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조 부터 제8조, 제21조
(특수운영직군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4조)

 관련근거

 ① 근로자명부(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② 임금대장 작성․관리 : 임금액 등 명시(neis 급여대장으로 대체 가능) 
 ③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서면 의견서 첨부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그 동의를 구해야 함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의) 
 ④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퇴직(해고)에 관한 사항
     - 직종 변경, 배치전환에 관한 사항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재계약 심사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징계 및 공립학교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기관(학교) 인사위원회
     - 교육공무직원 주의, 경고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인사관리와 관련한 사항
     - 운영부서 자체채용 교육공무직원 징계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학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⑤ 근무평정

 

구 분  주 요 내 용

평가기간
ž 학교(매년 2월 말, 8월 말), 교육행정기관(매년 6월 말, 12월 말 ) 
ž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 대체인력,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평가대상 제외

평가대상자
ž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실제 근무기간 3개월 미만자 제외)

평가자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평가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행정실장/교감, 부서장)

운영부서의 장
(교장, 기관장)

평가방법
ž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가
ž 근무성적평정서, 근무성적평가집계표
  (최우수→매우우수, 불량→매우미흡)서식 참고

평가활용 ž 인사위원회 안건 자료로 활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ٷα��ع�
http://www.law.go.kr/����/�ٷα��ع�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705&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706&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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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창 및 징계

4. 전보 및 교류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8조 부터 제34조

(특수운영직군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① 표창
   •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징계
   • 징계의 종류

 

중
징
계

해고 ㆍ근로계약 해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 – 서면 통보)

정직 ㆍ1월 이상 3월 이내.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경
징
계

감봉
ㆍ1월 이상 3월 이내. 보수 감액지급
ㆍ감액범위 : 1회에 월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감급한 총액은 
            월평균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견책 ㆍ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
   • 징계절차  
    - 징계의결요구서 제출(학교장 → 인사위원회), 징계 요청
    - 징계의결요구서 접수 → 인사위원회 심의일자 결정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출석통지서)
      ※ 출석포기 시 진술권 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서면심사로 징계 의결 가능
    -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사유 심의 : 징계양정기준[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표 1,2]에 따라 징계
     징계의결 및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징계의결통보(인사위원회 → 학교장)
    - 징계처분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 첨부하여 징계처분자에게 교부
     징계받은 자는 징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주요내용

① 대상자 :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직종(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별표1])
구 분 전보 교류

대상

ㆍ현임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의무)
ㆍ현임교 근무경력 1년 이상(고충)
ㆍ징계자 또는 교육청 감사관 인사  
   조치 처분자

ㆍ교육지원청별 근무지가 아닌 
지역, 근무기관으로 옮기고자 
하는자(당해기관 5년 이상자)

절차
정원/현원파악→내신서 제출 
→전보(3월/9월)
※전보대상자 인원의 연15% 이내 실시

수요조사(도)→희망자공개→교류신청
→교육청간 협의→교류실시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705&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706&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www.law.go.kr/��ġ����/������û������������ä�����������ȯ���������
http://www.law.go.kr/��ġ����/������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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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

￭ 금품의 정산

 • 교육공무직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 36조

TipTipTipTipTip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근로계약 해지 가능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ㆍ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ㆍ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

ㆍ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
을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ㆍ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4조 부터 제27조

(특수운영직군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① 퇴직의 구분

당연퇴직
(퇴직일)

ㆍ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익일 
ㆍ정년에 도달한 경우 그 도달일의 익일
  (시설당직원·시설미화원(만 65세)을 제외한 교육공무직원 만 60세)
ㆍ사망(퇴직일 : 해당하는 그 날)

의원퇴직
(퇴직일)

ㆍ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음
ㆍ퇴직일 :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명시된 퇴직일
  (다만,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직원은 수리일)

해고

ㆍ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해고 가능
 1.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사업의 종료, 학생수 및 
    학급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예산이 축소되어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정리해고)
 2.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 학교장은 해고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ㆍ해고 등의 제한 
   -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외  :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ㆍ해고의 예고 :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
ㆍ해고의 통보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 있음)  
※ 유의사항 
ㆍ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수당 지급
ㆍ계약만료 통보와 해고는 별개의 절차임
  계약만료 30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당 지급 의무는 없음

  • 정리해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사유 : 학생(급)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 성립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근로시간 단축 등) 
      3. 해고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  우선재고용 노력
   ※ 참고 : 교육공무직원 계약 해지 기안문 및 인력풀 등록 요청 기안문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705&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706&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www.law.go.kr/����/�����������Ϥ������縳���������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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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공무직원 복무

1. 복무

￭ 근로시간 단축 시행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
시간의 제한

￭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안전관련 전문교육 15시간 실시(3년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

한 고시(교육부) 제4조)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

행령 제5조의2)

TipTipTipTipTip

 
 ∘ 근로기준법 제50조 부터 제63조, 제70조 부터 제75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9조 부터 제72조
  

  ① 근로시간
구분 주 요 내 용

법정근로시간 ㆍ1일 8시간이내(휴게시간제외), 1주 40시간 초과불가
소정근로시간 ㆍ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연장근로 ㆍ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
야간근로 ㆍ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ㆍ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

한 날의 근로

  ② 복무관리[근무상황부(NEIS 대체 가능)를 갖추고 기록·관리]
종류 주 요 내 용

지각·조퇴
·외출

ㆍ연 8시간 이상 
 →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 가능

  ③ 휴일의 종류
종류 주 요 내 용

실시근거

법정공휴일 ㆍ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법정휴일
ㆍ근로기준법의 주휴일
ㆍ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ㆍ노사자치규범에 따라 정한 휴일(유급 또는 
무급 가능)

ㆍ단기방학과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연 4일 이내  
  (단기방학에 학년말 방학은 포함되지 않음) 
  유급으로 함

임금지급
여부

유급휴일 ㆍ법정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매년5월1일)

무급휴일
ㆍ법정유급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을 제외한 휴일
  (임금공제가능)

 
  ④ 휴가 및 휴직의 종류 

종류 주 요 내 용

휴가
ㆍ경조휴가ㆍ연차유급휴가ㆍ공가ㆍ병가 
ㆍ출산 전·후 휴가, 생리휴가, 불임·난임치료 휴가
ㆍ특별휴가(경조사, 퇴직준비, 수업, 재해구호)

휴직 ㆍ휴직(질병, 병역, 육아, 간병, 노동조합전임자 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Ϥ������縳���������ѹ��������
http://www.law.go.kr/������Ģ/�б����������ǽñ��ص���Ѱ��
http://www.law.go.kr/����/����ΰ��������������Ȱ�������
http://www.law.go.kr/����/�ٷα��ع�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searchTab=&searchCategory=&bbsId=1004705&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EC%B7%A8%EC%97%85%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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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운영직군 복무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

 • 특수운영직군 복무제도 안내

    (노사협력과-8137, 2020. 10. 29.)
※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

대회의 단체협약 자료 참고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21조 부터 제52조

① 대상
  • 파견·용역 근로자에서 2018년 9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된 자 및

2018년 9월 1일 이후 각급 기관에서 채용한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② 복무관리
  • 단체협약에 의거 교육공무직원 복무 적용 제외 사항, 별도적용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적용

③ 특수운영직군 적용 제외 사항
  •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
    1. 질병휴직(재직기간 중 동일질병으로 1년 이내)
    2. 간병휴직(재직기간 중 1년 이내)
    3. 의원당선휴직(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4. 동반휴직(재직기간 중 1년 이내)
  • 단체협약 제92조(육아휴직)
   - 육아휴직 총 3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육아휴직 1자녀당 최초 1년만 적용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단체협약 내용 중 노동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노동(야간 근로에 관한 사항 제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에 관한 사항 적용 제외

④ 별도적용 사항
  • 단체협약 제73조 제4항
   - 연간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 허가[15일(휴무일, 공휴일 제외)까지는 유급]
   -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 병가기간이

30일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함
  • 취업규칙 제47조
   - 질병휴직(3개월 이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962&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0100&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2&schKey=TITLE&schVal=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706&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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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휴가 및 휴직
종 류 주 요 내 용

휴가

연차유급
휴가

대상 ▸1월 이상 계속근로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유급휴가
  - 1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뷰여
  - 1년간 8할 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1일 가산
한도 ▸25일(가산 휴가 포함)

산정예시
(최대 25일)

근무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11년 19년 21년 23년 25년

상시근무자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20일 24일 25일 25일 25일

방중 비근무자 12일 12일 13일 13일 14일 17일 21일 22일 23일 24일

연가-사용
촉구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 촉구
하고,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 서면으로 
통보함. 이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 지급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1조)

병가

▸대상 :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 연간 60일(연간 30일까지는 유급)
  -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1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 3개월 이하로 계약한 경우 병가 미부여
   ※ 특수운영직군 별도 적용[연간 30일(연간 15일까지는 유급)]

공가

▸대상 : 공가 사유가 발생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 사유에 따라 직접 필요한 기간, 유급
  -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를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출석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
  - 천재, 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강늘할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공가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휴가

경조사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 (외)조부모 3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퇴직준비휴가 ▸정년퇴직 예정인 경우, 퇴직전 20일(기간 중의 휴일 등 포함) 유급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교육공무직원이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참석 시(무급)

재해구호휴가 ▸5일 이내 유급휴가
입영휴가 ▸병역법에 따라 군 입영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 입영당일 1일(유급)

http://www.law.go.kr/����/�ٷα��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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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주 요 내 용

휴직

휴직(질병)
대상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간 ▸재직기간중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 특수운영직군 별도 적용(3개월 이내)

휴직(병역)
대상 ▸병역법 등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및 동원명령을 받은 경우  

기간 ▸징집 및 소집기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근로복지공단 휴업(산재) 승인 기간

휴직(간병)
대상

▸사고,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 특수운영직군 적용 제외

휴직
(동반)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될 경우

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 특수운영직군 적용 제외

휴직
(노조

전임자)

대상 ▸무급 노조전임자 중 휴직을 신청한 경우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해당 휴직기간은 근속기간 포함

휴직
(의원당선)

대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단, 지방의회의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한함.

기간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 특수운영직군 적용 제외

 ※ 휴직의 절차
   1. 신청: 휴직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원 제출
   2. 연장: 휴직만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원 제출
   3. 복직: 휴직기간 종료 30일 전 또는 휴직사유 종료 즉시 복직원 제출
 ※ 휴직시 유의사항
  - 휴직기간은 휴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휴직 중 채용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장의 허가 없이 다른업무에 종

사할 수 없음
 ※ 겸업금지 및 허가 
  - 교육공무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미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운영부서의 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육기관 특성상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

하지 아니하거나 겸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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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제도
종 류 주 요 내 용

보건휴가
대상 ▸여성 교육공무직원의 생리기간 중 월 1일 사용

기간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은 무급

태아검진

시간

대상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원 

기간

▸임산부 정기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유급으로 허용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인 경우,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

신, 고위험 임신

위 횟수 초과하여 건강진단 실시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원 

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교육공무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여성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출산전후

휴가

대상 ▸출산 예정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

기간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 120일)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진단서)으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최초 60일(다태아 : 75일) 유급

불임·난임
치료 휴가

대상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기간
▸불임 치료 : 1일 유급 
▸난임 치료 :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

유산·사산 
휴가

대상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교육공무직원

기간

임신기간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1주 이내 5일까지
12주~15주 10일까지
16주~21주 30일까지
22주~27주 60일까지
28주 이상 90일까지

수유시간
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교육공무직원

기간 ▸1일 2회 각각 30분의 수유 시간을 얻을 수 있음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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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종 류 주 요 내 용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기간

▸최대 3년
 - 1회 신청 시 최대 1년
 -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단, 단절 기간 없이 연속으로 연장하는 경우   
   분할로 보지 않음.
 - 육아휴직 최초 1년만 근속기간 인정(※특수운영직군 별도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기간
▸최대 2년,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가능(분할 제한 없음)
▸단축시간 : 일 1~5시간(주 5~25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가족 돌봄 

휴직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간 최장 90일(무급)
 -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간 무급 10일(일단위 사용 원칙)

가족돌봄 휴가

(자녀돌봄휴가)

대상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간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 2일 이내 유급(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 부부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각각 2일 발생
 - 별도 증빙 필요

가족돌봄 휴가

(부모휴가)

대상 ▸매년 3월 1일자로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

기간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 5일 이내 유급(일단위 사용)
 - 부부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각각 5일 발생
 - 별도 증빙서류 불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교육공무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무급(학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 조건 중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업은 연장불가)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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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공무직원 보수

1. 보수

￭ 교육공무직원 임금 및 수당
 •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Ⅰ·Ⅱ유형)
 • 2021년 각종 수당 변경 :

2020년 단체(임금)협약 체결 결과 
안내 「노사협력과-809(2021. 1. 29)」

 • 2021년 공문 시행되는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참고

 

TipTipTipTipTip

￭ 조리종사원 휴업수당
 • 적용대상 : 급식실 현대화사업

으로 인한 급식 중단교 근무자
 • 지급방법 :
  - 평균임금(보험료 포함)의 70%를 

적용한 금액(방학기간 미지급)
  - (기본금+위험수당)×70%+4대

보험료 교육급식과(학교급식팀)에 
신청

  - 처우개선수당은 노사협력과에서 
전액 지원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3조(보수의 지급)부터 제83조(퇴직금)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3조(임금의 구성과 계산․지

급방법)부터 제56조(퇴직급여제도)
∘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노사협력과, 2020.)

 관련근거

①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 단, 구육성회 직원은 호봉제 적용

②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

③ 임금 지급방법
  • 일할계산

  ※ 일할계산 방법
     : (기본급 및 해당수당)×(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해당 월 유급일수)
  • 통상임금 공제
    - 사유 : 결근, 무급휴가, 무급병가 등 월 중 무급사유 발생 시
    - 근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1조
    - 방법 : 보수에서 해당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및 수당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자격가산금 포함),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구분 근로자 비고

월급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계약기간 구분 없음)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도 월급제 적용

시급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

조건 지급방법 지급항목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전액지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일할계산 기본급, 직무관련수당(자격가산금 포함), 정액급식비
신분변동 시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전액지급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일할계산
기본급, 직무관련수당(자격가산금 포함),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근무형태 지급방법 지급항목
상시근무자 전액지급 매월 기본급 및 수당 전액지급

방학 중 
근무자

방학기간 
없는 달

전액지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방학기간 
속한 달

일할계산
기본급, 직무관련수당(자격가산금 포함), 정액급식비
(※ 일부 수당은 전액지급)

 주요내용

http://www.law.go.kr/����/�ٷα��ع�
http://www.law.go.kr/����/�ٷα��ع������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705&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EC%B7%A8%EC%97%85%EA%B7%9C%EC%B9%99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706&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EC%B7%A8%EC%97%85%EA%B7%9C%EC%B9%99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986218&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EC%83%9D%ED%99%9C%EC%9E%84%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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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

￭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의 경우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부 

시행 계획
「복지법무과-10973(2018. 7. 17.)」

 •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세부 운영
계획 알림 
「복지법무과-11750(2018. 8. 1.)」

 • 2018년 시설당직원 운영 계획 수립 
알림 「총무과-14134(2018. 7. 27.)」

 •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안내사항 알림
「복지법무과-19324(2018. 12. 28.)」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 단시간근로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 적용대상 : 2018. 9. 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지급방법 지급항목

전액지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지급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 계산방법 : 통상근로자 지급액×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름
(통상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

③ 2021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 시간급 9,473원
  • 적용 : “기본급+각종수당”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
  • 적용방법 :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기본급+직무관련수당+근속수당  ≥ 최저임금 적용 금액
-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근속수당+가족수당  ≥생활임금 적용 금액(1,952,060원)

  • 적용시기 : 학교(2021. 3. 1.), 교육행정기관(2021. 1. 1.)

교육공무직원   
  • 기본금 : Ⅰ 유형(2,040,000원), Ⅱ 유형(1,840,000원)

직종 2021년 비고
Ⅰ유형 영양사, 사서 등 2,040,000원

Ⅱ유형 조리사,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1,840,000원  조리사 면허수당(기본급의 5%) 

별도 지급(원단위 절사)

  • 각종수당 : 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참고
  • 지급시기 : 2021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학교 : 2021.3월, 기관 : 2021.1월)
  • 지급일 : 매월 17일에 지급

(단,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수운영직군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 시설경비원)
  • 기본급 : 2021년 회계연도 월 1,840,000원(Ⅱ유형 단가)
  • 각종수당 :

구분 지급금액 적용시기 
기본급 월 1,840,000원 2021년 회계연도 지급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2021년 1월부터(기관, 학교 동일) 지급
명절휴가비 연 1,200,000원 2021년 설부터 60만원 지급

맞춤형복지비 700P(연 700,000원) -
연 총액 25,660,000원 연 총액은 근로자별 상이할 수 있음

 ※ 기본급(Ⅱ유형)과 정액급식비를 별도 분리하여 지급
 ※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는 주 40시간 기준 금액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주요내용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6856&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EC%83%9D%ED%99%9C%EC%9E%84%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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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 추후 시행되는 2021년 회계연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변경사항 확인 필수
1. 지급대상 : 지급 직종에 해당하며(붙임 1 참조)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2. 지급제외
   - 구육성회직원 ※ 단, 맞춤형복지비 지급
   - 채용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위탁 ․ 용역 근로자 등)
   -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 휴직자 ※ 단, 2015.2.28.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자녀당 최초 1년) ․ 질병 ․ 간병 휴직 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 단, 별도 계획에 따름

3. 적용시기 : 학교(2021. 3. 1.), 교육행정기관(2021. 1. 1.)
             ※ 단, 근속수당 경우 인상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 시 유의할 것
4. 수당별 지급금액, 시기, 요건 등

구 분 지급금액
지급
시기

지급요건
신분1) 
변동1)

방학 중2)

비근무자
단시간3)

근로자3)

정액
급식비

월 14만원 매월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일할 일할
시간 
비례

교통
보조비

기본급 산입에 따라 
별도 수당 미지급

- - - - -

근속수당
월 32,500원 ~ 월 700,000원

(차등지급)
매월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만1년 이상인 자
일할 전액

시간 
비례

정기
상여금

연 90만원 1, 8월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
충족 시
전액

전액
시간 
비례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만원
- 직계존속 : 월 2만원
- 직계비속
 · 첫째자녀 월 2만원
 · 둘째자녀 월 6만원
 · 셋째이후 자녀 월 10만원

매월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지급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일할 전액 전액

자녀학비
보조수당

분기별 469,400원 이내 분기별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자

일할 전액 전액

명절
휴가비

연 120만원
추석
설날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

충족 시 
전액

전액
시간 
비례

맞춤형
복지비

연 700포인트
연 1회
배정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일할 전액 전액

1) 신분변동 :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2)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3) 2018. 9. 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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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

￭ 전보처리(종전 취득·상실신고)
 • 주체: 교육공무직원 전보 발생시
         전입기관에서 신고
 • 방식: 4대보험 개별EDI에서 신고
 (건강보험EDI에서 통합신고 불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
    (http://edi.nhis.or.kr)
 →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
    (http://edi.nhis.or.kr)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
    (https://www.ei.go.kr)

TipTipTipTipTip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근거

① 자격취득신고 및 전보처리
  • 국민건강보험 EDI(http://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http://si4n.nhic.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www.total.kcomwel.or.kr)

구분 가입대상

취득·상실 시 전보·교류 시

신고기한
자격

상실일
신고기한 신고자

국민연금
보험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

자격취득
(상실)일로부터 

다음달 15일 이내

사유
발생 

다음날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전입
사업장 
사용자

국민건강
보험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

자격취득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유
발생 

다음날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전입
사업장 
사용자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자
(주 15시간 이상)

자격취득
(상실)일로부터 

다음달 15일 이내

사유
발생 

다음날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전입
사업장 
사용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 -

※ 국민연금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
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
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대상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
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
근로자는 가입대상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edi.nhis.or.kr
http://edi.nhis.or.kr
https://www.ei.go.kr
http://www.law.go.kr/����/���ο��ݹ�
http://www.law.go.kr/����/���ΰǰ������
http://www.law.go.kr/����/��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127&ancYd=20200609&ancNo=17434&efYd=20200609&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http://edi.nhis.or.kr
http://si4n.nhic.or.kr
http://www.4insure.or.kr
http://total.kcomwel.or.kr
http://www.law.go.kr/����/��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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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  
 ② 사회보험료 산정 절차

구분 기관 산정절차

국민연금

학교 ㆍ전년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 5월말 
  (국세청 과세자료 신고한 경우 미제출)

공단 ㆍ당해 연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 : 6월초

학교 ㆍ당해 연도 보험료 적용(7월~다음 해 6월)

고용․산재
보험

학교 ㆍ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 3월 15일

공단 ㆍ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 산출 : 4월중

학교 ㆍ확정보험료 정산 : 4월~5월 2등분
ㆍ당해 연도 보험료 적용(4월~다음해 3월)

국민건강
보험

학교 ㆍ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제출 : 2월말

공단 ㆍ직장가입자보험료 연말정산산출내역서 송부 : 3월말
ㆍ보수월액결정 : 4월중

학교 ㆍ연말정산 : 매년 4월 → 중간퇴직자의 경우 다음 달 정산처리
ㆍ당해 연도 보험료적용(4월~다음 해 3월) 

 ③ 사회보험 부담률 (2020년도 기준)
구분 근로자 사용자(학교)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국민건강보험 3.335% 3.335% 6.67%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10.25%)

0.341% 0.341% 0.682%

산업재해보상보험 - 1.03% 1.03%

고용보험

실업급여 0.8% 0.8% 1.6%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 0.85% 0.85%

계 0.8% 1.65% 2.45%

  ☞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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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급여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TipTipTipTipTip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부터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약칭 : 퇴직급여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3조(퇴직금)

 

 ① 퇴직급여제도(법 제4조)
   • 대상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 제외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자
   • 종류 :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법 제8조)
   • 의미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분)을 지급
   • 지급시기 : 퇴직 및 중간정산 시
   • 운용방법 : 매년 퇴직금을 계상하여 적립(퇴직적립금) 
   • 퇴직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30일분×(○년+1년 미만 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월단위 임

금총액+(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연단위 임금 총액×3/12월) 
     [단,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금

액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월단위 임금
기본급, 직무관련수당(자격가산금 포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단위 임금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단,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

  ※ 참고 :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지급 기안문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C%9E%90%ED%87%B4%EC%A7%81%EA%B8%89%EC%97%AC%EB%B3%B4%EC%9E%A5%EB%B2%95/
https://www.law.go.kr/����/�ٷ�������������������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4705&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EC%B7%A8%EC%97%85%EA%B7%9C%EC%B9%99
http://www.law.go.kr/����/�ٷ��������������/
http://www.law.go.kr/����/�ٷ��������������/
http://www.law.go.kr/����/�ٷα��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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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부터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
직한 후 연금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
(퇴직금 적립 및 중간정산 시 퇴직금 대장 관리)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
급여형
(DB)

ㆍ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급여수준 : 1일평균임금×30일분×근속년수
 ㉯ 적립금 : 대통령령(시행령 제5조)으로 정한 수준 이상  
 ㉰ 근로자 명의로 적립하나 운용결정권은 학교에 있음
    (운용실적에 따라 학교부담이 변동됨)
 ㉱ 중도인출 불가 
    (일정요건 하 담보대출 가능 : 시행령 제2조)
 ㉲ 노사가 사전에 퇴직급여수준과 내용 약정

확정
기여형
(DC)

ㆍ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고 운영결정권도 근로자에게 있음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변동됨)
 ㉰ 중도인출 부분 허용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제14조)
 ㉱ 근로자 결정 : 금융기관선정, 운용방법

  •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
    - 도입여부 결정 :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단, 학교단위 변경 및 결정 불가)
    - 새로 성립된 사업장 : 2012. 7. 26.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
금제도를 우선 설정해야 함 (법 제5조)

    - 연금 규약 작성 및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 규약 작성 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퇴직연금 업무위탁 
    - 부담금 납부 : 사용자가 매년 정기 납부
    - 적립금 관리 운용
    -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에 이전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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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무요원

1. 사회복무요원

 ￭ 용어정의
 • 복무기관장 : 사회복무요원이 배정

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  관리 
단위 기관장  (교육장)

 • 근무지 :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
요원을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최소단위 부서 
또는 기관 (예 : 각급학교)

 • 학교근무지 책임자 : 사회복무 
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는 자

  (예 : 교무실, 행정실, 특수반 등)

￭ 겸직허가
 • 허가기준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활동 참여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
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허가절차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장

지방병무청장

①겸직허가신청서 

제출
②겸직허가 승인

③신상이동통보 (14일 이내)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TipTipTipTipTip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관련근거

① 복무관리 
  • 복무관리 
    - 신상명세서 작성, 제출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개인별 작성ž비치, 
    - 근무복 착용
    -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 소집해제
    - 복무기간 만료예정자 명단 복무만료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 통보
② 보수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별표13 군인의 봉급표-비고 6」에 의거
    소집일로부터 매월 정한 기일에 지급

구분 지급기준 및 지급액(2021년 기준)

보수

구분 금액 복무기간(지급기준)

이등병 459,100원  소집월로부터 2개월까지

일등병 496,900원  소집월로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상등병 549,200원  소집월로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병  장 608,500원  소집월로부터 15개월 이상

 ▸소집일자부터 소급하여 근무지에서 지급

급식비 1식 8,000원 ▸교육지원청에 인도된 기간부터 소급
하여 근무지에서 지급

▸실제 근무일 지급
▸휴가,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
▸격일제 야간근무자 2일분지급

※ 교통비 : 도보 출퇴근자도 지급

교통비

기준 3,000원으로 하되
실비지급 원칙

[단, 환승(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장거리 이동 등 추가비용 
발생 시 교통카드 금액 기준 실비 지급]

출장비  일비 미지급, 교통비 발생 시 실비 지급

피복비  297,840원(2021년 1인당 제복지급 단가)

지급 시 
유의사항

▸소집월 및 소집해제월 보수지급
  : 근무일수×보수의 일할계산(월보수액/해당월일수)=지급액
▸교육소집일 및 소집해제일도 보수 지급
▸복무이탈, 통상 연가일수 초과 결근, 30일 초과 공무외 병가일수 : 

보수 미지급 (단, 공무수행 상 병가기간은 전액 지급)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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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보 안

업 무 명  보 안

관련법규

 ◦ 보안업무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무개요  학교에서 인원, 문서, 시설,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하는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및 보안감사  - 업무순서도 변경 및 서식 수정

 2.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  - 비밀(대외비) 내용 수정

 3.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관련 근거 수정

 4. 신원조사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통합

 5. 시설보안  - 관련 근거 및 서식 수정

참고자료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총무과, 2020.)

처리부서 고등학교
총무과

(교육정보담당관)
유‧초‧중

학교

국단위 경영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http://www.law.go.kr/������Ģ/�����κ��Ⱦ����������༼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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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및 보안감사

1.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단, 부재 시 교감)
  • 분임보안담당관 : 학교장이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자
  •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또는 교감
    ※ 보안담당관 교체 시 7일 이내 자체 인계‧인수 실시(인계‧인수요령)
② 보안담당관 임무
  • 자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계획조정 및 감독
  • 보안교육 • 비밀 소유현황조사
  •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및 현황조사 • 서약의 집행
  •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
  • 보안진단에 관한 사항
  •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 일반보안진단 : 보안담당관

￭ 사이버보안진단 : 정보보안담당관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73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① 대상기관 : 유‧초‧중‧고등학교
② 실시일 : 매월 세 번째 수요일(공휴일이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 실시)
③ 일반보안진단일지 및 사이버보안진단일지에 기록유지
  : 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서면(내

부결재)으로 작성 보존

3. 보안교육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74조(보안교육)

 보안교육(예시) 및 보안교육일지

  • 정기교육 : 전직원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수시교육 : 신규채용직원(임시직원 포함) 및 전입자(임용 후 5일 이내),
               공무국외출장자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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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사고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69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의 범위
 • 비밀(대외비)의 누설 또는 분실

  • 국가보안시설 및 장비의 파괴
  •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접근 또는 침입
② 보안사고의 보고 절차
  : 부서장 →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 경유 → 학교장 → 교육지원청(유․초․

중․고․특수) 통보
 ※ 보안사고는 전말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비공개가 원칙이며, 사고를 저

질렀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사람에 대
하여는 관계자는 물론 상급감독자도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 함 

 주요내용

 관련근거

5. 보안감사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71조(보안감사)

 보안감사
  • 보안업무 착안사항(별지 제30호)에 따른 관계사항 점검
  • 감사주기 : 각급학교 → 4년 
  • 감사내용 : 보안업무 전반
  • 정보보안 감사는 정보보안 주무 부서에서 실시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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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

1. 비밀(대외비)문서 관리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2017. 2. 22.)에 따라 종전에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던 대외비를 

각급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ㆍ시행하는 방법으로 그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외비 제도를 정비함

TipTipTipTipTip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1조(비밀의 접수·발송)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28조(대외비)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 문서 접수․발송 :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 기재
②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비치
③ 대외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정보 중 직무수행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④ 대외비는 대외비 목록 대장에 따로 관리

 ※ 대외비 관리 및 표시방법 변경 안내(2017. 2. 22. 이전/이후)

2. 비밀(대외비) 문서 보관

① 비밀 :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제 2중 캐비닛에 보관
② 대외비 :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

   ※ 대외비는 비밀 보관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 불요

3. 재분류 및 이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28조(대외비)

① 보호기관이 만료된 대외비 원본 및 사본은 일반문서로 재분류
② 일반문서 재분류 절차

 

보호기간 만료 
대외비 

업무관리시스템 
비전자 등록

→
대외비 

목록대장
정리

→
대외비 문서 
기록관 이관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77681&vSct=%EB%B3%B4%EC%95%88%EC%97%85%EB%AC%B4%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
http://www.law.go.kr/������Ģ/���Ⱦ������������Ģ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A%B3%B5%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J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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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작성

 

∘ 보안업무규정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56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주요
내용

 

① 계획의 목적 : 비상시 비밀 및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하기 위함
② 부서별 반출 및 파기대상 문서목록 파악
  : 교직원 대상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교육 후 주요 부서장에 협조 요구

 

⇒ 비밀(대외비)문서 보관 캐비닛 파악
⇒ 졸업대장 및 생활기록부 캐비닛 파악
   (영구문서, 보존문서)

교육행정실

 
③ 부서별 서식 및 도면 작성
  • 부서별 캐비닛 고유번호, 반출우선순위, 내용, 시건장치 
    담당자 등 파악 및 열쇠 확보
  • 도면작성은 해당부서에서 캐비닛 위치 표시 및 반출 경로 표시 
④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수립 및 결재
 • 각 부서별 자료 취합 후 결재[담당자가 부서장 협조
   (교육정보부장, 교무부장, 교감 등)를 구한 후 최종 학교장 결재]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예시 참고

⇒ 졸업대장 및 생활기록부 캐비닛 파악
   (영구문서, 보관문서)

교무실

⇒ 학생 학적 관련 CD 및 중요 정보용 CD 파악
교육정보부

⇒ 독극물 및 위험 실험시약 현황 파악
과학실

2. 생산 및 보관

     • 일반문서로 생산 후 안전반출 파기계획 1부를 당직함에 보관
  - 비상시 누구나 개봉하여 보안문서 및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Ⱦ�������
http://www.law.go.kr/������Ģ/���Ⱦ������������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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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조사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1. 신원조사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

구     분 내     용

대    상
 • 공무원 임용 예정자
 •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관련기관
 • 경기도 남부 소재지 학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경기도 북부 소재지 학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방    법  • 문서에 의한 조사(학교) 및 통보(관련기관)

관련서류
 •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여권용) 사진 1매
 •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 등 

2.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17106(2020. 7. 21.)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죄경력
  조회 활용 안내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조회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포함) 가능함

   (단, 유치원은 적용 제외, 기존과 동일
    하게 공문을 통해 조회요청)
 • 변경사항
  - 변경 전 : 관할 경찰서로 공문을  

통한 조회요청
  - 변경 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조회

TipTipTipTipTip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결격사유)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행정안전부, 20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구     분 내     용

대    상
 • 계약제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예정인 자

관련기관

 • 결격사유 - 채용대상자 등록기준지의 시·군·읍·면
              (시도별로 조회기관이 다름)
 • 범죄경력 – 경기 남부 또는 북부 지방경찰청
              (학교 소재지에 따름)

방   법
 •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민원(http://www.share.go.kr)에  
   접속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결격사유 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가이드 참고

관련서류
 • 결격사유 조회 의뢰서 예시안
 • 범죄경력 조회 의뢰서 예시안

 관련근거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law.go.kr/����/���Ⱦ�������
http://www.law.go.kr/������Ģ/���Ⱦ������������Ģ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J33:0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Ƶ���û�ҳ��Ǽ���ȣ�����ѹ���
http://www.law.go.kr/����/�Ƶ�������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https://www.share.go.kr/main_www_201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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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보안

1. 보호지역 지정

 

￭ 우측에 지정된 구역 이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기관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TipTipTipTipTip

∘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59조(보호지역 지정)

  
구   분 내     용

제한지역
 •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   

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 학교교사 전역

제한구역

 • 비인가자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 교장실, 기록물서고, 변전실, 보일러실, 발간실, 당직실 등

통제구역  •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
  : 전산기계실(서버실), CCTV서버 보관실 등

2. 보호지역 관리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보호지역의 구분)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60조(보호지역의 관리)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61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관리책임 
구   분 내     용

관리책임자
 • 제한지역 : 보안담당관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보호지역 적당한 곳에 관리책임자 표시 부착
  •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보호지역 자체점검을 실시
② 보호지역 관리 
  •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여 관계사항을 기록 유지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통제대장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제한 및 통제구역의 표시

3. 시설방호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62조(시설방호)

  ① 시설방호 책임자 : 기관의 장
 ※ 기관의 장은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② 시설방호계획(예시안) : 외래인 출입통제 방안(주·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경계 및 순찰등)를 포함하여 계획 수립
③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로 작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Ⱦ�������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C%95%88%EC%97%85%EB%AC%B4%EA%B7%9C%EC%A0%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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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복무

업 무 명  복무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업무개요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학교 관리에 따른 당직업무 및 개인복무관리와 공무원 휴가 처리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당직 근무  

 2. 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대체휴무, 가족돌봄휴가 등)

 3. 외부강의 및 유연근무제 
 - 외부강의 신고 절차 변경사항 반영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 사항   
   반영

 4. 출장  

참고자료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2020.)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2021.)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해설(총무과, 2021.)  

처리부서
고등학교
특수학교

총무과 유․초․중학교 경영지원과

https://www.law.go.kr/������Ģ/����������������¡����ÿ���/(104,20201020)
https://www.law.go.kr/������Ģ/������������������ѿ���/(138,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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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직근무

1. 당직근무

   내부계획 수립

￭ 당직의 감독 

  • 당직감독관 : 학교장 

  • 당직감독보좌관 : 교육행정실장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① 당직 및 비상근무 내부계획(규정) 수립
  • 기관 실정에 맞는 당직운영 방법
  • 당직실, 당직근무시간, 인원, 임무 등 지정
 ② 시설당직원 채용
  • 경기도교육청 시설당직원 운영계획에 따라 채용
  • 시설당직원 용역 발주 금지
  • 당직근무 대체 근무 방안 마련

2. 당직근무 실시

￭ 당직실의 주요 비품 목록

 • 당직근무일지

 •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 직원 비상소집명부

 •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 비상열쇠보관함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공문 사본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자체 당직근무규정

 •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 휴대용 전등, 양초 등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① 당직신고
  • 당직근무 개시 30분전
    - 공휴일의 당직은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
  • 당직자는 복장 단정 및 당직근무표찰 패용
 ② 당직의 인계․인수
  • 교육행정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 인수․확인
 ③ 당직 실시 
  • 실별 보안점검표 확인 :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점검
  •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 국기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 전화 민원 응대 및 긴급 연락 보고
 ④ 당직근무 종료 : 당직근무가 종료되면 당직비품 인계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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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1. 휴가실시의 개요 

       

 

￭ 대체휴무의 실시

 • 평일 시간외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가능

￭  휴가 관련 Q&A

TipTipTipTipTip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① 휴가 신청 및 허가 시기 : 휴가사유 발생 전까지
  • 불가피한 경우 다른 공무원이 대행 
 ② 휴가 일수의 계산
  •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법정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처리

2. 연가

￭ 병가 누계 8시간 미만 사용 및  연가  

  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한  

  경우는 연가 가산 대상 아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휴직기간
 •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퇴직일로부터의 기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제2호의 연수기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 지참, 조퇴, 외출, 반일연가의 누계 계산

 •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 공제

  •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 차년도 자동 

이월저축

￭ 가용연가 시간단위 초과 시 다음해 

연가에서 자동 차감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연가일수 
  • 재직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적용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1일
  12일
  14일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7일
20일
21일

 ② 연가일수의 가산 : 총 2일까지 가산(다음해에 한함)
  • 당해연도의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 1일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 1일
 ③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월)  x  해당 연도 연가 일수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에서 공제
 ④ 개인별 연가사용계획 수립
  • 월1회 연가사용계획(월례휴가) 및 분기별 연가사용계획(분기별 휴가)
 ⑤ 연가 당겨쓰기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5일
  6일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8일
10일

 ⑥ 연가의 저축 :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를 그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할 수 있음(10년 이내 미사용할 경우 소멸)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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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① 병가 일수
  •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 이내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의 누계 :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② 병가 운영 방법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단위 운영    
  • 병가기간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 : 진단서 첨부

(미제출시 연가 활용)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
  •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연금법의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하여 심의 중-결정통지서 통보 시까지 일반병가와 

연가사용-결정통보 후 소급처리   

4. 공가(公暇)

￭ 공가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 허가대상인 공가 당일에 대한 

왕복 소요일수 가산 가능

 • 건강검진 2차 검진도 대상

    • 전보 시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용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① 공가일수 : 최소한의 실제 소요일수 또는 필요기간 
 ② 공가사유
  • 징병검사, 공공기관 소환, 투표 참가, 승진․전직시험 응시, 원격지간  

전보발령 부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1항의 
결핵검진, 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 참가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 응시,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체결에 참가할 때

   • 검역법 제5조의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공무 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 위한 
검역감염병 예방 접종 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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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휴가 

       

 

￭ 지방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특별휴가)

 

휴가종류 세 부 내 용

경조사
휴  가

 • 경조사별 휴가일수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 실시

출산휴가

 •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진단서)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유산, 사산휴가(휴가기간 : 유산, 사산한 날부터 기산)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임신기간 16주-21주 : 30일, 임신기간 22주-27주 : 60일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 3일 / 출산휴가 : 10일(1회 분할 가능)

난임치료
시술휴가

 • 시술 당일 1일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

임신검진
휴    가

 • 임신 중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

여성보건
휴    가  • 여성공무원의 생리기간 중 매월 1회(무급)

모성보호
시    간

 • 임신 중 여성공무원(임신 전체 기간)      
  - 1일 2시간 범위 내
  -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확인(최초 이용 시 제출)
  - 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육아시간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최초 이용 시 제출)
  - 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수업휴가

 •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기간
 •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재해구호
휴    가

 • 재해구호 휴가일수 : 5일 이내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해, 재난피해를 입은 공무원
  -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부모휴가  • 5일(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 합산하여 5일)
  - 만 4세(매년 1월 1일 기준)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장기재직 
휴    가

 • 10일(10년, 20년,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동안 사용)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로 나누어 분할사용 가능, 예- 5일, 5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로 나누어 분할사용 가능)
  - 30년 이상 : 20일(4회로 나누어 분할사용 가능)

학습휴가  •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학교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 
  - 연간 4일 이내

가족돌봄
휴    가

 • 학교·어린이집 공식행사 참여, 교사 상담, 자녀 병원 진료 동행,  
휴업·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 총 10일 : 미성년 자녀 2일(부부공무원 각각 2일), 
    단, 한부모, 장애인 자녀, 2자녀 이상 3일(이상 유급), 그 외 가족(무급)
   - 유급 :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무급 : 일 단위 사용

입영휴가  •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입영당일 1일)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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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강의 및 유연근무제

1. 외부강의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

 •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

 • 교육감 이하 공무원과 공직관계

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인 경우는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시간당 상한액만 적용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 허가)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① 외부강의(강의․발표․토론․심사 등) 신고 
  •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전자문서시스템 활용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대상(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 아님
 

 ② 경기도교육청 외부강의 대가 기준                (단위: 천원/시간)

  ※ 외부강의 대가 기준은 시간당 상한액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음  
  ※ 상한액초과 수령 시 해당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초과사례금 신고서)
 ③ 겸직허가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출강(겸직허가 신청서)
   :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 시

구 분
교육감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비고

상한액 400 1,000
(실비수준의)여비등은

미포함

2.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 운영상 유의사항 

 •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

개인별 유연근무제 사용 불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해설(2021. 1.)]

 • 유연근무제 운영 계획 예시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Ⅴ(유연근무제)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장(유연근무제)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유    형 활용 방법

시간제근무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출퇴근시간 자율조정)
 근무시간선택형  1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집약근무형  1일 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원격
근무제

‣ 별도 지침에 따름
‣ 코로나 19에 따라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재택근무 비율 준수
 ⇒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단계 이하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및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상황, 공무원의 근무상황 
및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시행(학교장이 지방공무원의 재택근무 
시행 여부 및 비율 판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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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

1. 출장의 실시 

       

 

￭ 근무지내 출장의 여비 지급

 • 출장거리가 왕복 2km 및 차량임차 

사용자 등의 여비 부지급 및 감액 지급 건

   ※【제12편】 1. 근무지내 국내출장 
참고

 ￭ 출장 조치 가능 여부 주요 사례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출장)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Ⅶ(출장)

 ① 출장의 정의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② 출장의 구분     
  • 근무지내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그리고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 근무지외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이며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③ 출장공무원의 의무
   • 공무수행에 전념(사사로운 업무 금지)
   • 정해진 출장기간 안에 업무 미완수 시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받아야 함
   •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구두로 갈음할 수 있음

2. 초과근무와 여비

￭ 초과근무수당 예외지급

 •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예 :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학생을 야간에 지도할 

경우)

 •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 실제로 초과근무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출장)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Ⅶ(출장)

 
 ① 출장과 초과근무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 부여  
  •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되는 경우 초과근무 명령절차를 

거치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2  출장과 여비
  • 출장이 여비 지급 근거이나,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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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학교운영위원회

업 무 명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사립학교 법인정관
 ◦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업무개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회의 소집 및 개최, 안건심의 등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 의의 및 성격 내용 추가
 - 운영위원장 단임 사항 반영
 - 특수한 상황 발생시 위원선출연기, 다음 위원 

선출시까지 현재 위원이 직무대행 내용 추가
 - 학부모위원선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추가

 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 안건제안에 대한 학생의견수렴 추가
 - 회의의 종류 및 차수부여사항 추가

 3.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내용 수정

 4.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 위임에 따른 운영 여부 추가

참고자료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학부모시민협력과, 2020.)

처리부서 고등학교 학부모시민협력과 유‧초‧중학교
국단위 중등교육지원과

과단위 교수학습지원과

http://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3338&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4&pageIndex=1&schKey=TITLE&schVal=%ED%95%99%EA%B5%90%EC%9A%B4%EC%98%81%EC%9C%84%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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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1. 의의 및 성격

2.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관련규정 점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2(운영위원의 구성)
∘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흐름도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정수

TipTipTipTipTip

 
 ①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확인 :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 기준 
   ※ 신설학교 : 개교일의 학생수 기준
 ②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 규정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임
   ※ 규정 개정 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

 주요내용

￭ 국공립 및 사립학교 성격 비교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심의기구 자문기구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근거

  
  ① 의의 :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의 참여로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심의ㆍ자문하는 기구

  ② 법적성격 : 법정 위원회, 독립된 위원회, 심의ㆍ자문기구
     ※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ㆍ의결함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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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학부모위

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구성

TipTipTipTipTip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및 제4조(위원의 임기)
∘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관련근거

4. 학부모위원 선출

 

￭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 절차는 동일함(간접선출)
  ☞ 엄격적용,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직접선출 원칙

TipTipTipTipTip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일정 및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관련 서식 목록

￭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투표 병행시 주의사항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관련근거

 
 ①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까지)
 ②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이 원칙
   • 가정통신문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자체규정에 따

라 병행 가능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가정

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이용하여 선출 가능
 ③ 선출절차 및 준비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 선출홍보 → 선출관리위원회구성 → 선출공고 → 후보자등록 → 선거인명부

작성(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 결격사유조회 → 선거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및 개표 → 당선자공고 → 선거결과 홍보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안내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선출홍보문 배포
 ② 위원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출공고
 ③ 특수한 상황시(각종 재난으로 인한 개학연기 등) 위원선출 연기 가능
   ※ 다음 위원 선출시까지 현재 위원이 직무 대행
 ④ 위원의 임기 개시일 : 매년 4월 1일
   ※ 위원 선출이 연기된 때 : 당선 결정 때부터 개시
 ⑤ 위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최대 3년)
 ⑥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보궐 선출 : 전임자의 남은 임기
   ※ 단,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 정수의 1/4 이상 자리가 비

지 않은 경우 :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미선출 가능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б������ȸ��ġ�����
http://www.law.go.kr/����/���ߵ���������
http://www.law.go.kr/��ġ����/�����б������ȸ��ġ�����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79

5. 교원위원 선출

￭ 당연직 교원위원

  • 국공립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임

  • 교원위원 정수에서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원위원을 선출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관련근거

 
 ①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까지)
 ② 선출방법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③ 선출절차 및 준비
  •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

으로 구성
  • 선출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공고 → 후보자등록 → 선거인명부 

작성(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 선거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 공고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안내
    ※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참조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

영 가능(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를 각각 1명 이상 포함)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6.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 추천

 • 피추천자의 운영위원 자격제한 
사유가 있는지 잘 검토후 추천

   (당선무효 원인이 될 수 있음) 
 • 지역위원 추천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2(운영위원의 구성) 및 

제3조(위원의 선출 등)
∘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관련근거

 
 ①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후 임기만료 전일까지(3월 30일)
 ②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당선자와 교원위원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당

선자 및 교원위원당선자 무기명투표로 선출
 ③ 선출절차 및 준비
   • 학부모ㆍ교원위원 선출완료 → 회의소집 통지 공문 발송(지역위원 추천) →  지

역위원 추천ㆍ등록 → 결격사유조회 → 회의개최* → 무기명투표 → 당선자 공고
     * 단지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일 뿐 임시회는 아님
   • 당선 결정은 최다득표순으로 결정 
 ④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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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관련근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임기 :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단임으로 함
 ② 선출시기 : 최초로 소집하는 임시회(4월 15일까지 학교장이 소집)
 ③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 실시하여 최고득표자가 당선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 당선)
 ④ 선출절차 및 준비
   • 학교장 안건 발의(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건) → 임시회 소집
   • 회의 개최(학교장 진행) → 위원장 선출 → 사회 교대 →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단임 : 200명 미만 소규모학교의 경우 제외

주요내용

8. 위원의 자격 상실

￭ 운영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운영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위원의 자격 제한 사항(정당의
   당원 배제 등)을 따로 규정할  

 수 없음

TipTipTipTipTip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위원의 겸임),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관련근거

 ① 운영위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

출될 수 없음
   ※ 결격사유ㆍ범죄경력 통합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http://www.share.go.kr)
 ② 운영위원 당연 자격상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
 ③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로 자격상실
  • 위원 지위 남용 :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한 경우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불참하는 경우
  •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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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1. 안건의 제안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및 
제15조의 2(의견수렴 등)

 관련근거

 
 안건의 제출 ‧ 발의

  ① 학교장 : 안건제출서 제출
  ②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 : 안건발의서(제안자 연명부 첨부)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
  ③ 학생의견수렴 :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음

 관련근거

Tip

￭ 회의개최 7일전의 기간 :
   회의 개최일을 제외하고
  역산하여 7일이 되는 날
  이전에 도착

TipTipTipTipTip

Tip

￭ 회의 차수 부여

  •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산정  
  • 회기번호는 누년으로 차수 부여

￭ 회의의 종류

 • 시기에 따라 : 정기회, 임시회
 • 구성에 따라 : 본회의, 소위원회

TipTipTipTipTip

2. 회의소집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회의소집 등), 제14조(회의 
공개원칙),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관련근거

 
 정기회 ‣ 연1회 이상 개최,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임시회 
  ① 임시회 소집 요구

   • 최초임시회 :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4월 15일까지 학교장이 소집)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임시회 회의 소집(운영위원장) : 회의개최 7일전
   • 집회공고 :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 학부모부담경비 사전의견 수렴 : 홈페이지 게시
   • 임시회 소집요구(위원) : 안건 첨부 개별통지
   • 방청안내 : 회의공개원칙
     ※ 회의 일시 :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
  ③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심의 전 학교홈페이지에 회의일시, 심의 내용 등 5일 이상 게시
   •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에게 미리 안내
   • 학부모는 열람기간내 의견 제출, 운영위원회는 제출 의견 반영 심의 
  ④ 회의준비
   • 회의진행 시나리오, 의사일정표, 당일심의안건, 제안서 등
   • 회의장 준비(명패, 의사봉, 기타필기도구 등)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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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

 • 반이 넘는 수, 반수보다 많은 수
  예) 15명인 경우 8명, 14명도 8명

￭ 정족수

 • 의사정족수 : 회의진행 최소 위원수

 • 의결정족수 : 안건결정 필요 정족수

TipTipTipTipTip

3. 회의개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관련근거

 
 ① 위원출석등록 : 위원출석등록부 
   • 운영위원여비 지급 가능(「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 준용)  
 ② 의사정족수(조례 제13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③ 회의순서
   • 개회→국민의례→전회심의사항추진사항결과보고(간사)→안건심의→폐회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포함
   • 회의 종료후 7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 등으로(비공개 의결시 제외)
 ⑤ 심의결과 이송 : 위원장 → 학교장
 ⑥ 학부모 의견 수렴 및 학생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가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심의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
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조례로 정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교육활동‧수

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학생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학생대표 등 회의 참석하여 의견 청취 가능

 주요내용

4. 심의(자문)결과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관련근거

 
 ① 심의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등
 ②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③ 심의 없이 시행 가능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 심의를 거치지 아니고 시행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ߵ���������
http://www.law.go.kr/��ġ����/�����б������ȸ��ġ�����
http://www.law.go.kr/��ġ����/���� �б������ȸ ��ġ��� ����
http://www.law.go.kr/����/���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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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중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함

Tip

￭ 소위원회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
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
영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전문
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
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

 •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TipTipTipTipTip

1. 급식소위원회 구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소위원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소위원회)
∘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관련근거

 
 ① 내부규정수립 : 학교급식소위원회규정 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② 위원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하여 9인 이내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위원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교직원, 학부모, 학생대표 등
     ※ 단,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함
   • 위원구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④ 간사 : 위원회 사무 처리, 영양(교)사(‘05. 12월 국가청렴위 권고)
   • 공동조리교의 경우 : 공동급식관리소위원회 구성 가능
    - 내부규정 공동 제정(장기결석 처리 등)
    - 급식소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비조리교 위원 포함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급식시설이 설치된 학교에 구성

 주요내용

2. 회의 개최

 
 ① 정기회 : 연 1회 이상 학교자체 내규에 따라 개최
 ② 임시회 운영
   • 소집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 작성 후 학교운영위원회 서면보고
    ※ 회의록 작성은 주요 내용만 개조식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협의록 개별 서

명 생략(단위학교 교사행정업무경감 추진매뉴얼 ‘13.10.)
 ③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위원장이 보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ߵ���������
http://www.law.go.kr/��ġ����/�����б������ȸ��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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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소위원회 활동

∘ 2019 학교급식 업무매뉴얼(제2편 학교급식운영관리)
 관련근거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은 연 2회 이상 실시(회의 포함)
 ① 급식비 책정, 급식 예‧결산 등에 관하여 실무 검토
 ②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배식 등 모니터링 참여
 ③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④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제정
 ⑤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 등 업체현장의 비교평가(학교급식 관련시설 

점검시 영양(교)사 참여하도록 개선(국무총리실「식품안전정책위원회」현장
점검시 건의사항(‘14. 8월))

 ⑥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활동으로 정한 사항
 ⑦ 공동조리교의 경우 
   • 비조리교와 급식일정 동일하게 협의
   • 기타 공동조리 급식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982488&bbsMasterId=BBSMSTR_000000000246&pageIndex=2&schKey=TITLE&schVal=%EA%B8%89%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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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1.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Tip

￭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경우 

운영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소위원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소위원회)
∘ 각급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관련근거

 ① 위원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하여 9인 이내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생대표, 외부전문가 등)
    ※ 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② 운영 : 본회의에서 위임 여부 결정에 따라 운영 또는 미운영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④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미구성 가능

 주요내용

2. 예·결산소위원회 활동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3조(예산안 심의)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2020년)

 관련근거

 예‧결산소위원회 활동사항

 ①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예산(안),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②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사전검토 사항
 ③ 기타 예‧결산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④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

 주요내용

3. 회의 개최

  회의 운영

 ① 소집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③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위원장이 보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ߵ���������
http://www.law.go.kr/��ġ����/�����б������ȸ��ġ�������
http://www.law.go.kr/��ġ����/�������б�ȸ���Ģ
http://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searchTab=&searchCategory=&bbsId=1001120&bbsMasterId=BBSMSTR_000000000114&pageIndex=1&schKey=TITLE&schVal=%EB%B0%9C%EC%A0%84%EA%B8%B0%EA%B8%88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3338&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4&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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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보수

업 무 명  보수

관련법규

 ◦ 보수작업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연말정산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 채권압류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공탁법, 공탁규칙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맞춤형복지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업무개요  교직원의 월급여를 비롯한 연말정산(세금), 채권압류,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맞춤형복지 등 정규 교직원의 전반적인 보수업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변경사항
 1. 보수업무(NEIS)  보수 관련 안내자료 2021년 기준으로 변경
 2. 연말정산  연말정산 안내자료 2020년 기준으로 변경
 3. 채권압류  
 4. 공무원연금
 5. 건강보험  
 6. 한국교직원공제회  
 7. 맞춤형복지제도  

참고자료

 ◦ 공무원보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2021.)

 ◦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요령(재무담당관, 2020.)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2020 공무원연금 길라잡이(공무원연금공단, 2020.)
2020 공무원연금실무(공무원연금공단, 2020.)
2021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공무원연금공단, 2021.)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EDI  
건강보험 사업장 업무편람(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 맞춤형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21.)
맞춤형복지포털

처리부서 고등학교 재무담당관 유·초·중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http://www.nts.go.kr
http://www.hometax.go.kr
https://www.geps.or.kr/index.jsp
http://www.nhis.or.kr
http://bips.bizmeka.com
https://www.ktcu.or.kr/MH/MH-P010M01.do
https://www.gew.kr/main.php?menugrp=030100&master=html&act=page
http://www.gw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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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업무(NEIS)

NEIS 통합급여대상자 : 교육전문직,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지방공무원(행정대체 포함) 
 ※ 단, 교육공무직, 특수운영직(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등)은 학교회계직·기타직급여 탭에서 급여작업하고 학교회계에서 별도 지급

1. NEIS 급여작업

￭ 급여작업은 매월 8일전까지 
작업(마감)을 완료해야 하며, 
실적이력생성 후 관할지원청 
마감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TipTipTipTipTip

￭ 개인별 또는 전체 급여반영 
제반 자료(수당 및 공제)입력 
후, 최종적으로 ①, ③ 단계를 
다시 실행하면 입력한 모든 작
업이 반영됨

TipTipTipTipTip

                  
∘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교육공무원인사실무 초등 및 중등  

  ① 기초자료 생성
   • 인사자료 변동(정기승급, 호봉재획정, 호봉정정 등) 또는 
     새로 반영할 내역 발생 시 반드시 기초자료를 다시 생성하여야 함
    - 기본사항, 가족사항, 초과근무내역, 기여금기본사항  
    - 인사담당자와의 협조 체계 유지
  ② 대상자 생성

   • 급여지급대상자를 일괄 생성하는 작업 
   • [대상자생성] 후 [조회]하여, 누락자는 [대상자추가]로 등록하고,
     급여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는 ▢V하여 삭제 
    - 대상자 중 전월급여 마감 후에 급여지급 대상자가 된 경우 소급에 
      ▢V하면 소급 분 자동 계산 됨(수작업으로 계산하여 대조 요함)
  ③ 월급여 일괄작업 

   • 본봉/수당계산, 공제계산, 세금계산,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계산, 지급액
     계산 등 급여작업 완료
    - 변동내역서, 급여‧공제내역서 작성
  ④ 지로파일 생성(은행이체 자료 생성) : 오류내역 확인
  ⑤ 승인 : 변동내역서, 급여‧공제내역서 등의 급여내역을 업무관리로 결재
  ⑥ 기관별 실적이력생성 승인요청➜결재완료➜이력생성(마감), 마감▢V 확인
  ⑦ 관련 장부 및 보관

  

관련 장부 ☞ 결재 받아서 보관  보존기간
- NEIS 급여대장(개인별명세, 기관 집계)
- 급여작업 기초자료 및 변동(정정)내역서 5년

 주요내용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급여작업(예)           ※ 본 화면에서 개인별 모든 급여사항을 처리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인사 복무 국공립급여 교원인사

국공립급여/월급여
작업년월 2021년 1월 성명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2****** ⌕조회

기본사항관리
급여기본사항관리 ➜ 기본사항 근무사항 가족사항 인사정보 초과근무 개인수당 조정수당 기타수당 개인공제 세금예외 채권압류

본봉/수당관리 기 여 금 [기]공제 [기]실적 건강보험 [건]공제 [건]실적 국민연금 [국]공제 고용보험 [고]공제 지급명세
(기관수당내역관리) 급여사항 당월수당 월별수당 당월공제 월별공제 세금내역 일할내역 보류내역 기초자료 대상생성 급여작업

공제관리 ↳           * 기본사항 주요메뉴 안내
(기관공제내역관리)

-기본사항 인사연계 급여기본사항(본봉 및 거의 모든 수당이 반영 됨)
-가족사항 부양가족 추가, 변경, 삭제, 학비수당 입력
-초과근무 [복무]연계 초과수당 집계내역
-조정수당 신분변동 등으로 특정 월에 한정하여 조정 지급할 수당
-개인공제 개별공제, 전체는‘개인별공제일괄생성’에서 입력
-세금예외 개별 세금 조정 시(특별한 사유 외에 사용금지)
-기 여 금 [기]공제 : 소급, 과미납기여금, 대여학자금 등
-건강보험 임용일, 취득신고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

[건]공제,[국]공제,[고]공제 : 한시적 특정금액 공제 시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류내역 보수총액보다 공제액이 많아 공제 보류된 내역
-채권압류 채권압류 정보관리

작업 ↑

★개인별

급여작업

-① 기초자료생성



★기관
(부서)
전체의 

급여작업

-② 대상자생성
-③ 월급여일괄작업
-④ 지로파일생성
-⑤ 실적이력생성
     이력생성승인요청

-   급여가계산작업(사립)
-   기관별진행현황

본봉/수당내역
(기관수당내역조회)

공제계산내역
(기관공제내역조회)

급여자료관리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
http://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bbsId=976986&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C%9D%B8%EC%82%AC%EC%8B%A4%EB%AC%B4
http://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bbsId=976141&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C%9D%B8%EC%82%AC%EC%8B%A4%EB%AC%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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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공제금 처리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교육청에서 학교공제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송금
   • 송금시기 : 급여일
   • 공제금 : 채권압류금, 급식비 등(원천징수동의서, 원천징수관리대장)
    ※ 학교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항목만 공제
 ② 학교공제금 납부

   • 지출(반환)시기 : 급여 당일 지출(반환)하도록 함(채권압류금 등) 
 

3. 법정부담금 처리  ① 교육청에서 기관 공제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송금 
   • 송금시기 : 원천세액 및 4대보험 매월 9일(송금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② 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시 같이 납부함

4. 급여 반납 ① 당해년도 급여 반납(회수) : 기관별 반납계좌 확인 
② 지난년도 급여 반납(회수) : 그 외 수입(교특) 처리(세입담당 문의)

급여 및 수당의 이해  
 1. 용어의 정의  
  ① 봉급 :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②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
  ③ 보수 : 봉급+각종수당(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 연봉 + 각종수당)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 정산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호봉획정 또는 승급과는 관계없이 보수가 잘못 지급된 경우 : 과다 지급된 보수는 5년분을 환수(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하고 과소 지급된 보수는 3년분을 추가지급(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④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⑤ 보수의 일할 계산 : 해당 월의 보수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⑥ 보수의 월할 계산 : 수당을 지급기간(월)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자녀학비보조수당 등)
  ⑦ 근무일수의 계산
    • 공무원의 신분이 새로이 발생하는 임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
    •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임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
    •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 군복무기간의 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 포함
  ⑧ 근무월수의 계산 : 근무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88519&chrClsCd=010202&gubun=KLAW&nwYn=Y&conDatGubunCd=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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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급여의 이해

구  분 지 급 요 령

월
봉
급

봉급(본봉)
(공무원보수
규정 제2장)

①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별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NNNNN  국공립급여 > 기준관리 > 급여기준관리
② 신규임용 및 퇴직 시 월봉급액
  • 5년 이상 15일 이상 근무자(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 제외)가 퇴직 시 : 전액지급
  • 5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 시 : 일할계산
  • 신규 임용 시 : 일할계산
    예) 2021. 3. 5. 자 9급 1호봉으로 신규 임용 시 봉급 지급은?
        1,659,500원☓27/31일=1,445,370원(원단위 이하 절사)
③ 정기승급(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 자로 승급한다.

근
속
가
봉

근속가봉
(공무원보수

규정 
제30조2)

 교육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급대상 유‧초‧중‧고 비고
지 급 액 71,700원 (2021, 매년 고시) (별표11 적용 공무원)

3. 수당의 이해
구  분 지 급 요 령

상
여
수
당 

대우공무원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①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② 지급액 :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지급
  •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 주의 :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
③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2)

①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현재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1월 이상 봉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에게 아래 요율을 지급한다.  
    ※ 육아휴직자는 한 아이 당 최초 1년과 셋째 이후 자녀의 최대 3년은 모두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②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근무연수 계산 시 유의사항
  • 기준일 : 매월 1일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 
  • 기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 
                별표19 등의 공무원경력에 해당되는 경력이 근무연수에 계산되고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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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요 령

③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신규 임용 공무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함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봄
    -군복무, 법정의무수행･고용, 유학･노조전임･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봄

  • 지급방법 :    지급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 기간의 적용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2)

① 지급대상 및 지급액 
  • 근무연수 :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에 준용

   

지급대상 근무연수 월지급액 추가가산금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 근무연수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모범
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① 지급대상 :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공문 또는 상장사본 첨부)
② 지급액 : 월 50,000원
③ 지급방법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지급
  • 퇴직, 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시 :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지급

가
계
보
전
수
당

가족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①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② 지급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동 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부양가족의 범위)하여야 함
     ※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③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계부 및 계모 포함)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포 함)을 말한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④ 지급액 : 배우자 월 40,000원, 부양가족(배우자 및 자녀 제외) 1인당 월 20,000원(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
  • 단,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자녀의 가족수당은 첫째 월 20,000원, 둘째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0,000원을 지급하며, 
    NEIS/가족사항에 자녀 모두를 등록하면 자동계산 됨

http://www.law.go.kr/����/�������������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91

구  분 지 급 요 령

가
계
보
전
수
당

⑤ 부양가족의 신고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만 신고
  • 직계존비속에 대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증명은 장애등급 등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진단서 등) 또는 장애인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
  • 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 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함             

⑥ 지급 시 유의사항
  •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포함)일 경우 그 중의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환수는 5년)
-----------------------------------------------------------------------------------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가족수당, 학비수당)

   (가)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동의서 : 특정양식 없음)

   (나)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가)의 방법에 의
하되,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함)

자녀학비
보조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6)

① 지급대상 : 재외근무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포함)
  •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외
  • 재외근무지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② 지급액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

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유치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초등학교･중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700달러, 고등학
교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
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
원비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함.

③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함.
④ 지급시기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함.
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명시) 또는 공납금 납입고
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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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 남녀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또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에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해당하는 금액을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아래와 같이 지급
  • 육아휴직기간 중 보수지급일 : 육아휴직수당의 85%를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80% 지급(단,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월봉급액×50% 지급(단, 12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 부부공무원의 경우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부부가 동시에 휴직한 
    경우에는 1인만 지급) 두 번째 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봉급액의 10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 (상한액 25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단, 12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 한부모 공무원의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100%(상한액250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80%
     (단 150만원 상한, 70만원하한),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50%지급(120만원상한, 70만원 하한)
  •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7개월째 되는 보수지급일 : (퇴직, 휴직시도 지급)
    육아휴직수당 총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 적용, 비과세)을 일시불로 지급
    단,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최소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특
수
지
근
무
수
당

특수지근무
수당

[도서벽지
수당]

(동 규정 
제12조)

①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급지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지급액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② 지급액 :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의한다.

특
수
업
무
수
당

위험근무 
수당

(동 규정 
제13조)

①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지급액 : 동 규정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및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 의함
            (갑종 60,000원, 을종 50,000원, 병종 40,000원)

기술정보
수당

(동 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제1호)

①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별표1의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②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가산금(※ 자격증 첨부 신청서 제출)
5급 이상 50,000원 이하  ◦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금 지급
   - 기술사 : 월 50,000원 이하
   -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 이하
   - 산업기사 : 월 20,000원 이하

6급 및 7급 30,000원 이하
8급 이하 20,000원 이하

전산업무
수당

(동 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제1호11)

① 지급대상 :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 제외)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② 지급액 :

근무연수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월 30,000원 이하 월 20,000원 이하

  ※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함

연구업무 
수당

(동 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제2호 가목)

① 지급대상 및 지급액

대상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대상자 연구직
공무원

수련기관‧연수기관

원장 부장 장학관(사)
교육연구관(사),교사

지급액 22,000원 17,000원 지급액 80,000원 110,000원 100,000원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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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업
무
수
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동 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제2호 나목)

① 지급대상 및 지급액

구  분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1‧2‧3급 상당)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4‧5급 상당)

지급액 70,000원 10,000원
교직수당
(별표11 

제2호 다목)
① 지급대상 : 교육장, 장학관(사), 교육연구관(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② 지급액 : 월 250,000원

교직가산1
(원로)가산금

① 지급대상 :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매달 1일 현재 교육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교사
  (부장교사 포함, 기간제교사는 제외)
② 지급액 : 월 50,000원

교직가산2
(보직교사)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임용기안 첨부)
② 지급액 : 월 70,000원

교직가산3-1
(특수학교,
국악학교)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겸직 교원
② 지급액 : 월 70,000원(국․공립 특수학교 근무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월 50,000원(국립국악중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 근무 교원, 고교부설 방송통신고,중고부설 방통중 겸직 교원) 

교직가산3
(안전지도)

① 지급대상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
② 지급액 : 월 30,000원 

교직가산4
(학급담당)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 임용기안 첨부)
② 지급액 : 월 130,000원

교직가산
(실과담당)

① 지급대상 :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 표시과목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ㆍ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ㆍ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② 지급액

호봉별 31~40 22~30 14~21 9~13 5~8 1~4 가산금

지급액 50,000원 45,000원 40,000원 35,000원 30,000원 25,000원 단, 기계공고, 전자공고 교장‧교감‧기계과목‧
전자통신‧전기과목 교사 월 10,000원 가산

교직가산6
(보건)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② 지급액 : 월 30,000원

교직가산7
(병설유치원 
겸임, 초중고 
병설학교겸임)

① 지급대상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통합·운영학교 및 병설학교의 교장‧교감
② 지급액 :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교직가산8
(영양교사)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② 지급액 : 월 30,000원

교직가산9
(사서교사)

① 지급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② 지급액 : 월 20,000원

민원업무수당
(별표11조 

제3호 바목)
① 지급대상 :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② 지급액 : 월 50,000원 이하

사서수당
(별표11조

제3호 바목)
① 지급대상 : 사서직공무원
② 지급액 : 5급 이상(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월 20,000원 이하)

교직가산10
(전문상담교사)

① 지급대상 :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② 지급액 : 월 20,000원 

학교운영수당
(별표11 제3호 

바목 20))

① 지급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② 지급액 :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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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업
무
수
당

업무대행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①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해당 기관장은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업무대행자 지정
     (업무대행 공무원은 5인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고,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 3인 이하 지정 가능)
② 지급액 : 월 20만원(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

초
과
근
무
수
당

등

시간외근무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①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의 보수지급일(단, 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③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정액분 10시간 포함) 
  ※ 근무명령 상한시간 : 1일 4시간, 월 57시간 이내(정액분 10시간 별도)
④ 지급시간 수 계산방법

구분 1일 지급시간 계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1시간 미만 : 미지급
 • 1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
 • 5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

휴일 및 토요일 근무
 • 1시간 미만 : 미지급
 •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 4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

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근무일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및 외출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2시간, 모성보호시간 2시간 포함)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분을 지급
⑥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예 :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 재외근무공무원 및 국외파견공무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1월 이상 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훈련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자
⑦ 교육공무원 나이스 복무처리 중 출장(연수) : 교원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처리되고 자율연수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⑧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
  •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급 가능
  •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병급 지급 가능
  • 병급 지급이 불가한 경우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문화유적지 답사‧소년‧전국체전 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관련공문: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사항안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13903(201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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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요 령

초
과
근
무
수
당

등

시간외근무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⑨ 초과근무 및 수당지급 절차

 

초과근무자
→

당직자(초과근무확인)
→

복무담당자(교감, 행정실장)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명령대장

(NNNNN나의메뉴>복무>개인초과근무신청) 초과근무확인대장  개인별초과근무내역(수신・발신 서명)과
 초과근무명령서를 보수지급기관(담당자)에게 통보

⑩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2021년 기준)

 

구분 단가 구분 단가

일반직

5급 14,215원 교감, 장학관, 연구관 14,434원6급 12,124원
7급 10,952원 교  사

장학사
연구사

30호봉이상 13,511원
8급 9,832원 20~29호봉 12,585원
9급 8,887원 19호봉이하 11,330원

관리업무 
수당

(동 규정 
제17조의2)

① 지급대상 : 일반직(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교육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② 지급액 : 월봉급액(기본급)의 7.8%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실
비
변
상

등

정액급식비
(동 규정 
제18조)

①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② 지급액 :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동 규정 

제18조의3)

①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② 지급기준일‧지급액‧지급시기(급여담당자-NEIS 명절휴가비 작업)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지급시기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월중 인사 발령 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연가보상비
(동 규정 

제18조의5)

①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단,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나, 방학이 없는 기관 근무자는 포함)
② 지급액

 • 6월말 연가보상비 = 6월30일 현재의 월봉급액×86%×1/30×5일
 • 12월말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수-[6월말 기 지급한 연가보상비]

③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지급방법

 

  • 6월말 이전 퇴직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수
  • 7월 이후 12월말 전 퇴직 
    - 6월말 보상 : 상동(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
    - 퇴직일 기준 보상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수-[6월말 기 지급한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 봉급표상 월봉급액,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미사용연가일수×[12개월-제외기간(월)]/12개월
  • 미사용연가일수(20일 이내)=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사용한 연가일수
  •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함.
  • 제외기간=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
  • 하반기 미사용연가일수(15일 이내)=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사용한 연가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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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요 령

실
비
변
상

등

직급보조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15)

①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② 지급액

직급 4급‧교장‧장학관‧ 
교육연구관(4급상당)

5급‧교감‧장학관‧ 
교육연구관(5급상당)

6급‧장학사‧
교육연구사 7급 8‧9급

지급액 400,000원 250,000원 165,000원 155,000원 145,000원

  ※ 전용승용차량 제공자 : 직급보조비 최대 20만원 감액

겸임수당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①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겸임 발령을 받은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의 지방공무원 
 ② 지급액 : 월 50,000원
 ③ 지급시기 : 겸임발령일 기준 (단, 본 규칙 제정 시행 전 겸임 발령자에 한하여 2019. 5. 1.자부터 소급적용함)
 ④ 주의사항 : 「경기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과의 병급 지급이 불가함.
  ※ 관련문서: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24406(2019. 7. 29)

학
교
회
계
에
서
 
지
급
되
는 
수
당

※
학교
회계 
소관
부서 
검토
사항

교원연구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① 지급대상 및 지급액 
구분 기본급 학생지도가산금 비고

고등학교 50,000원 5,000원

구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5년 이상 5년 미만

유‧초 75,000원 65,000원 60,000원 55,000원 70,000원
중 55,000원 55,000원 55,000원 55,000원 55,000원

  •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에 준하여 지급 가능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지급
  • 파면, 해임, 면직, 퇴직, 복직, 전보 및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령일(처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고등학교의 경우 출산휴가, 병가, 연수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학생지도가산금은 미지급하며, 그 해당 교사의 대체강사는 기본급 및 
    학생지도가산금 지급
  • 야간부 산업체 특별학급 교원 연구비 가산 지급(월 교감 20,000원, 부장교사 10,000원, 담임 30,000원)
  • 퇴직, 면직, 휴직, 직위해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수당의 보전수당과 동일하게 적용) 등 관련법규 준용

제수당

① 지급대상
  • 통합학교의 초등학교 소속 행정직원이 중·고등학교 세입업무 수행시 지급 가능
  • 행정실무사는 각급학교 구육성회 직원과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월급제 직원 
② 교직원 직책 및 관리수당 지급기준(1인당 월 지급한도액)

 
구분 관리수당 비고

행정실무사 30,000원
• 야간부 산업체 특별학급 교원에게는 시간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간당 22,000 ~ 26,000원(특별 학급 

전담교사 제외)의 강사수당을 지급 가능 <초․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0.7.29. 교원정책과)
    ※ 고등학교 소속 교원・지방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개정 후 관련 수당 지급으로 대체 추진(직책・관리수당 지급 폐지) 

※ 신분변동 시 보수지급방법 참고자료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97

2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1년간의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익년도 1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에 의해 
세액을 산출하여 원천징수한 세액 대비 환급(과징수)하거나, 추가 징수(부족 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과정을 말함

1. 연말정산 교육 및 

   자료취합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연말정산 관할 세무서 사전 교육 : 12~1월초
   • 교육담당자는 전년대비 개정사항 확인할 것
 ② 교직원 교육실시(담당자) : 안내자료(예시) 및 제출서식 배부(내부결재)
 ③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제출서식 취합 및 검토

2. 연말정산 전산작업(NEIS)

￭ 연말정산 세법관련 문의: 관할 세무서 및 
126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이용 

￭ 나이스 사용자지원시스템 (help.neis.go.kr)
  자료광장 [사용자설명서] 게사판-
   나이스 연말정산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참고

TipTipTipTipTip

 

 

￭ NEIS 급여통합 지급제외자 (예 : 
교육공무직원 등)는 종전대로 단위  
학교에서 세무서 신고 작업까지 
완료해야 함

TipTipTipTipTip

 ① 대상자 생성 및 기초자료 생성
 ② 종전(현)근무지 자료등록
 ③ 기타 소득자료 등록 및 정산 공제자료 등록
 ④ 정산세금계산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단위학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출력(단위학교)

    •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단위학교)
 ⑤ 세무서신고파일작성(단위학교)

   ￭ 주의해야 할 오류
    • 기부금 :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형식 오류(‘-’입력), 명세서 금액 및 
               신고서 금액 상이(특히, 급여에서 반영한 기부금 누락 여부 확인)
    • 의료비 : 주민번호 형식 오류
    • 신용카드 등 : 형제·자매 입력 오류(형제자매 공제대상 아님)
    • 연금저축 :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명세서와 신고서 상이

                 세대원(주택소득공제대상 아님) 오류
    • 근로소득명세서 : 주민번호 및 관계 코드 오류(직계비속을 직계존속으로 체크 등)

    • 중도정산자 : 중도정산 결정세액 입력오류(결정세액에 ‘-’입력 오류), 세대주, 
세대원 미구분 등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ҵ漼��
http://www.law.go.kr/����/�ҵ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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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결과처리 및 보관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연말정산분 징수 및 환급세액 처리
    •  익월(2월)부터 징수/환급 조정(환급액 과다 시 세무서 청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제출기한 : 2월 11일~3월 11일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교직원

    (반드시 1차 교부 후 개인별 공제결과 확인토록 조치)
 ③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전자제출 시(www.hometax.go.kr, 국세청)
   • 전산매체 제출 시 : 관할 세무서
   • 제출기한 : 3월 10일까지
 ④ 증빙서류 및 보관년도

   

증빙서류 보관년도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신고서류 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학교보관용) 5년
 근로소득지급조서 5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년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ҵ漼��
http://www.law.go.kr/����/�ҵ漼��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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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압류

1. 채권압류 용어정리

   및 흐름도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요령(재무담당관, 2020.)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항 및 제3항
∘ 채권관리 실무편람(재무담당관, 2017.)

 ① 용어정리
  • 가압류명령 : 본압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자가 압류하려는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
지시키는 명령으로, 소송의 판결 없이도 가능하며 가압류 시에는 채권자의 청
구가 있어도 지급이 불가함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제3
채무자로부터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명령

  • 전부명령 : 채권자의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소유 
권한이 이전되는 집행법원의 명령

  ② 채권압류 흐름도

    

경기도교육청 유선통보 즉시 채권압류자관리대장에 등재
(추후 결정문 원본 송달시 내부결재 후 합철 관리)

↓

매월 급여 또는 대금 지급 시 채무자별 별단예금으로 보관 후 
세입세출외 현금 중 채권압류금으로 관리

↓
  • 일정기간 보관 후 경합이 있거나 압류 해제통지가 없을 경우 
    법원에 공탁 처리

 

※ 공탁처리절차

 ①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공탁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② 협의 완료 후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으로 공탁처리 요청 공문 발송
                               ↓
 ③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공탁사무위임 공문 접수 후 공탁
    예정일에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방문
    (공탁서 및 법원 결정문 사본 3부 지참)
                               ↓
 ④ 경기도교육감 직인 날인된 공탁서 2부 수령 후 법원의 공탁계 및 

기타집행계에 제출

  • 전부명령권자나 경합이 없는 추심명령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확인 후 지급

  • 법원으로부터 모든 압류에 대한 해제통지서 또는 취소결정문이 송달
된 경우 - 해당 채무자에게 지급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λ������
http://www.law.go.kr/����/�λ������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92&bbsId=964879&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C%B1%84%EA%B6%8C%EA%B4%80%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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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압류 법원결정문

   발송 및 접수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요령(재무담당관, 2020.)

 ① 제3채무자 : 경기도교육감
  • 도교육청 : 소관기관으로 유선통보 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결정문 스캔파일 송부
  • 소관기관 : 송부 받은 자료를 채권압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내부결재 후 관리
  • 발송절차 : 도교육청 → 소관기관(학교 등)
    ※ 소관기관(학교 등)으로 결정문이 직접 송달된 경우 도교육청 채권압류 담

당자에게 즉시 통보
 ② 채권압류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일자(압류효력발생)는 경기도교육감(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유선통보 시부터 압류금 관리 철저 - 도달주의)
  • 채무자 및 제3채무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 채무자에게 채무관계 확인
  •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의 경합여부 확인

     - 채권가압류권자는 추심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압류금액을 청
구하거나, 압류채권자가 경합되어 직접 배당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지급 
불가    

  • 타도간의 전출, 공‧사립간의 전출 등 제3채무자(경기도교육감)를 달리하는  
경우 채무변제 의무 승계되지 않음

3. 채권압류 및 관리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요령(재무담당관, 2020.)

 주요내용

 

① 급여압류방법 : 매월 급여총액에서 제세공과금(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건
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방법에 따라 압류

     ※ 단, 급여공제액 중 교직원공제회비 및 공제회대출금은 원천징수액에
        포함되지 않음
  ② 급여지급시 압류가능액
     - 185만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 0원
     - 185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압류가능 급여액-185만원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압류가능 급여액/2
     - 600만원 초과 : 급여액-(300만원+[{(급여액/2)-300만원}/2]
     ※ 위 금액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급여 총액으로 계산함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에 따라 계산한 사항이므로
          법령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급여압류금 보관방법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별단 예금으로 관리 
                          (채권압류금 통장을 별도 개설 관리하여야 함)
 ④ 채권압류금 관리대장 정리 : 채권압류 및 지급내역(총괄)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edasan.goe.go.kr/main/edasan/inst/selectInstDetail.do?instId=INST_000000000009016&instType=GUIDE#LINK
http://www.law.go.kr/����/�λ������
http://www.law.go.kr/����/�λ������
http://www.law.go.kr/����/�λ������
http://www.law.go.kr/����/�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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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압류금 처리

   (직접지급)

￭ 가압류의 경우 또는 경합이   
   있는 경우는 지급 불가

TipTipTipTipTip

∘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요령(재무담당관, 2020.)

 ① 채권압류금 지급시기 
   • 채권압류금 청구 시(추심, 전부명령 시) 
 ② 직접 지급사유 :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지 않을 때
 ③ 채권자 청구

   • 청구서류 : 청구서(또는 청구공문),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사본 1부,
                인감증명서(채권압류금청구용)1부, 계좌입금의뢰서(또는 
                통장사본) 1부, 확정증명원(전부명령인 경우) 또는 송달
                증명원(추심명령인 경우) 1부
   •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 및 위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④ 채권압류금 지급

   • 압류금은 결정문상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한하며, 예금이자 등 그 외의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

￭ 관할공탁소
 • 추심, 전부명령 : 
   최초추심, 전부명령이 들어온
   법원
 • 가압류만 있는 경우 : 
   결정문이 송달된 법원 중 선택
 • 변제공탁의 경우 : 
   피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 유의사항
 •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공탁
 • 공문 발송 후 공탁소 제출일 
   사이에 접수된 결정문도 포함
 • 압류금에 대한 보관 기간이 길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공탁처리

5. 채권압류금 처리

   (공탁)

￭ 교직원이 아닌 업체가 채무자인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부터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① 공탁서류 작성 - 본압류
   • 공탁서, 공탁원인 사실, 사유신고서, 사유신고 사실, 사건개요, 위임장, 
     법원결정문사본(원본대조필), 압류보관금(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수표로 인출)
   • 가압류 공탁의 경우 : 공탁통지서, 공탁사실통지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송달수수료 추가 첨부
   • 변제공탁의 경우 : 금전공탁통지서, 채권자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부등본),송

달수수료 추가 첨부
 ② 공탁서류 관인날인 : 경기도교육청으로 공탁처리 요청 공문 발송

   • 공탁서 검토 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공탁사무위임 공문 접수 후
     공탁예정일에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방문
 ③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공탁금 결재 인출
 ④ 법원 공탁계(공탁서제출) → 법원지정은행(공탁금액 납부) 

→ 법원 집행계(사유신고서 제출)
    ※ 공탁 완료 후 수리된 금전공탁서를 스캔하여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공탁업무 담당자 K-에듀파인시스템 내부메일로 전송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λ������
http://www.law.go.kr/����/�λ������
http://www.law.go.kr/����/��Ź��
http://www.law.go.kr/����/��Ź��Ģ
http://www.law.go.kr/����/�λ������
http://www.law.go.kr/����/�λ������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02

4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홈페이지에서 각종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후 
각종 사항을 조회 할 수 있음

1. 기여금 징수

∘ 공무원연금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부터 68조(기여금의 징수)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0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기여금의 정의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공무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
 ② 징수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
 ③ 납부기간 :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납부.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단, 2016. 1. 1.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경우 33년까지만 인정)
 ④ 기여금의 납부 : 매월 보수 지급 시 원천공제 
   • 휴직자 : 보수 미지급 휴직자는 복직한 날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휴직기간 만큼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단, 유급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

2. 급여청구

<업무상담신청>
￭ 공단홈페이지-상담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업무 전반에  
     관한 공무원 전용 상담 공간

TipTipTipTipTip

 ∘ 공무원연금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5조(연금액의 조정) 부
터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급여와의 조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부
터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부터 제36조(국가 등이 부
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부터 제52조(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장기급여 청구 : 해당사유 발생 후 5년 이내
   • 공무원연금 장기급여 요약 참고 

   단기급여 청구 : 해당사유 발생 후 3년 이내
 ① 공무상요양비 : 공무수행과 관련한 질병‧부상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② 재난부조금 : 수재,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무원 상시 거주 조건)
    • 재해 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3.9배 지급
 ③ 사망조위금 : 공무원‧배우자,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 사망 시 지급

    • 공무원 본인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 2배
      그 외 사망자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ݹ�
http://www.law.go.kr/����/���������ݹ������
http://www.law.go.kr/����/���������ݹ������
https://www.geps.or.kr/g_gepsvoc/needs/cms_needs_main.jsp?c=300&cate1=voc&cate2=needs&m=03-03-02
http://www.law.go.kr/����/���������ݹ�
http://www.law.go.kr/����/���������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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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사업

 ∘ 공무원연금법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 2021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① 금융기관 알선대출

   • 예상퇴직금 1/2 범위 내 5천만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
   • 신청방법 : 융자추천서 발급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본인이 은행에 신청
 ② 대여학자금 : 무이자 대부

   • 국내・외 대학에 입‧재학하는 공무원과 그 자녀의 등록금
   • 신청방법 : 본인이 인터넷신청(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 상환기간

구분 상환기간
4년제 이상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③ 연금대출 : 최고 7,000만원
   •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내에서 공단채무액을 공제한 금액(홈페이지 신청)

4. 연금업무지원시스템

   (연금업무담당자)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연금취급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공단의 정보를 공유  
  하면서 각종 연금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업무담당자의 업무   
  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TipTipTipTipTip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업무처리 사항

① 재직기간 및 기여금 과미납 사항 조회
② 퇴직급여 신청 및 처리사항 조회
③ 예상퇴직금 조회
④ 대부사항 조회 및 상환내역 확인
⑤ 임대주택 배정 신청 등

 연금업무지원시스템 사용방법

① 각 기관 연금담당자 개인용 인증서 발급[인증서는 신규 발급 또는 기존 인
증서(금융결제원, NPKI 등) 사용가능]

② 신규연금담당자의 경우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신규 회원 가입 (기
관담당자) 후 연금 담당자 신청

③ 연금지원업무시스템 사용하기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담당자 화면으로 이동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law.go.kr/����/���������ݹ�
http://www.law.go.kr/����/���������ݹ������
https://www.geps.or.kr/business/loan/page_04_01.jsp
https://www.geps.or.kr/business/loan/page_02_01.jsp
https://www.geps.or.kr/business/loan/page_02_02.jsp
https://www.geps.or.kr/business/loan/page_03_01.jsp
https://edu.geps.or.kr/webtv/webtv_view.jsp?id=6023&cid=3567&lnb=4472&ch=webtv
https://www.geps.or.kr/landing/incharg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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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지원시스템

   (개인)    ∘ 2020년 공무원연금 길라잡이

  공무원연금 조회 사항

 ① 공무원 본인 예상퇴직금 및 연금지급개시 연월일 조회
 ②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조회
 ③ 기여금 납부내역 조회
 ④ 연금대부 신청 및 상환내역 조회 
 ⑤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입주신청 등

 공무원연금 이용방법

  ▸공무원연금공단 접속하여 회원가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geps.or.kr/g_data/cms_list.jsp?gm=a122&cate1=publish&cate2=
http://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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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

각종 서식 및 안내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고

￭ 인사발령 시 : 전입신고만
   (전출신고는 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회보험EDI에서 EDI가입 
 • 사업장회원서비스 → EDI →
   건강보험EDI
 • 통합EDI설치 → 사회보험EDI
   후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EDI관련 KT콜센터 : 
  080-318-5306

TipTipTipTipTip

1. 자격취득, 자격상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부터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①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 신고 시기 및 서식

   

신고시기 서식

신규발령 시
신청 요청 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취득(상실)신고서 

퇴직 또는 사망 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근무처 및 근무내역 등 변동 
(인사이동-전입만신고,군입대)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

근무처 및 근무내역 등 변동
(휴직‧복직 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② 신고기한 : 자격취득(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2. 발급 및 피부양자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2조(건강보험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건강보험증 발급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려면 건

강보험증 발급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서류를 공단에 제출
 ② 피부양자 신고
   • 서식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주민등록에 같이 있지 않을 경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nhis.or.kr/
http://bips.bizmeka.com
http://www.law.go.kr/����/���ΰǰ������
http://www.law.go.kr/����/���ΰǰ�����������Ģ
http://www.law.go.kr/����/���ΰǰ������
http://www.law.go.kr/����/���ΰǰ������
http://www.law.go.kr/����/���ΰǰ�����������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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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기타건강보험>
￭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 지급사유 : 장애인 가입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 본인부담액 상한제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제공

TipTipTipTipTip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부과의 원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건강보험사업장업무편람

 ① 건강보험 원천징수
  • 매월 보수 지급 시 건강보험료 원천공제
  • 납부시기 및 납부처 : 매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
  • 징수기간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
 ② 건강보험정산 종류
  • 수시정산
  • 퇴직정산(사유발생 14일 이내)
  • 보험료 보수총액신고(3월) : 당해연도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보험료를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에 의해 
    재산정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ΰǰ������
http://www.law.go.kr/����/���ΰǰ������
http://www.law.go.kr/����/���ΰǰ�����������
http://www.law.go.kr/����/���ΰ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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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각종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후 각종 사항을 조회 할 수 있음

1. 회원가입, 부담금청구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

 
① 가입자격 및 가입절차
  • 가입자격 : 국‧공‧사립의 각급학교 교직원, 교육행정연구기관의 공무원, 
              대학병원 임직원
  • 가입절차 : 개인-홈페이지 증(감)좌 신청

    NNNNN  기본메뉴 > 교직원공제회회원업무 > 장기저축급여회원가입(홈페이지 연결)
② 가입구좌 : 1구좌 600원으로 10구좌 단위로 가입
  • 최저 50구좌(30,000원)~최고 1500구좌(900,000원)
③ 부담금청구 : 퇴직급여, 탈퇴급여 

2. 대여제도
 ∘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

NNNNN  기본메뉴 > 교직원공제회회원업무 > 대여신청관리
 

① 일반대여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보증보험대여 한도액
  •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 보증대여 :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여 
② 무이자대여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 보건의료자금 :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 최고 500만원
  • 재해복구자금 :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1,000만원
③ The-K 복지누리대여 : 공제회 대여 최초 이용 시 또는 결혼, 출산 시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미소누리 최초대여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대여제도 최초 이용회원
  • 행복누리 결혼대여 :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
  • 희망누리 출산대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
  • 든든누리 주택대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 임차 시 잔금납부일 
                       3개월 전·후 이내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ktcu.or.kr
http://www.law.go.kr/����/�ѱ�����������ȸ��
https://www.ktcu.or.kr/IN/IN-P040M01.do
https://www.ktcu.or.kr/IN/IN-P040M01.do
https://www.ktcu.or.kr/LN/LN-P010T01.do
https://www.ktcu.or.kr/LN/LN-P020T01.do
https://www.ktcu.or.kr/LN/LN-P040T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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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조금
 ∘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

 ① 신규회원가입축하기념품 : 장기저축급여에 최초 가입한 일반회원 
   (단, 퇴직/탈퇴 후 재가입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재가입축하기념품 : 장기저축급여 탈퇴 후 재가입한 회원 중 직전 장기   
  저축급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단, 1회에 한하여 지급)
③ 특별회원가입축하기념품 : 퇴직생활급여(적립형 제외) 가입회원 또는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회원(최초 1회에 한하며 중복지급 안됨)
④ 결혼기념품 : 본회 가입기간 중 결혼한 회원

  • 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종합복지급여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유발생일(첨부서류기준)로부터 5년 이내
⑤ 출산축하금 : 회원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회원자격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부부회원 각각 지급)

   • 첫째·둘째 1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신청서류 : 복지부조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 다태아의 경우 자녀수대로 지급
  •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 접수완료일로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에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
⑥ 고구좌회원축하금 : 전년도 12월말 기준 장기저축급여 총 누적 구좌수가 
   상위 1% 이내이고, 가입기간이 25년 이상 경과한 일반회원

   •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차년도에는 기지급자 제외
   • 탈퇴 이력이 있는 경우 탈퇴 이전 가입 구좌 수까지도 포함
   • 지급대상자는 매년 3월1일에 확정되며, 확정 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
  • 지급대상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⑦ 유족급여금 : 회원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일반사망 100만원, 순직 200만원)
⑧ 상병급여금 : 회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 시
  • 공상 400만원~500만원, 상이 200만원, 일반질병 100만원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ktcu.or.kr/IN/IN-P040M01.do
https://www.ktcu.or.kr/WF/WF-P020T01.do
https://www.ktcu.or.kr/WF/WF-P020T02.do
https://www.ktcu.or.kr/WF/WF-P020T03.do
https://www.ktcu.or.kr/WF/WF-P050T01.do
https://www.ktcu.or.kr/WF/WF-P050T02.do
https://www.ktcu.or.kr/WF/WF-P060M01.do
https://www.ktcu.or.kr/SV/SV-P010X01.do
https://www.ktcu.or.kr/SV/SV-P010X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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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맞춤형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맞춤형복지시스템(공무원연금공단통합) 에서 업무를 진행함

1. 복지점수 부여 및 확인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2021)

① 맞춤형복지 :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② 복지점수 :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함
③ 복지점수의 구성 : 기본점수+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전 직원 700P
일률 배정

1년 근속 당 10P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P, 직계존속 1인당 50P
 • 직계비속
    - 첫째자녀 50P
    - 둘째자녀 100P
    - 셋째자녀 이상 200P
  • 셋째자녀 이상 자녀 출산 

축하금(3,000P지급, 자녀당 1회)
 • 둘째자녀 출산 축하금

    (2,000P지급, 2017년 출생아부터) 
  • 난임지원비(500P지급, 2020.1.1.이후)
  • 태아산모검진비(자녀당 1회 100P 지급, 

2020.1.1.이후)

  • 근무연수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 기준
  • 가족 복지점수 및 출산 축하금의 이중배정 금지(부부공무원)

2. 복지점수 설계항목 ① 복지항목의 구성 : 기본항목(필수기본항목, 선택기본항목), 자율항목
② 필수기본항목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공무원 의무적으로 선택

   • 생명/상해 보험
③ 선택기본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단, 개인이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면제 가능
   • 입원의료비보장보험/통원의료비보장보험
④ 자율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
     ※ 전통(재래)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 개인 구매 또는 연 1회 기관별 일괄배부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gwp.or.kr/wus/cmmn/lgn/login.jdo
http://www.law.go.kr/����/������ �Ļ������� ���� ����
http://www.law.go.kr/��ġ����/������û�������Ļ���������������
http://www.gew.kr/main.php?menugrp=030300&master=bbs&act=list&master_si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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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점수 관리  
① 복지점수 부여 기준시점 : 매년 1월 1일 기준
② 복지점수 계산방법 
   •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 신분 변동 시, 변동일 기준으로 월할계산
   • 타시도 전입자 : 전입 다음 달부터 배정(1일자 발령인 경우 전입일 포함)
   • 복지점수 이월금지 :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 이월금지 및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③ 휴직 발생시 : 일반 적용대상과 최저보상안 적용대상 구분하여 적용
④ 퇴직자 :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 

정산 됨 (단체보험은 퇴직이후 해지)
⑤ 단체보험 변경사항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보험사로 통보 처리
⑥ 보험료는 일할계산, 운영시스템에 기재된 보험 차감액 확인

4. 복지점수 지급신청 및 

   처리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2021)

 ① 신청기준 : 2월 ~ 11월                 
 ② 지급신청절차 : 맞춤형복지시스템(공무원연금공단통합관리)

   

사용자 담당자 경기도교육청

등록카드
사용

• 사용내역조회
• 차감신청 ➡ • 일부에 대하여 

  소명승인 ➡
• 익월 급여일 경  

지정된 계좌환급 
처리

기타카드/
현금사용

• 사용내역조회 
  및 정보입력
• 관련증빙서류 
  행정실 제출

➡
• 증빙서류 검토
• 차감여부결정,
  소명승인

➡
• 익월 급여일 경  

지정된 계좌환급 
처리

 ③ 지급처리절차
   • 매월(2월 ~ 11월)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지, 매월 말일 내 심사  처리 완료
   • 익월 급여시점에 일괄 입금 처리
   • 당해 연도 포인트 사용마감은 12월 22일로 함(사용잔액소멸-이월 안됨)
     ※ 복지점수 이월처리 금지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gew.kr/main.php?menugrp=030300&master=bbs&act=list&master_sid=7
http://www.gwp.or.kr/wus/cmmn/lgn/login.j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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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단체보험  
① 단체보험 구성 : 공무원 단체보험은 맞춤형복지의 기본항목에 해당되며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성
   • 필수기본항목 :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생명/상해보험 : 보장한도 1억, 1억5천만원, 2억)
   • 선택기본항목 : 각 소속기관의 장이 설정하고, 각 구성원 가입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 보장한도 3천만원)
② 단체보험의 특징
   • 기왕증자(기존병력 존재자), 현증자(현재질병 보유자) 가입 가능
   • 개인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 보장
    (임신 및 출산내용 담보, 치과치료·한방치료(비급여 일부, 
     비급여 의료실비 중 통원의료비 미보장) 보장)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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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세입금

업 무 명  세입금

관계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 지방회계법 시행령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민법

업무개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주요 재원인 입학금과 수업료를 징수하고 수납‧관리하여 

교육금고에 납입하는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수업료 및 입학금 수납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징수방법 변경

  2.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반영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참고자료 
세입업무편람(재무담당관, 2017.)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2020.)

처리부서
고등학교

재무담당관

평생교육복지과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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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료 수납

1-1.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

￭ 수업료 채권의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1년

  - 「민법」제164조(1년 단기소멸시효)

 ※ 단, 지급명령신청, 채무승인 등 채권

소멸시효 중단 절차가 있는 경우, 

중단사유가 종료한 이후부터 기산함. 

TipTipTipTipTip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 시, “법정감면”으로 관리
  Ÿ 감면항목: 입학금, 수업료
  Ÿ 감면사유: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로서 별도 징수·감면·면제하지 않음]
   - “감면액 총계”는 “실제로 징수·수납했을 때의 총계”와 일치하도록

학생 이동 원부 등을 반영하여야 함.
  ※ 무상교육 감면액은 추후 무상교육 소요액 등 정산 시 활용 예정임.

  Ÿ 처리기일
   -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처리하며, 학생 이동 시에는 수시로 반영함.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 1] 참고

 ② 징수금액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참고

 ③ 징수연도에 따른 수업료 세입과목 징수 구분 방법
  Ÿ 징수결정을 한 당해 연도의 수업료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Ÿ 징수결정을 한 후 미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수업료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지난년도수업료
  Ÿ 불납결손 처리한 졸업생 등의 미납 수업료가 수납된 경우
    (장)자체수입 (관)기타수입 (항)기타수입 (목)그외수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б�����������бݿ���������
http://www.law.go.kr/����/���ߵ����/
https://www.law.go.kr/��ġ����/���б�����������бݿ��������ʽ����Ģ/(862,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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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립유치원

     수업료 징수

1. 신입생 수업료 징수 예시

신입생 배정명단 확정 
<교무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명단 수령 
즉시 임시반을 편성하여 고지서 
발부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

고지서 발부 및 금융기관 협조
<교육행정실>

고지서 발부 작업 후 금융기관 
수납 협조 의뢰

↓

고지서 배부 <교육행정실>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배부

※ 세입업무흐름도
※ 세입사무절차

TipTipTipTipTip

￭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회계연도 구분 : 수입의 원인이 

발생한 날이 기준

 예) 2021년 1, 2월 중 전입학생의  

 회계는 2021 회계연도로 처리함

TipTipTipTipTip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징수기일 및 납입고지(예시)
   Ÿ 유치원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징수하되,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한 경우,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음.

구  분 징수결정일(납부고지일) 징수기일(납부기한)

수

업

료

1/4분기(신입생)
입학 예정자 결정시

(1월 2일 이후)
1월 11일 이후

1/4분기(재학생) 3월 2일 이후 3월 2일 이후

2/4분기(6~8월) 5월 8일 이후 5월 23일 이후

3/4분기(9~11월) 8월 8일 이후 8월 23일 이후

4/4분기(12~2월) 11월 7일 이후 11월 22일 이후

  Ÿ 징수기일(납부기간 마지막날) : 당해분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음   
(신입생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Ÿ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로서 별도 징수·감면·면제하지 않음
 ② 징수금액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참고
 ③ 징수결의 기안
  Ÿ 붙임 : 징수결정내역, 학비감면내역, 입학예정 학생명단 또는 입퇴학 

처리부 사본, 납입고지서(가정통신문)
   ※ 가정통신문에는 이체일 및 출금 횟수 명시
  Ÿ 교특회계 징수결의서 작성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교특회계)
 ④ 징수연도에 따른 수업료 세입과목 징수 구분 방법
  Ÿ 징수결정을 한 당해 연도의 수업료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Ÿ 징수결정을 한 후 미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수업료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지난년도수업료
  Ÿ 불납결손 처리한 졸업생 등의 미납 수업료가 수납된 경우
    (장)자체수입 (관)기타수입 (항)기타수입 (목)그외수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б�����������бݿ���������
http://www.law.go.kr/����/���Ʊ�����
https://www.law.go.kr/��ġ����/���б�����������бݿ��������ʽ����Ģ/(862,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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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납 및 도금고 납입

n 학교에서 수납되는 세입금 중 

교특회계 금고로 불입해야 할 과목

⇩
수업료, 그외수입(지난년도 급여 반

납), 수수료수입(입학수험료)

단, 특성화고, 특목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자공고의 ‘입학수험료’는 

학교회계에 세입 처리하여 입시

관리비로 자체 사용

TipTipTipTipTip

<인터넷뱅킹 납부 시 세입과목, 징수

번호, C코드값 착오 입금할 경우>

n 학교 징수결의 자료와 도금고 납부 

자료가 다른 경우, 도금고에서 수납

처리 불가(경기도교육청 일계 불일치)

n 도금고 자료 정정요청 공문을 

   도교육청(재무담당관) 및 도금고

(은행)로 발송  ※ 당일 오전까지 

처리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1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제53조(수입일계표 작성) 

 ① 수납처리 : 스쿨뱅킹, CMS, EFT(총 소요기간 2일), 신용카드(총 소요기간 2일)

  
고지파일 생성 및

금융결제원 송신

→ 자동이체

<금융결제원 >

수신 및 수납파일 반영

<교육행정실 >2일 후

  ※ 2일후 파일 반영되어 세입징수보고 시 미수납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말 수납처리 자제

 ② 수입일계표 작성 : 도금고 이체일(통장 수납일)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이체취합및직접수납 → 파일취합 → 이

체처리 → 이체파일생성 → CMS송신 → CMS 수신처리 → 결과
파일적용→ 수입일계표반영

 ③ 도금고 및 학교회계 납부

구분 납입처 납입기간

수업료 도금고 납입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학교운영지원비 학교회계 입금

  Ÿ 금고납부 : 수입일계처리 후  수납금 납부서를 출력하여 교육금고에 납부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일계처리(교특회계) → 일계추가
        (금고납부작성) → 금고납부 → 납부서출력

  Ÿ 학교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
   - 납부서의 회계연도, 금액, 징수번호, C코드값 등 정확히 입력
   - 인터넷뱅킹 결과 확인증과 납부서 내용 일치여부 확인(반드시 일치)
   농협 기업뱅킹 → 학교인터넷뱅킹 → 교육금고 → 교육금고 납입
         내역 조회 → 확인증 결과 확인
  Ÿ 도금고 납부 내역은 다음날 도에서 확정처리 하므로, 확정 후 수입일계표 

결재 요청(징수결의 목록의 반환액이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면 확정 
처리된 것)

 ④ 세입금 경정 : 세입금을 납부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소속연도, 세입과
목 등 착오 발견 시 출납폐쇄기한(12월 말일) 전까지 경정요구서 제출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징수정보 → 수입과목경정결의 → 
        수정결의 → 예산내역의 (차기)과목에 경정할 과목 등록 위해 예산   

  선택 → 작성 후 승인 → 결의내역출력 
  Ÿ 세입금 경정결의일과 도금고 경정일(은행 납부자료 경정일) 반드시 일치

해야하므로, 세입금 경정결의한 날 도교육청 재무담당관으로 도금고 경정
요구 공문 발송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20%EC%9E%AC%EB%AC%B4%ED%9A%8C%EA%B3%84%20%EA%B7%9C%EC%B9%99#liBgcolor0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20%EC%9E%AC%EB%AC%B4%ED%9A%8C%EA%B3%84%20%EA%B7%9C%EC%B9%99#liBgcolor0
http://www.law.go.kr/����/����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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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오납금 처리

n 과납금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채무액을 초과

하여 납입한 것

n 오납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납입한 것

TipTipTipTipTip

<과오납금 반환 사유>

n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n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n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자퇴원 제출일 기준)
n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n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TipTipTipTipTip

n 지난년도 과오납금 반환

 - 당해년도 회계의 징수 및 수납 건이 

발생하기 이전 과오납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세입목의 징수 

및 수납건이 발생할 때까지 반환 

보류

 - 신입생 배정 이후 징수 및 수납

건이 발생하면 반환

예) 2021회계에서 2020회계의 ‘수업료’를 

반환해야하는 경우, 2021회계로 

이월한 ‘지난년도수업료’가 아닌 

2021회계 ‘수업료’에서 ‘전년도

과오납반환’ 처리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6조(과오납금의 반환청구)    

 ① 과오납금
  Ÿ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부 후 감면,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을 시 이 초과금액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과오납금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반환함

 ② 반환 기준
  Ÿ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초과 및 납입 후의 감면, 전출
   - 해당 과오납금
  Ÿ 학업 중단 시 : 일할 계산(원단위 절사)
    (자퇴(퇴학)일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예) 2021학년도 수업료가 월 114,300원(분기 342,900원)인 학교의 학생이 

2/4분기(6~8월) 수업료를 납부한 후, 2021 7. 20.자로 자퇴한 경우
     ⇒ 2/4분기 수업료 중 11일(7월), 1개월(8월)분 반환–과오납금 반환결의
        계산식 : 342,900원-(114,300원+114,300원×20/31일)=154,850원
 ③ 과오납반환결의(교특회계 수납금은 교육금고에서 반환)
  Ÿ 학교 수입담당자 : 과오납반환결의서 작성 후 교육금고 반환요청
  Ÿ 시・도교육청 수입담당자 : 과오납반환명령 확정 후 교육금고 반환요청
  Ÿ 과오납 증빙 서류
    (입퇴학처리부 사본, 자퇴(퇴학)관련 공문 사본 등)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해당 징수선택 → 과오납  
         반환결의(콤보상자) → 수정결의

④ 반환결정과 회계연도 소속구분
구분 회계연도처리 결정권자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의 
과오납금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당해징수관

(분임징수관)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과오납금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➄ 반환절차

과오납금
반환청구

⇒
　

과오납금
반환명령

⇒
　

과오납금
반환송금

⇒
　

과오납금
반환통지

⇒
　

과오납금
정리

납입자
↓

학교
↓

본청

본청
↓

금고

금고
↓

납입자

본청
↓

학교
학교장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받음과 동시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작성 결재 후  
  반환요청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Ư��ȸ���繫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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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오납금 처리

n 모든 교특회계 세입금은 전액 도금
고에 납부하고, 과오납반환 사유 발생 
시 과오납반환명령서로 은행 처리
(인터넷뱅킹 불가)

 - 신용카드 과오납반환의 경우도
   반환계좌를 학교계좌로 설정하여 

동일하게 은행 처리
n 과오납반환 명령서 출력 후, 채주를 

수기로 수정 금지
 -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금을 

지자체로 반환하는 경우, 반환계좌를 
학교계좌로 설정하여 반환받으면, 
지체없이 내부기안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지자체로 반환 처리

TipTipTipTipTip

4. 미수납액 처리

<납입독촉>

n 방 법 : 독촉장(가정통신문) 발송과    

전화 등을 통한 납부 독려 병행

n 납부기한 :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Ÿ 독촉장은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송 

하여 독촉의 근거를 확보

 Ÿ 교부 및 등기우편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할(소재불분명 졸업생 등)때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공시송달)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조(독촉 등)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미수납 관리
  Ÿ 수업료의 소멸시효는 1년이므로(민법 제164조 제4호) 1년이 경과하면 

불납결손처분 할 수 있으나, 독촉장 발급 등 관리자로서 수업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Ÿ 미납자에 대하여는 매분기말 세입금 미수납관리대장, 지난년도체납금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

  Ÿ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
하지 못하고, 자퇴(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및 미납액은 불납결손 
처리함

 ② 미수납액 처리 방법
  Ÿ 납입독촉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와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의 소속기관에 통지해야 함

▪ 과오납금 반환명령 : 본청 징수관은 교육금고에 반환명령 지시

▪ 과오납금 반환송금 : 교육금고에서 납입자에게 송금

▪ 과오납금 반환통지 : 본청 징수관이 해당 학교에 반환결정 통지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징구 생략

- 청구가 없더라도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결
정을 해야함[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7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 학생 전출,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시
 ⑥ 과오납금 반환 요청
  Ÿ 인감등록 및 금고취급점 출입직원 지정 등록 : 분임징수관 등의 인사이동 시 금고 

취급점에 변경 사항 통보 
  Ÿ 과오납금 반환 요령 : 송금과오납반환명령서 작성 금고업무 취급점에   

반환 통보
   ※ 금고반환요청 → 반환명령서 출력 → 도금고 반환 → 수입일계(익일)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Ư��ȸ���繫ȸ���Ģ
http://www.law.go.kr/����/�ι�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20%EC%9E%AC%EB%AC%B4%ED%9A%8C%EA%B3%84%20%EA%B7%9C%EC%B9%99#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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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수납액 처리

<불납결손>

n 명백한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더 이상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   

내리는 결정

n 지난년도에 불납 결손 처분한 수업료의 

수납은 당해연도회계 그외수입으로 

처리

TipTipTipTipTip

<이월결의>

n 시기 : 교특회계(1월 2일)

         학교회계(3월 21일)

n 과목 : 지난년도 OOO

n 방법 : 이월징수결의 기안

         (미수입금조서 첨부)

TipTipTipTipTip

 ③ 불납결손처분 : 징수결정액은 변경되지 않음
  Ÿ 주소불명,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시효 완성
  Ÿ 자퇴, 퇴학자 미납액 
  Ÿ 자퇴(퇴학)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 결손 처리했어도 소멸시효 완료   

전에 재입학할 경우 미납액은 ‘그외수입’으로 징수
   - 수업료의 소멸시효 완성 : 1년(민법 제164조 제4호)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해당징수선택 → 불납
        결손결의(콤보상자) → 수정결의
 ④ 미수납액 이월(재무회계 규칙 제56조) : 폐쇄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회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
  Ÿ 이월징수결의 기안
   - 세입금 미수납 관리대장 비치
   - 붙임 : 미수입금조서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해당 징수선택 → 이월
        결의(콤보상자) → 수정결의 → 예산 선택(지난년도 수업료)
 ⓹ 세입자체점검을 통한 미수납액 감소 노력

5. 세입징수 보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8조(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수입징수보고서(월별)

시스템처리

◦ 교특세입 자체점검

◦ 에듀파인에서 징수보고서 제출

수입관리 → 수입현황 → 징수보고서 → 결재요청 → 

       결산마감관리 → 제출

제 출 시 기

◦ 제1관서(본청 직속기관) : 다음 달 5일까지

◦ 제2관서(유∙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다음 달 5일까지

◦ 교육지원청 : 다음 달 10일까지

제 출 서 류
◦ 첨부(매월) - 징수보고서(원가통계목별)

◦ 첨부(차액발생 시) - 차액명세서(엑셀저장), 차액발생내역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ȸ��������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20%EC%9E%AC%EB%AC%B4%ED%9A%8C%EA%B3%84%20%EA%B7%9C%EC%B9%99#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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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입징수 보고  

② 수입징수액계산서(분기별)

시스템처리

◦ 에듀파인에서 징수액계산서 제출

수입관리 → 수입현황 → 징수보고서 → 수입징수액계산서 →

        결재요청 → 결산마감관리→제출

제 출 시 기
◦ 교육지원청 : 분기말 다음달 10일(4/10, 7/10, 10/10, 익년 3/10)까지  

공문제출

 ③ 채권발생․소멸보고서(분기별)

제 출 대 상
◦ 도교육청 각부서, 교육지원청, 직기 : 원가통계목별 미수납액       

     (채권) 발생에 대해 제출

제 출 시 기
◦ 교육지원청 : 분기말 다음달 15일(4/15, 7/15, 10/15,

익년 1/15)까지 공문 제출

제 출 서 류 ◦ 첨부 - 채권현재액보고서, 채권발생(소멸)보고서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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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부터 제60조의 10(비용의 징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지 지원대상 및 기준 등)부터 제

104조의 7(비용 징수의 통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부터 제92조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면제 또는 감액)

 ① 교육비 지원 처리 절차
  Ÿ 제1단계 : 가정통신문 발송 및 사업 홍보(학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된 신청방법 및 지원기준 등 교육비 지원 관련 사항을 가정
통신문(홈페이지, e-mail, 우편, 문자)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Ÿ 제2단계 :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읍‧면‧동주민센터)
   - 신청 방식   
    1) 온라인 신청 방식 
     ※ 신청방법 : 학부모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신청
     ※ 신청기간 : 상시(단, 신청일부터 소급)
                  2021. 3.(집중신청기간) 
    2) 오프라인 신청 방식 
     ※ 보호자(학부모 등)가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 단,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소득재산 조사
     ※ 읍면동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금융재산 

포함) 조사 실시
     ※ 행복e음 시스템에서 NEIS로 조사결과 통보 

  Ÿ 제3단계 : 교육비 지원 신청자 심사·확인·결정통지(학교)
   - NEIS를 통해 심사/ 결과 통보 절차 진행    
   - 행복e음에서 NEIS로 통보한 초기 결정 내용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NEIS로 심사 작업 진행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심사 결과 확정 및 통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불필요)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여건 보장 및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년 초 지원 
학생은 학년 말까지 계속 지원    

   - 심사결과 통보 시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이의신청 절차 명확히 안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0731&efYd=20201020&ancYnChk=0#J10: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5677&efYd=20210101&ancYnChk=0#J104: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293&efYd=20200301&ancYnChk=0#J90:0
http://oneclick.moe.go.kr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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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지원대상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학생임을 고려하여 선정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세심히 배려

TipTipTipTipTip

  Ÿ 제4단계 : 학교장추천 및 이의신청 안내(학교)
   - 학부모에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학교장추천 신청 및 이의신청 가능함을 안내
     ※ 이의신청 처리기간 전 학교장 추천 신청기간 운용
   - 이의신청 집중처리기간 운영
     ※ 교육비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가능
   -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지원 미신청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하여 담임교사 및 업무담당자가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

   - 대상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통합조사팀에서 
확인 조사 후 확인 결과는 NEIS를 통해 학교로 송부, 학교에서 최종 
결정 및 통지  

  Ÿ 제5단계 : 예산 신청 및 교부, 학교장 추천자 선정(학교)
   - 지원기준에 근거 선정된 교육비 지원대상자 예산 신청(해당되는 경우)
   - 학교장추천자는 교육급여수급자 등 법정수급자 규모 및 나이스 통보 

지원대상자에 비례하여 신청자 중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학교별 10% 
이내로 선정하여 신청
단, 교육비 지원 선정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학교장 추천 지원가능 
학생수는 1명으로 함 
※ 예시 : 106명(지원대상 학생수)×10%=10.6명 ⇒ 10명(소수점 이하 절사)

     ※ 객관적 소득수준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하여 추천하고 각 분기별
        최초 신청 지원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장 추천인원 결정
   - 학교장 추천자 지원 규모 확정 통보받은 후 교육비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과정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 
(학교장 결재 포함)

   - 복지부 소득조사 결과 중위소득율 낮은 학생을 추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할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 지원대상자 심사 시 학교장 교육비 지원서 추천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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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학교회계 예·결산

업 무 명

 

 학교회계 예·결산

관련법규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 초·중등교육법

업무개요
 단위학교가 교육활동을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학교회계 예산 편성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반영

 2. 성립전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 간주처리 예산 편성 내용 추가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전용의 요건 삭제

- 이·전용 예산의 관리 추가

 4.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사용 유의사항 수정

- 예비비 사용명세서 수정

 5. 예산의 이월 - 계속비 이월액 내용 추가

 6. 학교회계 결산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반영

참고자료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2020.)

처리부서 고등학교 정책기획관 유·초·중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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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예산편성

1. 예산요구 및 조정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지원)청>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명령으로서 구속력 지님
   - 학교회계예산 편성시 본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및 원가통계비목 등 숙독하여야 함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부계획 통보 : 1월 9일까지(회계연도 개시 50일전)

① 차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에 대한 교직원 교육 실시 : 12월 중

② 예산요구서 취합

   • 시기 : 12월 중

   • 학생 및 학부모 의견수렴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생자치회, 

담임 교사 전달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

   • 취합방법 : 예산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제출받아 예산안 편성

 ③ 예산 조정 작업 : 예산 조정 회의(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예산안 조정)

   • 세입 규모에 맞춰 사업별 예산요구액을 가감, 삭제

2. 예산편성 및 심의

￭  예산편성 시 1,000원 미만의 금액

 • 세입 : 절사   • 세출 : 절상

 ※ 수익자부담의 경우에는 사업별
   세입, 세출 예산액이 일치되도록 

“절상”으로 조정하여 편성

TipTipTipTipTip

①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산출기초 없이 총액 편성 금지)

   • 사업명과 원가통계비목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예산편성 

   • 이전연도 가결산 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

   • 이전연도 불용액은 다음연도 회계에서 이월금 징수 및 수입 처리

   •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된 기준 경비 준수

   •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보수  

    및 건물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

  ※전국 평균‘(정책)기본적교육활동’집행 비율 : 13.75% (2019년 결산기준)

 ② 예산안 확정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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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편성 및 심의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예산안 제출시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2021. 1. 29.)까지

   • 심의결과 학교장에 통보 : 회계연도 개시 5일전(2021. 2. 23.)까지

   • 붙임 : 예산(안), 제안서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경우 운영(제7편 참고)

  ④ 예산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 통보 후 2021. 2. 28.까지  

     예산 확정

3. 예산서의 공개 
 

 ① 예산서 공개

   •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 가정통신문, 학부모총회, 학교홈페이지(재정공개코너 개설) 등 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서 공개

   • 학교홈페이지 공개 시 별도 절차(로그인, 특정종류파일 뷰어설치 등)  

     없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게 조치

     (K-에듀파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학생, 학부모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있을 시 해당 예산 안내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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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전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1. 성립전예산 편성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4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① 성립전예산 집행의 요건 발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 등) 

    ※ 제한 :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불가

   •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  

     하는 수익자 부담경비

    ※제한 :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불가

   • 성립전예산 집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산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② 성립전예산 집행 결의 : 세출예산사업담당자

 ③ 성립전예산 편성 :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성립전예산 집행액 확인  

후 반영

2. 추가경정예산 편성

￭ 추가경정예산 편성 유의사항
 • 당초 세입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과의 차이 여부 확인
 • 명시이월 사유 발생 여부 확인 후 요구
 • 관할청에서 통보된 전입금, 지자체
   보조금 등 누락 여부 확인
 • 회계연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종료 후, 추가경정(간주처리)예산 편성 금지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4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①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발생

    • 예산의 목적(사업)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성립된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결산 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추가경정예산 반영

    • 수익자부담경비 등이 과다 계상된 경우 반드시 실제 세입 규모에 맞게

      세입·세출예산을 감액하여 다음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

    • 기타 추가경정예산 요구자료 취합 : 교직원 의견수렴

 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본예산 편성에 준함)

 ④ 추가경정예산 보고 및 공개 : 확정 후 10일 이내(본예산과 동일) 

※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예외인 성립전 및 간주처리 예산 편성·운용에 적정 기할 것

   [성립전 및 간주처리 예산 적정 운영, 정책기획관-18417(2019. 11. 18.)]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www.law.go.kr/��ġ����/�� �����б�ȸ�� ��Ģ /
http://www.law.go.kr/��ġ����/�� �����б�ȸ�� ��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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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주처리 예산편성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① 편성 요건

    • 사전에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교부 시(이외 예산은 불가)

    ※ 수익자부담경비의 산출내역・예산액 변경, 목적지정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등을 위한 간주처리 금지 

    • 목적지정 사업비 교부 예산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 간주처리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다음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야 함
 ② 적용 시기

    • 통상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듬해 예산안 심의가 마쳐지게 되는 

2월 이후 목적지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월 말이 되기 전에 다시 모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예산 조치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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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1.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체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

  ※ 예산현액으로 관리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및 제17조(예산의 이용, 전용)

①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

하여 사용하는 것
※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 가능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 
 동일 세부사업 내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② 예산 이·전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 증액을 위한 이·전용 불가

   • 정산재원(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 등)은 이·전용 불가

   • 신규 사업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전용은 가능)

   •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해야 함

 ③ 이·전용 예산의 관리

   •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 예산현액으로 관리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님)

   •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 명세서를 작성하고 결산 시에 제출 

2. 사용 절차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및 제17조(예산의 이용, 전용)

 ① 사안발생 : 사업부서의 예산 검토

 ② 예산 이·전용 결정 결의 : 세출사업담당자

 ③ 예산 이·전용 요건 및 지출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④ 지출부 정리

 ⑤ 예산집행

 ⑥ 예산 이·전용 명세서 제출

   • 시기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회계 결산서 심의 시 

   • 방법 : 명세서를 결산서에 덧붙여 설명

   * 예산현액으로 관리(추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님)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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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비 사용

1. 예비비의 이해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예비비 사용 요건 

   •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

 ② 예비비의 사용

   • 재해 복구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

   •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재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산보다 초과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예비비의 사용 제한

   • 업무추진비로 사용 불가

   • 회계연도 종료 후 사용 불가

   •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  

     사용 불가

 ④ 예비비 사용 유의사항

   •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

   • 예비비 사용 결정 후 세출결산서 작성 시에는 예비비사용결정액을 제한

     나머지를 예비비의 예산현액으로 기록하고, 예비비지출액 자체는

지출되는 용도의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에 합산하여 기록

2. 예비비 사용 절차

￭ 예산의 이・전용과 마찬가지로
  예비비의 사용 역시 예산액은 변동

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만 관리
하므로 예산현액의 증 · 감 관리에 
유의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사안발생 : 사업부서의 예산 검토

 ② 예비비 사용 결의 : 사업부서(세출사업담당자)

 ③ 예비비 사용 요건 확인 : 예산주관부서

   • 당해 사업 관련 예산 현황 파악

   • 지출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 당해 사업의 추진 근거 제시(여건변화, 계획변경 등)

 ④ 지출부 정리

 ⑤ 예산집행

 ⑥ 예비비 사용명세서 제출

   • 시기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회계 결산서 심의 시 

   • 방법 : 명세서를 결산서에 덧붙여 설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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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해당연도에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세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1. 예산 이월의 이해

￭ 명시이월 심의액〉명시이월 확정액 

  회계연도 중 명시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을 고려하여 명시이월 심의액을 

확정액 보다 크게 하는게 좋음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8조(계속비)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이월의 구분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
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명시(예산 성립 시점)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는 하였으나 지출하지 
못한 경비
(회계연도말 시점)

공사(체육관 건립 등)나 
사업 완성에 수년도가
걸리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기재
(예산 성립 시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학교장 결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재명시이월 불가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 
사고이월 가능

재사고이월 불가
재이월 불가
(단, 최종연도 사고이월
가능)

② 이월경비(명시․사고․계속비)의 관리

   • 다음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음(미포함)

   • 예산현액(예산액+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계속비이월비)으로 관리

   • 추가경정예산편성, 이용·전용 불가, 명시이월의 경우 세출목(세부항목) 변경 불가

2.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처리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8조(계속비)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이월예산 확정 기안 : 이월구분, 금액, 사유 등 명시

 ② 이월비의 징수 결정

   • 명시이월 : 다음연도 회계 개시일

   • 사고이월 : 다음연도 출납폐쇄기한 이후

   • 계속비이월 : 다음연도 회계 개시일

 ③ 명시, 계속비이월비 명세서 제출

   • 시기 : 학교운영위원회 결산서 심의 시

   • 방법 : 결산서 설명 시 덧붙여 설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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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세계잉여금 처리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관련근거

 ① 세계잉여금 

   • 동일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현금출납부 잔액)

 
세계잉여금 = 세입 결산액 - 세출 결산액

 ②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에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이월)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 중 반납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 이월액 -

결산 시 보조금 반환 확정액
(차년도 반납처리 대상액)

 

 ③ 다음연도 본예산편성 시 가결산 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드시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

 ④ 불용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회계에서 이월금 징수 및 수입 처리

불용액 = 예산 현액 - 세출 결산액 - 이월액

 ⑤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반영된 잉여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

 ⑥ 반납을 조건으로 교부된 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등의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반영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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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회계 결산

1. 회계마감 및

   출납폐쇄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0조(학교회계의 결산)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회계연도 종료 : 매년 2월 말일 기준

 ② 전년도 회계 출납폐쇄기한 

   • 기간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3월 20일까지)

 ③ 출납폐쇄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

   • 세입 : 2월 말일 이전에 징수결정된 미수납금에 대한 수납 업무

   • 세출 : 2월 말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건에 대한 지출 업무

 주요내용

2. 결산서 작성 및 심의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0조(학교회계의 결산)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결산 관련 모든 회계장부 마감

 ②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청(결산서 제출) : 4월 30일까지

   • 결산서 제출 시 첨부자료 : 예비비 사용명세서,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계속비조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명세서, 계속비이월명세서, 시설 

적립금 현황(학교잔디운동장 등),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④ 결산 심의 : 5월 22일까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보 

 ⑤ 결산 심의 결과 통보 : 5월 31일까지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⑥ 결산서 공개 : 6월 10일까지

   •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공개

   • 가정통신문, 학부모총회, 학교홈페이지(재정공개코너 개설) 탑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

   • 별도 절차(로그인, 특정종류파일 뷰어설치 등)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

      (K-에듀파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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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학교회계 수입

업 무 명  학교회계 수입

관계 법규

 ◦ 초․중등교육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경기도 각급 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업무개요  단위학교의 제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모든 세입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학교회계 수입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반영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방법 변경

참고자료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2020.) 

 ◦ 학교회계 수입관리 사용자지침서(K-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2020.) 

처리부서 유·초·중·고등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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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 수입

학교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고 수납하는 모든 수입 업무

1. 학교회계전입금수입

<전입금 통합 징수결의>
자금 지급일자가 같고, 동일한 전입금 
보조사업명(교육청)이 여러 개인 경우 
전체를 선택하여 통합 징수결의 작성 
가능

TipTipTipTipTip ① 학교회계전입금수입 : 교육비특별회계가 교부하는 기본운영비 및 목적 사
업 수행을 위한 경비

② 세부내용

원가통계비목 내용

학교운영비전입금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지정 없이 총액으로  

교부(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목적사업비전입금  단위학교의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③ 징수결정
  • 사전 징수결정 : 예산 배부일
  • 징수방법 : 관련 문서에 의거 징수결의서 작성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전입금)
 ※ 전입금 조회 팝업창에서 교부금액과 할당금액이 일치해야만 확인 가능
 ※ 예산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사항(상태가 요구요청 이상이면 징수결의
    작성 가능)
  예산관리 > 예산편성 > 세입예산관리 > 교특전입금 탭에서 해당 전입금보조

사업명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지 확인
 ④ 전입금 징수결의 결재 완료 후 자금 지급일자로 자동 수납 및 일계처리
  ※ 일계처리에서 수납일자를 자금 지급일자로 선택 후 조회
  ※ 전입금징수결의는 조정결의 진행불가, 과오납반환결의 시 조정(감액)
     적용여부가  ‘예’로 자동 설정되어 ‘아니오’로 진행 불가

 주요내용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б�ȸ���Ģ/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34

2. 수익자부담수입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대금 관리>

n 교복 학교주관 대금 관리

Ÿ 구매예정자 결정 시를 기준으로   

   징수결정 및 예산편성

Ÿ 공급업체의 채무확정금액이 정확하고,  

  미청구 등으로 출납폐쇄기한까지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고이월처리

Ÿ 공급업체의 채무확정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명시이월처리

Ÿ 출납폐쇄기한 이후 미수납액은 

  지난년도수입(수익자부담수입-기타  

  수익자부담수입)

Ÿ 이월액과 지난년도수입으로 대가 지급

Ÿ 학교회계 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및 지출 금지

TipTipTipTipTip

  ① 수익자부담수입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②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급식비 학생급식비(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등 포함)와 교직원급식비
(직영급식에 한함) 등

우유급식비 학생,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우유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 후 또는 토요, 방학 중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돌봄활동운영비 돌봄활동 운영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견학 등) 및 수련활동(극기훈련∙야영
수련∙학년별 수련 등)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 
졸업앨범비 학생 졸업앨범 제작, 구매 
기숙사비 학생 기숙사 생활
누리과정비 유치원 누리과정 
교복구입비 학생 교복 구입
운동부운영비 학교 운동부 운영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 교육활동

 ③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징수결정요건 징    수 
결정시기 납입기한 구비 서류

 Ÿ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Ÿ 사업부서의 세부활동 

   계획 수립 또는 징수요청 기안

사전징수 

결정

고지일

(징수결정일)로

부터 15일 이내

 Ÿ 징수결의서

 Ÿ 세부활동계획서

사본

 ※ 세부활동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활동명, 기간, 장소, 참가신청자 
(감액대상자)명단, 활동비 산출내역 및 징수금액, 수납기간 및 방법, 
기타자료[납부고지에 필요한 사항(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납입고지서에 따른 납부의 고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가정통신문으로 납부고지에 갈음]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④ 수납 : 납부고지의 내용대로 수납 후 수입일계 작성 
  Ÿ 직접 수납 : 학교회계출납원이 직접 수납, 영수증 교부 
  Ÿ 위탁 수납 : 스쿨뱅킹, CMS, 전자금융거래(EFT), 신용카드

고지파일
생성

→ 카드사, VAN업체, 
금융결제원 송신

→ 수신 및 
수납파일반영/확인당일 2일후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이체취합 및 직접수납
 ※ 이체요청은 하루에 1건, 이체상태인 것만 이체파일 생성 가능
 ※ 취합 후 이체 대상자를 삭제할 경우 일일이체현황에서 대상 선택 삭제 가능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심의사항 등)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Ư��ȸ���繫ȸ���Ģ
http://www.law.go.kr/��ġ����/���б�����������бݿ���������/
http://www.law.go.kr/��ġ����/���б�����������бݿ��������ʽ����Ģ/
http://www.law.go.kr/��ġ����/�����б������ȸ��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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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부담수입

 ⑤ 과오납금 반환
  Ÿ 반환 사유 : 감면대상자 및 불참자 수납금액, 환불액, 계산 착오, 전출, 

기타 특별한 사유(자체 환불 규정 등)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과오납반환
 ⑥ 납입독촉, 불납결손처분, 미수납액 이월(해당 과목) : 수업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조정결의(감액․증액설정)

 주요내용

3. 행정활동수입

<예금이자수입 처리방법>

n 이자수입이 연도말에 발생하여 익년도에 

불입하게 되더라도 전년도(발생연도) 

수입으로 처리

n 10원 미만의 원 단위는 계산하지 

않음(절사)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및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처리)에 의한 단수정리

n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제외한 모든 

예금이자는 학교회계수입으로 처리 

(학교회계, 일상경비, 세입금, 세입

세출외현금, 카드결제 계좌 등) 

 ※ 단,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을 예치  

하여 발생한 예금이자는 학교회계 수입

처리 하였다가 관련 단체에 반환함

 (관련 단체 지침에 의함)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내지 제28조(기타 수입)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① 학교장이 학교운영 과정 중 자체적으로 징수 결정하는 수입
 ② 세부내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시설사용, 수익허가 사용료 및 물품 
대여료 등

수수료
입학 전형료, 행정정보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
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사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적립된 적립금 처분수입(적립금 이자수입 포함)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납하는 행정 활동 수입(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 사업과목에 계상)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단, 학교발전기금회계, 채권압류 제외)

기타행정활동수입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등 제재금 수입 및 폐휴지, 
폐식용유 등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 행정활동 수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б�ȸ���Ģ
http://www.law.go.kr/��ġ����/��������Ư��ȸ��Ұ���������������
http://www.law.go.kr/��ġ����/���������п������Ѱ���������¡������
http://www.law.go.kr/��ġ����/������б����ϰ����б��ü��ǰ�����̿뿡���ѱ�Ģ
http://www.law.go.kr/��ġ����/��������Ư��ȸ��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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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활동수입

 ③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종류 징수결정시기 납입기한 구비서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매점, 급식실 등),
자산매각대

계약과 
동시 

징수결정

-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
- 사용허가/대부 기간을 
5년으로 할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매년 납입고지 처리

징수결의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납부고지서,
매각계약서

수수료, 이자수입 등
수납과 
동시

징수결정
-

징수결의서
(관련대장 및 

통장내역 확인)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④ 수납 : 납부고지 내용에 따라 수납 후 수입일계표 작성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일계처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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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전입금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① 세부내용
원가통계비목 내용 조건

학교발전기금
전   입   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기타지방자치
단체보조금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보조 결정 통보

기타공공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 기업, 협회, 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

지원 통보

 ② 징수결정
징수결정요건 징수결정시기 구비서류

관련 기관의 통보
사전 징수결정

(통보문서 접수일)
징수결의서

관련 공문 사본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의 경우 처리구분을 전입금징수결의로 선택하면 

결재완료 후 자동 수납 및 일계처리 됨(처리구분을 징수결의로 선택해도 
처리 가능하나 직접수납 처리해야 함)

 ③ 수납 : 해당 기관의 자금 교부일에 수입일계 작성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이체취합 및 직접수납

5. 전년도 이월금

n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이월금 총액 

     – 이월금(명시‧사고‧계속비) 

     –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TipTipTipTipTip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부내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추계)으로 올해 
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 
등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산현액 관리)

 ② 이월금 징수결정 및 수납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일계처리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ġ��ü�� ������� ������ ���� ����
http://www.law.go.kr/��ġ����/�� �����б�ȸ�� ��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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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 학교회계 지출

업 무 명  학교회계 지출

관련법규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국고금 관리법
 ◦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업무개요  단위학교의 실제적인 예산 집행 활동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지출의 순서
 - 4. 계약서 징구의 전자견적 삭제
 - 9. 대가지급 및 지출부등기의 e-교육금고 이용한 
   대가지급 방법 현행화

 2.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물품선정위원회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 금액기준별
역할 구분 개선 [재무담당관-4418(2019. 12. 31.)]

 3. 국내․국외여비 

 4. 교육훈련여비

 5. 국내이전비 

 6. 현장체험학습

 7. 졸업앨범

 8. 방과후학교 교육비 관리

 9. 학교급식비  -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 알림 [재무담당관-36241(2019. 11. 5.)]

10. 기타주요사항  - 6. 상품권 내용 추가 

참고자료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2020.)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2020.)
 ◦ 공무원여비 Q&A 자료집(행정안전부, 2013.)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2016.)
 ◦ 2020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길라잡이(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2020.) 
 ◦ 학교급식기본방향(학생건강과, 2020.) 

처리부서 고등학교 재무담당관 유·초·중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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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의 순서

단위학교의 실제 예산 집행 활동인 지출은 예산의 사용결정에서부터 발의, 계약, 납품, 검사 등을 거쳐 대가지급까지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

1. 예산집행 품의(발의)

￭ 추정가격
 • 계약방법(견적서제출) 결정기준
 •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 제외

TipTipTipTipTip

 
2. 계약방법 결정 

 

3. 예정가격 조사

￭ 도서구매
 •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① 예산집행 품의의 최종 결재권자 : 학교장
  • 일부 금액기준 각 학교별 위임사항 고려(위임전결규정)
② 예산집행 품의 시 검토 사항
  •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적법 타당성
  • 예산편성여부와 자금의 수급 상황
  • 예산집행의 제반 원칙 준수 여부(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상급기관 지시, 위원회 승인 절차 등 준수 여부)
  • 사업 내역 및 추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규격, 과업지시, 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③ 품의(발의)방법 : 품의서 작성 
④ 예산집행 품의의 생략
  •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정기적 서비스용역     • 보수    • 여비

 주요내용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 【제13편】 1. 계약의 종류 참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① 예정가격 :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
② 예정가격 결정 및 사용 
  • 결정 기준(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격 조사 →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조서) 
③ 예정가격결정(조서작성) 생략 가능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 금액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시(견적서 제출 공고의 경우 예외)
  • 예정가격결정(조서작성) 생략이 가능하더라도 예정가격 조사는 철저히  

하여야 함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제8조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www.law.go.kr/��ġ����/�������б�ȸ���Ģ
http://www.law.go.kr/����/������ġ��ü������ڷ��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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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징구

  (계약상대자 결정)

구체적인 내용은
【제13편】 계약 참고

TipTipTipTipTip

 

5. 계약 (원인행위 확정)

① 견적금액 : (소액)수의계약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기준

 

2인이상견적서제출
(소액수의계약)

 제한최저가(낙찰하한율 직상위자) 낙찰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구가 원칙
  • 용역, 물품, 기타 및 시설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견적 계약가능 (단,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 교육지원청 집행)
    ※ 행정안전부 예규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
③ 견적서 생략 가능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신용카드 구매 시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해당 여부
 • 인지세 과세대상(도급계약)
 • 인지세 비과세대상(매매계약)
 - 시장 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
 -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하는 
    야채, 잡곡, 육류 등 구매계약
 - 단,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어도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 대상
※ 거래유형에 따라 도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

TipTipTipTipTip
① 계약구비서류 징구 후 계약서(또는 지출결의서) 작성
  ※ 금액한도 없이 전자계약 전면 시행
② 지출결의서 작성(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③ 계약인지 첨부 
  • 대상 : 학교에서 체결하는 모든 「도급」계약서 
  ※ 전자문서도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계약금액 인지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

             ∼ 1천만원 이하 면제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33조(지출원인행위)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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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이행 및 납품(준공)

 
7. 검사(검수) 

       

 

8. 청구서의 접수

  

    일반사항

①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청구서류 접수
② 금액한도 없이 전자청구 전면 시행[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청구 시 구비서류

① 청구서 
②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음
③ 하자보수보증금(또는 지급각서)
  •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포함 징구
  •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검사일 또는 물품 검수일부터 보증기간 설정

시작일) 확인
    예시) 목적물 인수 또는 검사완료일 : 2021. 11. 11.

하자담보책임기간 : 2021. 11. 11.∼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공사(조경공사 제외) 등
④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수의계약 시 생략 가능)
  • 조달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http://www.g2b.go.kr) ‘수요기관업무>

물품>대금지급>대금지급요청서접수’에서 납부여부 조회 가능
    (공사, 용역>공사/용역관리>대금청구서접수)
⑤ 계약상대자의 통장계좌 사본
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또는 건강,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개인 사업장 대표) : G2B 조회 가능
⑦ 증빙사진 등 기타 필요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3(보험료의 납부증명) 
 ∘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구체적인 내용은 【제13편】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 구체적인 내용은 【제13편】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 세금계산서 징구 방법

계약물

사업자등록
과세대상 면세대상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과세자 영수증
영수증 
또는 

계산서
 • 사업자 확인 방법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http://www.nts.go.kr/)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이용
 - 나라장터(http://www.g2b.go.kr) 

    수요기관업무>물품>대금지급>
    대금지급요청서접수 이용
    수요기관업무>공사, 용역>공사/용역관리>
    대금청구서접수 이용
    (단, 조달등록업체에 한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구분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 대상 :
    (법 26, 27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대상 :
    (법 106조, 106조의 2)

TipTipTipTipTip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g2b.go.kr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ΰǰ������
http://www.law.go.kr/����/���ο��ݹ�
http://www.nts.go.kr/
http://www.g2b.go.kr
http://www.law.go.kr/����/�ΰ���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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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구서의 접수

   전자청구 시 진행 절차
①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공기관업무에서 진행
② 검사/검수 요청 확인 시 증빙사진 등 기타필요서류 징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g2b.go.kr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43

9. 대가지급 및 지출부등기

￭ e-교육금고 이용한 대가 지급 

출납원, 담당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
지급명령등록>지급명령등록 탭 선택→e교육금고 
탭 선택→조회→출금계좌 및 지급명령일 선택→
지급명령 대상 건 선택→저장

⇩
출납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
e교육금고이체>전송대상 탭 선택→조회→지출결의 
건 선택→계좌검증→e교육금고 전송

⇩
출납원, 담당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
지급명령등록>지급명령목록 탭 선택→조회→전자
지급완료 결과 확인→이체확정

￭ 전자자금이체(EFT) 이용한 대가 지급

 

출납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 
EFT이체>조회→출금계좌 및 지급명령일 선택→
지급명령 대상 건 선택→저장

⇩
출납원, 담당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 
EFT이체 처리결과 조회하여 EFT 전송 확인→
실제 통장이체 확인→이체확정

TipTipTipTipTip ① 대가지급
  • 기한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금액 지급
  • 방법 : 온라인 납부(e-교육금고, EFT, 인터넷뱅킹)원칙
           단, 홈택스(소득세), 위택스(주민세) 등 지출담당 1인 결재로
           납부하는 경우 출납원(행정실장) 영수 확인 결재 후 지급 
  ※ 은행창구 방문 납부 금지(재무담당관-31599, 2018. 11. 6.)
     부득이하게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

사유서 및  출납원 영수 확인 결재받음

② 지연배상금 징수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 지연배상금 산정식 : 계약금액×지연배상금률×지체일수

계약내용별 지연배상금률
공사 0.5/1000
물품의 제조‧구매 0.8/1000
물품의 수리, 가공, 용역, 대여 및 기타 1.3/1000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2.5/1000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 지체일수는 기한 익일부터 완료일까지 산입
  • 징수방법 :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대가에서 상계 처리 후 지급
  • 지연배상금 징수액의 처리 : 학교회계 세입으로 징수
③ 제3채권 발생 : ※ [제8편] 3. 채권압류 참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지급의 방법)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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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정결의(변경계약) 및

    반납결의, 과목경정

11. 증빙서류 편철 및 

   장부의 보존,  기타 정리

￭ 지출증빙서 : 지출일자 순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 표지
  에는 총건수, 총매수 및 총금액 기재
￭ 장부 등 지출 관계서류 : 학교장 결재 
  받은 후 생산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
￭ 월별 금궤 검사 : 학교 자체 월별 
  금궤 검사 실시

TipTipTipTipTip

① 조정결의
  • 계약금액의 변동, 원인행위 금액 착오 기재 등 조정
  • 조정결의는 증감 금액만 입력하여 조정
  • 단가, 수량 등 세부내역 변경은 변경계약 실시
② 반납결의
  • 과오 지급된 지출금 발생 시 반납
  • 반납결의 이전에 과오 지급받은 채주에게 반납 사유, 금액, 납기, 계좌 
    등을 명기하여 고지
  • 지출만 반납받는 경우 출납원, 지출 반납결의와 원인행위 조정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는 분임재무관을 최종 결재권자로 지정
  • 반납자로부터 반납금액 입금 확인 후 반드시 지급명령 확정처리 하여야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반영됨
 ③ 과목경정
  • 품의 및 원인행위 시 예산항목을 착오로 설정 후 지출 시 경정
  • 품의 및 원인행위 시 설정한 예산항목별로 경정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부터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5조(지출원인행위의 조정)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지출의 원칙)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회계 붙임서류는 반드시 원본 첨부
  단, 불가피한 경우(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등)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원본확인’을 받아 사본 첨부

TipTipTipTipTip

① 수의계약내역공개(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연계를 통한 학교별 전체 계약내역 자동 공개
② 세금계산서/계산서 신고 : 반기 또는 분기 종료 익월 25일까지
③ 증빙서류 편철

구분 정리시기 편철순서

지출서류
등 건별

지출결의서→무통장입금표(영수증 등)→청구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등)→청구서류→계약서
→견적서→계약구비서류→품의요구서류

지    출
증 빙 서

매월 혹은
분기별

표지→해당기간 세입∙세출총괄표→예금잔액
증명서(해당기간종료일 현재)→불부합조서
(장부-통장 불일치 시)→지출증빙서류

장    부 회계연도
종료 후

표지→ 학교회계출력물(현금출납부→징수부→
지출부)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6조(증빙서류), 제4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부터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Ư��ȸ���繫ȸ���Ģ
http://www.law.go.kr/��ġ����/�������б�ȸ���Ģ
http://www.law.go.kr/������Ģ/������ġ��ü�����װ���������
http://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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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1. 지정정보처리장치란?

 

2. 조달물품 구입

①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②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종류

정보처리창치 세부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을 위한 입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school.eat.co.kr)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
급식 식재료 입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 없음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www.re.or.kr)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 폐기물·
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정
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 선정위원회 심의(선정)를 통한 제품 구매 실시
①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대상  물품 추정가격 1천만원(1회 납품 총액 기준) 이상 구매 시
구성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 (단, 학교장 제외)

역할

계약방법 금액기준별 선정위원회 역할
조달3자단가 1천만원 이상 제품 선정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대상 품목

(일반물품)
5천만원 이상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

경쟁업체 및 제품 선정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1인수의) 제품 선정

(소액수의, 입찰) 규격 선정
2천만원 초과 규격 선정

선정기준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물품에 대해 가점 또는 우선순위 부여

선정절차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단, 조달3자단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에 의한 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의2(계약체결의 요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제9조의3(계약체결의 요청 등)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7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g2b.go.kr/
http://school.eat.co.kr/index.jsp
http://www.s2b.kr/S2BNCustomer/S2B/index.jsp
http://www.onbid.co.kr/
http://www.re.or.kr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ѹ���
http://www.law.go.kr/����/����������ѹ��������
http://www.law.go.kr/������Ģ/��ǰ�ټ������ڰ��2�ܰ�������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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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물품 구입

￭ 조달물품 일괄공급품목
: 조달청에서 소모성 행정용품을 
특정 공급자와 일괄 계약하여 조달청 
직접공급방식으로 이행하는 서비스

￭ 조달물품 제3자 단가 계약
: 조달청과 단가만 계약되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공급자 
규격물품(행정사무자동화∙전산장비∙
가구우수제품 등)을 구입할 때 이용
 

TipTipTipTipTip

※ 물품구매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은 1억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MAS), 1억 원 이하는 제3자단가계약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 2단계 경쟁
방법 5개사 이상의 납품대상 업체에 제안요청

납품대상
업체선정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이나 표준평가방식 활용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 

기간 및 
금액제한

30일 이내 5천만 원 이상
(30일 동안 납품요구 합산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시 조달구매요청이 시스템으
로 자동 차단)

대상
▸물품구매, 앨범구매,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가구류(2개 품명 이상 공동수급체 공고)

 

② 물품구매계약 사유서 첨부
 • 계약 투명성 제고 및 예산 절감 목적
 • 조달청 제3자단가 유사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의 차이를 두어 
  수의계약 추진 시 작성
③ 발주계획 게시 의무화

게시방법
예산편성 후 용역 및 물품 구매계획 해당 기관 홈페이지 게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4조 참고)

❏ 나라장터 조달물품 구입 순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고객상담실 : 1588 - 0800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계약상품몰 장바구니 담기

문서번호를 등록 후→문서 송신

문서수신(물품조달요청 응답서)

문서수신(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물품수령

문서수신(검사검수요청서)

공공기관업무→검사검수 및 납품확인→검사/검수요청서접수
→검사처리→검수처리→물납영수증전송→출급수령증접수→
출급 및 수령응답서 전송

문서수신(세금계산서)

문서수신(대금청구서)

대가지급 

 주요내용

http://www.g2b.go.kr/
http://shopping.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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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국외여비

교직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과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여비지출결의로써 지출 

1. 근무지내 국내출장

2. 근무지외 국내출장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① 개념 : 동일 시, 군,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왕복 12km 미만의 출장
구  분 지 급 액 비고

4시간 미만 10,000원 왕복2km이내 : 여비 부지급, 단. 증빙서류 제출 시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 실비지급 
(상한액 10,000원, 20,000원)4시간 이상 20,000원

②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 차량 이용 시 10,000원 감액 지급
③ 출장시간에 점심시간 포함
④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⑤ 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km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주요내용

∘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관련근거

① 개념 :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군, 섬으로의 출장이나 왕복 12km  
         이상의 출장(단,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② 지급 방법 

• 운임/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사용(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5항)후 출장자의 사후 정산신청에  따라 
카드결제계좌 입금(단, 주관기관의 출장요청공문서 상 숙박비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선지급 후 정
산자료 징구 가능, 단,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른 숙박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선지급) 

• 식비/일비는 출장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
•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 시 식비 및 숙박비 전액 지급 가능
• 일비는 공용차량 및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 이용 시 1/2만 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시 일비의 50%추가 지급 
  (단, 추가 지급 일비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 초과 불가)
• 사적 항공마일리지 합산 사용 시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지급 [단, 여비의 마일당 가격(지급하려는 여비÷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이 20원을 초과하는 경우 마일당 20원 초과 불가]

운임 식비 숙박비 일 비

실비
(사후정산) 전액 지급 실비

(사후정산) 전액 지급

 주요내용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Ģ/�������������Ǿ�����ħ
http://www.law.go.kr/��ġ����/���������ҼӰ������������ܿ������
http://www.law.go.kr/����/����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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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지외 국내출장

3. 여비의 조정

③ 여비의 정산

ê

④ 국내여비지급표
국내여비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자 철도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제1호
초∙중∙고등

학교의 교장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20,000

출장자
  • 1주일 이내 여비정산신청서 제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고속도로통행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 (운임 : 운임 증거서류, 숙박 : 숙박비 증거서류) 

정산여비지급(운임과 숙박비만 해당) 
  • 운임 : 실비지급 (자가용 이용 시 통상적인 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 자가용 동승자는 운임 미지급)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 시 연료비·통행료·주차료 지급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유가÷연비 

       

구분 여행거리 유가 연비
(2018. 11. 1. 적용)

휘발유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거리계산방법 활용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opinet.co.kr)

13.30km/ℓ
경유 14.30km/ℓ
LPG 9.77km/ℓ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은 LPG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
    -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 금액
      ※ 단,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가능
  • 숙박비 : 실비지급
  • 실비지급의 예외
    - 친지집 등 숙박 : 1야당 20,000원
    - 2인 이상 공동 숙박 : 신용카드결재금액 외에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산출식 : 총 출장인원-(총 숙박비÷숙박비상한액) 
      단, 소수점이하는 올림}의 1야당 20,000원씩을 추가 지급

 주요내용

①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예, 야영활동 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등급이 다른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음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http://www.op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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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출장

5. 근무지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제12편】 5. 국내이전비 참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①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② 국외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 「실비정산제」,「할인정액제」운영
③ 공무국외여행 허가

대 상 허가 부서 허가 시기 및 제출서류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직원

학교장
◯ 시기 : 출국예정일 30일 이전
  (10인 이상 단체는 40일 이전)

◯ 제출서류
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나. 공무국외여행 의견서
다. 예산편성 내역서(에듀파인)
라. 단위학교는 학생인솔 등을
   위한 해외 출장 등을 심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서
   (스캔파일)
마. 연수 추진 위탁기관(한국교육
   개발원 등) 관련 공문 사본

초∙중학교장 교육장

고등학교장 제1부교육감

소속공무원 10명 이상 
단체여행, 여행경비를 외부 
민간단체에서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자

각 기관 
심사위원회 

④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득한 후 계약업무(항공권 결제, 위탁업체 선정 등) 추진
⑤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신고대상 물품(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 혹은

100달러 이상 대상 물품) 취득 시 도교육청 감사관에 신고
⑥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 사업부서→허가부서로 보고서 제출
  • 허가부서→제출받은 보고서 기관 홈페이지에 분기별 공개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보고서 등록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관련근거

http://btis.mpm.go.kr
http://www.law.go.kr/��ġ����/���������Ҽ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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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훈련여비

 1. 교육훈련여비

①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위탁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되는 경우
② 교육훈련비 :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재비용 등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
③ 교육훈련 여비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
   • 근무지내의 동일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 전액

▸기타일 : 지급
  않음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 전액

▸기타일 : 5할
지급 않음

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교육훈련기관 
청구액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상 정액 지급

   •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
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 전액

▸기타일 : 지급
  않음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
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 전액

▸기타일 : 5할

<정액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정액
  여비지급기준〕 적용

<실비정산 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숙박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 일비, 식비의 경우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상 정액 지급
※ 운임, 숙박비의 경우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상 정액 지급(증빙서류 불요)
  ⇒ 실비정산(증빙서류 필요) : 결제와 정산【제12편 3. 국내여비】 참고

 주요내용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5항(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簳�߹������
http://www.law.go.kr/����/��������������Ʒù������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Ģ/���������簳�߾���ó����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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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이전비

1. 이전비 신청 접수

￭ 지급 제외 대상
 • 동일시·군 및 도서 안에서 부임하는 

경우
 • 구임지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예외 :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이내 이전한 경우는 지급 가능

   다만, 신임지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 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지급 제외

TipTipTipTipTip

2. 이전비 지급

① 국내이전비 = 이사화물의 운송비 + 인건비 등 
   (제외항목 : 에어컨 설치 등 각종 옵션 사항)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지 급 액

5톤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

5톤 초과하는 이사화물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 이사화물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

+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의 50%

② 국내가족여비
   • 신청조건 
     -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임지로의 가족 이전 또는 6월 이내 신임지 이외 지역으로의 가족 이전
     - 가족 이전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국내여비지급신청서로 신청
       (주민등록등본, 운임 및 숙박비 사용 증거서류 첨부)
   • 연령에 따라 국내가족여비 지급

구분 지 급 액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12세 이상인 자 본인 지급 가능 금액의 2/3상당액
12세 미만인 자 본인 지급 가능 금액의 1/3상당액

 세부업무명

① 지급대상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채용)한 경우 
② 신청자 :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전입 교직원 본인
  ※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이전 변경을 말함
③ 신청조건
  •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거주지 이전
  •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이전
  • 이전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 기간에 불산입
④ 구비서류 : 국내여비지급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이사화물 운송내역, 기타 소요 비용 

증빙서류(이사비용 계산서) 등 첨부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관련근거

 주요내용￭ 이전비 지급 예시

 • 공무원「갑」이 총 5톤의 이사 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0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1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110만원(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 및 사다리차 비용 지급)

 
 • 공무원 「을」이 5톤 트럭 1대와 

2.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원이 소요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5톤까지 지급액 : 100만원
    = (150만원÷7.5톤)×5톤×100%
  → 초과화물지급액
    (추가 2.5톤) : 25만원
    = (150만원÷7.5톤)×2.5톤×50%
  → 총 지급액 : 125만원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 공무원 여비 규정 제 20조(이전비의 지급) 및 제21조(국내 가족여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관련근거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Ģ/���������� ���� ������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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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은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계약은 참가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1. 계획수립 및 준비

   (사업부서)

2. 수납 및 집행

￭ 계약구비서류
•견적서
•일반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허가관련서류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필증 사본
  ※수용정원, 직원채용 현황 등 확인
•각종 보험가입증명 : 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등
  ※유효기간 및 개인당 보상한도액 확인
•기타서류 : 수련시설 가격표, 식단표, 
 시설배치도, 차량등록증 사본 등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 청구 시 구비 가능
  ※ 대금지급일 현재 유효 여부 확인
•계약이행보증서류(증권 또는 이행각서)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방법운영 등)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 2021학년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및 가정통신문(납부고지) 발송 확인
② 징수결정 및 수납 : 세부계획에 따라 징수결정 및 수납
③ 계약 체결 : ※【제13편】계약 참고
  • 수련활동·숙박·주체별체험학습 다수공급자계약(http://shopping.g2b.go.kr)
  • 수련시설 이용계약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과 결과 ‘우수’이상 업체와 계약
    - 수련시설 인증‧신고 여부 확인
  • 숙박시설 이용계약 : 허가‧등록 시설 이용
   -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 전세버스 이용계약 : 차량운수사업면허업체
   - 차량등록원부 확인(정부24)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확인
  • 학생‧인솔자 여행자보험 가입
   - 의무 : 국외 및  고위험활동(수상, 항공, 산악, 장기도보 등)이 있는 숙박형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 
   - 권장 : 이 외의 숙박형 및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가입
④ 임시출납원 임명 및 현지경비 지급 
  •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가 있는 경우 임시출납원에게 개산급으로 지급
⑤ 현지경비 정산 보고 : 임시출납원이 집행 후 5일 이내 정산서, 증빙서 제출
⑥ 수련활동 인원 확인 및 운행 확인 : 사업부서
⑦ 수련활동비 대가 지급 및 불참자 환불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제38조(개산급), 제39조(임시출납원의 임명)

  ※ 2017 세입업무편람 참고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ġ����/������û����ü���н��л�������������
http://www.law.go.kr/��ġ����/������û����ü���н��л������������ʽ����Ģ
http://www.law.go.kr/��ġ����/������û���������⺻����
http://shopping.g2b.go.kr/
https://www.youth.go.kr/youth/
http://www.gov.kr/portal/main
http://www.law.go.kr/��ġ����/�������б�ȸ���Ģ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do?menuId=100160050000000&bbsMasterId=BBSMSTR_000000000192&bbsId=965927&pageIndex=1&searchCategory=&schKey=TITLE&schVal=%EC%84%B8%EC%9E%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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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정산

   (사업부서)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 불참자 환불 및 최종 정산보고
② 현장체험학습 집행 정산 및 공개
  •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이용 
   ※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정산 내역 공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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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졸업앨범

졸업앨범 계약은 학년도 초(3-4월 중)에 체결되어야 학교행사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음

1. 구입계획 및 준비

  (사업부서 )

① 기본계획 수립 : 졸업앨범 제작 자체규격서(안) 결정
  • 제작(안) : 제작 부수, 부당 추정가격, 규격(크기, 면수, 표지 종류 등) 
② 의견수렴 : 가정통신문을 통한 구입 희망 조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교직원, 학생 등)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제작 방법, 규격, 가격 적정 여부 등
  • 희망 조사 결과, 학교 제안 규격서 등이 포함된 졸업앨범 구매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 제작 여부 결정

2. 계약체결

 

3. 징수 및 수납

※【제11편】학교회계 수입 참고
① 예산편성 여부 확인
② 최종 구입희망자 명단 제출 : 사업부서, 12월 초 수납요구
③ 징수 및 수납 
  • 최종 구입희망자 명단에 의하여 징수결정 및 수납 

 세부업무명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졸업앨범 제작·구매 계약 요구 : 사업부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제작 규격으로 구매 요구
② 계약방법의 결정 : 입찰(G2B입찰),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물품,
                      수의계약, 조달청 다수공급계약자(MAS) 2단계 경쟁
  ※【제13편】계약 참고
③ 졸업앨범 제작·구매 계약의 유의사항
  • 예정가격의 다양한 조사 : 가격의 합리적 결정 유도
  • 자세한 앨범 제작 규격 제시 : 일정한 품질의 보장
  • 비밀유지보안각서 징구 : 개인정보보호
  • 계약내용에 편집 및 교정 횟수, 일정 등 제작일정을 자세히 포함시킬 것
  • 계약상대자의 앨범 제작실적을 기본조건으로 정할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보다 안정된 계약이행을 기대할 수
    있음
  • 12월경에 희망자를 다시 조사하여 실제 구매 인원으로 변경계약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ġ��ü������ڷ��ϴ°����ѹ��������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55

4. 졸업앨범 검수 및 대가지급

① 졸업앨범 납품 : 계약내용(수량, 납품일) 이행 확인
② 물품검수 : 사업부서
  • 계약내용(제작규격, 부수 등) 확인 후 물품검수조서 제출
③ 대가지급
  •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계좌 송금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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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과후학교 교육비 관리

1. 계획 및 준비

   (사업부서 )

2. 수강료 징수결정 및 수납

￭ 과목별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함

TipTipTipTipTip

※ 【제11편】학교회계수입 참고
① 과목별 수강신청자 명단 작성 : 사업부서
② 수강료 징수 
  • 과목별로 사업명을 설정하여 징수
  • 방과후학교 담당 강사의 직접 수납 불가
③ 수강료 환불 : 담당부서 요청
  • 학교별 환불 규정에 의거 환불

 

3.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집행

￭ 소속직원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정산
￭ 방과후강사 위·수탁 계약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할 때(타교 교원)
 • 기타소득 : [지급액-(지급액×
   필요경비(60%))]×20%
  (기타소득금액이 125천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TipTipTipTipTip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강사비 지급 요구 : 사업부서
  ※ 출석 확인필(학생 출석부 또는 프로그램 활동 일지 제출)
     : 내부강사의 경우 복무상황과 수업일시 확인
  • 국고지원 학생 : 학생이 실제로 수강한 기간만 지원
  • 과목별 수납액과 요구액이 타당한지 검토
  ※ 강사료는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②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사업 소득에 해당
  • 사업소득세(강사비의 3%)+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단위: 원)

구분 ①지급총액
②필요경비
(①*60%)

③소득금액
(①-②)

④세율
(%)

⑤소득세
(③*④)

⑥지방소득세
(⑤*10%)

기타
소득

250,000 150,000 100,000 20%
(지급액
의 8%)

20,000 2,000

1,000,000 600,000 400,000 80,000 8,000

사업
소득 50,000 0 50,000

3%
(지급액
의 3%)

1,500 150

 세부업무명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길라잡이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ҵ漼��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ġ����/�������б�ȸ���Ģ
https://edup.goe.go.kr/afterschool/k1_004/k2_013/bbs/bbsView.do?bbs_cd_n=847&bbs_seq_n=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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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급식비

수납액과 지출액 비교를 통한 중간결산 실시로 학년도말에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1. 운영계획 수립

  (사업부서 )

 

2. 급식비 집행

￭ 식품 구매 계약 구비 서류
 • 식품공급계약특수조건
 • 일반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 각종 보험가입증빙서류(필요시) : 
   영업배상책임보험, 차량종합보험
  ※유효기간 및 개인당 보상한도액 확인
 • 기타서류 : 출입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또는 작업장 소독필증 사본,

 HACCP 관련 서류, 근무자 보건증
 • 계약이행보증서류

TipTipTipTipTip

① 식품비 집행
  • 식단표 작성 및 물품구매계획 수립, 시장조사 : 영양(교)사
  - 식단 작성 시 NEIS 이용
  • 식품 구매 계약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 

  • 급식계약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거 추정가격에 의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결정

  • 검수 : 영양(교)사(일일 검수일지 작성, 검수현장에서 수기작성 기록)    
나이스에 재등록 하는 등 이중 업무처리 지양

② 운영비 집행 : 공공요금 및 소모성 물품 구매, 수리
  •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성격의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
③ 인건비 집행 :【제4편】교육공무직원 등 기타직 참고
④ 급식비 관리 철저
  • 월별 수납액, 지출액 관리 철저 : 중간결산 실시
  • 퇴직금 적립 예상액 및 미수납액 파악 관리
  • 학년도 말 예산의 과부족이 없도록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로 철저히 관리

계약방법 내용

입찰(총액)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의 경우(필수)
▸입찰공고를 통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견적입찰(소액수의)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견적제출 공고 실시

전자견적(수의)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자견적 실시

 세부업무명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 2021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б��Ĺ������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988719&bbsMasterId=BBSMSTR_000000000246&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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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주요사항

단위학교의 예산 집행 활동인 지출업무를 하면서 기타 참고하여야 할 주요사항

1.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 학교재정운영 공개

 세부업무명

① 회계관계공무원
  • 분임재무관(학교장), 출납원(행정실장) 및 대리자
  •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지출, 수입, 은행업무 담당    
  주무관 등)
② 재정보증보험 설정 방법
  • 보증보험 가입(직위포괄식)
  • 재정보증 기간은 1년, 매년 갱신
③ 재정보증 한도액 : 3천만원 이상(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
④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액 세입금으로 징수 
  • 변상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시 초과금액 해당 회계관계공무원 변상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155조(회계관계공무원),
제156조(재정보증), 제157조(재정보증한도액)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학교홈페이지에 학교재정운영 공개
② 공개사항
  •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심의 확정 후 10일 이내)
  •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해당사업의 정산 후 10일 이내)
    - 사업부서 담당자가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 건별 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 집행대상자, 지출금액 포함
  •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매일자, 구매처, 상품권 종류, 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포함

∘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http://www.law.go.kr/����/ȸ�������������å�ӿ����ѹ���
http://www.law.go.kr/��ġ����/������û����������������ع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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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한도(예시)
 •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 교원수 33명,  
   행정직수 4명, 교육공무직원 11명,  
   학교운영위원 10명(교원위원 포함)
 - 교당 
    : 6,000천원
 - 급당 
    : 60천원×(24학급+1학급+2학급) 
     =1,620천원
 - 교직원 
    : 80천원×(33명+4명+11명) 
     =3,840천원
 - 학교운영위원 
    : 100천원×10명=1,000천원
 • 업무추진비 한도액 : 12,460천원 

TipTipTipTipTip

① 일반업무추진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
  • 계상한도                                            [단위 : 천원]

구분 교당(연액) 학급당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단설유, 초･중･ 
고등학교

6,000 60 80 100

    - 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3월 1일 자 정원기준
    - 병설유치원, 방송통신고 및 분교장은 교당 제외, 학급당, 교직원은 계상
    - 목적사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에서 제외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
  •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개인적 용도 사용, 방만한 집행 금지
  •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 불가
    - 단, 학급 수 조정의 사유로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 가능
  • 교직원의 퇴임 등 행사 관련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
    - 전별금, 기념품, 선물구입비, 식비 등은 사용 불가
  •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및 전체 교직원연수 등 행사성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 학교교육행사, 축제행사, 체육대회, 교직원연수경비 등에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추가 편성하여 업무추진비 계상범위를 초과 금지
  • 경조사비 지급 대상자
    - 학교 상근 교직원(학교장, 학생 제외),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 자매부대(자매학교 포함)
    - 관계기관(단체) 임직원(인근 경찰서･소방서 등)
      ※ 타학교, 교육(지원)청 등은 관계기관에서 제외
  • 경조사비 지급범위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및 사망
  •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 불가
  •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인 모임의 경비는 지급 불가
  • 외빈초청 접대경비 지급기준 : 1인당 연회비 3만원 이내, 선물비 5만원 이내
②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지급방법 : 월정액으로 지급
  • 지급대상 : 단설유치원장, 초·중·고·특수학교장
  • 지급기준 : 매월 250천원(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 시마다 월 3,000원 가산)
  •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 퇴직, 직책신설, 기타 직책 변동 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 가능
  •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 불가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파견자, 휴직자, 공로연수자
  •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 학급 수 변동 시 다음 달 1일 자 기준으로 조정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û����������������ع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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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
 • 신용카드 발급 시 이용대금에 대해  
   통상적으로 월 2회 청구하도록 설정
 • 예시(지급일이 12일, 27일인 경우)
 - 원인행위는 지급일 이전에 미리 
    처리
 - 지급일 2~3일 전에 카드사에서 
    통지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의 세부내역과 원인행위를 
    비교하여 지출결의 대상 분류   
 - 청구된 건만 지급일까지 카드 

통장으로 한꺼번에 지출
 • 카드 이용 시마다 카드통장으로 

지출할 경우 카드통장 잔액관리가 
어려움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① 사용대상
비목 적용기준

학교운영비
급량비는 현금영수증카드 또는 신용카드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업무추진비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적용
단, 외빈초청여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일부 임의적용)

시설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비품구입비

기타자산취득비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임의 적용. 단,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하며 
충분한 가격 비교검토 후 물품구입

② 적용의 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 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 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주에게 계좌 입금 조치
③ 발급 및 운영
  • 신용카드 발급 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포지티브) 적용
  • 발급 시 발급대장 작성·비치, 보안 유지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사용 가능
  • 지출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
  •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 절차 생략 가능
  • 담당 공무원은 매월 1회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
    (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
  •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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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사수당 및 원고료

￭ 강사수당 및 원고료 계산(예시)
 • ○○대학교 교수가 3시간 25분
   동안 134명에게 강의하고 파워 
   포인트 20면을 원고로 활용
  - 강사수당 기본료
    : 200천원×140%(인원가산) 
     =280천원
  - 강사수당 초과분
    : 100천원×2시간(25분은 제외)
     ×140%(인원가산)=280천원
  - 원고료
    : 5천원×20면=100천원
 • 지급총액(세전) : 660천원 
 • 소득세 : 660천원×8%=52,800원 
 • 지방소득세 : 52,800원×10%=5,280원
 • 공제액 : 58,080원 
 • 실수령액(세후) : 601,920원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① 강사수당 : 공무원교육,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구  분 지급 대상 기준 단가(원)

특별강사
(Ⅰ)

◦전·현직 장관(급)·교육감·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대학총장(급)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 400,000원
▸초  과 200,000원

특별강사
(Ⅱ)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공직관계단체장(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포함)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이에 준하는 자로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료 300,000원
▸초  과 150,000원

일반강사
(Ⅰ)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 강사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유･초･중등학교장 (교(원)장 경력자 포함)
◦교육경력 30년이상 교육공무원 ※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 200,000원
▸초  과 100,000원

일반강사
(Ⅱ)

◦대학(교) 비전임교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포함)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본료 130,000원
▸초  과  6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 실습 보조자
∘ 분반, 분임활동 지도

▸기본료  40,000원
▸초  과  20,000원

  •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인원수 79명 이하 : 100%, 80~119명 : 120%,
             120~159명: 140%, 160~199명 : 160%, 200명 이상 200%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② 원고료 : 용역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구  분 단      위 기준 단가(원)

국  문
◦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15,000원

외국어
◦ A4용지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13,000원

파워포인트
◦ 1면당
 ※ 시간당 9면 이내

 5,000원

③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시 강사관리카드, 원고 등 지출증빙서류에 첨부 

 주요내용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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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품권

 세부업무명

①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 절감
  • 통합 구매 및 견적 비교를 통한 예산 절감
②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상품권의 부적정한 지급 금지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
    - 구매목적, 수량, 구매처, 배부일자, 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
  •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
③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
  • 매 분기별 익월 3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 공개
④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연 1회 이상 주기적 점검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청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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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편 계약

업 무 명  계약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업무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자 간 상호 대등한 입
장에서 관련법규에 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
적으로 하는 행위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계약의 종류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조달요청계약 재구성 편입 

 2. 계약체결․이행․검사
 - 준공기한 말일이 근로자 휴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준공기한 연장 
 - 단기간 계약의 착공신고서 및 공정보고 의무 제외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반영

 3. 입찰

 - 개정법령 및 예규 반영
 - 원가산정 시 법정부담금 포함 명확화
 - 예정가격 작성 시 1식 단가 적용기준 명확화
 - 주계약자방식 입찰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 낙찰률   
  적용 제외 

 4.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 개정법령 및 예규 반영
 -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사항 반영(집행대행 제도 폐지)

 5. 수의계약(1인 견적 제출)  - 개정법령 및 예규 반영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 내용 반영

 6. 다수공급자계약(MAS)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적용대상 및 요건 수정
 - 제안서 평가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 내용 변경

 7.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  - 업무처리체계 조직개편사항 반영

 8. 수의계약 배제업무  - 등록 및 조회 기능개선사항 반영

참고자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2019.) 
 ◦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2019.)
 ◦ 수학여행 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2019.)

처리부서 고등학교 재무담당관 유·초·중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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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체계
    ⓵ 법 제43조     ⓶ 시행령 제10장 140조     ⓷ 시행규칙 제8장 87조
    ⓸ 예규 3개, 고시 2개, 지침 1

예규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예규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장 일괄입찰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8장 기술제안입찰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3 ■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예규)

고시1
고시2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고시)
■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고시)

지침1 ■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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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종류

1. 수입·지출에 따른 구분

￭ 계약사례

  체육관·운동장·매점 사용허가, 
불용물품 매각 등

TipTipTipTipTip

2. 목적물별 구분

￭ 건설업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

 • 종합공사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
   ※ 공사예정금액 : 1건 공사 기준, 

부가가치세, 관급 포함
      단,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제외

난방, 가스시설, 승강기설치, 
철강재설치 및 강구조물, 삭도
설치, 철도궤도공사  

 •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TipTipTipTipTi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구  분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낙찰자결정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낙찰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 일시 선납의 경우 불필요 필요

대가지급 선납원칙 계약이행 후 지급

입찰보증금 필요(면제가능) 필요(면제가능)

예정가격
• 작성
• 일반재산(2인 이상 감정평가)

• 작성(소액수의 등은 생략가능)
  ※ 소액수의 전자견적의 경우 작성  

지연배상금 부과 부과

하자보증 불필요 필요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계약목적물 

구   분 종류 및 관련법

공

사

건

설

종합
공사

•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문
공사

• 실내건축공사, 습식․방수공사, 도장공사, 포장공사, 금속  
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경식재공사,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등 29개 
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

전기  전기공사업법 

 소액이라도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업법

그밖의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물품제조·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용역

①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설계, 감리 등) - 건축사법 · 건설기술진흥법 
② 학술용역 :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용역  
③ 일반용역 : 기술·학술용역 이외의 용역
   (보안, 청소, 시설유지보수, 폐기물처리, 임차, 숙식 등)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Ǽ�����⺻�������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Ű������
http://www.law.go.kr/����/�ҹ�ü��������
https://www.law.go.kr/����/��ȭ���������ѹ���
http://www.law.go.kr/����/�ұ����ǰ�����������Ƿ����������ѹ���
https://www.law.go.kr/����/�����Ͼ��������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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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결형태별 구분

￭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 공통점 
 - 공사이행에 여러 해가 소요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 확정 후 체결

 • 차이점 : 총사업비 예산 확보 여부
 - 장기계속계약 : 당해 연도분만 확보
 - 계속비계약 : 전체예산 확보

TipTipTipTipTi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부터 제29조(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부터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관련근거

 계약체결형태 

구분 계약형태 주 요 내 용

예정
가격
확정
여부

확정계약  예정가격 확정 후 계약체결

개산계약
(법 제27조)

예정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개산가격(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 후 정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영 제89조) 

예정가격 구성 일부 비목의 금액을 미리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

총액/
단가
여부

총액계약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 대상, 자의적 분리 불가

단가계약
(법 제25조)

일정기간 계속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범위 안에서 단가로 체결하는 계약

계약
이행
기간

단년도계약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계약

장기계속계약
(법 제24조)

예산의 일괄확보가 어려우나,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계속비계약
(법 제24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계약
자수

단독계약 계약상대자가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공동계약
(법 제29조)

2인 이상의 수급인이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유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 혼합방식

기타

종합계약
(법 제28조)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공사 등을 공동으로 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법 제23조)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을 시 계약

 ※ 조달계약요청(예외적인 계약방법)
   -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계약체결의 요청 등)
   - 학교 : 감독, 검사·검수, 대금 지급
   - 조달청 : 학교 요청사항 검토, 계약체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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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형태별 구분

￭ 공사 계약 절차 
 1. 사업계획의 수립
 2. 집행품의
 3. 계약방법결정
 4-1. (입찰)
      입찰공고 (예정가격 명시)
 4-2. (2인이상견적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예정가격명시)
 4-3. (1인견적제출) 수의계약
      예정가격 작성
 5-1. (입찰, 2인이상견적제출)
      개찰
 5-2. (1인견적제출) 수의계약
      수의시담
 6. 낙찰자결정
 7. 계약체결
 8. 착공신고
 9. 선금지급
 10.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1. 준공신고
 12. 준공검사
 13. 준공정산
 14. 전기, 수도료 징수
 15. 지연배상금
 16. 하자보증
 17. 대가지급
 18. 하자검사
￭ 물품 계약 절차도  

￭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제외 : 제3자단가, 급식식재료
  - 【제13편 계약】 - 3. 입찰 참고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계약경쟁형태 

구분 계약형태 주 요 내 용

입찰

일반입찰  모든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

제한입찰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 기준에 의한 입찰 
참여 제한

지명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
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

수의
계약

2인이상견적
(소액수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공고 및 견적 제출(낙찰하한율 적용) 
 ※ 지정정보처리장치 : G2B, S2B, eaT, 온비드, Re

1인견적수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 

【제13편 계약】 - 4. ~ 5. 수의계약 참고

 입찰·소액수의 비교   
구분 입찰 수의계약

공고기간 일반 : 7일, 긴급 : 5일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지역제한 광역 시·도단위 제한 시·군단위 제한 가능

성립요건 반드시 2인 이상 전자공개수의 : 2인이상

적격심사 ○ ⅹ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반드시 이용 예외사항 존재

지점 참여 여부 지점 참여 불가 지점 참여 가능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입찰보증금 징수 미징수

부정당제재 제재 후 재공고
제재대상이 아님

(단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
계약 상대자가

부적격자인 경우
새로운 입찰에 붙임

차순위부터 배제사유 검토 
후 계약 또는 새로운 공고

 입찰결과에 따른 조치

재입찰 • 유찰 후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재차 입찰 / 재입찰 기간만 추가

재공고 입찰
• 유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업체 종전 서류 대체 가능, 기간 제외 조건변경 불가

새로운 입찰 •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거치지 않고 조건을 변경할 때 

정정공고 • 입찰공고 후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을시, 잔여기간 5일 이상 가산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입찰방법) 

부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Ģ/������ġ��ü�����װ���������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68

5. 낙찰자 결정방법별 구분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결정방법

최저가낙찰제
(법 제13조)

예정가격 이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2단계입찰
(영 제18조)

용역·물품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 규격(기술)입찰 실시 후 가격입찰  

다량물품입찰
(영 제17조)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유사물품복수입찰
(영 제24조)

유사종류 물품 중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구매할 때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영 제43조)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안보목적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시설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영 제44조2)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계약으로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평가 후 계약체결 
 ※ 기술적 요구와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적의 대안 선정이 어려운 경우,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구매 등 

 2단계 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비교

구분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입찰
방식

(1단계) 규격(기술)입찰 실시
(2단계) 규격 적격자 선정
(3단계) 규격적격자 대상 가격입찰

(1단계) 규격(기술)·가격입찰 동시 실시
(2단계) 규격 적격자 대상 가격개찰

입찰 
유·무효

• 규격과 가격입찰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함 

•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 2인 이상 참가하여 규격 적격자가 
1인이라도 유효한 입찰로 낙찰자 
결정

장·단점

• 규격·가격 별도 입찰로 
입찰기간이 더 많이 소요

• 규격 적격자가 소수일 경우 
담합 가능

•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입찰 기간 
단축

• 담합이 어려움
• 규격평가 시 특정업체 특혜 우려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근거

￭ 2단계입찰 제외대상

 • 시행규칙 제23조의 2 
 - 청소용역
 - 검침용역
 -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

TipTipTipTipTip

￭ 계약담당자 유의사항

 • 입찰공고 시 정성적 평가방법 명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정기준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산술

평균점수(최고·최저점 제외)
   다만, 공고문에 항목별 최고·최

저점수 제외 후 평가한다는 세
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전 제안서 제출자의 
가격입찰 여부 확인 

 •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실시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Ģ/������ġ��ü�����ó����ڰ�������
https://www.law.go.kr/������Ģ/������ġ��ü�����ó����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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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방법(요약)

 알아보기 쉬운 계약요약표 

구분
수의계약 입찰

1인견적제출 2인이상견적제출 제한입찰(지역) 일반입찰

종합
공사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 미만

100억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내역입찰

전문
공사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 미만

10억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7.745% 적용
적격심사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5억 미만

5억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7.745% 적용
적격심사

물품
제조
구매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5억 미만

5억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8%
* 2천만원 이하 

90%
적격심사

용역

추정
가격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5억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 금액 미만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2억 미만)

5억 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8%
*2천만원 이하 90%

적격심사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  
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 도서구매 낙찰자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 예외 사항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경우는 제외)

 ▸그 외 예외사항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TipTipTipTipTip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Ģ/�������������ϴ�������ġ��ü�ǰ����ǰ���뿪�ǹ��������Ѱ��
http://www.law.go.kr/������Ģ/����������ڷ��ϴ°����ѹ������Ǳ�ȹ��������������ϴ°�ñݾ�
http://www.law.go.kr/������Ģ/������ġ��ü�����װ���������
http://www.law.go.kr/����/���ǹ�ȭ��������
http://www.law.go.kr/����/���ǹ�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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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 공공구매제도 시행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촉진 시행계획(2020. 5.)
 •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 시행계획
(2020. 5.)

 •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행계획(2020. 5.)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①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구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일반제품, 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금액제한 없음

계약방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자간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임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제한입찰하여 유찰된 경우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
  • 입찰 참가하는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 학술연구 등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사유 공표)
 ③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제한 가능
    ※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 할 경우, 중소기업직접생산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자격 제한하여야 함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수의계약 할 수 있음(협동조합 추천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종류
    - 경쟁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제품으로 물품 

및 용역도 포함 
    - 주요제품: 가구, 목재창, 무대장치, 운동복, 인쇄물, 건축물 일반 청소업,  

경비업, 전산업무, 구내방송장치, 컴퓨터 등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증대), 제7조(경쟁
제품의 계약방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6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ұ����ǰ�����������Ƿ����������ѹ���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http://www.smpp.go.kr
http://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N.do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ұ����ǰ�����������Ƿ����������ѹ���
http://www.law.go.kr/����/�ұ����ǰ�����������Ƿ����������ѹ��������
http://www.law.go.kr/������Ģ/����������ڷ��ϴ°����ѹ������Ǳ�ȹ��������������ϴ°�ñݾ�
http://www.law.go.kr/������Ģ/�ұ���ڰ�������ǰ�װ���������������Ŵ��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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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품선정위원회

￭ 물품선정위원회 선정절차
 ① 물품선정위원회 선정절차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출결의서
에 첨부

 ② 조달 3자단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에 의
한 평가

 ③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대상  
업무처리기준에 의해 학교여건 
및 구매품목에 맞게 평가표  
구성 가능

 ④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 비슷한 3개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

    (단, 2개 이하 평가 시 회의록에  
    타당한 사유 기재함)

 ⑤ 대상물품 선정 시 특정업체의 
인증서 보유물품을 선택하고 
다른 물품은 인증제품이 아닌 
것으로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높이는 
방법 금지

 ⑥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표 
구성 금지

 ⑦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업체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

TipTipTipTipTip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①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재무담당관-44818(2019. 12. 31)] 

구    분 개  선  사  항

대    상

• 1회 납품 총액 기준으로 물품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단, 복사용지, 문구류등 소모품은 물품선정위원회 

생략 가능

구    성

•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 등)
  ※ 단, 학교장(기관장)은 제외함
    유사 위원회가 있을 시 통합운영 권장  

선정기준 및 절차

•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물품에 대해 가점 또는 
우선순위 부여

• 조달 3자단가 단일물품 1천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평가표에 의한 평가 실시

• 계약방법별 역할 제시

 ② 물품선정위원회 역할 

구 분 금액기준별 계약방법 선정위원회 역활

조달3자단가
제품

1천만원이상
조달3자

단가
제품선정

다수공급자
계약(MAS) 

2단계 
경쟁대상 품목

일반물품
5천만원
이상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경쟁업체 및 
제품선정중기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입찰

규격 선정

1인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제품 선정

2천만원 초과
소액수의
견적제출 
및 입찰

규격 선정

   - 선정기준 :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물품에 대해 가점 또는 우선순위 부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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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이행·검사  

계약진행절차 : 사업계획(품의) → 계약방법 결정 → 견적검토/입찰 →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 계약보증서 징구 → 
              계약체결 → 착공(수)계 접수 → 사업 진행 → 준공(완료)계 접수 → 검사(수) → 대금 지급

1. 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의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 경매
 •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 후 
   인수하는 물품매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계약  
 •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 계약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 시에는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제33조
제3항)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당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중복 실시할 수 없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한시적 특례 기간 : 2021. 6. 30.까지
 •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TipTipTipTipTip

  계약체결

  ①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 간 상호 날인·간인

구  분 계  약  문  서

시설공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계약보증금, 공사비산출내역서, 
청렴이행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하도급지킴이사용 
확약서, 조세포탈서약서 등

물품
제조·구매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용역
용역표준계약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

※ 적격심사
   대    상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공사실적
확인서, 경영상태 확인서, 기술자보유확인서 등 

  ※ 공사계약 시 유의사항 
   • 폐기물 처리
     - 분리발주 대상 : 폐기물 100톤 이상, 지정폐기물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 석면해체․제거작업 7일 전까지 석면해체, 제거 

작업 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공사계약서,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 처리기한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확인을 거쳐 허가증을 발급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방법) 및  
제13조 (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부터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8(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TipTipTipTipTip

http://www.law.go.kr/��ġ����/�������б�ȸ���Ģ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0186&efYd=20171226#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0186&efYd=20171226#0000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Ǽ�������Ȱ�����������ѹ���
http://www.law.go.kr/����/�Ǽ�������Ȱ�����������ѹ��������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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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

 

￭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생략 가능
• 법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구매
 - 소모성물품, 문구류, 공구(철물),  

마트 구입품 등  
• 법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단, 위 경우에도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임)

• 관련: 2020년 하반기 클린계약제도 
컨설팅 방문 계획 알림

        (재무담당관-27113, 2020. 9. 8.) 

TipTipTipTipTip

￭ 계약보증금의 면제 
  ⇒ 대신 지급확약서 징구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
￭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 (계약단가 ×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의 10% 이상
￭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 :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 판매 
 • 일반적 시장공급물품 구매 계약 : 

야채, 잡곡, 육류 등 
   ※ 민법상 매매에 해당

                                                      

 ②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
   • 계약보증금 : 현금 또는 계약보증서로 징구
    - 공사 : 15% 이상
    - 물품 및 용역 등 : 10% 이상(계약상대자와 합의한 경우 15%도 가능)
   • 계약보증서 접수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또는 직접 접수
 ③ 수입인지 : 인지세법 제3조 3항   

과세문서 계약금액 인지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지방계약법 제14조에 
 의거 작성한 계약서)

        ~ 1천만원 이하 면제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전자문서 : 과세 대상문서
  ※ 전자수입인지납부서비스 : http://gov.e-revenuestamp.kr

 주요내용

TipTipTipTipTip

 전자 계약체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계약제도 시행에 따라 금액 한도 없이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전면 시행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eaT, onbid, Re) 이용
    ※ 【제13편】- 3. 입찰 참고 
      - 구매계약서 작성 : 초안 작성하여 업체 송신
        붙임 - 내역서(전자메일 등으로 업체에서 받아서 첨부),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청렴이행각서, 수의계약각서 등
      - 계약응답서 접수 :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등 접수 
        ⇒ 청렴서약서, 수의계약각서는 전자계약서 송신으로 갈음 
           (단, 업체명, 대표자 등 세부내용 작성 송신) 
      - 계약체결 승인통보 : 최종계약서 작성 및 통보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부터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약 보증금의 납부)

 관련근거

http://gov.e-revenuestamp.kr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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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행

￭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물가변동
 •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
 • 기준 노임단가 변동 
 • 태풍·홍수·지진·화재 등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발생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 하도급계약 처리기준 및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제출생략
 • 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 단기계약 행정부담 완화 조치

￭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 건설근로자법 제13조 및 제26조  

  - 목적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 내용 : 현장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 적용시기 

20. 11. 27. 22. 7. 1. 24. 1. 1.

100억 이상 50억 이상 1억 이상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① 물품의 납품, 용역의 이행, 공사감독
   :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감독, 필요 시 전문기관에 감독대행 가능
 ② 공사이행감독 
   • 착공계 접수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 내 제출(보통 7일 이내)
   • 착공 후 14일 이내 고용ž산재보험 사업개시 필 통지서 접수
     (금액에 관계없이 면허업체 공사 시, 공사명으로 가입)
   • 계약기간 및 내용 조정 시 : 변경계약합의서
     - 사유 : 공사 중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
     - 공사이행기간 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 보증기간 연장,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계약금액 반영 

   • 계약금액 조정 시(계약자, 계약상대자의 신청) 
     - 사유 :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 기간 : 조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 통보, 40일 이내 하도급계약금액 조정 확인

 착공계 제출

   •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경력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총 공사비 4천만원 이상),  
환경 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직접시공계획서(총 공사비 4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이내 공사 통보제외), 

     - 건설공사 직접시공비율(30일 이내 발주처 통보)
도급금액 비  율 도급금액 비  율
3억 미만 50% 이상 10억 ~ 30억 20% 이상

3억 ~ 10억 30% 이상 30억 ~ 70억 10% 이상

 준공계 제출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준공내역서,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서류,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하도급세부내역서, 하도급보증수수료, 폐기물
처리 사용내역을 확인 후 정산, 연금․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서

     ※ 고용보험의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 전기․수도료 징수 
    -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이 원칙
   - 공사금액의 0.11~0.14% 징수 협약 체결하여 징수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4333(2008. 12. 15.)]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감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Ǽ��ٷ����ǰ�밳������ѹ���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Ģ/������ġ��ü�����װ���������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75

3. 선 금 

￭ 각종 보증금 보증기간
 • 계약보증금  
   계약일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보증금
   준공검사완료일 ~ 담보책임존속기간
 • 선금보증금
   선금지급일 이전 ~ 계약종료일

+60일 이상 (수학여행은 30일 이상)

TipTipTipTipTip

 ① 대상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부정당제재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②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 지급 
  ※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선금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③ 선금지급조건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 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④ 선금 미지급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⑤ 채권확보 방법 : 선금지급보증서 징구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급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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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및 인수

￭ 보험료 적용 기준
 •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
    ※ 사후정산
 • 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 적용
  - 다만,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공사금액
      도급금액 + 관급액 - 부가가치세 
 • 산재보험료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 적용

￭ 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 매각계약의 경우
 •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조서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

￭ 불가항력 사유 인정범위 확대
 • 공사·용역·물품 납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감염병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객관적 자료에 따라 기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등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 부담 

  - 재무담당관-26821(2020. 9. 7.) 참고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① 검사(검수)시기 :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②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퇴직급여충당금

 ③ 준공(납품) 지체 시 : 지연배상금징수율에 따라 지연배상금 징수
    ※ 지연배상금 산출방식 
      지연배상금 = 최종계약금액×지연배상금율×지연일수
    ※ 지연배상금 상한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구   분 지연배상금율
공사 0.5/1000

물품의 제조․구매 0.8/1000

수리․용역․가공․대여 등 1.3/1000

운송․보관 및 양곡 가공 2.5/1000

 공사

 ① 준공계 접수  
 ② 검사 : 준공검사조서
   •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
   • 계약 위반 사항 또는 부당함의 발견 시 시정조치 요구
     (계약이행 기간 내에 시정 미완료 시 지연배상금 부과)
 물품제조․구매

 ① 납품계 접수
 ② 검수 : 물품검수조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 납품검사 대행

 ① 납품검사 요청 대상
   • 조달청 직접검사 : 추정가격 일정금액 이상 물품·용역
     조달품질원 [품목별 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 참고
   • 전문기관 검사 :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한 추정가격이      
     품명별로 일정 금액 이상(1억~5억원 이상) 물품·용역
     조달품질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참고
 ② 입찰공고서, 수의시담 요청서에 검사기관(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및 검사비용 부담주체(계약상대자 부담) 명시
     ※ 검사 대행 이용 수수료는 요청 기관에서 부담
 ③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류(규격서 등 포함)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 검사 의뢰
 ④ 요청 절차 : 조달청 납품검사 대행 절차에 의함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부터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8-9호]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CENTER001&cateSeqNo=2
http://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205&pageIndex=1&boardId=CENTER001&cateSeqNo=1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Ģ/��������ü����ǰ���뿪�����ѳ�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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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자보증 및 보수

￭ 하자보수보증금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공종별 보증금율 보증기간

공사 

 조경공사 5%

1년
~

10년

 일반건축 
 공    사 3%

전기,
정보통신 2%

소방 3%

물품
물품제조 3%
수리, 가공,

구매 2%

용역 2%

※ 하자보험증권(계약)보험기간
                   = 책임기간

TipTipTipTipTip

6. 대가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청구 및 대가의 지급

 ①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대가지급 지연일수×미지급액×연체이자율  
     ※ 대가지급 기한 연장 특약 
        계약당사자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②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 공사의 경우 필요하면 안전관리비 정산서, 환경보전비정산서, 보험료 납부 

영수증, 폐기물 처리증빙자료(내역서에 있을 때) 등 첨부
   •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미사용 시 정산(준공감액사유서)
   • 특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은 예규를 참고하여 정산
 ③ 대가지급 압류 등의 경우 처리 

 ①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 보증기간 시작일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②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등
   • 3천만원 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증권 생략 가능(조경공사는 제외) 
     단, 하자보증이행각서는 징구하여야 함 
   • 징구 시기 :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 전까지 납부
 하자검사

 ①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 하자검사조서,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비치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② 하자보수의 이행 
   : 하자보수착공신고서 제출 - 하자보수를 통보받은 7일 이내
     (설계서 첨부 및 공사이행 소요기간 명시) 
     ※ 시급을 요하는 경우 : 즉시 하자공사 착공
 【제18편】 - 4. 하자보수관리 참고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71조(하자보수보증금)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수의계약 
    (제1항 7호 가목은 제외)
 •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등 

   ※ 체납 사실 여부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동의서)
      납세증명 제출 갈음

TipTipTipTipTip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Ģ/������ġ��ü�����װ���������
http://www.law.go.kr/������Ģ/������ġ��ü�����װ���������
http://www.law.go.kr/������Ģ/������ġ��ü ���� �� ����������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20542&chrClsCd=010202
http://www.law.go.kr/����/������ġ��ü������ڷ��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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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가지급

￭ 하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통보 시 제출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 처리 사항 

TipTipTipTipTip

￭  전자적 대금지급 관리 개요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① 구분관리제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② 지급확인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 확인
 ③ 대상 : 모든 공사(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때는 적용
    -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의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지급범위 :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 
    ※ 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⑤ 세부 업무처리 절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①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전자대금시스템)」전면확대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
    -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② 대상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입찰공고 등에서 전자대금시스템에 대한 사용의무 명시 
 ③ 이용등록(기 사용자 별도절차 없음) 및 주요업무 
   • 이용등록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약관 등의 및 사용승인 신청 → 담당업무(권한) 설정 
   • 주요업무 
    -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및 승인 
    -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대금지급 
    -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지급현황 모니터링 
    - 원도급사에 선급지급 후 원도급사(하도급사) 선금관리 현황 모니터링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이미 제출한 같은 달 청구내역 비교·확인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하도급지킴이 업무 흐름

 주요내용

전용계좌

발주기관(학교)

원도급자

(종합건설사)

하도급자

(전문건설사)

자재/장비/
근로자

원도급자 몫

인
출
제
한

하도급자 몫

자재/장비 몫

노무비

하도급자 몫

인
출
제
한

자재/장비 몫

노무비

청구

청구

청구

지급

지급

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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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1. 예산집행 품의(발의)

 ① 예산 집행품의(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부서
 ② 계약심사요청(재무담당관) 
   • 요청시기 :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
   • 대상사업(추정금액 기준)
     - 공사 : 3억원 이상(종합공사는 5억원 이상)
     - 용역 : 7천만원 이상
     - 물품 제조․구매 :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 1회 설계 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    

         (단, 계약금액 20억 이상)
 ③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경기도교육청 공사원가계산제비율 참고)
   •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
   •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해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확정
     (계약심사 해당금액은 원가심사를 통해 기초금액 확정)
    - 산재보험 : 모든 건설공사
    -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단,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 연금․건강․노인요양보험료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 퇴직공제부금 : 1억원 이상 
    - 환경보전비 : 요율 적용
   • 1식 단가 적용기준 명확화 
    -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제외 : 원가계산 시 공종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 예정가격조서 작성 :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 조정 내용과 사유 명시 
 ④ 사업 내부결재 및 공고문 작성 

   • 시설공사  사례1. 화장실개선공사

   • 물품구입  사례2. 가구류 구입

   • 용역계약  사례3.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부터 제5조(심사요청)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 계약심사 제외 
 • 제안심사 요청사업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제3자단가 계약물품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을 경우 
  - 상품권, 유류, 예술품 등 구매 
 • 학교급식 식재료 등

TipTipTipTipTip

￭ 용어 정의

추정
가격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공고방법, 
PQ심사, 적격심사낙찰제,  
수의계약등의 기준대상
※ 추정금액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관급자재가격

예정
가격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 
하는 기준 
(입찰·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

거래
실례
가격

가격정보지(조달청), 2인 이상의 
사업자에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말 것)

원가
계산
가격

제조원가, 공사원가, 용역원가 
계산으로 구분

감정
가격

감정평가사(법인)가 감정평가한 
가격

견적
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설계
용역

설계비 요율에 의거 용역비 
산출하여 설계용역 발주

TipTipTipTipTip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Ǽ��ٷ����ǰ�밳������ѹ��������
http://www.law.go.kr/��ġ����/������û���ɻ����ó����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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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공고 및 기초금액입력

￭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
 • 일반 5일, 긴급 3일
 • 사전공개 생략 가능한 경우
  -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용역
  -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용역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  
    공개 실시한 물품, 용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용역 
  -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 포함) 또는  
     농·축·수산물   

TipTipTipTipTip

￭ 입찰공고기간
 • 일반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
 • 긴급, 재공고 입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공고
 • 2인이상 견적제출
   3일 전에 공고(주말 및 공휴일제외)
 • 경쟁적 대화방식, 협상, 2단계입찰, 

규격입찰, 기술입찰(추정가격 1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
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공고

￭ 우선순위
 • 내용  
   입찰공고문>지정정보처리장치게시문
 • 공고일 
   지정정보처리장치게시일>입찰공고일

TipTipTipTipTip

 ① 발주계획 등록(G2B)
   •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물품,공사,용역) - 입찰공고 – 발주계획등록”   

메뉴에서 건별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입력 및 공개
 ② 사전규격 공개(G2B)
   •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물품,용역) - 입찰공고 – 사전규격관리” 
     메뉴에서 사전규격 입력 및 공개
     ※ 공사의 경우 신기술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공개 
 ③ 입찰공고(G2B)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입력 → 입찰 공고 게시

   시설공사  G2B 공고 및 개찰절차(시설) 

   물품구입  G2B 공고 및 개찰절차(물품) 

   용역계약  G2B 공고 및 개찰절차(용역)

 ④ 기초금액 입력(G2B) 
   • 입찰공고 〉 나의공고관리 〉입찰공고번호클릭 〉기초금액 입력 〉저장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

 ￭ 지정정보처리장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5호(2018. 8. 20.)

구    분 지정정보처리장치

공사, 용역, 물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용역
•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간행물 구입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학교급식 식재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www.school.eat.co.k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
(취득제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 
• 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 제조·구매·매각의 입찰

순환자원정보센터
(www.re.or.kr)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  
정보의 공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구매규격 사전공개) 내지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g2b.go.kr
http://www.s2b.kr
http://school.eat.co.kr
https://www.onbid.co.kr
https://www.re.or.kr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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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예가작성 및 현장설명

￭ 도서구매 예비가격 작성 
 • 정가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결정하고 

0%~1%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산정

TipTipTipTipTip

4. 개찰

￭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을  

기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격 유지

 • 지역업체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지역요건 유지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 가능

TipTipTipTipTip

 ① 복수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작성
   •  0%~+3% 범위 내에서 7개와  0%~-3% 범위 내에서 8개를 작성

G2B상 예가프로그램 이용 작성 별도 작성

• G2B/수요기관업무(물품·공사·용역)/
  예가작성/복수예가작성리스트/예가

산출/가상입찰장 인증서 로그인/ 
±3% 예정가격 자동 작성/예가랜덤 
저장 (개찰 시 재배열)

• 랜덤 방식은 예정가격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변경되므로 개찰 후 출력 

• 규격서 및 설계서를 근거로 예정 
  가격 결정
• 결정된 15개의 복수예정가격
  (±3%)을 각각 밀봉한 후 개찰일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 보관에 철저

 ②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 직접 입찰 : 참가자 중 4인 선정,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전자 입찰 :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ž절차에 따라 복수 

예비가격을 추첨하여 결정
   •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은 절상
     (단가입찰은 제외)
 ③ 현장설명 실시 : 현장(품)설명청취조서 작성
   • 공사 : 100억 이상(의무 참석), 100억 미만(임의 참석)
   • 물품 : 공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 참석
   • 공사의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부터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5조(공사의 입찰)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개찰(G2B)
해당공고 선택하여 개찰시작→인증서 선택→투찰업체사전판정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개인키 전송→예정가격 확인 후 재배열하여 저장→개인키 
전송→개찰 진행됨→개찰결과확인→개찰완료

 ② 개찰자료 인쇄
   • 일반보고서 : 개찰결과보고서, 낙찰예정자등록자료, 개찰조서, 예비가격 

추첨조서, 등록업체별 예정가격 추첨현황 등
 ※ 개찰 종료 후 낙찰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함
     → G2B/(오른쪽 상단)나의나라장터/부정당업자관리/부정당업자조회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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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금액
 • 물품 제조・구매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기술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공사 
  -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전기통신소방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 적격심사 서류제출 간소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전자정부법 제37조 
 • G2B 등록자료  

￭ 적정공사비의 보장 
 • 입찰 평가 시 경비 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6. 계약체결·이행·검사

 ①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    분 2억 미만 10억 미만~2억 이상 10억 이상
계 100 100 100

물품납품이행능력 30 50 70
입찰가격 70 50 30
신인도 2~△2 2~△2 2△2
결격사유 △40 △40 △40

 ②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    분 1억 
미만

2억 미만
~1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10억 
이상

계 100 100 100 100 100
해당용역수행능력 10 20 50 50 70
입찰가격 90 80 50 50 30
기술인력보유현황 △10 △10 △10 △10 △10

 ③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예규 참고
  ※ 입찰공사 평가기준(A값 적용,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90-20×｜                                 ｜

       → A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예정가격

입찰가격 )×100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제4장(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제13편】-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 낙찰결정통지 및 계약체결 알림(예시)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부터 제67조(대가의 지급)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 입찰무효
  - [상호, 법인명칭, 대표자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제안요청서 설명회가 의무 참석인 경우 불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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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1. 예산 집행 품의(발의)

￭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대상 기준금액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시설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
  ※ 대상 : 전 기관(사립학교 제외)
  (재무담당관-36241(2019. 11. 5.)

￭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인 경우
 •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서류는 

열람용으로 비치
 • 물량내역서는 G2B에 게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는 물량내역서 생략 가능)

TipTipTipTipTip

① 예산 집행 품의(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부서
②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
  【제13편 계약】- 3. 입찰 참고
③ 사업 내부결재 및 공고문 작성 

   시설공사   사례1. 옥상 방수공사

   물품구입   사례2. 학습준비물 구입

   용역   사례3.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용역
④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입찰)

구분 추정가격 낙찰방법
안내공고 및 

견적서 접수 방법

건설
공사

종합
공사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직상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전문
공사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직상

전기, 소방, 
정보통신 

공사

2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직상

용역·물품
기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낙찰하한율
 88% 직상

※ 도서 : 90% 직상

2천만원 이하
낙찰하한율
 90% 직상

 ※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집행대행 제도 폐지)
    -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로 각각 구분하여 집행
    - 계약 및 시설 분야 기술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 시설과-8709(2020. 7. 16.)]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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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기초금액입력, 복수예가 

작성 및 현장 설명

3. 개찰

￭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개찰 후 1순위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 사유 
및 배제업체 등록 여부 확인

 • 계약담당자는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받고 우선 계약체결 가능

￭ 결격사유 해당 시
 • 계약체결 전
  - 차순위 순으로 결격 심사 
    또는 새로운 공고
  - 계약금액은 적격자 입찰금액
• 계약체결 후 
  - 차순위 순으로 결격 심사
    또는 새로운 공고  
  - 계약금액은 최초계약금액

4. 계약체결·이행·검사

【제13편 계약】- 3. 입찰 참고

 시설공사  G2B 시설입찰공고 사용자매뉴얼

 물품구입  G2B 물품입찰공고 사용자매뉴얼

 용역  G2B 용역입찰공고 사용자매뉴얼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부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제13편 계약】- 3. 입찰 참고
① 개찰
  • 수의계약 안내공고 건은 개찰 종료 후 낙찰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수의계

약체결 제한 대상 여부 최종 확인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수의계약배제업체현황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 확인 : G2B > 물품 또는 공사 > 부정당업자 조회
  • 면허 공사인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② 동일 가격의 낙찰자 결정 : 추첨
  • G2B, S2B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할 경우 사전 안내공고에 명시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개찰과 낙찰 선언)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TipTipTipTipTip

【제13편 계약】-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
부터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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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의계약(1인 견적 제출)  

1. 수의계약 대상 판단

￭ 특별법인체와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가능 여부 확인

￭ 에듀파인 행재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관별 전체 계약내역 자동 공개

  [재무담당관-27812(2017. 10. 16.)]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① 예산 집행 품의(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부서
  •  내부결재 작성 (공사, 물품 구입, 수리, 운반, 용역 등)
     ※ 시방서, 도면, 사양서 등 작성
②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분

주요내용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단,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단,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하자구분
곤란 등

 •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 마감공사의 경우
 • 특허공법, 신기술, 새로운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복구 등의 경우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③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수의계약 내역 공개내역서
  • 근거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체

결 시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가능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
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
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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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go.kr/������Ģ/������ġ��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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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검토

￭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
  - 전문공사 1억원 이하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단,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공고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 결정(조서 작성)을
생략한다는 것이지 예정가격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아님

TipTipTipTipTip

3. 계약체결·이행·검사

 

 예정가격조사

 견적 검토  
①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검토
② 세부평가 방법
  •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 선정
  •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결정
  •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 등 자격요건 및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지 판

단하여 계약 대상 결정
③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
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제13편 계약】-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부터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law.go.kr/����/ ������ġ��ü�� ����ڷ� �ϴ� �� ���� ���� �����
http://law.go.kr/����/ ������ġ��ü�� ����ڷ� �ϴ� �� ���� ���� �����Ģ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026&efYd=20180703#0000
http://law.go.kr/����/ ������ġ��ü�� ����ڷ� �ϴ� �� ���� ���� �����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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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ㅕ

ㅑ

다수공급자계약 (MAS)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그 외 제품 5천만원 이상) 조달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 선정

1. 적용대상 및 요건

￭ 물품 공동(일괄)구매 추진
 • 희망학교 구입물품 취합 결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요건
충족 시 공동구매 추진

   - 경쟁요건 미충족 시 또는 학교별
 교육과정 및 특성 등을 고려하는  
 물품은 현행대로 학교 자체 집행

 • 대상물품 : 학생용책걸상, 사물함, 
 칠판(전자칠판 포함), 컴퓨터, 공기

   정화장치, 체지방 측정기, 복사기, 인쇄기,
 노트북, 컴퓨터서버,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비디오 프로젝터, 화면 영상기
 (프로젝션 TV 등), 프린터

￭ 2단계경쟁 회피목적 분할발주 기간 
  및 금액 제한 
  •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 동일 세부품명 기준&
  • 동일업체 납품요구금액의 합산이  

중소기업 경쟁제품 1억원 이상  
(그 외 제품 5천만원 이상) ⇒  

    G2B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

TipTipTipTipTip

 
①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 비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이상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안 공고 실시

(희망규격, 평가방식 등)일반 물품
5천만원 이상

(단,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제안요청 요건 
  • 종합쇼핑몰 계약단가×구매 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 금액 범위 내일 것
  • 납품 대상 업체 선정
    - 5개사(2개사 가능) 이상 납품 대상 업체 선정
    -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하여 선정
  • 납품 대상 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 단가계약 비교

구   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 단가계약

계약방법 경쟁 수의

계약참가자 다수업체(5개사 이상) 단일업체

가격할인 할인행사 기간 중 납품 요구 시 없음

2단계경쟁
1회 구매 예정액이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1억원 이상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진행방법 참고자료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01.다수공급자계약 제도안내

 주요내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2단계경쟁 대상)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Ģ/��ǰ �ټ������ڰ�� 2�ܰ���� ����ó������
http://www.law.go.kr/������Ģ/��ǰ �ټ������ڰ�� 2�ܰ���� ����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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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추진계획 및 공고

￭ 가구류 공동수급체 운용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불가  

단, 구성원수 제한 없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공고에 명시

 • 공동수급체 : 공고한 수요물자를  

구성원만으로 납품 가능하여야 함

TipTipTipTipTip

3. 공동수급체 품목 검토

 
① 예산 집행 품의 : 해당 사업부서
   • 사업계획서 작성 : 자세한 규격 등을 명시
   •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한 5개사 이상 업체 선정
   • 사례1. 학생용 컴퓨터 구매
② 사업 내부결재 및 공고문 작성 
   • 사례2. 가구류 구매
    -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반드시 공

동수급체 등록공고 선행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공동수급공고 > 2단계경쟁 공고등록

 주요내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별첨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

안 가능,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선행
   ※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함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 예정 수

량,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 목적에 합당한지 여부 판단
③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 5일 이상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
   •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공고 기간(만 5일 이상) 만료일로 결정
   •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   
     계약 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1개의 공동수급체에서 2개 이상의 구성원이 같은 세부품명 중복 등록 불가

 주요내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별첨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Ģ/��ǰ �ټ������ڰ�� 2�ܰ���� ����ó������
https://www.law.go.kr/������Ģ/��ǰ%20�ټ������ڰ��%202�ܰ����%20����ó������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A%B0%9C%EC%9D%B8%EC%9A%A9+%EC%BB%B4%ED%93%A8%ED%84%B0&pageIndex=1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A%B0%80%EA%B5%AC%EB%A5%98&pageIndex=1
https://www.law.go.kr/������Ģ/��ǰ%20�ټ������ڰ��%202�ܰ����%20����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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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요청

`  

① 제안요청 기준
   • 수요기관이 5인 이상 납품 대상업체 선정
    - 수요기관 요구규격 및 예산 범위 이내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

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가능. 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사유 등록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옵션 품목 제외)
   • 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

션품목으로 계약한 경우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
   • 제3자단가 계약 또는 5인 이상 납품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공

고는 의무사항이 아님에 유의
② 제안요청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 제외]
   • 제안서 요청기한 중에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동연기 처리 가능
③ 제안요청 취소
   •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 취소 가능
   •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 및 

재평가 실시 가능
   •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취소 가능 사유
     -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요청 진행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제안요청 취소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취소 사유 등록 및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 반드시 통보

 주요내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Ģ/��ǰ �ټ������ڰ�� 2�ܰ���� ����ó������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C%88%98%ED%95%99%EC%97%AC%ED%96%89&pageIndex=1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A%B0%80%EA%B5%AC%EB%A5%9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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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6. 제안서 보완

 
①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 처리
② 가격제안
   • 제안가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
   •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 할인금액 이하로 제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 불가
   • 제안요청 시 할인행사 중인 경우 할인행사 가격 이하로 제안
   •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제안
③ 제안서 미제출 및 제안취소

구분 다수공급자(가구류 포함) 수학여행·수련활동

제안서 
미제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 제안으로 간주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 
(숙박 불가능으로 간주)

제안
취소

마감 전
취소 가능

동일 제안요청 건 재제출 불가
쇼핑몰 계약조건으로 제안

취소 가능
동일 제안요청 건 재제출 불가
2단계 경쟁대상에서 제외

마감 후 취소 불가능 취소 불가능

 주요내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제안서 평가서류 일부분 누락,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요구 가능
② 정한 기한까지 서류 미보완 시 당초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조

건만으로 심사

 주요내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Ģ/��ǰ �ټ������ڰ�� 2�ܰ���� ����ó������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C%88%98%ED%95%99%EC%97%AC&pageIndex=1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A%B0%80%EA%B5%AC%EB%A5%98&pageIndex=1
http://www.law.go.kr/������Ģ/��ǰ �ټ������ڰ�� 2�ܰ���� ����ó������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C%88%98%ED%95%99%EC%97%AC&pageIndex=1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A%B0%80%EA%B5%AC%EB%A5%9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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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8. 납품 요구

 
①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선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격평가 방식에 따라 처리

구분 선정기준 비고

A형 가격이 낮은 자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B형 제안율이 낮은 자 제안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②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종합평가방식 : 기본평가항목(60점 이상) + 선택평가항목(40점 이상)
   • 표준평가방식 :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예산에 따라 구분

 주요내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 장바구니 담기 한 상태에서도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납품요구 불가
②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된 경우  
   •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업체의 동의를 얻어 납품요구 가능 
    (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
③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 품목추가 불가
    (예외 : 납품 건에 대한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옵션품목)
   •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금액변경 및 수량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 제안가격 조정 시에는 상호 협의된 금액 반영 

 주요내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Ģ/��ǰ �ټ������ڰ�� 2�ܰ���� ����ó������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C%88%98%ED%95%99%EC%97%AC&pageIndex=1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A%B0%80%EA%B5%AC%EB%A5%98&pageIndex=1
http://www.law.go.kr/������Ģ/��ǰ �ټ������ڰ�� 2�ܰ���� ����ó������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C%88%98%ED%95%99%EC%97%AC&pageIndex=1
http://www.pps.go.kr/bbs/selectBoardList.do?boardId=PPS043&faqTotal=&cateSeqNo=&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EA%B0%80%EA%B5%AC%EB%A5%9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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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의무를 위반한 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1. 부정당업자 제재란?

￭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계약포기의 경우
• 계약체결 전 : 수의계약체결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 계약체결 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령
  :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23286 

(2020. 8. 3.)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① 제재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경기도교육감)
② 제재 대상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자 포함)

구분 제재 대상
개인사업자 당해 개인사업자

법인
법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당해 계약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

조합 등 기타단체 당해 조합 및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공동도급계약 입찰참가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

③ 제재 시기 및 기간
  • 제재 시기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사실 인지 후 바로 시행
  • 제재 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재사유별로 발생원인,

배경, 여건, 고의성 및 중과실 유무를 종합 고려하여 정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에 의해 제재 기간 설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제재기간 가중 또는 경감 가능)

④ 제재 사유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 조잡 ․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4절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law.go.kr/����/������ġ��ü�� ����ڷ� �ϴ� �� ���� ���� �����Ģ
http://law.go.kr/����/ ������ġ��ü�� ����ڷ� �ϴ� ��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0186&efYd=20171226#0000
http://law.go.kr/����/ ������ġ��ü�� ����ڷ� �ϴ� �� ����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108&efYd=20180724#0000
http://law.go.kr/����/ ������ġ��ü�� ����ڷ� �ϴ� �� ���� ���� �����Ģ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026&efYd=20180703#0000
http://law.go.kr/������Ģ/������ġ��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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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업체에 계약이행

(계약체결) 촉구

(직속기관, 학교)

3.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요청

(직속기관, 학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체계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심의

·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서류 검토

· 의견청취(청문 실시)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서류 검토

· 의견청취(청문 실시)

·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

 

직속기관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

·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

 (기관장 의견서 첨부)

· 교육지원청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

 (기관장 의견서 첨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① 물품․용역․시설공사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재 사유 발생

   ※ 착오 투찰 사유 발생 시 입증서류 제출 안내 서면통지 및 확인 후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결정. 단, 금액 단위 오기(3억원⇒3천원) 등 명백
한 단순 착오로 투찰하여 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계약체결(계약이행) 촉구

① 계약체결(계약이행) 촉구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2~3차례 공문 발송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환수 대
상이라는 내용 반드시 명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① 계약이행, 계약위반 시정 촉구에도 불응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추진
②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교육청)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
   ※ 처분기간 범위 및 의견, 기관장 의견서, 관련 서류 일체 사본 제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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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견 청취(청문)
  • 청문계획 수립(내부결재)
    - 청문 경위,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 일시 등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내용증명 발송)
    - 의견 제출(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통지

→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시 공시송달 처리(공고 기간 14일)
    - 내용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

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청문 주재자의 소
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그 밖에 청문에 필요한 사항

② 청문 실시
  • 청문주재자 선정 : 해당 학교(기관)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주재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관련 자료를 청문주재자에게 통지
  • 청문 미실시 가능 대상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가 행정청에 청문 포기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문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청문조서 열람 안내 및 공문 발송
  •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 당사자 등은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정 요구 가능
  • 열람·확인 기간 :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결정
④ 청문종결(내부결재) 및 청문주재자 의견 작성
  •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및 정정요구 불가
  • (청문주재자)청문조서 작성 → (당사자등)청문조서 열람 및 정정요구 → 

(청문주재자)청문조서 정정 완료 → (청문주재자)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관계서류 행정청 제출

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구
  •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부서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구
  •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유, 제재기간 범위, 의견 제시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부터 제35조(청문의 종결)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4.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의견 청취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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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검토 및 계약심의위원회

   (도교육청)

6.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도교육청)

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검토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타당 여부 및 제재 기간 검토
  • 청문 내용과 제재 사유가 부족할 경우 재청문 실시 요구
②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개최 시기 : 정기회(연 4회, 분기별 1회), 임시회 및 서면심의(사안발생 시)
  • 제재 기간 경감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기간 경감 가능
(경감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 지정해야 함)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 부정당업자의 제재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송달)
  • 처분의 고지내용 : 
    - 처분의 근거와 이유
    - 처분행정청,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 불복절차 및 청구 기간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상에 게시
  •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 자격 제한)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law.go.kr/����/ ������ġ��ü�� ����ڷ� �ϴ� �� ���� ���� �����Ģ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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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 

   발생

 
①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
  • 경쟁 입찰에 처분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
②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 제척기간
  •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제공 등

의 행위는 7년)
③ 제재효력의 승계
  • 업체 및 대표자에게 효력 발생
  •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제재 효과가 미침
  • 법인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효력은 승계
  •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
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력 승계

  • 부정당업자 제재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의계약 배제의 비교

구분 부정당업자 제재 수의계약 배제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적용 대상 입찰 또는 체결된 수의계약 수의계약

제재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발주기관의 장

제재 형태 1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

계약체결 제한 모든 계약(입찰·수의) 체결 불가
수의계약 체결 불가 (발주기관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 권역)

청문 절차 등 행정절차 준수 불요

위원회 의결유무 계약심의위원회 의결 불요

주의사항
(계약체결 전
확인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확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  
〉 수의계약 배제업체 현황)에서 
수의계약 배제업체 여부 확인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 자격 제한)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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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의계약 배제업무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1. 수의계약 배제란?

￭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공고 관련 
  계약 포기의 경우
• 계약체결 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 계약체결 후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TipTipTipTipTip

 
① 제재 주체 : 수의계약 배제 사유 발생 기관
② 제재 대상 :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
  • 개인사업자 : 당해 개인사업자
  • 법인 : 법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당해 계약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
  • 조합 등 기타단체 : 당해 조합 및 원인을 직접 일으킨 조합원
③ 제재 시기 및 기간
  • 제재 시기 : 원인 발생일로부터
    - 계약체결 포기 : 포기서 제출일부터
                      (포기서 미제출일 경우 계약체결 포기 간주일부터)   
    -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의 경우 : 지연배상금(산출)부과일부터
  • 제재 기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의 기간
④ 수의계약 배제 범위 : 발주기관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 권역
⑤ 수의계약 배제 사유
  • 수의계약에서 계약체결 포기
  • 계약이행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10일 이상 부과
  •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무 처리

① 수의계약 배제업체 계약이행 촉구 등 시정 요구(서식 1)
②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예정 안내 공문 발송(서식 2)
③  계약관리 > 계약업체관리 > 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 등록
    -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결재(서식 3)
④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관리-계약업체관리-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를 통

해 배제업체 여부 확인
    → 수의계약 배제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게 함
※ 참고 : 수의계약 배제업무 흐름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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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 세입세출외현금

업 무 명  세입세출외현금

관련법규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업무개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혹은 증권을 관리하는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 2020년 세입세출외현금 과목변경 반영

 2. 세입세출외현금의 운용  - K-에듀파인 수납 및 반환 수정

 3. 전산장부 및 서류의 보존  

참고자료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2020.)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담당관, 2020.)

처리부서 고등학교 재무담당관 유·초․중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http://goe.go.kr/edu/bbs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14&bbsId=&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D%95%99%EA%B5%90%ED%9A%8C%EA%B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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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세출외현금  

1.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 단위학교 적립금 운영 제도
 •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보수를 
위해 세외현금에 적립하고 
향후 대규모 시설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한정하여 운영

TipTipTipTipTip

￭ 세입세출외현금 업무처리 유의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교육

행정실장)이 결재, 분임재무관
(학교장)의 결재로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업무 처리 금지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9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부터 제99조(준용규정), 제127조(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일계표)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원가통계비목 참고)
구분 설명 종류

보증금

계약 관계 사항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한 수납금으로 
이행 완료 시 반환할 자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보관금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

채권압류금, 시설적립금, 
부가가치세, 퇴직적립금 

(퇴직연금DB포함),  
건강보험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 기타세금 등

잡종금

보증금 및 보관금
이외의 자금으로 해당기관 것이 

아닌 기관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

각종성금, 이자수입, 연수경비,
기타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교육행정실장(학교)
    • 수납: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영수 (결재선 : 담당자 → 출납원) 
    • 반환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반환 (결재선 : 담당자 → 출납원) 

 주요내용

2. 세입세출외현금의 운용

￭ 별단통장 관리
  • 채권압류금, 보증금 등 : 

이자는 지급대상자에게 이체 
  • 퇴직적립금 : 

이자는 학교회계로 이체 

TipTipTipTipTip

  
 ①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연도 : 3월 1일~이듬해 2월말(단위학교 기준)
  ※ 세입세출외현금은 출납폐쇄기간이 없음, 전년도 미집행액은 이듬해
     이월처리 해야 함
 ②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세외현금관리 > 수납관리 > 수납등록 > 세외종목선택 > 자료 입력
        [수납금액/제목/내용(개요등)/수납일자/반환예정일자/납부자 추가
        /납부자명/수납금액(저장)] → 수입일계표 조회 : 해당 건 선택 → 결재요청
  ※ ‘수입일계표’ 결재별(결재자정보출력) 또는 일자별(결재자정보미출력) 
    • 유가증권(이행증권)으로 수납 시에는 직접관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LSW/ordinSc.do?menuId=3&query=%EA%B2%BD%EA%B8%B0%EB%8F%84%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EC%9E%AC%EB%AC%B4%ED%9A%8C%EA%B3%84+%EA%B7%9C%EC%B9%99#liBgcolor0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0

￭ 세입세출외현금 부적정 조치 
 • 장학금 ⇒ 발전기금
 • 교과서대금, 교육시설 재난
   공제회비, 대학교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등 ⇒ 학교회계

￭ 회계 사고 예방
 •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시 
   온라인거래(EFT, e-교육금고,
   인터넷뱅킹) 원칙

TipTipTipTipTip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세외현금관리 > 반환관리 > 반환등록 > 반환대상선택 > 세입세출외
현금종목 조회 선택 > 수납일자 확인 후 조회 선택 > 자료 입력 [반환
액금, 제목, 내용(개요), 반환결의 일자, 이체요구일자, 채권자 선택 / 반환
금액 / 반환사유] > 저장 > 결재요청 > 반환 명령등록 [조회/선택/반환
명령내용/일자/지급구분/출금계좌번호확인] > 저장 > 이체관리[e교육금고전
송/EFT전송] > 반환명령 목록[선택] > 금고이체확정

④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 학교회계 세입으로 이관하여 사용
⑤ 세입세출외현금의 학교회계 세입 조치 시효기간 : 5년
⑥ 세입세출외현금 이월 : 매년 3월 1일 자 전 회계연도 잔액

세외현금관리 > 이월관리 > 대상선택 > 이월결재(수납결의 자동생성) >
       수입일계표 결재 완료 > 반환관리 > 반환 대상
   • 다음 회계에서 수납(3월 1일 자)
 ※ K-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정보마당(학교) > 사용자지침서(학교) >
    ‘세입세출외현금 따라하기 매뉴얼’ 참고

3. 장부 및 서류 보관

  전산장부 및 증빙서 보존 : 5년 

 ① 보존 장부
    • 표지, 현금출납부, 현금내역부 : 에듀파인 출력 후 제본
 ② 편철방법
    • 편철방법 :  수입일계표 - 결의번호, 일자 순, 위 → 아래
                 반환결의서 - 과목별 또는 일자 순
    • 증빙서 표지에는 출납원 직·사인 날인

구분 편철방법(위→아래)

수입증빙서
표지 → 현금출납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 
일자별 수입일계표

반환(지출)증빙서
표지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현금출납부
→ 예금잔액증명서 → 과목별 또는 일자별 반환결의서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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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편 학교발전기금

업 무 명  학교발전기금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업무개요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조성하거나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수립  -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내용 추가

 2. 학교발전기금 접수  

 3. 학교발전기금 조성  

 4. 학교발전기금 관리‧운용  - 내용 전면 수정

 5. 학교발전기금 사용
 - 세부 사용용도 예시 추가
 - 긴급한 사유로 학교발전기금 사전 사용후 차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내용 반영

 6. 학교발전기금 결산  - 결산기한 이후 K-에듀파인 결산마감불가 내용 신설

 7. 사무의 인계인수  

 8. 장부 및 서류의 보존  -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수정

참고자료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정책기획관, 2020.)

처리부서 초‧중‧고‧특수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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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교육목적에 사용

1.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관련근거

 ① 계획수립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학교발전기금 조성ㆍ사용절차 예시)
 ② 시기 및 방법 : 회계연도 개시 전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수립 후 예·결산소위

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학교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경우에 한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③ 계획서 내용 :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계획의 변경 : 예‧결산소위원회 사전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⑤ 계획서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 기금운용계획서 공개

 주요내용

2. 학교발전기금 접수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 리베이트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경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단, 관할
청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인건비성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 기타 법령‧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발전기금 접수내역 공개
 • 접수내역(기탁일자, 사용용도, 세부

내역, 금액 등) 접수 후 분기별 1개월 
이내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공개 (발전기금 조성·집행 내역 
정보공개)

 • 기탁자가 요구 시 기탁자 명의 공개 
가능(단, 기탁자 자녀(학생) 명의 공
개나 표시는 불가)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관련근거

 
 ① 접수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② 수납자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③ 발전기금 접수 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학교발전기금기탁서)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학교발전기금기부서)
   • 온라인접수 : 학교홈페이지에 학교발전기금기탁서 탑재, 온라인계좌입금 접수

※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 일괄 배부 불가

 

발전기금종류 접수시기 기탁자 접수대상 금품

기부금품 언제든지 가능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조직, 단체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④ 발전기금 접수처리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및 물품, 수목 및 재산
      발전기금접수관리 > 기금접수관리 > 학교발전기금기탁서 출력 > 학

교발전기금접수대장 출력 후 결재
   • 도서, 물품, 수목 및 재산이 접수된 경우 관계대장에 등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 운용계획 수립 없이 접수된 기부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 전 반드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목적(사용용도)이 
명확한 기부금 중 불가피하게 즉시집행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 전 사용 가능 →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 계획 수립후 차기 
학운위 보고 및 심의‧의결 필요

￭ 모금금품과 자발적조성금품은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접수 및 사용 가능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ߵ���������
http://www.law.go.kr/����/���ߵ���������Ģ
http://www.law.go.kr/����/���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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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발전기금 조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관련근거

 
 ① 발전기금 조성 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② 발전기금 조성 기준
   •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
   •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생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해 조성  

※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구입, 기본운영비(교수학습활동비를
   제외한 기관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 금지

③ 발전기금 조성 방법
발전기금종류 조성(접수)시기 대상 조성대상 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모금금품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성 불가)

 주요내용

 

4. 학교발전기금 관리ㆍ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제47조(기금의 운용)
 관련근거

 
 ①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②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③ 회계기관
   • 출납명령기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출납명령, 학교발전기금회계 부담 계약 등의 원인행위
   • 출납원 : 당해 학교회계 출납원
     - 발전기금 접수ㆍ보관ㆍ지출 등 출납업무
 ④ 회계사무처리 : 계좌(통장)명의는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용인감은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직인ㆍ사인
                     ※ 학교회계출납원 직인ㆍ사인 대체 가능 
 ⑤ 잉여금(이월금) 및 운용수익금 처리
   • 목적달성 잉여금 :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용
   • 결산상 잉여금(이월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지체상금, 보증금, 위약금 등)
     : 발전기금 운영계획에 포함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사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 자발적 조성금품 주의사항
 •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조성안내문을 통한 자발적 조성 
 • 홍보내용 :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된다”는 사항 반드시 명시

 •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송 
   ※ 교사 또는 학생 통한 배부 불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
      원장 명의로 학부모에게 직접발송) 
   ※ 조성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

번호 기재 불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요령 Ⅲ.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 바. 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참조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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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발전기금 사용

￭ 학교발전기금 사용 제한사항
 •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 

수용비성 경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물품(체육복)구입비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 기타 발전기금 운영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TipTipTipTipTip

 ￭ 학생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졸업식 
등 행사시기가 임박하여 학운위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사용
후 차기 학운위시 심의·의결

  ☞ 단, 학생지정장학금과 목적이 
명확한 기부금의 경우라도 즉시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운위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제47조(기금의 운용)

 관련근거

 
 ① 사용용도

구분 세부 사용용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시설
- 학생의 복지와 직접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직원 복지시설, 관리실, 기타시설은 제외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로 한정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학교운동부 관련 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전출하여 집행)
  ※ 지도자인건비,,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비용은 조성‧운영불가
- 학생학예활동 지원(발표회, 학생축제, 학교신문발간 등)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장학금, 학우돕기 등)
  ※ 장학금 지급 등 일부학생 선발할 경우 학운위 심의 필요
-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 경비

 주요내용

6. 학교발전기금 결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제50조(결산보고)
 관련근거

 
 ① 기한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② 방법 : 결산보고서작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③ 보고처 : 관할청(각급학교→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도교육청)
 ④ 보고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심의자료 
      발전기금결산관리 > 발전기금결산보고서‧세입결산내역‧세출결산내역 출력
   •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 
      학교발전기금결산보고서,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사본), 

학교발전기금출납부(사본), 이월금내역, 예금잔액증명서
 ⑤ 결산공개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체 학부모, 기탁자 등에 가

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보고서 공개
    ※ 결산기한내 K-에듀파인 결산마감 및 제출, 이후 결산마감 불가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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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무의 인계인수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관련근거

 
 ① 대상자
   • 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 발전기금회계출납원(당해 학교회계출납원)
 ② 기한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교체 후 7일 이내 
 ③ 사무인계인수서
   • 교체일 전일 현재로 발전기금출납부 마감
   •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예금잔액증명서 첨부)
   • 사업별 수입 및 지급현황 :  발전기금결산관리 > 출납부 및 수입‧지급현황
   • 기타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
 ④ 재정보증설정 
   • 대상 : 출납명령기관(위원장), 출납원(학교회계출납원)
   • 시기 : 지정일(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보증보험원칙(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한도액 결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55조~제161조 참고
      ※ 학교회계관직으로서 재정보증이 기설정된 자는 그 재정보증으로 갈음

 주요내용

8. 장부 및 서류의 보존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관련근거

 
 ① 접수대장 : 준영구
 ② 출납부, 수입 및 지급내역부, 통장, 증빙서류 : 10년 
   • 접수대장, 발전기금출납부, 사업별현금수입및지급내역부 출력후 보관※ 

쪽수가 적을 경우에는 장부별로 색인을 한 후 1권으로 편철 보관하면
   보존이 용이함

   • 증빙서 표지에 출납원 직‧사인 날인

구분 편철방법(위→아래순)

수입증빙서 표지 →  결산보고서(세입결산내역) → 수입일계표

지출증빙서 표지 →  결산보고서(세출결산내역) → 예금잔액증명서
→ 지출결의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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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편 물품관리

업 무 명  물품관리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 자동차관리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 리스물품관리규정

업무개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물품의 취득ž보
관ž사용ž처분에 관한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경사항

 1. 물품 정수책정 및 수급관리계획 - K-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처리 절차 수정

 2.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 K-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처리 절차 수정
- 리스물품 관리 내용 추가

 3. 재물조사 - K-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처리 절차 수정

 4. 불용결정 - K-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처리 절차 수정

 5. 관리전환 - K-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처리 절차 수정

 6. 불용품의 처분 - K-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처리 절차 수정

 7. 통학차량 취득·운용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8.)
 ◦ 물품관리보고서 관련 매뉴얼 및 작성자료 일체(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 물품관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K-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사용자지침서 #391)

처리부서 고등학교 재무담당관 유․초․중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3&nttId=67231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290151209145614&menuInit=12%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6495&bbsMasterId=BBSMSTR_000000000192&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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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정수책정 및 수급관리계획

1. 정수책정 보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정수개념 :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소모품 표준 수량
② 정수대상 : 교육부 장관 지정 품목 
③ 정수책정 절차
  • 조직의 임무․정원․업무내용․업무량 고려
  • 당해 연도 소요 예상 정수 산출
④ 정수책정보고 : 유․초․중학교→교육장, 고등학교→교육감
⑤ 교육감 승인 후 정수 통보 문서로서 정수책정 확정

 

2. 물품수급관리계획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적용배제 물품
 • 적용배제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즉, 물품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서, 관리전환 등에 대한 
법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적용배제 물품의 종류 
- 도서, 서화, 예술작품, 동식물,

특수물품, 소프트웨어, 리스물품 등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61조(물품 현황의 작성 등)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2조(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제23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수급관리계획 보고]  
① 시기 : 매년 2월경
② 대상 : 정수물품(12종)   
③ 작성 및 제출방법

기관별로 정수 확정 → 예산과 일치한 
수급관리계획 수립 → K-에듀파인 시스템

입력 완료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수급계획관리 〉 물품수급계획관리
④ 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은 취득․처분․사용 불가
⑤ 수급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증감 및 현재액 보고]
① 시기 : 매년 2월경
② 대상 기간 : 직전년도 1. 1.~12. 31.(1년)
③ 작성 내용  
  • 주요물품의 회계연도 말 현재액  • 주요물품의 회계연도 중 증감 내역  
④ 작성 및 제출방법
    물품관리 〉물품결산및재물조사 〉물품결산관리 〉물품결산보고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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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1. 물품 취득

￭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소모성 
   물품이 아닌 것 또는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 물품
￭ 소모품
 •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다른 물품의 수리나 시설공사에 

투입되어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 취득단가 3만 원 이하로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취득)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5조(물품의 분류)부터

제10조(기증품의 취득),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출납명령)

 ① 물품취득의 방법 : 구입, 관리전환, 기증 등
  • 물품취득 시 유의사항 
    - 정수책정물품 우선구매  
    -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검토
    - 검수 없이는 취득 불가
  • 취득 물품이 목록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목록화 요청
    -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상품정보시스템] → 상단의 [목록화요청]
② 대장 등재 상 물품의 취득금액
  • 단가 +각종 세금(부가가치세 등) + 조달수수료 + 각종 부대경비
③ 물품취득 후 출급절차 

  

물품사용자 → 물품관리관 → 물품운용관 → 분임물품출납원 → 물
품
사
용
자

 출납명령 
청구

출납명령
사용에 

대한 관리
물품인도물품출납원

물품출납

     물품관리 〉물품계획및취득관리 〉물품취득관리 〉검수자산정리대상목록 
〉대장반영 〉물품취득대장정리목록 〉대장정리 〉물품기본정보 확인 및 입
력 운용부서, 수량 등록→저장→기안서 작성

  • 출력물 :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출급증
     물품관리 〉운용관리 〉물품대장관리 〉출력물관리

2. 물품 보관 및 책임

￭ 전용품의 예
 • 교원에게 지급되는 노트북컴퓨터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9조(보관의 구분)부터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물품관리 공무원의 지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55조(회계공무원),

제156조(재정보증),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보관 : 재고품, 공용(公用)품[개별사용-전용품, 공동사용-공용(共用)품]
  • 전용 절차 : 공차증 제출[전용자→(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운용관이 있는 경우 물품운용관에게 제출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http://www.g2b.go.kr:8051/main/main.do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http://www.law.go.kr/��ġ����/��������Ư��ȸ���繫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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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 보관 및 책임

￭ 학교 물품 관리조직
 • 물품관리관 : 학교장
 • 물품출납원 : 교육행정실장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감)
 • 물품운용관 : 교감(필요한 경우에 

지정, 교감이 없는 경우 교무부장)
 • 분임물품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

￭ 재정보증보험 가입
 • 위 관리조직 구성원 모두
 

TipTipTipTipTip

 
                          
② 보관 책임 : 분임물품출납원 임명

 

구분 재고품 공용품 전용품

보관책임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자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③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물품망실․훼손자 →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 → 물품망실․훼손자

경위서 작성 확인서 작성
상급기관 보고

<물품망실보고서> 
변상책임

④ 변상책임
  • 망실 시 :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 변상
  • 훼손 시 : 물품 수리 또는 수리비용 변상
              (단,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 망실에 준함)

3. 물품 사용전환(부서 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물품의 반납)

 ① 물품의 사용전환 
  • 물품을 사용 중인 부서에서 물품의 소요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운용(사용)부서 변경

   

물품사용자,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 → 물품출납원

반납 사유 보고 
<반납 및 인수증> 

반납 및 
사용전환명령

물품인수․인도
<운용부서변경>

    물품관리 〉물품운용및처분관리 〉물품대장운용관리 〉물품대장관리 〉사용전
환관리 탭 〉전환일, 부서 등 입력 후 저장

② 기관 내 소요부서 없을 시 관리전환 소요조회
   ※ ‘5. 관리전환’ 참고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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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사무 인계·인수

￭ 인사이동 시 K-에듀파인 처리
 •  물품관리 〉 물품기준정보관리 

〉 물품기초정보관리 〉 물품기
관정보관리 〉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대상 수정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부터 제33조(타직원에 대한 인계)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1조(물품사무인계보고)

 ① 인계·인수 기한 :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② 인계·인수 방법 :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
  ※【제2편】 5. 업무인계‧인수 참고

5. 장부 보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부터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장부의 보관방법 및 보존기간
  •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장부 비치 원칙(단,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음)
  • 보존기간 : 5년(증빙서류 포함)

6. 예술작품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적용 배제) 
 ∘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제2조(정의)부터

제8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관리대상
  • 매입(자체제작 포함) 또는 추정단가 50만 원 이상이고,
  • 회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고,
  • 1년 이상 형상 보전 가능한 물품    
② 관리방법

 

  취득(사진촬영, 등급 분류) 
  → 등재(  통합자산관리 〉 미술품관리, 관리카드, 관리대장) 
  → 보존‧관리(관리라벨 부착, 게시, 감정, 수복, 재물조사 등) 
  → 불용결정/처분(관리전환, 폐기 등)

  • 전산관리
     통합자산관리 〉미술품관리(권한 부여 필요)
  • 매년 전년도 예술작품 증감현황 보고
  • 「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적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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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스물품 관리

￭ 리스물품관리규정(조달청 고시)
 • 위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한 주요

내용은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내한 것임

￭ 리스 대상 물품의 예
 •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프린터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적용배제)
 ∘ 리스물품관리규정 제2조(정의)부터 제10조(점검)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4825(2018. 2. 12.)「물품 관리 철저 안내」

 ① 리스의 구분
  • 금융리스 : 자산의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
  •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② 관리책임자 : 물품관리관(단, 부서별 관리책임자 지정 가능) 
③ 관리범위 및 방법 : 금융리스에 한함, 일반 물품에 준하여 관리함
④ 취득 : 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취득금액, 시기, 리스 기간,

종료 후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여 리스물품 관리대장 등재
⑤ 관리
  • 리스제공자에게 수령증 교부 : 인수 시 
  • 스티커 부착 : 리스물품에 소유권자가 리스제공자임을 표시
  • 개조, 형상변경 등의 행위 불가
  • 멸시, 훼손 시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복원해야 함
⑥ 리스기간 종료 :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
  • 학교 소관 물품으로 전환되는 다음의 경우 즉시 대장에 등재
    -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체결
    - 반환조건으로 계약 체결했으나 리스제공자의 인수 포기 
⑦ 등재 방법
  • 취득금액 : 현재의 사용가치를 산출한 금액(단, 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경우 장부가격을 1,000원으로 부기 가능)
  • 취득방법 : 리스물품 편입
  • 취득일자 : 리스 개시일자
  • 내용연수 : 리스 사용기간을 감안한 잔여 연수
  • 등재절차 : ‘리스물품 에듀파인 물품대장 등록방법 안내’ 참고
  ※ 단, 사용 불가능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은 등재하지 않고,

불용 결정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
⑧ 점검
  • 연 1회 이상 점검
  • 변동사항은 리스물품 관리대장에 정리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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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물조사

1. 재물조사

￭  조사반 편성
 • 조사반장
  -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이 

아닌 교직원
 • 계수자
  -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이 

아닌 교직원
 • 입회자 :
  - 물품운용관이나 실제 운용관

TipTipTipTipTip

￭  스티커 출력 방법
 •  물품관리 〉 물품운용및처분

관리 〉 물품대장운용관리 〉 
물품대장관리 〉 하단 ‘출력물
관리’ 탭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정기재물조사)

① 재물조사 의의  
  • 관리 장부상 물품 수량과 현품 수량의 정확한 대사
  • 보유물품의 상태 및 위치 등의 조사
  • 과부족에 대한 재고 조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
    -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및 활용 제고
② 재물조사의 구분 

구분 조사 시기 

정기재물조사
 2년마다 실시 : 홀수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중 실시

수시재물조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③ 정기재물조사 방법

세부계획 수립 → 조사반 편성 → 물품 실사

물품출납원 조사반장, 계수자, 입회자 조사반

④ 재물조사 내용
  • 장부와 현품을 대사하여 수량의 과부족 조사
  • 현품을 활용품과 불용 대상품으로 분류 및 상태 조사

물품상태 구 분 설   명

활용
가능품

신품 • 사용하지 않은 물품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중고품 • 사용한 물품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한 물품)

활용
불가능품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 출력물 : 재물조사 목록표
   ※ 물품 실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스티커 부착할 수 있음
        물품관리 〉물품결산및재물조사 〉재물조사관리 〉재물조사계획 〉재물

조사계획 생성 탭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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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물조사 결과 처리

￭ 재물조정 
 • 재물조사 결과 같은 품명 상호 간에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 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관계 장부 또는 전산 서식에 
현재 수량 및 가액으로 조정하여 
정리하는 것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1조(재물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 제60조(재물조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정기재물조사)

 ① 착오 기재 정리
② 수량 상위품(相違品) 처리 

초과품 부족품

추가 등재 
또는 재물조정 

손‧망실 처리(물품보관 및 책임에 의거 처리)
또는 재물조정  

③ 상태조사 결과 처리 
  • 잉여품, 과장품, 폐품 등 상태에 따라 관리전환 및 처분
     물품관리 〉물품결산및재물조사 〉재물조사관리 〉재물조사계획 〉재물

조사결과 등록 탭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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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용결정

1. 물품반납 및 인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물품의 반납) 

 ① 반납시기 : 불용품이 발생한 때
② 물품반납절차

    
물품사용자,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 → 물품출납원

반납 사유보고 : 반납 및 인수증 반납명령 반납처리

  • 물품운용관이 있는 학교는 물품운용관을 거쳐 제출

 

2. 불용결정

￭  경제적 수리한계 
 •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
 • 수리 후의 사용수명, 대체 시 물품 

취득가격 및 비용, 수리 부속품의 
획득 가능성, 신개발 기종의 유무 
및 유통 상황 고려

TipTipTipTipTip

 
 
 ∘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제14조(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의 처리 흐름도
불용 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 →
      총괄부서

불용결정 전 
상태 분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탑재로 갈음
※ 공문 시행 불필요

관리전환,
폐기, 해체,
매각 등

 ② 불용결정
구분 내용

불용결정 물품 범위 취득 단가금액 한도 없음
불용결정 권한 학교장

구비서류 불용결정조서   

③ 불용결정 시 고려할 사항
  • 불용결정기준 부합 여부 :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참고
  • 물품의 내용연수 경과 여부
    ※ 물품별 내용연수 : 조달청 고시 참고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 초과 여부
    ※ 계산식 : [(70/100)-{사용연수/(내용연수×2)}]×취득가격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http://rfid.g2b.go.kr)

    「경제적 수리한계 계산하기」이용(자동계산) 

  •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용결정 불가
    - 예외 :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잉여품, 과장품)
  •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불용결정 가능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http://www.law.go.kr/������Ģ/���ι�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http://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368&pageIndex=3&boardId=PPS043
http://rfid.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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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 신청 
 • 불용 신청 작성 후 업무관리로

연계되면 기안문에
불용결정 신청조서 및 결정통보서가 
자동 생성되어 ‘불용결정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TipTipTipTipTip
         
  •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 명시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금액 비교, 사용 빈도 및 관리상태, 고장 발생 빈도 등
④ 불용 신청 절차
    물품관리 〉운용관리 〉불용신청관리 
    : 조회 조건 입력 → 조회 → 불용신청정보 선택 → 기안문 작성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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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전환

1. 관리전환 소요조회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통합자료실→물품관리전환
  http://goe.go.kr

￭ RFID기반물품관리시스템
  나라장터→나라장터 관련사이트 탭

→물품관리
  http://rfid.g2b.go.kr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소요조회 대상 :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② 소요조회 생략 가능한 경우
  •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기타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소요조회 기준

구분
1천만 원(취득단가)

미만인 물품 이상인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범위 
교육감 소속기관

교육감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지자체 

(시·군·자치구 포함)

절차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공문 발송 불요)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탑재
(공문 발송 불요)

  •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는 처분함 : ‘6. 불용품의 처분’ 참고
④ 소요조회 방법
  • 주는 기관
    물품관리 〉운용관리 〉소요조회등록 〉 신규 〉 소요조회 등록정보 입력

→ 소요조회 물품 선택 → 기안서 작성  
    물품관리 〉운용관리 〉관리전환인계승인(자체) 〉관리전환승인요청

→ 소요조회일, 번호 클릭 → 소요조회 신청목록 선택 → 관리전환인계요청
정보입력 → 저장 → 관리전환승인요청내역 탭 → 관리전환승인요
청정보 선택→기안서 작성

  • 받는 기관
    물품관리 〉운용관리 〉소요조회신청 〉조회 소요조회일 확인 → 조회 → 

등록기관의 소요조회 일자 선택 → 소요조회등록정보 선택 → 소요조
회 신청정보 입력 → 저장 → 소요조회신청내역 탭 → 소요조회등록기
관 일자 선택 → 소요조회신청내역 선택 → 신청내역 확인 → 기안
서 작성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goe.go.kr/edu/goods/selectGoodsList.do?menuId=290151210132703&programId=PGM_0000000001
http://rfid.g2b.go.kr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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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전환

￭  관리전환인계승인(자체)
 • 관리전환인계 작성 후 업무관리로 

연계되어 기안문에 ‘물품관리전환
합의서’가 자동 생성되어 물품관리
전환합의서 별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TipTipTipTipTip

 
 

①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 할 수 있는 물품 확인(승인 관계) 
② 물품관리전환합의서 작성 : 인계기관과 인수기관 간
③ 인수 받을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인도하는 자와 인도 시기, 장소, 품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
<소요조회 후 관리전환>
  • 주는 기관
    물품관리 〉운용관리 〉관리전환인수 승인 → 조회 → 소요조회등록

일자 선택 → 관리전환인수목록 선택 → 기안서 작성
  • 받는 기관
    물품관리 〉취득관리 〉물품취득대장정리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관리

전환 물품 선택 → 대장정리 → 관리전환인계기관에서 입력한 정보 확인 
→ 인계기관 확인 → 운용부서 등록 → 저장 → 기안서 작성

<소요조회를 생략한 관리전환>
  • 주는 기관
    물품관리 〉처분관리 〉물품처분관리 → 신규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관리전환 물품 선택 → 관리전환기관 등 입력 → 저장 → 처
분정보 선택 → 처분물품목록 선택 → 기안서 작성

  • 받는 기관
    물품관리 〉취득관리 〉물품취득대장정리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관리전환 물품 선택 → 대장정리

3. 물품인계·인수

￭  관리전환인계·인수
 • 시스템을 통해 작성 후 업무관리로 

연계되어 기안문에 인계·인수 서류가 
자동 생성되면 관련 서류의 별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TipTipTipTipTip

  
 
① 인계‧인수 : 출급표, 수령서, 관리전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

 

인계기관 인수기관

출급표 작성‧보관
수령서 작성‧송부

관리전환인계서 작성‧송부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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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용품의 처분

1. 불용품의 처분

￭ 불용품 처분 흐름도

TipTipTipTipTipTipTip

￭ 매각, 해체·폐기 등
 • 관련 조서는 시스템 작성 후

업무관리로 연계되어 기안문에
자동 생성되어 탑재되는 경우
별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

TipTipTipTipTipTipTip

￭ 저장매체 처리 
 • 컴퓨터 또는 자료 스캔 후 저장 

기능이 있는 복사기 등은 매각 시 
하드디스크 저장자료 완전 삭제 

   (완전파괴, 소자장비이용 삭제,
 완전포맷 3회, 완전포맷 1회)

   - 저장매체 처리장비 이용 안내
   - 저장매체 자료삭제 신청서 
  ※ 「경기도교육청 학교정보화 업무매뉴얼」참고   

  (행정관리담당관 2018. 10.)
 • 사용기관, 부서, 사용자 등 인식표시 제거

TipTipTipTipTipTipTip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매각),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매각처분 : 불용품매각처분조서 작성
  •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액,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등 
  • 감정평가 시행 : 취득단가 1천만 원 이상인 물품 
    ※ 단, 감정기관에서 감정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함
  • 매각방법 : 일반입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함
      (※ 온비드 사용자 설명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흐름도, 물품 매각 공고문 등)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경매도 가능) 

  •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불용품

    ※ 단가와 총액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함

  • 양수행위 제한 : 물품관리 종사 공무원 

  • 매각대금 처리방법 : 매입자 요구 시 영수증 발행(부가가치세 면세)
     - 물품매각계약서 작성 생략 : 물품대금을 즉시 완납 시
  • 수령증 징구 및 물품 인도
     물품관리 〉처분관리 〉물품운용계약관리 → 신규 → 계약기본정보 입력 → 

저장 → 계약물품추가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매각물품 선택 → 
저장 → 징수예정정보 입력 → 저장 → 기안서 작성 → 대장정리

② 해체·폐기 : 불용품(해체·폐기)조서 작성 
  • 불용품 폐기처리 유형
    - 고물 처리업자에게 인도
    -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 위탁
    -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배출
     물품관리 〉처분관리 〉물품처분관리 → 신규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폐기물품 선택 → 처분일 등 입력 → 저장 → 처분정보 선택 
→ 처분물품 목록 선택 → 기안서 작성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onbid.co.kr/
http://www.onbid.co.kr/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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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용품의 처분  
   
 
③ 조달청 무상양여
  • 대상 :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절차 : 무상양여 할 물품 선정(관리전환 소요조회 이행 여부 확인)

→ 지방조달청 통보(※ 조달청 무상양여 요청 기안 참고)
→ 재활용센터 물품 인도 및 인수증 징구   

  •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운영(www.korecycle.or.kr) 
    - 연락처 : 인천지방조달청 ☎ 070-4056-7724
               정부물품재활용(주) ☎ 032-888-7282 
     물품관리 〉처분관리 〉물품처분관리 → 신규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양여 물품 선택 → 처분일 등 입력 → 저장 → 처분정보 
선택 → 처분물품목록 선택 → 기안서 작성 

④ 불용물품 양여
  • 양여 대상자 :「공유재산법 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단체
  • 양여 대상 물품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불용품
  • 양여 시 유의사항
    - 법령의 근거가 명백히 있는 경우 가능
    - 소요조회, 매각 수속 등 이행 여부 확인
    - 양여 대상기관 여부 등 확인(법인허가서 등 확인)
    - 사용 목적 확인(판매 등 영리 목적 사용 불가)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korecycle.or.kr/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20

7 통학차량 취득·운용

1. 통학차량 취득

￭ 임시차량 정수배정
 •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함

   ※ 절차는 일반 정수배정과 동일

￭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기준
정수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1]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부터 제13조(차량정수의 감축)

 
 
① 통학차량의 취득
  • 사전에 정수 배정 후 취득 
  • 조직의 기능, 업무량, 규모, 관할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
  • 취득 방법 : 구입, 관리전환, 기증 등
② 통학차량의 신규 취득 절차 

   
관련 부서
사전협의

→ 
차량 정수
배정신청

→     정수배정 → 차량 취득

  • 관련부서 협의 내용 : 차량 구입․유지 소요예산, 운전원 확보 방안 등 
  • 차량정수배정 신청서 제출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차량 정수배정(교육장 → 유·초·중·고·특수학교)  
③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차

량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 취득
④ 차량 취득은 일반 물품 취득절차와 동일

2. 차량의 등록(말소)

￭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신규, 변경, 말소 등의

등록은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또는 직접 문의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11조(변경등록)부터 제13조(말소등록)

 
 
① 차량의 등록 및 말소
  •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유·초·중·고·특수학교 → 관할 시·군·구청 등
  •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이용 : http://www.ecar.go.kr(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② 차량 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
  • 보고서 제출 : 20일 이내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등록 :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 말소등록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Ư��ȸ��Ұ���������������Ģ
http://www.law.go.kr/��ġ����/��������Ư��ȸ��Ұ���������������Ģ
http://www.law.go.kr/��ġ����/��������Ư��ȸ��Ұ���������������Ģ
http://www.law.go.kr/����/�ڵ���������
http://www.ecar.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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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의 운행관리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
 • 보호자 탑승 의무 강화
 •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
 • 법규위반·사고발생 정보 제공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차량의 집중 관리),

제18조(차량의 사용), 제29조(지도ㆍ점검 및 시정명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차량의 집중관리 : 차량관리 주관부서 지정
② 차량의 사용
  • 차량배차 신청을 받아 사용(긴급 필요 시 구술 신청하고 사후 신청서 제출,

다만, 비상상황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전용, 학생통학용 등 일상적인 
운행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 가능)

  • 사적 사용과 업무수행 외 사용 금지
  ※ 어린이통학버스신고 : 관할 경찰서로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송부

조달청 공공기관 공용차량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조달청과 계약된 주유소 이용(할인요금 적용)
 • 절차 : 나라장터로그인(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수요기관업무

> 유류공동구매 > 카드관리 > 카드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유류공동구매카드 발급 → 제휴주유소 이용 → 월 2회 카드대금 
청구(전용 계좌 자동이체), 조달수수료 반기별 고지서 청구

③ 차량의 기록·유지
  • 공용차량 관리대장 • 유류 수불대장 • 차량 정비대장 • 차량 운행일지
    (단, 전산입력 처리 시 기록·유지를 갈음할 수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인 경우 안전운행기록 작성 및 분기별 교육지원청 보고 
④ 공용차량 관리운영 실태조사 : 연 1회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Ư��ȸ��Ұ���������������Ģ
https://www.law.go.kr/����/���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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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원 관리

  

￭ 운전원 근무수칙

￭ 운전원 여비
 • 관내 : 4시간 미만 부지급,
         4시간 이상 1만 원 이하

지급 가능
 • 관외 : 일비(1만 원 이하 지급 가능),
         숙박비(실비), 식비(정액)
 

TipTipTipTipTip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운전원의 의무)부터 제23조(안전교육)

 
 

① 운전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차량 정기점검·정비 및 안전 운행 
② 금지사항
  • 근무 중 음주행위,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
  • 대리운전, 제동장치나 비상조치 미조치 후 차량 이탈 행위
  • 공용차 사적 운행, 배차지역 이외 지역 운행 행위, 관계규정 위반 행위
③ 운행 중 조치사항
   차량 운행 중 고장 및 사고 시 우선 안전조치 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보

고 후 지시에 따름
④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함
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 신규 안전교육 : 운전 시작 전 의무 수료
  • 정규 안전교육 : 2년마다 실시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α����
http://www.law.go.kr/��ġ����/��������Ư��ȸ��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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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편 공유재산관리

업 무 명  공유재산관리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 부동산등기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업무개요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취득, 처분, 사용허가 등의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공유재산의 관리

 2. 공유재산의 취득 

 3. 공유재산의 처분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삭제 및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개정

 4. 행정재산(매점)의 사용·수익허가  - 공공요금 징수·납부 명시 「재무담당관-7583 
(2020. 3. 5.)」

 5. 공유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6. 관사관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 개정(관사운영비)

 7.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

참고자료
(편람, 매뉴얼, 

지침)

 ◦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2018.)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재산관리) 사용자지침서(교육부, 2020.)
 ◦ K-에듀파인[재산관리] 주요변경사항(교육부, 20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9.)
 ◦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2020.)
 ◦ 온비드 전자계약(이용기관)매뉴얼(온비드, 2018.)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재난정보 시스템(http://edis.edufa.or.kr)

처리부서 고등학교
재무담당관

학교안전기획과
유‧초‧중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92&bbsId=965602&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http://www.law.go.kr/������Ģ/������ġ��ü �������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3&nttId=77356
http://edis.edufa.or.kr/log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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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재산의 관리       

1. 공유재산의 종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종 류 의     미 특  징

행정
재산

 • 지방자치단체(학교, 교육기관 등)가 직접 사무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학교, 교육기관에서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모두 행정재산(공용)임

사용허가 및
부분용도폐지 가능

일반
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매각, 철거, 대부, 

양여 등 가능

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구  분 사용·수익 허가 대부

대상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법적지위 행정행위(처분) 사법상 계약(이행청구)
계약방법 일반입찰(단, 예외 지명경쟁·수의계약)
허가기간 5년 이내(갱신 가능)
사 용 료 연간, 1일, 시간, 횟수
산출기초 면적(점유+공유)×재산가격(공시지가, 주택가격)×요율

사용료납부 사용 전 선납 원칙, 매년고지, 연 100만원 초과 분할납부 가능(이자)

3. 공유재산의 위임사무

및 재산의 결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분임재산관리관 : 학교장
 ② 학교장 위임사무
   •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 대장가격 3억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 132㎡ 이하의 교실(특별교실과 관리실을 포함)의 구조변경
     ※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③ 분임재산관리관의 사무인계·인수 : 공유재산현황, 목록, 주요 현안사항 인계·인수
    ※ 제2편 행정업무관리 → 5. 업무 인계·인수 → 1. 학교장 인계·인수 참고
 ④ 재산 결산 : 매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25

2 공유재산의 취득

공유재산의 취득에는 건물의 신축, 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수용, 교환, 기부채납, 매입 등의 종류가 있으며, 
건물의 신축 시 관할청과 사전 협의 후 건축계획 수립

1. 건축계획 및 건축통보  

   요청

￭ 시설과 사전협의 후, 공사계약에  
들어가야 함

￭ 공사계약 : 「제13편 계약」 참고
￭ 건축 착공 신고 이전에 건축    
  설계가 완료되어야 함

TipTipTipTipTip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학교
 ① 건축계획수립(예산, 시설물 이용 계획 등)
 ② 시설과 사전 협의(공문 또는 구두 협의)
 ③ 건축물축조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제출


교육청  ④ 축조승인(관할 소방서 협의)



학교

 ⑤ 건축물 착공 신고
   • 출처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붙임서류
     - 학교시설착공신고서
     - 각종 설계도서(평면도, 입면도, 배치도 등)
     - 기존 건축물대장


교육청  ⑥ 건축행위 통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학교

(교육청)  주요공정에 대한 사진촬영 및 공사감독

2. 공사 완료 신고 및

   건축물대장 등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준공검사등) ∘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학교

 ① 공사완료신고 
   • 시기 :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 교육시설과
   • 붙임서류
     - 학교시설준공신고서 
     -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교육청
 ② 사용승인 → 학교 
 ③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 지방자치단체
 ④ 건축물 등재 통보 → 학교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б��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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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촉탁 및

   재산대장 정리

 

￭ 공유재산증감 이동보고
 • 재산관리 〉 재산신청 〉 재산취득 

및 처분신청 → 취득신청 후
 행추가 해당내역 등록 후 
→ 자체승인 신청

 

TipTipTipTipTip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학교

 ① 등기촉탁 신청
  • 붙임서류
    -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 건축물대장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직인 날인

  

교육청
 ② 등기촉탁 신청 → 관할 등기소
 ③ 등기완료 결과 통보 → 학교 → 대장 정리

4. 가설건축물 건축 및 

   축조 승인 신청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학교

 ① 가설건축물 계획수립(시설과 사전 협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운용 및 건축 관계법령에 따라 컨테이너 

건축물은 단순 물품(비품)이 아니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 배치도, 평면도 포함

  

교육청

 ③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교부
   •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관리
   • 물품보관창고에 한하여 관리하고 그 외 시설 철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 제한)

  

학교

 ④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재산손실 보존조치)
 ⑤ 존치기간 만료 시 존치연장 신청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교육청 신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교육청
 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교부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관리)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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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  

   조건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각급 학교 가설건축물 승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해
당되어야 함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써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
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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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의 처분에는 건물·공작물의 철거 및 멸실, 매각, 교환, 양여 등의 종류가 있으며,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한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후 철거 가능

1. 건물 용도폐지 및 

   철거 신청

￭ 교육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후
 ① 교육장은 건물철거 및 용도 변경 

심의 의뢰
    • 심의기관 : 공유재산심의회
 ② 공유재산심의위원장은 교육장에게 

심의결과 통보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용도변경)

 ① 건물 용도폐지 및 철거 신청서 제출  
   • 붙임서류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행정재산 철거 처분계획서
     - 학교건물배치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대장 사본 등
   • 제출처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② 교육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③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④ 철거 및 용도폐지 승인 통보 : 교육장 → 학교장
 

2. 공작물 철거

￭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임       

￭ 용도변경이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  
으로 전환하거나, 행정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바꾸는 경우로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임
예) 공용→공공용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① 대장가격 3억원 이하 공작물의 처분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자체 공작물처
분계획서에 의거 처분함(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3억원 초과인 경우는 건물 용도폐지 및 철거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
    ※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5조에 따라 물품으로 전환한 후 처분 가능
 ② 공작물 처분 방법
   • 공작물 처분 흐름도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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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결과 보고

￭ 해체 :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
하여 제거하는 것 

￭ 멸실 :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TipTipTipTipTip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신고서)제출 : 학교장 → 관할시‧군‧구청장
   •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해체와 동시에 건물 착공하는 경우 해체 허가(신고)와 착공신고 병행 가능
     (해체 대상은 일반재산이 된 상태에서만 해체 가능)
   • 건축물 해체 허가 승인 후 해체 가능
     ※ 건축물 해체 허가와 신고 대상 구분
 ② 건축물(해체¸ 멸실 완료 신고서)제출 : 허가권자(완료 후 30일 이내)
 ③ 건축물 해체 및 용도변경 결과 보고 : 학교장 → 교육장
   • 교육청에서 용도변경 승인받은 경우만 보고

4. 등기촉탁의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제출   
  • 학교장 → 관할시‧군‧구청장(건축과)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작성 시 등기촉탁 희망 여부란에 희망함으로 기재하

면 관할시·군·구청장이 무료로 등기촉탁을 대행
    (등기수입증지는 별도구매) 
  • 업무담당자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을 확인

5. 행․재정정보시스템

   (K-에듀파인) 정리
 ① 행‧재정정보시스템(K-에듀파인) 정리

 

용도폐지
(일반재산 등록)

[화면위치] 재산관리 > 재산신청 > 재산취득및처분신청 
[화면내부] 상세 업무 절차 업무처리흐름 참고(19쪽)

재산대장정리
(공작물의 경우)

[화면위치] 통합자산관리 > 재산관리 > 재산대장관리
[화면내부] 상세 업무 절차 업무처리흐름 참고(86쪽)

 ②  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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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재산(매점)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에 해당됨

1. 사용․허가 계획 수립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다른 지방
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 해주는 공법상의 행위로써 
행정처분에 해당

￭ 대부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로 일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임대 해주는 것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사용·허가기간 : 5년 이내 
   •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학교장에게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을 신청함
 ② 사용·허가방법 : 일반입찰(원칙) 
   • 법 제20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2. 사용료 산출            

￭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시 대부
계약자가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해 징수·납부하도록 명시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시 
공공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 알림
재무담당관-7583(2020. 3. 5.) 참고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대부료의 요율), 제31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

 ① 재산평정가격 산출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 재산평정가격 = 건물가액+토지가액
   • 옥상 : 재산평정가격 = 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 
 ② 예정가격작성
   • 예정가격 = 재산평정가격×(50/1000)(※조례에 따른 요율 적용)
   • 붙임조서 : 대부료산정조서 예정가격조서 

3. 사용허가자 선정

￭ 일반입찰 실시 전 사전 공고 실시
  • 학교(기관) 홈페이지에 사용·수익

허가 계획 사전공고
￭ 매점 관련 한눈에 살펴보기

TipTipTipTipTip

∘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일반입찰의 경우[온비드(원스탑 자산처분시스템)]
   •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 면적 여부 검토(개별법령 숙지) → 예정가격

작성 → 입찰세부준수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공고문 작성(입찰공고문, 
사용허가조건) → 공고 등록 → 입찰 집행 → 낙찰자 결정 → 낙찰자통지

     ※ 사용·수익허가 입찰 흐름도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흐름도
 ② 수의계약의 경우
   •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면적 여부 검토(개별법령 숙지) →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사용허가대상자 선정 → 통지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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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

 ① 면적기준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는 15㎡이하인 경우만 적용 가능

 

대상

순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예유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3 미과세대상 장애인
일반 65세 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1명인 자

부양가족이 
1명인 자

 ※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함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적용사항 알림 

(재무담당관-25290(2019. 8. 5.)호 )

   • 15㎡ 초과하는 경우 위 표의 관련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사전공고를 통하여 사용·수익 허가 가능

 ② 방법 및 절차
   • 사용·수익허가 계획 수립 및 사전공고 → 신청서접수(개인 또는 법인) → 

우선 사용·수익허가
   • 계획에 명시할 내용 : 예정 장소의 공간 면적, 대상(매점, 자동판매기) 

및 규모, 허가기간, 신청서 서식, 제출기간, 접수처, 선정기준, 계약방법, 
기타 사용·수익허가 관련 필요사항 등

   • 공고방법 :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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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허가서 작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사용·수익허가)

 ①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작성
   • 붙임조서 : 허가조건, 응낙서, 손해보험증서(계약자-매점운영자, 피보험자-학교)

6. 사용료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등)

 ① 사용료 징수‧수납
   • 학교회계에 사용료 수입 조치 후 재산의 유지관리 및 학생복지비로 사용

하며, 부가가치세(10%)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토록 납부고지서를 발
부한 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대부·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단,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사용료는 실제 사용 시작일 전까지 납부 완료)

   •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매년 납입고지 처리함

   • 사용료 분할납부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매월 공시)
     ‣ 전국은행연합회(http://kfb.or.kr) → 신규취급액기준 COFIX적용
 ② 사용기한 내 사용료 연체 시 연체대금 징수
   • 연체대금의 고지 :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고지 
   •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함 
연체기간 연체요율

1개월 미만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14%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

  ※ 단,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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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재정시스템

   (K-에듀파인)정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①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기록 및 보존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통합자산관리 > 재산관리 > 재산신청 > 재산신청 > 사용허가및대부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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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1. 사용허가(담당부서)

￭ 시설 개방 관련 유의사항
 • 개방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철저 및

보안대책 강구
 • 시설 사용 관리 감독 철저 
 • 특정인(단체)에게 장기간 사용허가 시

민원 사전 예방
 • 학교 내에 외부 일반인 주차장으로 

사용 허가 시 관련 민원 제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방여부 신중히 판단 

 • 학교 시설을 사용한 사설학원의 교습
행위 엄금

 • 교육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가 학교회계(교특회계)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세입조치

 • 별표에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 
징수 금지

TipTipTipTipTip

￭ 장기사용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처리  
사항

 • 학교시설 사용료는 단가가 동일하여 공개
경쟁 입찰은 불가

 • 장기 사용일 경우 및 1인 또는 1개 단체가
독점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각종 단체에게 장기 사용허가 시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시간을 준수 
하도록 지도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제21조(사용·수익허가)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개
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신청자 사용허가신청서 작성(무상허가의 경우에도 작성)
 ② 사용허가 검토 : 학교보건위생 및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여부 결정
    • 사용허가 시 검토사항

교육활동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 운동부 훈련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시설관리
공사 등의 안전사고 우려,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및 개방 
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발생 

재산관리 및 
기타

기타 재산관리 및 학교교육에 현저히 지장이 있을 경우

 ③ 사용료 감면대상

 

감면율 내 용

전액
면제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읍·면지역의 학교
 •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장기사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 학교장이 정하는 기준(무작위 추첨
및 윤번제 등)에 의거 결정하되 여러 단체가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함

 ⑤ 학교복합화 시설 사용허가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이 학
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나 직영운영 방식으로 개방할 
경우 인력관리 등의 문제로 개방할 수 없을 경우 사용 (위탁)허가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할 수 있음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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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료 징수

￭ 부가가치세 면세
  국·공립학교 운동장, 교실 등을 일반인

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306 
(2007. 4. 25.) 참고]

TipTipTipTipTip

￭ 사용료 감면기준은 대상에 따라 
전액면제, 100분의 50감액, 100분의 
30감액이 있으며, 감면대상이 중복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름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

 ① 사용료 징수․수납 :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대장 정리
 ②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수입 조치
 ③ 시설사용료 징수금액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

비 고(단위 : 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특별교실, 시청각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

비 고(단위 : 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특별교실, 시청각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④ 사용료의 반환 기준(조례 제22조제7항)
구분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금액

제22조제7
항제1호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제22조제7
항제2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제22조제7
항제3호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22조제7
항제4호

과오납의 경우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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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사관리

관사운영비의 경우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교육시설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사의 경우, 사용자가 화재보험에 가입

1. 관사사용허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관사관리)

 ① 관사사용 허가 신청서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음 
 ② 허가받은 자는 관사 입주 신고서 및 서약서 작성
   • 입주 5일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
 ③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사 관리대장 비치·정리

2. 관사운영비 및 사용료

￭ 관사의 구분
 •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 2급 관사 : 부교육감 및  이에 준하  

는 관사, 교육장 관사
 • 3급 관사 :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관사운영비의 부담),
제52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운영비 : 사용자부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 가능
구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1·2·3급 
관사

 •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 기본비품(냉장고·텔레비전·세탁기·가스레인지)
 • 인터넷 통신요금

1·2급 
관사

 • 보일러 운영비
 •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 전화요금

1급 관사
 • 전기요금, 수도요금 
 • 아파트 관사인 경우의 공동관리비

 ② 사용료 
  • 사용료 산정 :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범위 
  • 납부일 : 매월 급여 지급일 다음날까지
  • 전액면제대상 
   -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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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계인수 및 변상책임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3조(비품의 관리),
제54조(인계인수 등), 제55조(변상조치)

 
 ① 비품관리 : 관사용 비품대장 별도 비치·정리
 ② 인계인수
   • 사용허가의 취소 후 지정기일까지 관사 인도
   • 운영비 정산 : 사용한 날까지
 ③ 변상책임
   •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관사용 시설·장비 및 

물품을 망실·훼손한 경우 사용자 변상책임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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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 시에는 학교 건물, 물품, 부속물 대상 목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실사하여 가입

1.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도서관 도서류 가입
 • 가입방식 : 물품으로 가입
 • 가입방법 : 도서관리대장과 도서에

           구입금액이 표기된 도서
           전체를 1식으로 가입

 • 추가가입 : 100만원 이상으로 
             묶어서 가입 가능
 • 예외 : 고서, 문화재류, 가입금액이

도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TipTipTipTipTip

￭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비는 교육청
에서 일괄 납부

TipTipTipTipTip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제1항 제11호

 ① 목적 :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며, 각급학교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기 위함

 ② 대상
   • 건물 :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 물품 :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교구‧설비, 실험‧실습장비 및 장치, 집기비품 

등과 같은 동산(취득단가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묶음 가입 
(도서관 도서류, 컴퓨터실 기자재 등)

   • 부속물 :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옹벽, 석축, 배수로, 우천로, 관중석, 포장, 
관람석(차양막), 급수대, 조회대, 국기게양대(옥외), 철탑,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시설물

 ③ 보상책임기간 : 1월 1일 0시~12월 31일 24시까지(1년간)
 ④ 보상범위 : 화재(벼락)‧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 및 신체손해
 ⑤ 시설물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공제 가입 : 교육시설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재난·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법률적 손해배상 보장

2.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

￭ 안전원에 알려야 하는 경우
 • 공제대상물에 재난 발생
 • 공제대상건물의 구조, 용도 및 
   증‧개축의 변동 발생
 • 소유권 변동
 • 공제대상물을 다른 보험(공제)에 
   중복 가입

TipTipTipTipTip

 ① 정기가입 : 매년 11월경
 ② 건물현황 실사조사 및 내‧외부 시설물 조사
    • 건물 : 정확한 실사를 통한 연면적 산출
    • 물품 : 누락된 물품 대장 등재 철저
    • 부속물 : 누락된 부속물(공작물) 재산대장 등재 철저
 ③ 건물 가입 시 자동담보 되는 분야
    • 기본교구 : 칠판, 게시판, 교탁, 학생 및 교직원 책걸상, 실험대, 사물함, 

신발장, 청소도구함 등
    • 기본설비 : 전기통신·기계·소방분야(천장형냉난방기 포함) 등
    • 기본부속물 : 교문(정문 및 후문), 담장(학교 부지 경계용), 간판, 차양 등
 ④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신청
    • 작성방법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접속하여 등록
    • 붙임 : 공제대상 건물, 물품, 부속물 내역표
    • 제출처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직속기관 → 교육감
             ※ 사립학교는 자체 별도 가입 / 신설학교는 추가가입(상시) 활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법규

 주요내용

http://www.law.go.kr/����/ȭ����������غ�������谡�Կ����ѹ��������
http://edis.edufa.or.kr/log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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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시설 재난 발생시 

  

￭ 교육연구시설공제 보상대상으로 피해 
복구가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안
전원과 사전협의 절차 후에 선복구 
실시 가능

 

TipTipTipTipTip

 ① 공제급여 신청대상
   • 공제에 가입한 건물, 부속물, 물품이 화재‧폭발‧붕괴 및 태풍‧홍수‧호우‧ 

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입은 피해의 
재난복구비  

   • 공제에 가입한 교육연구시설의 화재‧폭발‧붕괴 및 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한파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손해 배상금

 ②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서 제출
   • 붙임 : 재난상황조서, 가입내역, 화재증명원(화재에 한함), 건물평면도, 

건축물관리대장, 복구비 산출내역(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 등) 재
난사진대장, 통장사본, 기타 참고자료 

   • 신청방법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직속기관 → 교육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공제 가입한 사립학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직접 신청

4. 교육시설 추가가입 및   

환급 신청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의 경우 
별도 보험가입 여부 확인

TipTipTipTipTip

 
 ① 추가가입 : 연중 상시
 ② 추가가입 대상
   • 건물 : 연도 중 건물 신축 또는 증·개축에 따른 면적증가 시(누락 포함)
   • 물품 : 연도 중 교구, 집기비품 등 추가 취득 시
   • 부속물 : 연도 중 부속물(공작물) 신축 시

 ③ 환급신청
    • 공제가입 후 연도 중 멸실 또는 폐기의 경우
    • 공문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환급신청 내역 작성 제출

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

(舊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교육시설 재난정보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TipTipTipTipTip

① 전환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② 시행시기 : 2020. 12. 4.
③ 주요내용 : 법정기관 전환(교육부 교육시설 종합 관리 전담 지원) 및

역할 확대 
  • 통합정보망 구축, 운영
  • 정책과 기술개발과 활용의 플랫폼
  • 안전성 평가 관리
  • 안전문화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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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편 학교시설관리

업 무 명  학교시설관리

관련법규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개요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며,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복구, 개량활동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학교시설 유지점검  
 2. 시설물 관리위탁·정기검사  
 3. 방화(소방)시설 관리  
 4. 하자보수 관리  
 5. 재난관리  

 6.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참고자료

 ◦ 시설관련 자료 : 교육시설안전관리메뉴얼(2015), 소규모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2020)
 ◦ 전기관련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 승강기관련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가스관련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관련 자료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시설 재난관리 자료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처리부서 고등학교 시설과 유‧초‧중학교
국단위  교육시설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http://www.kesco.or.kr/index.do
http://www.koelsa.or.kr/index.do
http://www.kgs.or.kr/kgsmain/index.do
http://www.kfsi.or.kr/user/Intro.do
http://www.eduf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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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설 유지점검

매일의 통상적 점검과 주요시설에 대한 월별 점검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1. 시설물 자체 점검
∘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안전점검) 

① 시설물 일일 점검
  • 점검포인트 : 건물의 기능 또는 성능을 유지, 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건축물 청소, 시설물 상태점검 소모품 교환 등의 일상점검
② 수시 점검 
  • 점검시기 : 수시(강우기, 호우·태풍 등 주의보 발령 시)
  • 육안검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
③ 시설물 월별 점검
  • 점검시기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 점검포인트 : 시설물 작동 점검, 안전 위주 점검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

안전사고 발생, 재정손실 예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실시 후 결과 보고(내부결재 등)
④ 연 3회(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정기점검 실시
  • 교육시설물 현황 조사 및 계절별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등급 산정
  • 재해취약시설의 지정 및 관리
  • 이상 발견 시 출입금지 조치 등 긴급조치 실시
  • 주요결함 또는 판단이 힘든 경우 교육지원청 점검 요청 
⑤ 안전점검 실시 후 보고
  • 점검 결과 보고 :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및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⑥ 정밀안전진단 
  • 점검시기 : 안전점검 실시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  

부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밀한 육안 검사와 각종 측정․시험 장비로 점검 
  • 점검 후 안전성 평가로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ü����Ǿ�������������������Ư����
https://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糭���������⺻�������
https://www.law.go.kr/��ġ����/������û�����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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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① 건축 
구 분 점검 사항

지붕 및 
옥상 슬래브

누수 및 우기 전 배수구 주위 먼지, 낙엽, 비닐 제거 

천장 누수 및 강풍에 파손 주의

벽체 수성페인트 도장시기 관리 필요, 치장벽돌 균열 및 탈락 주의

바닥 원목 바닥재(플로어링), 비닐타일, 화강석 타일 주기적인 청소

창호 및 유리 누수 및 경첩 변형 등 주의 

 ② 토목

 

구 분 점검 사항

옹벽 균열 보수 

포장 운동장 마사토 및 인조 잔디 관리

배수시설 배수로 및 집수정 내 이물질 퇴적 확인, 점검

담장시설
벽돌 및 블록 담장 균열 점검, 메쉬 휀스 철물의 부식 
도장상태 점검

조경 동절기 수목보호, 병충해 방제(시기별 약제살포), 제초 등
 

 ③ 기계설비 

 

구 분 점검 사항

가스 설비 정압기 분해 점검 실시 확인

저수조 설비 옥상 물탱크 이상 유무 확인

 ④ 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 분야
   • 조명설비의 점등 유무 상태 점검
   • 변압기 및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확인
   • 동력 소방 펌프 작동여부 확인, 소화수조 만수 여부 점검
   • 피난계단의 적재물 상태 점검
   ※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2015), 소규모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2020) 참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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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대행가능한 업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유지관리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
 •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는
   FMS 접속후 [관련업계] 메뉴에서
   검색 가능
 

TipTipTipTipTip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체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목적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

② 시설물의 종류
  • 제2종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이상인 절토 사면 
  • 제3종시설물  
   -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000㎡ 이상 교육시설
   - (옹벽)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

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③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 고시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고시/공고/입법예고
   • 지정대상
     - (건축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1,000㎡ 이상 교육시설
     - (옹벽)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

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
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 지정방법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 학교(기관)별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여부는 개별 확인
 ④ 제2·3종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 시설물관리계획서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 
   • 정기안전점검 실시 : A·B·C 등급 : 매년 반기 1회 / D·E 등급 : 매년 3회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점검 결과 제출
   • 시설물관리유지관리 결과 제출 :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보고(법 제6조 및 

제24조), 중대한 결함(법 제22조), 긴급안전조치(법 제23조), 위험표지의   설치
(법 제25조) 등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FMS를 통해 입력·제출

   •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과-3815(2018. 7. 2.) 공문 붙임 3 참고
 ⑤ 정기안전점검 수행 자격 요건(기술, 교육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기술자격요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 초급
                   기술자, 건축사
   • 교육요건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교육 이수자
  ※ 소속직원 중 정기안전점검 수행 자격 요건 충족자 없을 시 대행업체 통해 점검 수행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ü����Ǿ�������������������Ư���������
https://www.law.go.kr/��ġ����/������û�����ü�������������������������
http://www.law.go.kr/����/�ü����Ǿ�������������������Ư����
https://www.edubuil.kr/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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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 관리위탁·정기검사

시설물 중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리하거나 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은 위탁관리 함

1. 전기시설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기한 : 선·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http://keea.or.kr)

TipTipTipTipTip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전압 600V 초과 전기수용설비, 20㎾ 초과 발전설비
②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 안전 관리 업무 위탁 또는 대행업체 적격 여부 및 대행 범위 확인
③ 전기설비 규모에 따른 월 점검 횟수(규칙 별표13 참조)

구 분 전기설비 규모 점검횟수

저압
 용량 300㎾ 이하 매월 1회 이상
 용량 300㎾ 초과 매월 2회 이상

고압

및 

특고압

용량 300㎾ 이하 매월 1회 이상
용량 300㎾ 초과 500㎾ 이하 매월 2회 이상
용량 500㎾ 초과 700㎾ 이하 매월 3회 이상

 용량 700㎾ 초과 1,500㎾ 이하 매월 4회 이상

④ 연간점검계획 및 점검표 보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안전관리과-974(2016.2.18.)]에 따라 연간점검계획을 수립, 점검결과를
    4년간 보관하며 정기검사 시 제출
⑤ 정기검사 대상 및 시기

구분 대상시설 검사시기 관련규정

자가용 
전기설비

600V 초과 수전설비
75㎾ 이상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3년마다 전후
2월 이내

규칙 별표10

일반용
전기설비

600V 이하로서 
설비용량 75㎾ 

미만

유치원
1년마다 전후

2월 이내 법 제65조
규칙 제35조의2

초·중등학교
2년마다 전후

2월 이내
  

⑥ 계약이행감독철저 : 점검표 징구, 확인·조치·보관
⑦ 잔류성유기오염물질(PCBs) 관리대상기기 신고 
  • 대상 : 신규설치 유입식 변압기   
  • 신고내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2㎎이상) 
                  ※ 관련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 신고기한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시청 환경과)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keea.or.kr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Ģ
http://www.law.go.kr/����/�������������Ģ
http://www.law.go.kr/����/�ܷ�������������������������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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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가스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안전관리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 시행규칙 제50조(안전교육)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① 특정가스사용시설 : 월 사용예정량 2,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제1종보호시설(학교, 유치원) : 월 사용예정량 1,000㎥ 이상
② 월사용 규모별 관리 내용

월사용량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3,000㎥ 미만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 아님

3,000㎥ 이상 4,000㎥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 가입

4,000㎥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의무 가입

  • 안전관리 총괄자 :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 관
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③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신고처 : 시·군·구청장
  • 최초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 전임자 해임·퇴직·전보시 :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④ 안전교육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양성 교육(1회) 이수 후 3년마다 보수교육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 수강 신청
⑤ 정기검사
  •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신청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⑥ 정압기 점검(규칙 별표7 참조)
  • 설치 후 3년까지 1회 이상
  • 그 이후는 4년에 1회 이상 정압기 및 필터 분해·점검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ð�������������Ģ
http://www.law.go.kr/����/���ð��������
http://www.law.go.kr/����/���ð�������������
http://www.law.go.kr/����/���ð��������
http://www.law.go.kr/����/���ð�������������Ģ
http://www.law.go.kr/����/���ð�������������Ģ
http://www.law.go.kr/����/���ð��������
http://www.law.go.kr/����/���ð�������������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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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화석유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 시행규칙 제66조(안전교육)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보험가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보험가입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시행규칙 제52조(정기검사)

① 대상시설 :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 1종 보호시설 : 학교 및 유치원 해당
② 저장능력 별 관리 내용

   

저장능력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250㎏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하단 의무가입 조건 참고

250㎏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 조건
     - 저장능력이 500kg(자동절체기 사용 250kg) 이상
     - 저장능력이 500kg(자동절체기 사용 250kg) 미만 중 급식소 상시 1회 

수용인원이 50인 이상
  • 안전관리 총괄자 :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책

임자를 겸할 수 있음
  •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③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신고처 : 시·군·구청장
  • 최초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 전임자 해임·퇴직·전보시 :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④ 안전교육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양성교육(1회) 이수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 수강 신청
⑤ 정기검사
  •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신청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ȭ���������Ǿ�����������������Ģ
http://www.law.go.kr/����/��ȭ���������Ǿ������������
http://www.law.go.kr/����/��ȭ���������Ǿ�����������������
http://www.law.go.kr/����/��ȭ���������Ǿ������������
http://www.law.go.kr/����/��ȭ���������Ǿ�����������������Ģ
http://www.law.go.kr/����/��ȭ���������Ǿ������������
http://www.law.go.kr/����/��ȭ���������Ǿ�����������������
http://www.law.go.kr/����/��ȭ���������Ǿ�����������������Ģ
http://www.law.go.kr/����/��ȭ���������Ǿ������������
http://www.law.go.kr/����/��ȭ���������Ǿ�����������������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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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기시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시행규칙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의 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정기, 수시, 정밀안전검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운행정지명령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대상시설 : 모든 승강기 시설
② 설치 신고
  •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③ 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자격 :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 선임통보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 온라인 

선임신고 가능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통보서
④ 승강기관리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 이수, 

교육주기는 3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온라인 교육 가능
⑤ 자체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
    ※ 위탁점검의 경우, 유지관리업자가 점검사항 입력
  • 관리주체 스스로 자체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강기유지관리

전문가와 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승강기유지관리계약특수조건)
⑥ 정기검사 :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 이내
⑦ 수시검사 
  • 승강기의 기능 등을 변경한 경우  •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⑧ 정밀안전검사
  • 완성 및 정기, 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받아야 하며,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실시
⑨ 운행정지 : 각종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운행정지 명령
⑩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보고
  • 관리주체는 중대사고나 중대고장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
  • 사고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됨
  • 중대사고 : 사망자 발생,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필

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중대고장 : 시행령 제37조 2항 참고
⑪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 보험가입주체 :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등
  • 보험가입방법 : 2020. 9. 1.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Ģ
http://www.law.go.kr/����/�°�����������������Ģ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Ģ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
http://www.elevator.go.kr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51158&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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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소방)시설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방화관리를 위하여 교직원 모두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여야 함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 

TipTipTipTipTip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약칭 :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부터 제8조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 소방시설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 제19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법 제21조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목    적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 선임대상 :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 자    격 : 감독직에 있으며 규정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선임할 수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계획서 - 공공기관 소형 참조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ȭ�翹��,�ҹ�ü���ġ�������������������ѹ���
http://www.law.go.kr/����/ȭ�翹��,�ҹ�ü���ġ�������������������ѹ��������Ģ
https://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ȭ�翹��,�ҹ�ü���ġ�������������������ѹ���
http://www.law.go.kr/������Ģ/����ҹ����ó������
http://www.law.go.kr/����/ȭ�翹��,�ҹ�ü���ġ�������������������ѹ���
http://www.law.go.kr/����/ȭ�翹��,�ҹ�ü���ġ�������������������ѹ���
http://www.kfsi.or.kr/user/infocenter/InfocenterBbsView.do?boardSeqno=10045&postsGrpId=SS001&postsSeqno=301034&postsRnum=3&dept1Menu=3&dept2Menu=5&categoryNo-1=&categoryNo=&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pageIndex=1&_menuNo=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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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훈련

(소방교육 담당부서)

 

 ∘ 소방시설법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실시(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기록보관 2년)
  • 소방훈련 결과보고 내부결재 및 업무관리시스템에 생산 등록, 기록부 폐기 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절차 준수「학교안전기획과-6681(2020. 9. 1.) 」

 

3. 소방시설 점검

   ∘ 소방시설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등)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① 소방시설 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자체점검

의의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 점검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소방시설 설치 여부, 
이상여부 등에 대한 

점검

대상 전기관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곳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점검주기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연 1회 이상 
 (사용 승인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 
6월 30일까지)

월 1회 이상
(단,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생략 가능)

점검서식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규칙 별지 1호의2 서식 고시 제5조 별표 서식5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경우 
규칙 별표2 인력기준 충족)

소방시설 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필수참여 및 
규칙 별표2 인력기준 충족)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 
7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7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2년간 점검결과 

자체보관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ȭ�翹��,�ҹ�ü���ġ�������������������ѹ���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ȭ�翹��,�ҹ�ü���ġ�������������������ѹ���
http://www.law.go.kr/����/ȭ�翹��,�ҹ�ü���ġ�������������������ѹ��������Ģ
http://www.law.go.kr/����/ȭ�翹��,�ҹ�ü���ġ�������������������ѹ��������Ģ
http://www.law.go.kr/������Ģ/�ҹ�ü���ü���˻�����Ѱ��
https://www.law.go.kr/����/ȭ�翹��,�ҹ�ü���ġ�������������������ѹ��������Ģ
https://www.law.go.kr/������Ģ/�ҹ�ü���ü���˻�����Ѱ��
http://www.law.go.kr/����/ȭ�翹��,�ҹ�ü���ġ�������������������ѹ��������Ģ
http://www.law.go.kr/����/ȭ�翹��,�ҹ�ü���ġ�������������������ѹ��������Ģ
http://www.law.go.kr/������Ģ/�ҹ�ü���ü���˻�����Ѱ��
http://www.law.go.kr/����/ȭ�翹��,�ҹ�ü���ġ�������������������ѹ��������Ģ
http://www.law.go.kr/����/ȭ�翹��,�ҹ�ü���ġ�������������������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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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시설 점검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소방용품)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② 소화기
  • 소화기 설치장소에 소화기 위치 표시 확인
  •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 축압식 소화기 바늘 위치 녹색 : 정상
  • 축압식 소화기 바늘 위치 노랑 : 재충전 필요
  • 축압식 소화기 바늘 위치 빨강 : 과충전
  •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확인
  • 내용연수가 10년 이상인 분말소화기는 교체 
  • 가압식 노후 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수거 후 폐기
③ 수신반
  • 수신기 조작부 스위치 정상위치 확인
  • 화재 수신기가 있는 장소에 경계구역 일람표 비치 확인
  • 수신반의 도통시험 및 동작 시험 시 이상 유무 확인
④ 기타
  •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파손, 변형, 탈락 확인
  •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확인
  • 피난기구 사용 방법 표시 확인 

4. 피난시설·방화구획

   유지 및 관리 ∘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 비상구(출입구) 용접 등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잠금장치 등 폐쇄행위 금지
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
  • 출입구 및 통로·계단에 물건 적치, 방화 셔터 구역 장애물 설치 금지
③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틀) 철거, 고임 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 금지
④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방화구획, 방화문 임의변경, 무창층화 행위 등 금지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위 금지행위의 위반을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가능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ȭ�翹��,�ҹ�ü���ġ�������������������ѹ��������
https://www.law.go.kr/����/ȭ�翹��,�ҹ�ü���ġ�������������������ѹ��������
http://www.law.go.kr/����/ȭ�翹��,�ҹ�ü���ġ�������������������ѹ���
http://www.law.go.kr/����/�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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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예방 조치

  (실별책임자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화기 단속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① 실별 책임자 
  • 화기 단속 등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 조치
② 공공기관 방호원·일직 근무자 및 숙직자의 업무 
  • 옥외·공중 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③ 학교 내 공사 현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 학교시설공사(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인 및 소화설비 구비
    ※ 교육환경개선과-7156(2020. 7. 16.)

 

6. 자위소방대의 편성

￭ 교직원 인사이동 시 즉시 
자위소방대 재편성

 

TipTipTipTipTip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① 자위소방대 편성  
  •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
  •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
② 자위소방대의 임무 : 규정 제13조 참고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Ǽҹ�������������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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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 관리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자 발생 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음

 

1. 하자보수 책임 기간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 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조경공사는 제외)

 

TipTipTipTipTi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토공 2년 일반전기공사 1년

방수 3년 일반통신공사 1년

도장 1년 소방시설공사 2~3년

②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 

  

공 종 하자보수 보증금률 공종 하자보수 보증금률

조경공사 5% 전기, 통신, 소방 2%

일반건축공사 3% 수리, 구매, 용역 2%

2. 하자검사

 ￭ 하자검사 시 계약 상대자가 
입회해야 함
(입회 거부 시 검사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봄)

TipTipTipTipTi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① 정기검사 :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② 최종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실시
   • 최종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
③ 하자검사조서 작성해야 함(단,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 시 작성 생략 가능)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ҹ�ü�������������
http://www.law.go.kr/����/������Ű�����������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Ģ/������ġ��ü�����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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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수 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① 하자 발생 시 
  •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 통보
  • 하자보증기관에게도 하자발생 통보
② 통보사항
  • 하자내용, 하자보수기간
  •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첨부
③ 하자보수의 이행 

   • 하자보수 통보 받은 7일 이내 하자보수 착공신고서 제출 
     (설계서 첨부 및 하자보수 이행 소요 기간 명시) 
     ※ 시급을 요하는 경우 : 즉시 하자 공사 착공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후 하자보수 준공

 

 

4. 자체 하자보수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응 및 하자보수 능력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 직접 별
도 계약하여 보수함

② 하자보증기관이 있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직접 사용을 통지한 후 하자처리
③ 하자처리 후 보증금의 직접 사용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채무 이행 청구)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ġ��ü������ڷ��ϴ°����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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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관리

갑작스런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시설물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1. 재난관리계획 수립 ∘ 2021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2020년 수정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집행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① 지침 등에 따라 자체 방재(또는 재난관리) 세부집행 계획 수립

구 분 포함될 사항

학교현황
교직원 비상연락망, 교육청 재난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비상시 교직원 사고지휘체계 및 일반 책무 등 

예방활동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방침, 비상탈출구 안전관리,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관리 및 검토,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

대비활동
재난 대응 훈련 계획의 수립/실제 훈련, 비상 배낭 마련과 관리
※ 관련 도면 (건물배치도, 평면도, 비상시설 및 용품의 위치 표시)

대응절차
행동수칙

태풍·집중호우, 대설, 화재 등에 대한 행동 수칙 

복구활동 시설 복구, 피해보상 청구 등

② 자체계획 수립 후 전 직원 공람 또는 교육 실시

2. 재난발생 예방활동

 ￭ 폭설위험시설
(PEB, 아치판넬 구조)로 된 체육관, 
강당 시설

TipTipTipTipTip

① 재해취약시설 유무 수시 확인 및 지속적인 시설보수·보완 활동
②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보수·정비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연 3회)
③ 자연 재해 대비 점검 활동(집중호우, 태풍 발생 시)
④ 폭설 위험 시설의 안전관리  
  • 재해취약시설 관리카드 작성, 주1회 점검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170&menuInit=4,2,2,0,0&bbsId=1006634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340151216234958&menuInit=&searchTab=&searchCategory=&bbsId=990477&bbsMasterId=BBSMSTR_000000030103&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www.law.go.kr/����/�糭���������⺻��
http://www.law.go.kr/����/�糭���������⺻�������
http://www.law.go.kr/����/�б��������������ѹ���
http://www.law.go.kr/����/�б��������������ѹ��������
http://www.law.go.kr/����/�б��������������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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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취약시설 보강활동
① 자체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할 것
② 자체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상급 기관 즉시 보고
   (예산 및 시설지원 요구)

4. 피해현황조사 및 보고  

   (재해·재난 발생시) ① 보고체계 : 각급 기관장(전기관) → 해당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재난상황 보고서에 따르되 긴급할 경우 유선 보고 우선
② 즉시 피해상황 조사 후 상급기관 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 당직실에 재난발생 상황 연락망 비치

5. 재해·재난 피해복구

   (재해·재난 발생시) ① 재해·재난 발생 비상 근무 실시
②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재난복구비 신청 공문 발송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가입 및 재난복구비 신청 방법 :
     【제17편】7.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참고
③ 2013년도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 경기도교육청 일괄 가입
   • 보상범위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

학교급식 사고로 인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어린이 놀이 시설 하자에 의한 배상 책임 사고

④ 토목시설은 해당 시·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통보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ssif.or.kr/business/recompense/schoo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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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을 위해 시설점검유지에 힘써야 함

1.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①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2.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부터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설치검사 등)부터 제11조(안전점검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부터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방법)

① 설치검사
  •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 실시
② 안전점검 
  •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점검
  • 주기 및 방법 : 월1회 이상 실시
  •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 시행령 제11조의 별표6 참고
  • 안전점검 실시대장 : 3년간 보관
③ 안전진단 
  •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금지
    →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안전진단신청서)
  • 안전진단 실시대장 3년간 보관
④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

른 적합(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 정기시설 검사 신청 
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시행령 제10조의 별표 5」참고
  •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부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s://www.law.go.kr/����/��̳��̽ü�����������
https://www.law.go.kr/����/��̳��̽ü����������������
https://www.law.go.kr/����/��̳��̽ü����������������Ģ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Ģ/��̳��̽ü��ǽü����عױ������
https://www.law.go.kr/����/��̳��̽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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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 중대사고 범위
 • 사망한 경우
 •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 골절상을 입은 경우
 • 출혈이 심한 경우
 •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경우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경우
 • 내장이 손상된 경우
  

TipTipTipTipTip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안전진단의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사고보고의 의무 및 사고조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안전교육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 교육시점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담당자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교육주기 및 시간 : 2년에 1회, 4시간 이상
  • 신청 : 안전관리지원기관
② 이용금지 및 현황 보고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출입하지 못 하도록 조치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 안전 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참고 : 놀이시설 폐쇄 및 철거 시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
  •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참고 : 중대사고 발생 시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
  ※ 중대사고 보고 절차

사용자 → 관리주체 → 관리주체 → 감독기관

중대한 
사고 발생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사고현황
교육지원청에 보고

현장조사 사고보고서 
행정안전부로 제출

③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 제출사유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 시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시
  • 제출방법 : 2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④ 안전관리자 및 보험 변경 현황 보고
  • 안전관리자 및 보험가입(매년 3월 2일) 현황 변경 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
    ※ 보험가입 : 도교육청에서 학교배상책임공제 일괄 가입

(단, 학교배상책임공제회 가입 기간이 1년으로 매년 갱신됨에 따
라 매년 3월 2일 보험 가입 변경 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Ģ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www.cp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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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편 신설학교 설립 및 개교 업무

업 무 명  신설학교 설립 및 개교 업무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 경기도교육청 전결규정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업무개요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설립사무 취급교의 업무 및 신설학교 개교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행정업무를 위한 신규 등록 및 개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2. 신설학교 회계관리

 3. 신설학교 행정환경 구축

 4. 유관기관 연계 

 5. 신설학교 물품 ‧ 재산 ‧ 시설관리

 6. 신규 급식시설 설치

 7. 임대형 민자사업(BTL)학교 운영 관리

참고자료

 
 ◦ 신설학교 업무담당자 업무 길라잡이(학교지원과, 2013.)
 ◦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교육급식과, 2015.)
 ◦ 교육시설 BTL 운영관리 실무매뉴얼(시설과, 2012.)

처리부서 고등학교 학교지원과 유‧초‧중학교
국단위  학교현장지원과

과단위 경영지원과

http://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89&bbsId=82100&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C%8B%A0%EC%84%A4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2&bbsMasterId=BBSMSTR_000000000246&menuInit=12,1,1,0,0&bbsId=980104
http://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200&bbsId=294881&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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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업무를 위한 신규 등록 및 개설

 

1. 관인 각인 및 등록

￭ 관인 각인 업체 확인 정보 
  • 상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TipTipTipTipTip

2. 고유번호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 신설교 학교장 발령 이후 고유
번호증 대표자 변경 신청

 

TipTipTipTipTip

 

3.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선정 및 신청
 

￭ 사업자선정, 공사기간, 시험 가동이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설립사무 취급교 추진 권장

TipTipTipTipTip

      

① 관인 각인(각인 업체는 공인대장에 등재되니, 업체정보 확인 필요)
② 관보 공고 : 관보 게재 요청(수신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전자관보 신청 및 처리 확인
③ 교육지원청에 관인 각인 보고
④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관인 등록
⑤ 공인 관리  ※【제2편】 1. 공인관리 참고 

 주요내용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절(관인의 관리)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37조(회계문서의 날인)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발급기관 : 학교 소재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②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 설립사무 취급교 학교장 개인 명의로 신청(신규 각인 직인 사용)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필수>
     - 설립사무 취급교 지정 공문(설립사무 취급교 학교장 명의로 신청)<필수>
     - 인사발령공문(신설교 학교장 명의로 신청시)<필수>
     -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공포 공문 사본<필수> 
     - 학교장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도장(신청서에 대리인으로 위임장 작성한 신청자)
       <내부결재문서 기재 시 대체가능>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설립사무 취급교, 신설학교)
   • 필요서류 : 신설학교 전기통신공사 도면
 ② ENIS 사이트(www.enis.or.kr)를 통한 스쿨넷서비스 이용 신청 

 주요내용

∘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계획(한국정보화진흥원, 2005.)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www.mois.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
http://www.law.go.kr/����/����ȿ�����������������ѱ���
http://www.law.go.kr/����/ȸ�������������α�Ģ
http://www.law.go.kr/��ġ����/��������Ư��ȸ���繫ȸ���Ģ
https://www.law.go.kr/��ġ����/���������Ҽӱ����������
http://www.hometax.go.kr
http://www.law.go.kr/����/�ΰ���ġ����
http://www.law.go.kr/����/���μ���
http://www.en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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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EIS 기관용 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 선행조건
 • 행정안전부 조직 코드 및 

교육부 기관 코드 필요
   - 고‧특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유‧초‧중 : 교육지원청
 

TipTipTipTipTip

 

5. 조달청 나라장터(G2B)

   수요기관 등록

① 기관용 인증서 발급 신청
② 기관마스터 ID 생성 
③ 기관마스터 ID 권한 부여
   • 유․초․중 : 교육지원청, • 고․특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④ 인증서 수령 후 교육부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www.epki.go.kr)
   인증서 발급 후 PC에 인증서 설치
⑤ 기관마스터 ID 로그인
   • 업무관리, 재정관리, 권한관리자에게 권한 위임 및 권한 부여
     나이스광장사용자지원시스템(https://help.neis.go.kr)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자가 신설학교에 대한 

기관등록 및 기관마스터 ID 권한부여
   • 기관마스터 권한부여 신청서 송부 
   • 기관마스터 ID에서 업무관리 권한관리자,재정관리 업무관리자 지정
   • 기관마스터 ID에서 전자관인, 학교 정보 등 등록
   • 학교 단위과제 지정 → 단위과제카드 작성 
     ※【제2편】 4. 기록물 관리 참고
   • 업무용 메신져 기관관리자 신청, 메일 계정 및 인증서 신청
   • 나이스 민원 학교 관인등록
   • K-에듀파인 관리(권한부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① 수요기관 등록신청(조달청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수요기관이용자 → 수요기관 등록 및 인증서 신청
② 수요기관 등록 승인(조달청 나라장터 승인 담당자)
③ 인증서 참조번호∙인가코드 부여
   • 조달청 나라장터 승인 담당자 및 확인(신청자)
   • 신규이용자등록 〉수요기관이용자 〉인증서관리 〉인증서신청 진행현황
④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신청자)
⑤ 인증서 등록(신청자)
   • 조달청 : http://www.g2b.go.kr 
     신규이용자등록〉수요기관이용자 〉수요기관이용자등록 〉수요기관등록신청

 주요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epki.go.kr/sub/info.do?m=0401&s=epki
http://www.epki.go.kr/index.do
https://help.neis.go.kr:12443/main_new.do
http://www.g2b.go.kr
http://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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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교직원공제회

   학교장터(S2B) 수요기관

   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타기관인증서 등록으로 
발급 절차 대체 가능

TipTipTipTipTip

 

7.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수요기관 등록

 

8. 법정장부 구비

 

① S2B 홈페이지 (http://www.s2b.kr)
② 우측상단 “로그인 ⇒ 수요기관등록”
   • 고객지원 > 자료실 > 일반자료 > 수요기관 기관코드 등록요청서를
     작성 및 송부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은 후 등록 가능
③ 아이디/비밀번호 생성 후 인증서 등록까지 완료할 것
   • ☎1577-3309로 업무 안내 가능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① 당직근무일지
 ② 보안점검표
 ③ 발령대장
  ※【제3편】인사,【제6편】복무 참고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당직실의 비품)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9조(발령대장)

 관련근거

① eaT 홈페이지
    (http://school.eat.co.kr/index.jsp)
②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K-에듀파인을 통한 접속 가능

    •   지출관리 > 지출처리 > 지출품의 > 품의접수목록 > 계약요청
 ③ 신설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기관코드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1670-4287로 확인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s2b.kr
http://www.law.go.kr/��ġ����/���������ҼӰ������Ǵ������ٹ���Ģ
http://www.law.go.kr/����/�������Ҽ�����������λ��Ϥ������λ�繫ó����Ģ
http://school.eat.c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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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학교 회계관리 

1. 학교회계 업무 개시

￭ 인터넷뱅킹 출금 이체 시 건당 
2백만원 이상 SMS 통보 대상자 
등록 요청 : 거래 농협지점 

  • 행정직원 2인 이상
    : 교육행정실장, 차하위 직원
  • 행정직원 1인 이상
    : 학교장, 교육행정실장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9조(거래계좌의 개설)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회계 금고 계약 
② 회계 관련 계좌 개설 및 학교법인카드 발급
   • 기본계좌 개설 및 보고
      학교회계 > 세입세출외현금 > 신용카드(법인)결제계좌 > 학교발전기금

회계계좌 > 세입금(교특회계 금고 납입대상 수입금이 있을 경우) > 보조
금 및 지원금 (추후 사안 발생 시 개설)

   • 신용카드(법인) 발급 
     - 클린카드 발급 
     - 신용카드(법인) 학교 사정에 따라 필요 매수 발급
     - 우편요금 및 여비 결제 전용 카드(필요 시)
   • 필요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학교회계출납원), 사인(출납원), 신청 공문, 위임장 등
③ e교육금고, EFT(전자자금이체)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 이용신청서, 이용계약서,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
   • 농협은행의 경우 동 은행의 신청서와 계약서 사용
   • 지급계좌 지정, 지급수수료 면제, 계약기간 등 확인
④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 학교장(분임재무관, 물품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 교육행정실장(학교회계출납원, 물품출납원), 회계담당직원, 분임물품출납원
   • 학교운영위원장(발전기금회계운영) 직위포괄식으로 가입
⑤ e-DASAN 감사시스템 금융거래정보 연계
   • 거래 농협지점(농협은행 또는 지역농협)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서 

원본 인편 제출
   • 필요서류
     - 공문, 제공요청서 각 1부, 고유번호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등
     - 거래 농협지점 방문 시 지점 직원에게 NH농협은행 경기도교육청 출

장소에 연락(☎031-240-6954) 후 업무처리 진행하도록 요청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ȸ���
http://www.law.go.kr/��ġ����/��������Ư��ȸ���繫ȸ���Ģ
http://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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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학교 예산편성

 세부업무명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장(예산)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기 추진사항 세부내역
담당

기관

개교

전년도

신설교 목적사업비 

예산 편성ㆍ집행

▸설립사무 취급교 예산으로 

 편성, 별도 세부사업으로 관리 

설립

사무

취급교

▼

개교

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교부

▸개교년도에 교부하는 예산은 

  신설교로 교부됨

신설

학교

▼

개교

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설교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

  운영비가 교부되면 K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예산을 임시로 편성 

  ž 관할청에 보고 후 집행

    (신설교 권한 부여)

▸예산집행 항목은 개교 즉시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집행

신설

학교

▼

신설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인계인수

▸설립사무취급교는 임시예산 

  편성한 예산(안)과 회계 관련

  서류, 예산배정문서 등 인계 

설립

사무

취급학교,

신설학교

▼

개교년도에 해당하는 

회계년도 예산(안) 

편성 

▸기 교부된 예산과 연간배정

  계획에 의한 전입금을 포함하여  

  개교연도에 해당되는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ㆍ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4항 규정을 준용

  하여 집행하고, 사후 운영

  위원회 구성 후 제출 ž 심의

▸목적사업비는 지원기관 정산,

  지침에 따라 신설학교에서 정산

신설

학교

 관련근거

http://www.law.go.kr/��ġ����/�������б�ȸ���Ģ
http://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06488&bbsMasterId=BBSMSTR_000000000114&pageIndex=1&schKey=TITLE&schVal=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64

3 신설학교 행정환경 구축

 

1. 학내망 구축

￭ 교내 인터넷 수요량을 완성학급
  기준으로 사전 조사
• 컴퓨터, 사무기기 수량 실별로 파악
 

TipTipTipTipTip

2. 학생용 가구 및 행정

장비 구입

3. 시설관리용역 체결

 
￭ 무인경비시스템 : 시설 및 비품 

관리를 위해 개교 전 신속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계약 권장

￭ CCTV 및 자동개폐장치 : 학생 
및 시설 안전 관리 위해 개교 전 
설치 권장

￭ 시설미화원•시설당직원 채용 : 
【제4편】 교육공무직원 및 
기타직 참고

TipTipTipTipTip

분야 용역종류 재정 BTL 비고

시설물

관리

무인경비 ○ .

• 신설학교 설립 시 최초  
물량 외의 학교 자체 발주 
시설 증설 건은 별도로 
용역관리 계약 체결

• BTL 유지관리 내역이 학교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부용역 범위 
확인 필요 

전기관리 ○ .

소방관리 ○ .

승강기관리 ○ .

정보화기기 ○ ○

생활폐기물 ○ ○

가스시설관리 ○ .

급식

관리

음식물폐기물 ○ ○

폐유매각 ○ ○

급식덤웨이터 ○ .

 세부업무명
 

 ①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 학교집선망)과는 별도로 학교 내 인터넷망 구축 
필요(NIS 입선 공사 완료 후 구축 진행) 

 ② 구축내용  
    • 교내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보안스위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허브, 

POE스위치 등의 정보화기자재 구입 및 관련 설치 공사
      (학교 전기통신 설비 포함 여부 확인, 기본 전기통신 설비 포함 시 생략)
    • 학내전산망장비 구축 주체
      - 재정교 : 학교 자체 / BTL교 : 운영사
      - 공영개발교 : 기본시설 미포함 시 재정교에 준하여 구축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서버장치(필요 시 설치) : 정수물품 계획에 반영

 세부업무명

 ① 정상적 개교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실용 책걸상, 사물함 등은 
설립사무 취급교에서 최소 개교 2개월 전 발주 진행 권장 

 ②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진행
   • 계약금액이 크고 계약 건수가 많으므로, 구입물품 및 구입금액 등에
     따라 계약방법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함
 ③ 실별 배치 비품은 교구설비기준을 준수하되, 학교 사정상 조정 가능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89&bbsId=82101&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EA%B5%90%EA%B5%AC
http://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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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관기관 연계 업무

1. 급여 및 공제 관련 

   등록 업무

 세부업무명

 연금단위기관 신규 지정 요청

①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단위기관 신규지정 요청 
   ※ 연금취급기관 : 교육지원청
② 연금담당자 등록 신청서 제출

 4대보험 가입

① 국민연금공단(교육공무직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중 
   1개 기관에 사업장 적용 신고서 등을 제출
② 4대 사회보험 신고 :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③ 4대 보험 EDI 가입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① 분회설립신청서 수기 작성 FAX 제출→분회코드 수령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남부 ☎ 031-234-4108, 
                     경기북부 ☎ 031-878-0764)
② 교직원공제회 EDI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공무원연금공단(http://www.ge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등 급여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http://minwon.moel.go.kr)
   •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징수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한국교직원공제회(http://www.ktcu.or.kr) 

 주요내용

http://www.4insure.or.kr
http://www.geps.or.kr
http://www.nhic.or.kr
http://www.nps.or.kr
http://minwon.moel.go.kr
http://www.kcomwel.or.kr
http://www.4insure.or.kr
http://www.ktc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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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관기관 협조 및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 가스, 기계(급식기구 등) 설치 전 관할 

지자체 안전관리자 신고 및 책임

보험 가입 완료 필요(시운전 관련)
 

TipTipTipTipTip

 

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 
   • 관할 시(군)청 교통정책과(교통과)에 공문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② 도로 표지판 설치(도로점용 허가 신청) 
   • 관할 시(군)청 도로건설과와 협의 후 업무 추진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③ 도로명주소 신청 
   • 관할 시(군)청 토지정보과(민원과)로 공문 시행
   •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관할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첨부
    -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로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신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감독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
⑤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 개교와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http://edu.koelsa.or.kr)에 승강기 관리 교육 신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서
   •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⑥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월사용량 산정(시공업체 및 교육청 담당자 협의)
   • 사용 예정량 4,000㎥ 이상, LPG저장능력 25Kg 이상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정기검사 매년 1회 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http://www.kgs.or.kr)
 ⑦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 : 전압 600V초과, 설비용량 75KW이상의 수전설비 보유교 

월사용량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3,000㎥미만 총괄자1 의무아님

3,000~4,000㎥ 총괄자1 의무가입
4,000㎥초과 총괄자1, 책임자1 의무가입

 세부업무명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kfsa.or.kr
http://edu.koelsa.or.kr
http://www.kgs.or.kr
http://www.law.go.kr/����/���α����
http://www.law.go.kr/����/��̤����ι�����κ�ȣ�����������װ��������ѱ�Ģ
http://www.law.go.kr/����/��̤����ι�����κ�ȣ�����������װ��������ѱ�Ģ
http://www.law.go.kr/����/���ι�
http://www.law.go.kr/����/���θ��ּҹ�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ȭ�翹��,�ҹ�ü���ġ�������������������ѹ���
http://www.law.go.kr/����/ȭ�翹��,�ҹ�ü���ġ�������������������ѹ���/(15810,20181016)
http://www.law.go.kr/����/���ð�������������
http://www.law.go.kr/����/�°���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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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설학교 물품·재산·시설관리

1. 물품 및 재산관리

2.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① 물품관리
   • 신설학교 물품구매 목록 인수 철저 (교육지원청, 설립사무 취급교 구입 물품)
   • 분임물품출납원 임명(재정보증보험 가입)
   •  물품 등록  ※【제16편】2. 물품의 취득·보관·운용 참고
② 재산관리

   • 각종 공부 발급 및 보관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토지 및 건축물 등기 촉탁 진행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고등학교 : 경기도교육청) 
   •  재산 등록 : 공유재산관리대장 확인
     ※【제17편】2. 공유재산의 취득 참고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각종 도면 인계․인수 (토목, 건축, 설비,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 전기, 수도, 가스 인입 현황 확인(상수도 업무용 전환)
 ② 시설과(담당)에서 발급 완료한 각종 증명서, 검사서 등의 현황 확인
    - 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가스기술검토서, 가스완성검사필증, 소방시설

완성검사필증, 정화조 준공검사필증<선택>, 전기사용전검사필증, 승
강기검사필증, 각종 공종별 하자보수보증서 등

 ③ 각종 시방서 및 자재내역서, 공사 물량서 등 
    - 준공 이후 실제 설계사, 시공사에 현행화된 자료 요청
 ④ 공사 진행 사진 등
 ⑤ 시설물 사용설명서 및 사용 방법 교육
    • 시험 운용 후 인계․인수
    • 공사업체 및 유지보수 담당 연락처 파악 
    • 각종 실별 ․ 용도별 잠금장치 인계 ․ 인수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Ư��ȸ�� �Ұ� ��ǰ��������
http://www.law.go.kr/��ġ����/��������Ư��ȸ�� �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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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공사 납품 자재 내역서, 공사 물량 
등에 관한 사항은 준공, 개교 시점
에서 금액 파악 권장

   - 추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하자 보수 이행 시 필요함
  예)공작물(국기게양대, 수도시설 등
  재난공제회 가입 시 반드시 필요
■ BTL학교의 경우 재난공제회 가입 시
   건물의 별도 보험 가입여부 확인
   (기본교구 및 기본 부속물 등 별도
   가입 필요)

TipTipTipTipTip ⑥ 각종 현황 정리
   • 교실배치도, 주요시설 현황 정리 등
   ※【제18편】 학교시설관리 참고
⑦ 하자보수 관리 철저(동절기 및 해빙기를 거쳐 하자 보수 발생)
   • 하자보수 관리대장
⑧ 교육환경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⑨ 녹색건축인증 및 BF인증(장애인 편의시설)에 맞는 관급시설 자재 및
    설치여부 확인
⑩ 2018년 이후 신축 건축물(연면적 1만㎥이상)에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시 에너지관리공단에 BEMS 시스템 설치 검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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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 급식시설 설치

1. 급식기기선정위원회 구성

￭ 급식기기 설치 시기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설립사무 취급교에서 
급식기구 및 사양 선정 권장

￭ 급식기기선정위원회에서의 업체 
선정 지양

TipTipTipTipTip

2. 급식기기 선정

 세부업무명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 시행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관련근거

① 급식기기선정위원회 구성(설립사무 취급교 권장)
   : 급식시설 설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
② 급식기기선정위원회 역할 
  • 신규급식에 소요되는 설비, 기기, 기구 등의 구입 품목 및 수량 결정
  • 품목별 규격, 재질, 모양, 성능 등 구체적인 사양 및 모델 결정
  • 납입품의 규격, 재질, 모양, 성능 등 확인 및 검사
    : 검수 시 물품의 규격, 재질, 기기의 성능(가동시험) 확인 철저

 세부업무명

① 급식기기선정위원회 운영 일정 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설립사무 취급교)
② 급식기기선정위원회 개최
  • 구성 :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조직
    ※【제13편】계약 참고
  • 급식기기 및 기구에 대한 협의
   - 도면 제시, 기구의 특징, 장단점 등 설명
   - 기존 급식학교의 급식기기 현황 및 사용실태 설명
   - 예산을 참고하여 적정선 협의
   - 완성 학급 수 및 급식 대상 학생 수를 고려하여 활용도, 안정성, 능률성, 전

기 소모량, 연료 소모량 등을 검토하여 실용적인 제품 선정
  • 급식기기 및 기구의 품목․수량․규격․사양의 결정(서면 기재) 
   - 급식기기 선정 위원별 선정 기록표
  • 급식기기 선정결과 발표 : 급식기기 선정의결서
  • 급식기기별 특징 및 기구 선정 요령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б��Ĺ�
http://www.law.go.kr/����/�б��Ĺ� �����
http://www.law.go.kr/����/�б��Ĺ� �����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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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기기 구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급식기기 구매 방법  ※【제13편】계약 참고
  •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급식기기 구매 : 30일 정도 소요
    - 1차 구입품목(시설 및 설비공사와 연계되는 기구 및 기기)은

설립사무교에서 구매, 그 외는 신설교 주관
  • 소액수의 견적입찰(g2b, s2b)(추정가격 기준)
   - 2천만원 이하 : 낙찰 하한율(90%)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낙찰 하한율(88%)
   ※ 1인 수의계약(단일견적) : 2천만원 이하일 경우

4. 기타 물품 구매

 세부업무명

① 급식실 내부비품 구입 (식당 배식의 경우)
  - 식탁, 의자, 대용량 정수기 등 구입
 ② 영양연구실(구 영양(교)사실) 및 휴게실 내부비품 구입
  • 영양연구실 :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책상, 의자 등
  • 휴게실 : 캐비닛, 옷장 등
 ③ 급식 소모품 구입(조리복 및 장갑 등 위생용품, 조리기구 등)
  -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예산에서 집행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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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식관련 인력 채용 

￭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는 교육장 발령
사항으로  교육지원청 급식 및 교육
공무직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교육
지원청 발령 요청

TipTipTipTipTip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① 정규 영양교사 미발령 시 :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
 ②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채용 요청
   • 기존 실시교의 현장 실무 수습 및 사전 준비 철저 

6. 급식관련 설치·운영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신고관련 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가스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관리계약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 학교 급식 개시 보고 등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ٷα��ع�
http://www.law.go.kr/����/�ٷα��ع� �����
http://www.law.go.kr/��ġ����/������û�����������������
http://www.law.go.kr/��ġ����/������û������������ä�����������ȯ���������
http://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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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형 민자사업(BTL)학교 운영관리

1. 임대형 민자사업 용어

￭ BTL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학교시설 : 준공 후 20년
 • 소규모 체육관 : 준공 후 10년

TipTipTipTipTip

2. 각 주체별 업무내용

￭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 
 • 시설임대료
   : 민간의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보상분
 • 운영비
   - 운영관리비 
    : 인건비, 청소용역비, 보험료,
      경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 경비
   - 유지관리비 : 교체비용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관리 매뉴얼

 관련근거

① 임대형 민자사업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Build)
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방자치
단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

② 실시협약 :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되는 실
시협약은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특정사업
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조건을 정함으로써 협약 당사자 간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③ 소유권이전 :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
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세부업무명

주무
관청

(교육청)

 ① 학교시설 소유권 보유
 ② 성과평가를 통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 정부지급금 지급
 ③ 운영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점검
 ④ 적절한 운영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기준‧제도 마련

학교

 ①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용자
 ②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참여를 통한 서비스 평가
 ③ 서비스 및 업무 지원 요구
 ④ 인사발령과 비슷한 시기에 교재교구 및 기타 물품이 납품
    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검수가 요구됨

사업
시행자
(SPC)

 ①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
 ② 관리운영권 행사로 약정기간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 회수

운영사

 ① SPC 지분 출자 및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② 10~20년 동안 학교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③ 다양한 인력 및 외주용역이 참여, 학교운영 업무수행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ȸ��ݽü���%20����%20�ΰ����ڹ�
http://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2901512091456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200&bbsId=294881&pageIndex=1&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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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중 민간의 
시설운영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시킴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영 서비스를 확보

 

TipTipTipTipTip

4. 학교/운영사 간 

업무분장

 ￭ 학교별 실시 협약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시 협약서 및 운영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처리 
(2012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BTL) 운영관리 매뉴얼 참고)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① 주요 업무 
   • 실시협약서에 정함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단위학교별 성과평가를 수행 
   • 주무관청의 정기 및 수시 성과확인평가, 관리자평가, 이용자평가 세 가지  

항목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총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급
   •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 제기 시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② 구성
   : 사용자(학교장, 학교장의 추천자), 주무관청 분야별 담당자, 사업시행자 

총 3자의 참여로 구성됨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① 학교/운영사간 시설관리 업무분장(예시)

시설
구분

구역
시설

유지관리

건축설비
운전/
관리

청소
환경위생

관리
보안경비/
안전관리

교육
시설

일반교실 ○ ○
●, ▲

(특별청소)
○ ○

특별교실 ○ ○ ○ ○ ○

관 제 실 ○ ○ ○ ○ ○

급식시설(식당포함) ○ ○ ● ●, ▲ ○

도 서 관 ○ ○ ○ ○ ○

공용부분, 기타 ○ ○ ○ ○ ○

개방
시설

체 육 관 ○ ○ ○ ○ ○

기    타 ○ ○ ○ ○ ○

옥외
시설

운동장 등(제설작업 
통학로는 운영사)

○ ○
●, ▲

(제설작업)
○ ○

 ※ 범례 
   ○ 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  
   ▲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자 실시  
   ● 학교측의 업무범위
 • 사업시행자는 일반교실의 특별청소를 연 2회 실시
   (세부업무 구분 및 처리방안 참조)
 • 운영사가 학교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므로 운영에 관한 업무요구 

사항은 학교장이 운영 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전달하며 교직원이 직접 
업무 종사자에게 지시할 수 없음

 ② 운영 범위에서 제외된 실내 및 외부 환경조성
    : 학교장이 운영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협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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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사 법정 관리업무

6. 시기·시설별 주요

   점검사항

 ￭ 관리소장이 시기별, 시설별로 
점검하여 점검일지 기재 후, 
행정실에 확인 요청함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분야
항    목 관련기관/검사주기

내   용 검사 신고 기    관 주기

건축 건물정기점검 ○ 년2회

전기 전기시설안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2년1회

기계 보일러 ○ 2년1회

소방 소방종합정밀정검 ○ ○ 소방면허보유업체 년1회

도시가스 사용시설안전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년1회

승강기
정기검사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년1회

정기점검 ○ 월1회

환경/위생

저수조청소 ○ 구(군)청환경위생과 년2회

방역 ○ 보건소 년5회

정화조청소 ○ 년1회

 ※ <운영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
   : 학교 및 운영사는 실시협약 상 업무범위 및 책임 한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세부업무명

 

 

구분 시기‧시설별 운영사 점검사항

1/4분기
 전년도 에너지 사용 실적 분석 점검 , 전기시설물 자체점검
 개학준비 환경 위생 정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2/4분기
 설비 세관 및 점검 부속기기 정비 청소
 풍수해 사전 점검, 수질검사, 냉방기기 시운전

3/4분기
 방역실시, 위험물 법정교육, 변압기 점검, 차단설비 점검
 태풍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탈락 가능한 시설물)
 배수 시설 정상작동 여부 점검 

4/4분기

 난방기기 및 급탕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점검 및 보수
 동파/결빙/포설시 비상계획 수립, 화재 예방/소방 교육
 제설 장비의 점검 계획수립, 동절기 안전교육 실시, 수목
 보온 계획 수립

 ※ 성과 요구수준 및 실시협약에 의해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실시
 ※ 교구 및 비품관련 유지관리는 학교 측에서 담당
 ※ 운영사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문제점 외의 사항은 학교 측에서 처리

 주요내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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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항

 ￭ 운동장 체육관 등의 개방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운영사 협의 없이 개방할 
경우 관리책임은 학교 측에 있음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일시사용허가

사용허가

 실시협약서에 매점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 운영/유지관리, 임대료,
 매점운영수익 배분비율 등을 주무관청과 협의 후
 결정

     

일시사용허
가

 개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
자   간에 개방시설에 대한 조건과 비용 처리 등을 
양자간   협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② 통합시설관리시스템
    - 운영사에서 학교별 시설정보 및 업무수행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은 시스템
 ③ 물품등재
    -  물품관리 > 취득관리 > BTL취득물품등록
 ④ 시설물 파손에 대한 처리비용

파손발생 파손자
발견시

파손자
배  상

파손원인
 규  명

학교측과  
 협 의

학교측
배 상

사용자
부주의
판 정

미수선
항목

책임소재
불분명

(일상수선비 
사용)

파손부위의
수선항목
포함여부

조사

수선
항목일 
경우

사용자
부주의
미판정

책임소재
불분명

(일상수선비 
사용)

파손발생

책임소재

불분명

(협의 후 

결정)

오후오전
일과시간 외

오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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