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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이번 감사는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인사·조직·회계 및 학사운영·시설관리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 감사기간 : 2018. 7. 2 ~ 7. 25.(18일간)

○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7명

○ 감사범위 : 2015. 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조직·인사관리 및 채용업무 적정 여부

○ 예산, 수입·지출 등 회계분야 처리 적정 여부

○ 전임교원 강의 책임시간 준수 적정 여부

○ 학사 관리·운영 적정 여부

○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운영 적정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29 4 4,202 0 0 7 3 0 4 11 0 0 11 0

(0) (0) (4,202) (4,202) (0)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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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처분요구 조치 결과(’19. 4월 기준)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
직급보조비
지급기준
부적정

시정
요구
(기관
경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정｣ 제18조의6 및 [별표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위반하
지 않도록 직급보조비 지급기준
을 개정 시행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요청
(총무과-1892, ’19.1.29.)

진행중

2

연구년교수
연구실적 관리
및 선정업무
부적정

통보

주의
요구

통보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에 따라 연구년교수가 연구년기
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동보
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업무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활
동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제재 등 개선방안 마련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
수에게 연구비 반납 고지 및 가
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등의 절
차 이행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제출 및
연구비 반납 등을 효과적으로 감
독·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실적
물 관리시스템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년교수 선정(인사위원회
심의) 기준 개선

:직전 연구년 종료 이후의
기간 산출 시 활동보고서 지
연제출기간 제외
(교무과-3523, ’19.2.26.)

-해당 교원(1인)에게 연구비
반납 고지 후 전액 반납 완료
(연구지원과-784, ’19.2.8.)

-교내 전산정보과에 연구년교
수 연구비 신청 및 연구실적
물 제출·관리를 위한 전산시
스템 구축을 요청함
( 연 구 지 원 과 - 9 1 4 ,
’19.2.15.)

완료

완료

진행중

3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 부적정

주의
요구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규정에 따라 전환 업무 철저히
할 것

-향후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규정에 따라 전환토
록 하겠음

완료

4
입학사정관 인
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요구

-2015년~2018년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회수(총
3백만 원)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전액 반납
(’19.2.19.~’19.4.1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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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5
전임교원 초과
강의료 지급
개선 필요

통보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을 높이기
위해 초과강의료 지급 대상의
확대보다는 전임교원의 보직
및 보직자 수 또는 연구년 교
수 비율 조정 등의 실질적 방
안을 강구

-연구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년 교수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립
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개
정(’19.2.27.)

완료

6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관리 부적
정

통보

주의
요구

주의
요구

통보

(기관
경고)

-교직원 외부강의등 지연 신고
에 대하여 교원윤리위원회 등
을 통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
반 여부의 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위
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강구

-서울시립대학교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처리 업무 담당 직원
들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소홀
히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
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서울특별시 겸직허
가 업무지침｣ 등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고 겸직업무를 수행
하도록 조치

-전임교원의 겸직업무 수행실태
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장, 연
가 등 복무관리 시스템을 마련
하여 시행

-외부강의 지연신고자에 대한
본교 교원윤리강령과 교원윤
리규정 위반 관련 진상 조사
추진(교무과-3259,’19.2.22.)

※ 교원윤리위원회:
’19.4.26. 14:00 개최

-자체교육 실시
(교무과-3573,’19.2.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
지에 관한 법률, 외부강의
신고 및 처리, 공무국외여행
허가 등

-2019학년도부터 전임교원
이 타교출강(1월을 초과)하
는 경우 겸직허가 승인 후
실시하도록 “전임교원 강의
책임시간 및 강사료지급 규
정” 개정
(교무과-3624,’19.2.27.)

-겸직업무에 대한 복무관리
를 위해 전산정보과에 대학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신청
(교무과-3454,’19.2.26.)

완료

완료

완료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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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7
교원 공무국외
여행 업무처리
등 부적정

주의
요구

시정
요구

통보

시정
요구

주의
요구

통보

(기관
경고)

-교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련
사전 승인, 귀국보고서 제출 여
부 및 지연 기간의 누적일수 관
리 등 공무국외여행허가 업무에
대해 교원 및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

-2018.11.23.「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개정으로
삭제한 ‘귀국보고서 지연기간 누
적일수 기간만큼 공무국외여행
불가’ 규정에 대해 재개정하여
교원의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지연기간에 따른 제재 규정을 마
련 시행
-불가피한 사후 승인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
하였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차례 상습적인 공무국외
여행 신청 지연제출자에 대해서
는 제재 방안 마련

-과다 지급된 교직원 공무국외여
행 여비(834,900원) 회수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비 사용‧
집행 업무 철저히 관리감독

-공적 항공마일리지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전
산시스템을 통해 등록 관리 하는
방안 및 ｢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
준｣과 같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범위는 비용의 지급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
한 마일리지를 대상으로 관리하
는 방안 마련

-자체교육실시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
여행지침
:대학행정 국외여행 관리시
스템
(교무과-3573,’19.2.25.)

-귀국보고서 지연기간 누적
일수 기간만큼 공무국외여
행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
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개정
(교무과-17652,’18.11.26.)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
여행 지침” 개정
:여행계획지연, 초청장 지연
도착 등 지연제출사유가 타
당할 경우만 지연횟수에서
제외하되, 연간 3회 초과 국
외여행 신청 지연 시 주의,
경고

-공무국외여행 국외여비 과
오납 세입 조치(전액 반납)

(’18.7.27.~’19.2.9.)

-향후 연구비 사용‧집행 업
무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
겠음

-모든 공무여행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
과에 대학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완료
(‘19.4.18.)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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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8

재단법인 서울시
립대학교 발전기
금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시정
요구

통보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겸직 허가

-중장기적으로 발전기금이 서울시
립대학교 직원(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직원 등)에게 의
존하여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
인 개선방안 강구

-겸직허가 득 완료
(’18.12.18.~’19.1.30.)

-모금실행·지원 담당 재단
직원 신규채용(’18.6.21.)

및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 검토

완료

진행중

9
특근매식비 집
행내역 관리 부
적정

통보
-특근매식비를 실제 특근을 한 교
수들이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
는 방안 마련

-교원복무부서(교무과) 조치
방안 마련 협조요청 공문 발송
(총무과-2769,’19.2.13.)

진행중

10
근무지외 출장
자 식비 중복
지급 부적정

시정
요구

-’18년 관외여비 출장여비
(368,210원) 회수

-관외 출장여비 전액 회수
(’19.1.24.~2.12.)

완료

11

실험실 안전 및
실험실 시약 등
관리 업무 부적
정

주의
요구

통보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
하여 실험실 내 유해화학물질과
시약 등을 철저 관리

-연구실 공간부족으로 복도에 보
관하고 있는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장, 가스통 등에 대해 도난,
분실방지 및 화재 시 피난로 확
보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단계별(단기·중·장기계획) 안전
관리 대책 마련 시행

-시약관리를 위한 “2019년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행
(시설과-201호,2019.1.7.)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
한 “2019년 실험실습실 안
전환경관리 추진계획”
(총장방침-946호,2018.12.27.)

완료

완료

12

연구 및 실험실
습기자재 등 물
품관리 업무 부
적정

주의
요구

통보

-연구과제 종료 후 기자재가 방치
되지 않도록 실험실습기자재 활
용률 전수조사·활용실적 관리 및
연 1회 이상 기자재 활용상태
주기적 점검 ·평가

-저활용 ·유휴장비 등에 대한 활
용도 증대 방안 마련 및 공동활
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동을
위한 기자재 관리 방안 마련

-연구과제 관련 실험실습기
자재 활용률 전수조사(사후
관리 평가) 실시예정 및 실
험실습기자재위원회 규정
준수하여 매년 기자재 점검
(연구처장 방침12호, 2019.2.28.)

-저활용·유휴 연구장비 파악
하여 필요 학과 이관 또는
수업용기자재로 변경 조치,
공동활용을 위한 기자재는
교내 공동활용 시스템 사용
또는 ZEUS 시스템 등록
예정

(연구처장 방침12호, 2019.2.28.)

진행중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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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3
공동기기센터
운영 활성화 방
안 마련 필요

통보 -공동기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교내·외 홍보 강화
:센터 홍보자료 게시, 기기분
석료 조정, 2019년 공동기
기센터 운영계획에 정책반영,
신규기기입고설명회, 워크샵,
직접사용자제도 등
(’18.12.7.~’19.2.28.)

-기기분석 품질 제고
:행정인턴 채용(’18.8.28.),
담당자의 분석교육 지속적
이 수
(’18.10.16.~’19.1.23.)

-교내활용도 높은 분석기기
확충
:교내 분석기기 수요 설문조
사
( 연 구 지 원 과 - 4 6 2 1
호,’18.8.20.)

완료

14
교원 비위사건
처리 부적정

주의
요구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공무원 비
위사건과 관련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
하고, 교원의 엄정한 공직 기강
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업무 철저

-자체교육실시(교무과-3573,’19.2.25.)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윤리규
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윤
리위원회 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
정 등에 관한 규칙

완료

15
미신고 가설건
축물 구축 부
적정

시정
요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
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
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공유재
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운영 업무 철저

-가설건축물 4건에 대해 동
대문구청 건축과에 건축협
의 신청 후 처리 완료
(재활용센터 내 압롤보관소,
토목공학과 토목구조실험창고,
건축구조 실험동, 특정항원 실
험동물실 4건, ’19.1.24.)

-복지회 소관 가설건축물 철
거 완료(’18.11.2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완료
(’18.11.26.), 공유재산 관
리시스템 등재(취득신고)
완료(’19.3.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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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6

서울시립대학교
복지회 식품영
업 미신고 등
부적정

주의

-앞으로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집단
급식소의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단급
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
하지 않고 운영하는 일이 재발되
지 않도록 업무 철저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에
총 7곳 영업신고 완료
(’18.8.13~14)

완료

17
강촌청소년
수련원 운영
부적정

주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영양사
나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사례
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위생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단에
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4대 보험
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고용보험법」
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

-향후 강촌청소년수련원 운영 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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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직급보조비 지급기준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가과)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표 1】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 기간 중 행정안전부 지방인사

제도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표 1】

이외의 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

부터 “기관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을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 고

회신을 받았다.

【표 1】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소방직ㆍ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육직

서울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
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3급
(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소방
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
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장학관ㆍ

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비고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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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는 직급보조비 등 수당 지급 시에는 “수당 규정”을 준수하여

위 지급구분표에 규정된 지급 대상인 총장, 단과대학장, 학과장(학장보)의 보직을

가진 직원에 대해서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직 기피로 인한 처우 개선 필요 등 서울시립대학교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수당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보직자에게 부득이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했다면,

【표 1】“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하단의 비고5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수당 규정」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절차도

없이, 각종 센터장 등이 ｢수당 규정」제18조의6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아래 【표 2】“보직자 수당(직급보조비) 지급기준”과 같이 총장

방침을 수립하여 직급보조비 대상을 확대1)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2)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급보조비는 그에 해당하지 않음

1)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보직자에게 직급보조비
지급하기로 한 최초 방침은 ｢보직자 수당 지급기준 조정｣(총장 방침 제72조, 총무과-1333, 2009.2.5.)부터임

2)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내지 제14조(특
수업무수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내지 제17조(휴일근무수당) 및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정액급식
비) 및 제18조의5(연가보상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인사제도과-4734, 2018.11.20.)

- 질의내용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가 열거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 여부

    기관 자체 방침을 수립하여 [별표14] 지급구분표에 명시된 이외의 보직자에 대해 직급보조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의 지급구분표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함
    기관의 내부방침 등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을 추가로 규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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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보직자 수당(직급보조비) 지급기준

구 분3) 월 지급액

총 장 1,240천 원

일반대학원장, 학장, 처장 500천 원

전문․특수대학원장, 부처장, 교육혁신본부장, 부속기관장 400천 원

부학장, 부원장(일반,전문,특수대학원), 부설연구소장, 전산정보원 부원장, 평생교육원
부원장, 센터장(외국인학생지원센터, 한국학교육센터, 국제교류센터, 교양교육부, 비교과
교육지원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지도센터, 대외협력센터, 리걸
클리닉센터, 법학전문도서관, 학생상담센터, 공동기기센터,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300천 원

※ 단과대 부학장이 관련 특수대학원(경영대학-경영대학원, 공과대학-과학기술대학원, 인문대학-교육대학원, 도시과학
대학-도시과학대학원) 부원장 겸임 시, 400천 원 지급

(출처: 보직자 수당 지급기준 조정 계획(총무과-7215호, 2018.4.30. 총장 방침 제353호))

또한 직급보조비 지급 내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타 국립대학교 직급보조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A대·B대·C대 3곳 모두는 「수당 규정」에 명시된 직급보조비의 지급 범

위보다도 엄격하게 총장에게만 지급하고 있었다.

3) 본 총장 방침의 직급보조비 대상 중, ｢수당 규정｣상 규정된 보직은 ‘총장, 학장, 부학장’뿐이며 나머지 보직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규정, 시행세칙 포함)에 규정된 직제임

※【참고】보직 수당 지급 타 국립대학교와 비교

구분 서울시립대 A대 B대 C대

직급보조비 총장,학장,대학원장,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각종 센터장 등 총장 총장 총장

관리업무수당 총장,학장,대학원장,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 총장 총장 총장

직무수행경비
(시립대: 직책수행경비,
국립대: 교수보직경비)

자체 내부 방침으로 결정
(총장,학장,대학원장,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장,각종센터장,
100주년사업추진단장등)

자체 내부
방침으로

결정(비공개)

자체 내부
방침으로

결정(비공개)

자체 내부
방침으로

결정(비공개)

※ 근거법령
- 직급보조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 관리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별표 12](단, 같은 규정 제22조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어 지급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가능)
- 직책수행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지침｣(교육부) 등 예
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대학이 재량적으로 결정 가능(“조직관계법·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비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직급보조비를 총장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립대학교는 수당 규정에 맞지 않게 
자체방침으로 확대지급하고 있었음. 또한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 범위 등을 기관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국립대 3곳은 총장에게만 지급하고 있었으나, 서울시립대학교는 확대하여 지급
하고 있음. (단, 직책수행경비의 경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지급대상의 결정을 기관 재량으로 허용하고 
있고, 서울시립대학교와 타 국립대 모두 내부 방침으로 타 보직수당 대비 폭넓게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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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시립대학교는「수당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하여 최근 3년간(2015. 1.~2018. 6.) A원장을 비롯한 총 121명(총

723,148,370원)에게 직급보조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위반하지 않도록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을 개정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직급

보조비를 지급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립대학교에 “기관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바랍니다.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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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연구년교수 연구실적 관리 및 선정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나과, 다과)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년교수 172명을 선정하고

연구비 765,000천 원을 집행하였다.

가. 활동보고서 지연 제출 부적정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이하 “연구년교수 규정”

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년교수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년교수 활동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년교수로 선정되어 연구년기간이 종료된 교수는 연구년교수 활동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활동보고서 미제출자

현황 등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연구년교수 172명 중 141명이 연구년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141명 중 64명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활동보고

서를 제출한 교수 77명 중에도 26명은 활동보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교수는 141명 중 51명(36%) 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년교수 업무 소관부서인 나과에서는 각 학부에 공문을 시

행하여 연구년기간이 종료된 교수들에게 2015년에 2회, 2016년에 1회에 걸

쳐 활동보고서 제출을 안내(2017년에는 안내 및 독려 사실이 없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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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연구년교수들 중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학칙 상 의무 해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연구년교수

규정」에는 연구년교수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는 규정(제7조제1항)하고 있으나,

제출 의무 해태 관련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연구년교수의 학칙 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와 활동보고서 미제출 등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연구실적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연구년교수 총 172명을 선정

하면서 직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하고 일정기간4) 경과 후 연구년교수로 재신청한 자 중

121명을 선발하였고,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년교수에 대해 연구실적물 제출 등을 관리

하고 있다.

1) 연구실적 지연제출자 연구비 지급 부적정

2007. 11. 26. 개정 시행된「舊 연구년교수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년교수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서울시립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2>에 규정된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

학술지에 연구결과논문을 게재한 후 논문별쇄본(게재예정증명서 포함)을 제출

하거나, 국제전문학술저서, 국내전문학술저서, 국제전공교과서 또는 국내전공

교과서를 발간한 후 단행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 제6항에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년교수가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과 연구년 기간 동안의 책임시수에

해당하는 강사료(전업강사 기준)를 반납하여야 한다.

4) 1년 국내·외 연구년교수를 역임한 경우에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6년이 경과된 자, 6개월 국·내외 연구년교수를
역임한 경우에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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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 12. 3. 개정 시행된「舊 연구년교수 규정」제7조제11항에 의하면

제6항에 의한 반납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하여 「지방세기본법」5)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며, 독촉장을 받고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직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하고 제출기한 내에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연구년교수 연구비를 반납한 자도 포함)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연구년교수 연구비 지원신청서”(별지 3호)를 제출한

직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한 자에 대해서 해당 교수가 과거 연구실적물을 기한 내 제출

했는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비 반납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직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하고

연구실적물을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을 지연하여 제출한 교수 5명에게

2015년 연구년교수로 선정한 후 연구비(60,000천 원)를 지급하였다.

【표 2】연구년교수 연구실적 지연제출자 중 연구년교수 연구비 지급 현황

(출처: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제출 자료)

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 규정은 2016. 12. 27.로「지방세징수법」으로 개정됨

연
번 성명 소속

직전연구년교수 연구년교수재선정

연구년
기간

연구비
(백만원)

실적제출
기한

실적제출일
(국내/국외)

연구실적
지연제출
기간

연구년
기간

연구비
(백만원)

1 AC 더학과 ’04.12.28.~
’05.12.27. 20 ‘06.12.27. ‘08.01.30.

(국내)
지연제출

(1년 1개월)
‘15.09.01.~
‘16.02.29. 10

2 AD 카학과 ’07.8.20.~
’08.2.19. 10 ‘09.02.19. ‘10.09.09.

(국내)
지연제출

(1년 6개월)
‘15.02.23~
‘15.08.22. 10

3 AE 러학과 ’08.3.1.~
’09.2.28. 10 ‘10.02.28. ‘11.08.02.

(국내)
지연제출

(1년 5개월)
‘15.03.01.~
‘16.02.29. 20

4 AF 머학과 ’08.3.1.~
’09.2.28. 10 ‘10.02.28 ‘10.07.01.

(국내)
지연제출
(4개월)

‘15.03.01.~
‘16.2.29. 10

5 AG 버학과 ’08.9.1.~
’09.8.31. 20 ‘10.08.31. ‘11.06.19.

(국내)
지연제출
(9개월)

‘15.09.01.~
‘16.08.3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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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명의 교수가 제출기한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반납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연구비 반납고지 및 체납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2)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등 데이터 관리 소홀

서울시립대학교 감사기간 중(2018년 7월) 최근 3년간(‘15년~’17년) 연구년교수

총 172명중 직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연구년교수로 재신청하여

선정된 121명의 연구실적물 제출 등 연구실적물 관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직전 연구년기간이 2003년도

에서 2010년도였던 연구년교수 22명6)에 대해서는 연구실적 제출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등7) 연구실적 제출여부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8)

결론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년교수가 연구실적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납할 것을 해당 교수에

게 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 반납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하여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등 지방세 체납

처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9)

6) 2018.7월 현재 연구실적 제출여부 확인 불가: 2015년 7명, 2016년 10명, 2017년 5명
7) 서울시립대에서는 연구실적물 관리를 별도 전산시스템(대학행정시스템 등)이 아닌 엑셀로 관리하고 있으며(엑셀

관리도 2010년 연구년교수 지원실적 부터 관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연구년교수 신청자의 연구실적물 제출여부 등
확인 내역을 보면 2015년 연구년교수 신청자 53명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52명”, 연구비 반납 1명으로 2016년
연구년교수 신청자 63명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지원내역 없음 43명”, 연구실적물 제출 19명, 연구비 반납 1명
으로 처리하였음.
특히 직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한 자중 연구실적물을 지연 제출하고도 2015년 연구년교수로 재선정 된 5명(AC 외
4명)은 “해당없음”으로 처리함
※ 연구년교수 신청자 연구실적 감사 제출 자료

대상연도 인원 요청 내용 회신내용

2015 53 ’14.12.9
연구실적물 제출,
연구비 반납 여부

’14.12.11 해당사항 없음 52명, 연구비 반납 1명

2016 63 ’15.11.9 ’15.11.10
2010년 이후 지원내역 없음 43명,
실적물 제출 19명, 연구비 반납 1명

2017 조회·회신 내역 없음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감사 제출자료)
8)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하고 이후 연구년교수로 재선정되어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수 22명은

모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 연구년교수 규정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중 5명(표2)은 기한내에 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9) 2015년 연구년교수인 AH교수는 연구실적을 2개월 경과 후 제출하였으나 연구비 반납 고지 및 체납진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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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한 자가 연구년교수를 재신청할 경우 과거 연구실적 적정

기한 내 제출, 지연 및 미제출 시 체납절차 이행, 연구비 반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연구년교수 선정 및 연구비 지원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연구실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연구실적을

지연제출한 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비를 지급받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

하였다.

아울러 연구년교수의 연구실적물 관리를 수기로 하고 있어, 자료분실 및 체계

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10)

▣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지연제출 사례
- 소속 및 성명 : 노대학 가학과 AH 교수, 연구년 기간 : 1년(2015. 9. 1.~2016. 8. 31.)
- 연구비 : 1천만 원, 실적제출 : 2017. 11. 15. 《한국의 ☆☆☆》

10)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학칙 상 모든 연구년교수가 활동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년
교수는 연구실적물을 별도로 제출하고 있어, 활동보고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활동보고서
제출이 연구년교수들에게 다소 민감하지 않아 지연, 미제출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년교수
규정 개정 및 활동보고서 미제출 교수에 대해 제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또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지연 제출과 관련 해당 교수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담당자가 연구실적물 제출기한 등에 대해 정확히 숙지 못한 점과, 직전 연구년교수 역임 후 연구년 교수로
재신청한 자에 대한 자료관리를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연구실적 관리에 대해 소홀함을 인정하였음
(2018. 10월 제출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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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①「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에 따라 연구년교수가 연구년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업무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활동

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제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②「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제6조에 따라 직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하고 제출

기한 내에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연구년교수 연구비를

반납한 자도 포함)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연구년교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제7조에 규정된 의무를 의행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에

따라 해당 교수에게 연구비 반납 고지 및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주의)

③ 연구년교수가 적정 기한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였는지, 연구비를 반납하였는지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실적물 관리시스템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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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사과)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제11)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13명의

입학사정관12)을 두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처음 도입 시 입학사정관은 전원 계약직으로 구성

하였으나, 2012. 2. 24. 일정 자격을 갖춘 입학사정관에게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가능

하도록「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인사관리 시행세칙」13)을 개정하였으며, 시행세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 계약직원 2년 이상 재직자, 입학사정관제 계약직원

2년 미만 재직자 중 근무평정이 우수한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

으로 신분 전환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는 2012. 12. 18.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방안”(총장방침

제1128호)을 수립하여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명문화하여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이고, 최근 2년간 근무평정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자, 혹은 최근 3년간 근무평정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로, 근속년수와 근무평정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 하였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전환방식은 매년 1월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23개월이 경과한

11) 200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입학사정관제 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국고·서울시 지원금, 대학자체 자금
(산학협력단계정으로 지원)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

12) 입학사정관의 고용 당시 신분상 지위는 비정규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이며 1년 단위로 계약하며 비정규직근로자
관련 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음

13)「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제 계약직원 임용·복무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인사 관리
시행세칙」으로 변경함(입학사정관제 계약직원 임용 복무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총장방침.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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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심사 대상으로 상정하고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가과에 통보하여

매년 2월 재계약 시 대학 총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시행세칙과 자체 방침 상 전환대상자 선정 및 전환 기준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위 기준 등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전환토록 하여야 하며, 전환대상자 및 심사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세칙과 방침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15년도 입학사정관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2012년 수립된 방침의 사전 변경 없이, 2015. 12. 30. 개최된 인사위원회14)

당일 심의 과정에서 전환기준을 변경15)하여 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대해 사전 세칙 변경 또는 방침 수립(변경)

없이 심사과정에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

【표1】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근무평정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근무평정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GP과 GQ가, 변경 기준 “당해연도 근무평정 점수가 A등급 이상”

전환기준을 충족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17)

14)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인사관리 시행세칙」제8조제4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채용절차에 따른 채용심사,
기타 입학사정관 인사관련 사항 심사 및 의결 임무를 수행함

15)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2012.1월, 고용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는 해당기관의 실정에 맞게 결정
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음

16) 95점이상 S등급(탁월), 95~85이상 A등급(우수), 85점 미만~70점이상 B등급(보통), 70점미만 F등급(부진)
17)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인건비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16년 당시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가
입학사정관들의 “신분안정화”였으며, 서울시립대학의 경우 정규직 입학사정관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년보장
계약직 인원을 늘려 신분안정화 지표에 반영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선정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성 때

연도 전환기준

2012년 방침상 전환기준
최근 2년간 근무평정 평균점수 80점 이상인자, 혹은

최근 3년간 근무평정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2015년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상 전환기준 당해연도 근무평정 점수가 A등급16) 이상인자



- 20 -

【표2】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근무평정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시 전환 대상 및 전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세칙 변경 또는 방침을 변경

하고 심사과정에서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전환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전환기준을 변경하였음을 주장함(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8. 10. 15.)

전환 대상자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 2년간
평균

최근 3년간
평균

GP 근무평정 70 43.5 94 68.7 69.1

GQ 근무평정 70 39.8 97 68.4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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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사과)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인사관리 시행세칙」제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가처장, 나처장, 가실장, 사과장과 총장이 위촉18)하는 3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

며, 가처장을 위원장으로 사과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

(2015년~2018년 6월)간 입학사정관 채용, 승급, 재계약, 상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총 16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서울특별시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에도 ‘위원회 참석비(참석

수당)는 실비변상 인적경비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위원회 운영 시 참석수당은 외부전문가 또는 본교에 종사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참석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15. 11. 18.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개최 시(인사

위원회 위원으로 교직원이 위촉직으로 참여)부터 당연직(가처장, 나처장, 사과장)을 제외한 위

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참석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18) 2015. 11. 3. 개정 전「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인사관리 시행세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처장이 되며, 위원은 나처장, 하원장, 사과장, 파실장이 되고, 사과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하도록 규정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만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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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입학사정관 채용, 승급, 재계약, 상벌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붙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부당지급 현황”과 같이 인사위원회 위촉직으로 참석한 내부 교직원 30명에게

총 3,0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참석수당 3,000,000원에 대해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 참석수당 지급이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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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부당 지급 현황

연도 일시

참석위원

당연직 위촉직
위촉직 

수당지급 
인원

지급액

2015 2015.11.18 14시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라 부처장, 가대학원 교수 2 200,000

2015 2015.12.30. 14시
가처장, 나처장, 가실장,  
사과장

다처장 1 100,000

2016 2016.01.08. 14시 가처장, 나처장, 가실장 라 부처장 1 100,000

2016
2016.04.15. 
10시(1차)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다처장, 라 부처장 2 200,000

2016
2016.04.15. 
13시(2차)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가과장 1 100,000

2016 2016.06.10. 13시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다처장, 라 부처장, 가과장 3 300,000

2016
2016.08.05. 

9시30분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다처장,가과장 2 200,000

2016
2016.08.26. 

9시30분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다처장,가과장 2 200,000

2016 2016.12.27. 14시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다처장, 라 부처장, 가과장 3 300,000

2017 2017.06.08. 10시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다처장, 라 부처장 2 200,000

2017 2017.07.25. 10시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가과장 1 100,000

2017 2017.09.01. 14시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다처장, 라 부처장, 가과장 3 300,000

2018 2018.01.23. 14시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가과장 1 100,000

2018 2018.03.27. 14시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라 부처장, 가과장 2 200,000

2018 2018.06.01. 15시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라 부처장, 가과장 2 200,000

2018 2018.06.11. 14시 가처장, 나처장, 사과장 다처장, 가과장 2 200,000

계 3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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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지급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나과)

내 용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대학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감면 및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의 연간 책임시간을 부여하고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1학기 및 2학기 책임시간을 이수한 전임교원에 대하여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연구년, 보직, 신규임용이나 퇴직 예정 등의

사유로 책임시간을 감면 받은 전임교원에게 감면 받은 후의 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 있고, 감면 교원 중 1학기만

강의한 연구년 교수에게도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19)

19) [표1] 보직교수 및 기타 책임시간 감면교수의 책임시간 (기준: 주당)

책임시간 감면대상 책임시간

보직교수

처장 1.5

일반대학원장, 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부처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전산정보원장, 국제교육원장, 교육혁신본부장, 교수회 회장

3

법학연구소장, 법학전문대학원부원장 4.5
세무전문대학원장, 디자인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대학언론사주간, 교양교육부장,부학장,

부원장, 사회복지관총괄관장, 생활관장, 학부·과장(학사과정), 건축학부 전공주임,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교수학습갭라센터장,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 공동기기센터장, 부설연구소장, 박물관장, 대학보건소장, 체육관장,

출반부장, 가실장, 교수전문입학사정관

6

국제교육원센터장, 교수회 사무총장, 글로벌외국어교육센터장, 의사소통교실 및 교양영어실 주임교수,
글로컬문화·공감사회연구센터장

2

기타 정년퇴임 2년 전(2개 학기) 해당교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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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본책임시간이 아닌 감면 후의 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 수에 따라

연간 6시간까지 별도의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 지급규정」제8조 개정 및 방침변경 결과, 규정 등

개정 전에는 초과강의료 지급대상이 아닌 보직감면, 연구년 교수 등에게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

【초과강의료 지급사례】

◦ 甲 보직교수 : (A)기본책임시간18시간, (B)보직감면후책임시간4.5시간, (C)강의시간이9시간인경우

 규정 개정 전 : (C)9시간– (A)기본책임시간 18시간 = - 9시간(초과강의료 미지급)

 규정 개정 후 : (C)9시간– (B)감면후 책임시간 4.5시간= 4.5시간(초과강의료 지급)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대학

구조개혁평가 시 전임교원의 학부강의 담당비율이 평가항목이라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본책임시간이 아닌 책임시간을 감면받은

후 감소한 강의시간을 늘리기 위해 책임시간에 대한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초과강의는 전임교원의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도 초과강의료 지급대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임교원 420명

중 책임시간 감면교원이 214명(51%)에 달하며, 감면교원 중 보직겸직교원이

105명(49%), 연구년교원이 73명(34%)에 이르고 있는 등 연구년과 보직겸직을

사유로 강의 책임시간을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임교원의 강의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표 1】 2017년도 전임교원 책임시간감면 현황
(단위: 명)

책임시간 감면대상 책임시간

정년퇴임 1년 전(2개 학기) 해당교수 4.5

전임교원 감면교원(비율)
감면사유

계 보직겸직 연구년(비율) 신규임용, 방침등

420 214(51%) 214 105(49%) 73(34%) 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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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전임교원의 강의 시간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보직 및 보직자 수 또는 연구년 교수 비율 등을 조정하는 노력이

선행 될 필요가 있으며, 책임시간을 감면 받은 교원에게 기본 책임시간이 아닌

감면 후의 책임시간을 초과한 강의 시간 수를 적용함으로써 초과강의료를 지급

하도록 하는 것이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는 판단

되지 않는다.

【표 2】 최근 5년간 보직교수의책임시간감면현황 20)

(기준: 매년 12.31., 단위: 명)

아래 [표 3] “2017년도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지급현황”과 같이 강의 책임

시간을 감면받은 교원에 대하여 개정 전 규정인 ‘기본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

수에 따라 초과지급 시간’을 적용하였을 때 초과근무 지급시간이 5,818시간으로

2016년 대비 2,425시간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감소한 강의시간을 늘리기 위해 책임시간 감면

교원에게 감면 후 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 수에 따라 연간 6시간까지 별도의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2017년 5월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초과근무

적용시간이 규정 개정 전에 비하여 4,920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늘어난

시간만큼 초과강의료가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 한편 전임교원의 보직 수와 보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직자 수는 2013년 128명에서 2017년 183명
으로 43.6% 증가하고 있음.

연도 교수현원 보직수 보직자수 총책임시간감면현황

2013 392 230(58.7%) 128(32.7%) 624

2014 403 248(61.5%) 134(33.3%) 590

2015 409 257(62.8%) 157(38.4%) 604.5

2016 422 275(65.2%) 180(42.6%) 687

2017 420 293(69.8%) 183(43.6%)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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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7년도 전임교원초과강의료지급현황
(단위: 명, 천 원)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2017학년도 강사료 지급기준｣(교무과-352, 2017. 2. 28.)에

의하면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지급과 관련하여 학년도 중 연구년, 파견 등의

사유로 1개 학기만 강의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초과강의를 하더라도 초과강의료를

미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 강사료 지급기준(변경)｣(교무과-5634,

2017. 4. 10. 총장 방침 제270호)을 변경하여 초과강의료 미지급 항목을 삭제

하였다.

【표 4】연구년 교수등강사료지급기준변경내역

(출처: ｢2017년 강사료 지급기준(변경)｣(교무과- 5634, 2017. 4. 10. 총장 방침 제270호))

그 결과 연구년을 이유로 1개 학기를 감면 받은 14명의 전임교원에게

초과지급시간이 발생하게 되었고 23,400천 원의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였다.

【표 5】 2017년도 연구년교수 초과강의료지급현황
(단위 : 천 원/시간)

인원
기본
책임시간
(A)

감면
시간

감면후
책임시간
(B)

초과
강의시
간
(C)

초과강의료지급액
개정전(C-A) 개정후(C-B)

초과지급시간 계산액 초과지급시간 계산액

14명 231 126 105 144 -87 - 39 23,400

연도별 지급인원
초과근무적용시간 초과강의료지급액

계 개정전 개정후
증가시간 계 개정전 개정후

증가금액

2015년 123 7,001 7,001 - 280,070 280,070

2016년 119 8,243 8,243 - 329,740 329,740

2017년 178 10,728 5,818 4,920 429,128 232,328 196,800

전임교원초과강의료 종전 변경

학년도 중 연구년, 파견 등의

사유로 1개 학기만 강의하는 경우

･ 해당학기에 초과강의를

하더라도 초과강의료 미지급
･ 미지급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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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립대학교에서는 초과강의료 지급 기준을 매년 개정21)한 결과

초과강의료 지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초과강의료 지급 대상의 확대보다는 전임교원의 보직 및 보직자 수 또는 연구년

교수 비율 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을 높이기 위해 초과강의료 지급 대상의

확대보다는 전임교원의 보직 및 보직자 수 또는 연구년 교수 비율 조정 등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1) [표5] 최근 3년간 초과강의 지급 관련 규정 개정 내역 (단위: 천 원)

연도 지급액 개 정 사 유

2015 280,070 책임시간을 초과한 강의시간에 대하여 지급, 연간 6시간 초과 금지(2015. 3. 12.)
연간 12시간 초과 금지, 규칙개정(2015. 9. 24)

2016 329,740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 지급규정
(책임시간을 초과한 강의시간에 대하여 지급, 초과 강의시간은 연간 12시간 초과 금지)

2017 429,128 강의 책임시간을 감면받고 감면 후 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수에 6시간까지 별도
지급(규칙개정,20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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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등 복무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나과)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교원의 겸직활동에 대한 허가,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1. 전임교원 외부강의 관리 부적정

「청탁금지법」22)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

「舊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24)제18조에는 공무원이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세미나, 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회수 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전까지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22) 시행 : 2016. 11. 30.
23)「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2018. 1. 17.
24) 2017. 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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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등 소속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청탁금지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소속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25)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는 2016년 292건, 2017년 3,446건, 2018년

7월 현재 1,501건의 외부강의가 신고26) 되었으며, 2018.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

기간 중 2016년 12월부터 2018년 7월 기간을 표본으로 하여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가학부 AI 교수의 경우 2017. 11. 27. C공대(요청기관명) ★★★★★★

초청 세미나에서 강의(강연)가 있었으나「청탁금지법」등에 따른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7. 2. 146일 지연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 등 2016년 12월부터

2018년 7월 기간 중 총 6명(25건)이 외부강의를 50일 이상 지연 신고하였으며27),

25) 「청탁금지법」제10조 외부강의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2017년, p169)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의무 위반시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6) 외부강의등 신고대장(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제출 자료)
27)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 제출 자료 “외부강의 등 신고대장” 추출 자료임

외부강의등의 신고

▣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의 범위 :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임.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의 범위에서 벗어남

- 직무관련성 : 직무는 법령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를 포함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

이어야 함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

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출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2017(수정판) P16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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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학과 AJ 교수는 2017.2.17. 한국★★연구원에서 ○○○○회의 후 53일이

지난 2017. 5. 8. 외부강의를 신고하는 등 2016년 12월부터 2018년 7월 기간 중

총 26건의 외부강의 신고를 지연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가학부 AI 교수 47건, 나학부

AK 교수 22건, 다학과 AL 교수 19건, 나학부 AM 교수 17건, 라학과 AN 교수 12

건, 다학부 AO 교수 11건 등 총 7명의 교수가 10건 이상의 외부강의 신고를 지연하

였다.28)

결국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교원 등 소속직원이 최근 3년간 총 5,239건 중 369건

(총 외부강의 신고대비 7.0%, 총120명)의 외부강의가 강의시작일 이후 2일을 초과

하여 사후 신고가 이루어져 관계 법령을 위반되고 있었으나 외부강의 신고 지연에 대해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최근 3년간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단위: 명)

구분

신고현황

계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후신고 
계

2일 이내 
신고

2일 초과 
사후

외부강의신고 
대비 2일초과 

신고비율

5,239 4,092 1,147 778 369 7.0%

2016년 292 254 38 34 4 1.4%

2017년 3,446 2,760 686 485 201 5.8%

2018년 1,501 1,078 423 259 164 10.9%

(출처: 외부강의 등 신고대장,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대학행정시스템이 구축된 2017년 9월 7일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대학

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외부강의등에서 종료된 외부강의등의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접수 중이거나 결재 중으로 남아있는 등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외부신고

등의 강의대장 점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28)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 제출 자료 “외부강의 등 신고대장” 추출 자료임



- 32 -

【표 2】대학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외부강의 신고내역

계 접수중 결재중 승인

913건 17건 2건 894건

2. 타교출강 전임교원 겸직허가 관리 부적정

「교육공무원법」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립대학의 장은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따른 별표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3.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에 따르면

겸직허가 대상을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겸직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지급 규정｣제12조에 따르면 대학(원)

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타교출강은 매학기 주당

3시간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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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은 타교 출강을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전임교원이 1월을 초과하여 타교 출강시

에는 겸직허가 없이 출강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29)

이와 관련하여 2018.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기간 동안 최근 3년간(’15년~’18. 7월)

전임교원으로서 타교 출강한 총52명의 교원에 대한 복무관리 적정여부에 대해 확인

하였다.

그런데 52명의 전임교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지급

규정｣ 제12조에 따라 주당 3시간 범위 내에서 타교 출강 허가를 받고 출강하고

있으나, 1개월 초과하여 타교에 출강하고 있음에도 겸직허가는 받지 않았다.30)

29) 겸직 허가 관련 규정 등
▣ 참고 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2017.4.20.)

- 외부강의 허가업무 처리요령

 대가의 유무와 관련 없이 모든 외부강의, 대항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2017.5.19.)
-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5. 나. 겸직 관련(외부강의))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

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30)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18.10.30.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전임교원은 시간강사 등으로 타교 출강 시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라 타교출강 허가를 받은 후 출강하였으며, 타교
출강 승인 절차를 완료한 전임교원에 대해 추가로 겸직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그동안 행정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타교출강 승인은 겸직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갈음하였고, 겸직허가와 타교출강에 대해 개별적으로 승인
하는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승인 절차라고 변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체 학칙에 따라 타교출강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1개월을 초과하여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 공익감사단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총장으로부터 타교 출강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한 경우 사전에 겸직허가가 필요하다고 자문을 받음

▣ 자문의견(공익감사단 ◆◆ 변호사)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9조제1항에서 지방공무원의 겸직에 대한 사전 허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2018년, 이하 ‘해당 업무지침’이라 함) 은 상위규정인 위 법, 위 복무규정, 위 복무조례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구체
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겸직 허용범위 및 허가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있는 기관 내규로서 행정규칙임.

-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 지급 규정｣(이하 ‘해당 규정’이라 함)에 따라 해당 전임교원
이 타교출강시 해당 기관의 총장의 승인을 받고 있지만 위 규정은 전임교원의 강의시간 및 강사료 지급 관리에 관한
것으로 전임교원에 대한 명시적인 겸직허가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전임교원이 ‘해당 규정’에 따라 총장으로 부터 타교출강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
으로 출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지침’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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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최근 3년간 전임교원 타교 출강 현황(’15년 ~ ’18. 7월)

연번 년도 교수명
타교출강내역

비고 
출강처 출강기간 시간수

(주당)

1 2015 AP D대학교 2015.03.01~2015.06.30 1.5

2 2015 AQ E대학교 2015.03.02~2015.06.15 3

3 2015 AR F대학교 2015.03.02~2015.06.17 2

4 2015 AS G대학교 2015.03.02~2015.06.04 2

5 2015 AT F대학교 2015.03.02~2015.06.15 3

6 2015 AU F대학교 2015.03.02~2015.06.30 3

7 2015 AW H대학교 2015.03.01~2015.06.15 3

8 2015 AX I대학교 2015.05.21~2015.06.18 3

9 2015 AY J대학교 2015.03.02~2015.06.21 3

10 2015 AZ D대학교 2015.09.17!2015.12.18 3

11 2015 AT F대학교 2015.09.01~2015.12.17 3

12 2015 BA J대학교 2015.09.01~2015.12.15 2

13 2015 BB E대학교 2015.09.01~2015.12.21 3

14 2015 BC K대학교 2015.09.01~2015.12.28 3

15 2015 BD L학교 2015.09.03~2015.12.10 3

16 2015 BE M대학교 2015.09.01~2015.12.18 3

17 2015 AR F대학교 2015.08.24~2015.12.12 2

18 2016 AP D대학교 2016.03.01~2016.06.30 2

19 2016 AS G대학교 2016.03.01~2016.06.09 2

20 2016 BF N대학교 2016.03.01~2016.06.19 3

21 2016 BG J대학교 2016학년도  1학기 2

22 2016 BH O대학교 2016.08.27~2016.12.18 3

23 2016 BI H대학교 2016.09.01~2016.12.14 3

24 2017 BJ  P대학 2017.03.01~2017.06.30 3

25 2017 BK I대학교 2017.02.06~2017.05.22 3

26 2017 BL E대학교 2017.03.01~2017.06.30 3

27 2017 BM E대학교 2017.03.02~2017.06.22 3

28 2017 BH O대학교 2017.02.27~2017.06.19 3

29 2017 BN Q대학교 2017.03.01~2017.08.30 3

30 2017 BO E대학교 2017.03.02~2017.06.15 3

31 2017 BP L학교 2017.03.07~2017.06.13 3

32 2017 BQ R대학교 2017.09.01~2017.12.31 3

33 2017 BR Q대학교 2017.09.01~2017.12.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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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 허가자 복무관리 부적정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2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전임교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

이사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 등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겸직허가 신청 시,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의 자격 및 해당 기업이 허가대상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기간 중 최근 3년간(’15년~’18년 7월) 전임교원

겸직허가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26건의 겸직이 허가되었으며, 그 중 기업체의

사외이사가 13건,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6건, 그 외 공공기관이나 연구원 등이 107건

이며, 기업체 사외이사 등 겸직업무 수행을 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전임교원 14명

으로 확인되었다.

연번 년도 교수명
타교출강내역

비고 
출강처 출강기간 시간수

(주당)

34 2017 AP I대학교 2017.08.28~2017.10.31 3

35 2017 BS T대학교 2017.09.01~2017.12.15 3

36 2017 BD L학교 2017.08.30~2017.12.13 3

37 2017 AS G대학교 2017.09.06~2017.11.30 2

38 2017 AT E대학교 2017.09.01~2017.12.21 3

39 2017 BT G대학교 2017.09.01~2017.12.31 3

40 2017 BU U대 2017.09.01~2017.12.21 3 온라인  강좌

41 2017 BH O대학교 2017.08.26~2017.12.09 3 온라인  강좌

42 2017 BV E대학교 2017.09.01~2017.12.31 3

43 2017 BW G대학교 2017.09.01~2017.12.31 3

44 2018 BX F대학교 2018.03.01.~2018.06.21 3

45 2018 AP D대학교 2018.03.01~2018.08.31 2

46 2018 BS T대학교 2018.03.02.~2018.06.15 3

47 2018 BY N대학교 2018.03.01~2018.08.31 2

48 2018 BZ R대학교 2018.03.01~2018.06.22 3

49 2018 BH O대학교 2018.03.01.~2018.08.31 3 온라인  강좌

50 2018 BV G대학교 2018.03.06.~2018.06.26 3

51 2018 CA E대학교 2018.03.01~2018.06.14 3

52 2018 CB I대학교 2018.02.01.~2018.03.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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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최근 3년간 전임교원 겸직허가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기업체 

사외이사
벤처기업
대표이사

연구원 등
재단 등 
공공기관 

계 126 13 6 9 98

2015년 25 1 2 3 19

2016년 45 7 3 6 29

2017년 21 - - - 21

2018년 8월 35 5 1 - 29

전임교원이 ｢교육공무원법｣ 특례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겸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인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서울특별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전임교원의 겸직허가를 할 때에는 교원이 본연의

업무(교육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 허가를 하여야 하고, 허가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해서 겸직 허가받은 교원들의 회의, 자문 등 겸직업무 내용과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부적정할 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겸직허가를 받은 전임교원의 근무상황부 및 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겸직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 복무처리를 한 내역이 한 건도 없는 상태이며,

또한 전임교원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구체적인 겸직업무 수행 유형(강의, 연구, 회의 참석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전임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 및 연구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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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최근 3년간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자 보수 현황

연번 성명 겸직기간 소속기업(업체)
직급/
직위

보수

1 CC 2015.6.20.~2017.6.19. ZA 사내이사 100만 원(월)

2 CD 2017.9.12.~2019.9.11. ㈜ZB 대표이사 10,000만 원(연)

3 CE 2015.10.1.~2018.9.30. 주식회사 ZC 사외이사 200만 원(월)

4 BH 2016.3.29.~2019.03.28. 주식회사 ZD 사외이사 100만 원(월)

5 CF 2016.01.25~2019.03.01 주식회사 ZE 사외이사 100만 원(월)

6 CG 2016.03.24.~2017.03.23 ZF 주식회사 사외이사 4,500만 원(연)

7 CH 2016.09.01.~2017.03.31. ㈜ZG 이사 200만 원(월)

8 CI 2016.09.01.~2017.12.31 ㈜ZH 사외이사 200만 원(월)

9 CJ 2016.09.01.~2018.08.31. ZI 준비법인 사외이사 250만 원(월)

10 CK 2016.09.29.~2018.01.26. 벤처기업 창업준비중 대표이사 미정

11 CL 2016.09.14.~2018.09.13. ㈜ZJ 대표이사 1,000만 원(월)

12 CM 2016.11.10~2019.11.19 ㈜ZK 사외이사 200만 원(월)

13 CN 2018.06.01~2020.05.31 ㈜ZL 사외이사 5,000만 원(년)

14 CE 2018.09.30~2021.03.27 ㈜ZM 사외이사 200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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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이루어진 교직원 외부

강의등 지연 신고에 대하여 교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의 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통보)

② 앞으로 교직원들로 하여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서울

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서울시립대학교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처리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③ 타교 출강 교원도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등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고 겸직업무를 수행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③ 전임교원의 겸직업무 수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장, 연가 등 복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소속 교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태하고

있음에도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립대학교에 “기관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바랍니다.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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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교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나과, 다과, 라과)

내 용

1. 교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부적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31)에 따르면 교무위원회 참석 주요 보직교

수, 전문대학원장(법학,세무,디자인)은 학기 통산 10일을 초과하는 공무 국외여행 및 방학 중 15

일을 초과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고, 총장 승인 사항을 제외한

일반 사항 및 일반 교수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가 이루어지며,

허가절차는 해당교수가 여행허가신청을 하면 처리기간을 감안 출국예정일 14일전까지

소속대학(원)장이 나과에 신청해야 하며, 나과에서는 허가권자(총장 또는 교무처장)의 승

인을 받아 소속대학(원)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다만 총장 방침으로 국외여행 계

획 수립 시 교무처장 협조인 경우 국외여행 승인을 갈음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또한 ‘14일전’을 경과 후 국외여행 신청 시에는 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 3회 이상 상습 지연 제출자에 대해서는 상습지연자로 분류 후 교원윤리

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한편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국보고서 미 제출

자에 대해 독촉(1차) 및 주의(2차) 통보 후에도 미제출 시 차기 공무 국외여행을 제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국보고서를 3회 초과하여 지연 제출 시 상습미제출자로 분류

후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규정 되어 있다.

31) 2015. 2. 2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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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원은 공무국외여행 출국예정일 14일 전까지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귀국 후에는 귀국보고서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교원 국외여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나과에서는 귀

국보고서 상습 지연제출자 및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지연한 교원에 대해서는 관련 학

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기간 중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교원의 공무국외여행은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

하여야 하나, [붙임 1] “공무국외여행 사후승인 현황”과 같이 마학과 CO 교수 등

총58명(72건)이 공무국외여행 중 또는 공무국외여행 이후에 사후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 나과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32)

중 국외여행 신청기간은 “국외여행 신청은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출국예정일 14일 전

까지 소속대학(원)장이 나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14일전’을 경과하여 국외여

행을 신청 한 전임교원은 ‘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나과는 허가절차에 따라 국외여행을 승인하였고,

[붙임1] “공무국외여행 사후승인 현황” 건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출장일 이후 사후

신청한 건을 제외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출국예정일 이전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제출(단과대학 결재완료일 기준)하였으나 허가승인 처리기간이 소요되어 국외여행 중에

승인이 완료된 것이며, 대부분 학회일정 확정의 지연, 방문기관 관계자와의 방문일정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해 국외여행신청 증빙서류 구비가 불가능하여 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고의로 신청기한을 도과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33)

그러나 교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설령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출국일 이전 또는 이후에

32) 2015. 2. 26.개정
33) 2018. 10. 17.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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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허가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결재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것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붙임1] “공무국외여행 사후승인 현황”과 같이 ‘14일전’을 경과한 공무국외여행 신청 시 신청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공무국외여행허가가 승인된 경우도 12건이 있었다.34)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35)에는 연간 3회 이상 공무국외여행 신청

지연제출자에 대해서는 상습지연자로 분류 후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국외여행 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 비록 학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라학과 CP 교수는 5회, CQ 교수는 3회 지연제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사후 허가가 이루

어지고 있어서 결국 형식적인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공

무국외여행 심사 취지를 살려서 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수차례’, ‘상습적인’

지연제출자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붙임 2] “귀국보고서 지연제출자 현황”과 같이 바학과 AB 교수 등 82명은

총 121건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짧게는 1일, 길게는 226일을 지연하여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에 따르면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한 내 제출토록 하기 위하여 지침에 미제출시

차기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거나, 귀국보고서를 3회 초과하여 지연 제출 시 상습미제출자로

분류 후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붙임 2] “귀국보고서 지연제출자 현황”과 같이 바학과 AB 교수 등 82명은

총 121건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짧게는 1일, 길게는 226일을 지연하여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30일 초과하여 지연제출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귀국

34) 학과사무실에서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결재상신일이 기한 내 제출인 경우는 지연사유서 미제출건수에서 제외함
35) 2015. 2. 26.개정



- 42 -

보고서 제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36)

그리고「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37)에 귀국보고서를 미제출 하였거나

귀국보고서 제출 지연 기간의 누적일수 기간38) 만큼 공무국외여행은 제한(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국외여행 대상 교원이 귀국

보고서를 미제출 하였거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지연 제출 누적일수 기간 중에 공무

국외여행을 신청한 경우 학칙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붙임 3] “공무국외여행 지연기간 누적일수 기간 중 국외여행 허가 및 실시

현황”과 같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아학과 CR 교수가 ‘◇학회’ 참석 목적으로 2016.

4. 30.부터 2016. 5. 7.까지 공무국외여행 후 귀국보고서를 141일 지연하여 2016.

10. 25. 귀국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6. 12. 31.까지는 공무국외여행 제한기간이

나,

이 기간 내(2016. 7. 25.~8. 3.)에 ‘◎ 사업관련 법제도 정비 및 규정 컨설팅’을 목적

으로 실시하는 라오스 공무국외여행을 허가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제한기한 내에

있는 교원 15명 총17건에 대해 학칙인 공무국외여행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공무국외여행을 허가39)하였다.40)

2. 교직원 공무국외여행 여비지급 산정 업무처리 부적정

36) 이와 관련하여 [붙임2]와 같이 CS 교수 및 CT 교수인 경우 조교의 신규임용에 따른 업무인수인계의 누락으로 지
연제출, 다학부 CU 교수의 경우 제출기한 내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제출한 것으로 착각하여 지연제출, CV
교수의 경우 조교의 행정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연제출 등의 사유로 귀국보고서를 지연 제출하였다고 하나(2018.
12월 소명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해당 교원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지침」을 숙지하고, 지침
에 따라 귀국보고서를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므로 소속대학(원) 사무실에서 제출 기한 내 나과에 제출됐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

37) 2015. 2. 26.개정
38) 누적일수는 매년 1월 1일 초기화됨
39)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지연 기간 누적일수 기간만큼 공무국외여행 승인은 불가하지만 논문발표,

학회참가, 교류협정 등을 통해 개인의 이익이 아닌 대학발전 및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무여행
이므로 불가피하게 승인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음(2018. 10. 질문서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

40)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18. 11. 23. 공무국외여행 지연기간 누적일수 기간만큼 공무국외여행 불가
규정을 감사기간 중 개정하여 임의 삭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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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 여비지급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외출장여비 항목은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이며, 국외항공운임은 구분기준에 맞춰 정액으로 지급하되,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숙박비 지급기준은 <별표> ‘국외여비지급표’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숙박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할인정액”)

에는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할인정액 지급기준은 출장의 여건상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 간에 탄력적

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기타 출장여건상 실비 상한액 보다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때에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하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하여야 하며,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실비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외여행 식비 지급기준은 <별표> ‘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비 지급기준은 <별표> ‘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정액

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비, 식비, 숙박비의 할인정액은 국외여비 정액지급신청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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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8.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기간 중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여행 자료

중 유럽, 미국 등 공무국외여행 여비지급 산출내역 적정성 여부에 대해 38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이 중 8건이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여비를 산정하지 않고 여행

일수에 따라 산정하거나 기내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를 여비 산정 시 제외

하지 않는 등 여비 산정업무를 지침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형1】 기내식 포함 및 여행일수로 숙박비 산정 등 식비·숙박비 지급 부적정

가대학 자학과 CW 교수, 나대학 라학부 CX 교수의 경우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

하여도 숙박일수에 포함하였고, 기내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았는데도 기내식을 포함하

여 숙박비 및 식비를 산정하였다.

또한 자학과 CW 교수의 경우에는 출장국가 현지사정상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출장 전에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할인정액

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으며, 출장이후 2주 이내에

숙박비를 정산하지도 않았다.

참고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업무안내(인력개발과)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소방직공무원 포함) 및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이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

 여행경비 산정이 「공무원 여비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함.

 공무국외여행 절차는 ① 출장계획검토(공무국외여행 추진 전 여행목적의 타당성(중요성ž

필요성) 면밀히 검토) ② 공무국외여행 방침서 수립(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여행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③ 심사의뢰(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국예정일 30일전 해당
부서에서 인력개발과로 요청, 제출서류는 출장방침서, 항공운임증명서, 요약서, 심사자료, 
출장관련 증빙서류), ④ 안건심사(월1회, 안건 통과시 실국 여비담당부서에 지출요청시 
항공운임증명서 및 증빙 필수, 항공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항공사 회원 가입) ⑤ 국외출장  
⑥ 귀국보고서 제출(귀국 후 15일이내 귀국보고서 인력개발과로 공문 제출), 여비 실비
정산(운임, 숙박비 등), 항공마일리지 경제통상시스템 등록(출장자 본인)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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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학과 CY 교육전문직의 경우도 CW 교수 사례와 같이 출장 전에 숙박비를 지

급하면서 할인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출장이후 2주 이내에 정산하지도 않았

으며, 여행기간이 2018. 4. 13.~4. 22.으로 계획상 8박 10일인데도 7박으로

숙박일수를 잘못 산정하였다.

【표 2】기내식포함및여행일수로숙박비산정등식비·숙박비지급및여비재산정현황
(단위: 원)

(출처: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제출 자료)

【유형2】기내식을 제외하지 않은 식비 지급 부적정

나대학 라학부 CZ 교수, 거대학 러학과 DA 교수, 거대학 너학과 DB 교수의 경

우 기내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았는데도 기내식을 포함하여 식비를 산정하였다.

출장
자

대학(원) 
학부(과)

방문기간
(국가)

출장목적
지출
과목

여비
지급액

여비
재산정

액

과지급
액

재산정 
근거

CW
(교수)

가대학
(자학과)

2017.8.22.～
2017.8.28.
(네덜란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가

국외
여비 3,136,140 2,728,020 408,120  

-기내식 제외
 (21식->18식)
-숙박일수 조정
 (6일->5일)
-할인정액 적용
(160$→136$)

CX
(교수)

나대학
(라학부)

2016.8.4.
∼

2016.8.12.
(미국)

국제학술회의
참가

교내
연구비 3,430,000 3,216,260 213,740 

-기내식 제외
(27식->25식)
-숙박일수 조정
(8->7일)  

CY
(교육

전문직)
차학과

2018.4.13.
∼

2018.4.22.

(스페인)

교직원 
교환프로그램 

참가

국외
여비 1,217,400 1,194,600 22,800

-숙박일수 정정  
 (7일-> 8일) 
-할인정액 적용 
(1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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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기내식을제외하지않은식비지급현황및여비재산정현황
(단위 : 원)

(출처: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제출 자료)

【유형3】숙박 시 조식 포함을 제외하지 않은 식비 지급 부적정

나대학원 CO 및 DC 교수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해외 인턴십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출장과 관련 법인카드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호텔 바우처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식을 제외하지 않고 식비를 산정하였

다.

【표 4】숙박시조식포함을제외하지않은 식비지급현황및여비재산정현황
(단위 : 원)

(출처: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제출 자료)

41) 항공e-티켓 확인증에 따르면 출국일은 ‘17. 2. 17.(금), 입국일은 ’17. 2. 24.(금)로 공무국외여행심사 신청 시 방문

기간을 출국일을 제외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귀국보고서에는 ‘17. 2. 22일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음.

출장자
대학(원) 
학부(과)

방문기간
(국가)

출장목적
지출
과목

여비
지급액

여비
재산정액

과지급
액

재산정 
근거

CZ
(교수)

나대학
(라학부)

2015.6.28.∼
2015.7.6.
(핀란드)

학회  참석
교내학
술연구

비
3,634,680 3,576,600 58,080 기내식 제외

(27식->25식)

DA
(교수)

거대학
(러학과)

2018.1.28.∼
2018.2.5.
(그리스)

IA(V대학교)
교수 

초청방문

교육연
구및학
생지도
비용

2,620,050 2,607,910 12,140 기내식 제외
(27식->23식)

DB
(교수)

거대학
(너학과)

2016.2.17.∼
2016.2.23.41)

(미국)

 X대학교와의 
공동연구  
수행 및 

세미나 참석

교내학
술연구

비
2,758,870 2,695,310 63,560 기내식 제외 

(21식->19식)

출장자
대학(원) 
학부(과)

방문기간
(국가)

출장목적
지출
과목

여비
지급액

여비
재산정액

과지
급액

재산정 
근거

CO
(교수)

거대학원
(마학과)

2017.2.1.∼
2017.2.3.

(인도네시아))

글로벌네트워
크 강화 및 
해외인턴십 

추진

국외여
비 1,600,960 1,578,530 22,430 호텔 조식 제외

(6식->5식)

DC
(교수) 거대학원

(머학과)

2017.2.1.
∼

2017.2.5.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글로벌네트워
크 강화 및 
해외인턴십 

추진

국외여
비 3,174,400 3,140,370 34,030 호텔 조식제외

(12식->10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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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내학술연구비(국외출장) 지급 업무 부적정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의 연구활동 및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연구중심의

대학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더대학 카학과 DD 교수는 “◭◭◭◭”라는 연구과제로 ‘신진교수 연구분야’ 연구책임자로

선정(연구기간: 2016. 5. 1.~2017. 4. 30.) 되었으며, 위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 DD

교수는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2017. 5. 19.~ 5.

27., 이하 “5월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연구발표”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유공모 연구

분야42)와 신진교수 연구분야43)로 구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며, 연구책임자는 선정

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는

연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인정하는 논문 게재료 및 대관료를 제외하고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집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연구비 정산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목별로 정산하여야 하며, 연구경비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출장일 기준의「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내학술연구비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구기간 내에 사용․집행하여야 하고 국외출장 여비는 출장일 기준의「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교내학술연구비 사용 집행 절차]

연구시작 결과보고제출
가능 연구종료 연구비

정산기한
논문게재료 및
대관료집행가능

1년 1년1개월

2016. 5. 1 2017. 2. 1
이후
(9개월이후)

2017. 4. 30 2017. 5. 31까지 2017. 10. 31
까지

그런데 DD 교수의 ‘신진교수 연구분야’ 연구과제 교내학술연구비는 연구기간(연구기간:

42)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자유공모 경쟁방식에 따른 연구과제
43) 전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신청 마감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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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2017. 4. 30.)내에 사용․집행 되어야 함에도, 연구기간 만료일인 2017.

4. 30. 이후 “5월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연구발표”(공무국외여행기간: 2017. 5. 19.~ 2017.

5. 28.)에 교내학술연구비 3,211,370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한편 DD 교수는 위 “5월 국제학술회의참석및 연구발표” 정산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

시 실제 출장기간인 2017. 5. 19.～28.이 아니라 2017. 4. 19.～28.로 사실과 다

르게 등록하였으며(2017. 4. 30. 제출된 교내학술연구비 여비지급내역서),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국외출장보고서에도 출장기간을 2017. 4. 19.～28.로 명기 하였다.

또한 국외출장보고서는 출장 완료 이후 제출하여야 함에도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일자는

출장 전인 2017. 4. 30.로 되어 있었다.

[DD 교수 “5월 연구내용 발표 건” 공무국외여행 내역]

이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인 DD 교수는 교내학술연구비 및 공무국외여행 여비 등 정

산을 위하여 다과에 수차례 문의하였고44), 이에 대해 다과 업무담당자(DE)가 해당 국

제학술회의 참석 및 연구발표가 예외적으로 연구기간 외에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지

침을 잘못 판단(연구기간 종료일이 20일 정도 지난 시점에 개최된 학술회의 참석 및 연구발표가

논문게재를 위한 과정으로 판단45))하여 안내하였고,

DD 교수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2017. 4. 30.로 종료되었음에도 “5월 국제학술회

44) 서울시립대학교 기관운영 감사 관련 질문서에 대해 제출된 답변서(2018. 10. 18.)
45)「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논문게재료 및 대관료는 연구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까지 집행 가능하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에는 예외적으로 최종보고서

인쇄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은 연구기간 종료이후에도 지급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학술회의 참석 및

연구발표를 위해서는 연구기간 종료 후에 연구비를 집행할 수 없음

①
국외출장
항공 e-티켓
구매

(영수증-‘17.4.4.)

→

②
여비지급내역서
제출(‘17.4.30)
(제출처:연구지원처)

“5월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연구발표”건을
정산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산학협력
시슨템)에 출장기간을
2017.5.19.～28.이 아닌
2017.4.19.～28.로

등록함

→

③
국외출장보고서
제출(‘17.4.30)
(제출처:산학협력단)

“5월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연구발표”건을
정산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산학협력
시슨템)에 출장기간을
2017.5.19.～28.이 아닌
2017.4.19.～28.로

등록함

→

④
공무국외여행
허가알림 공문
(‘17.5.15)
(승인부서:나과)

→

⑤
공무국
외여행
실시

공무국외
여행
2017.5.1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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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석 및 연구발표”건 국외출장여비 정산을 위해 전산시스템(산학협력시스템)에 국외출

장기간을 실제 출장기간(2017. 5. 19.~5. 27)과 다르게 2017. 4. 19.～28.로 입력하였다.

4. 공무국외여행 항공마일리지 관리 업무 미흡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 신청 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을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별로 적립

하며 개인이 공무로 사용할 때까지 10년간 적립하고, 공무국외여행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항공권 구매 등)하도록 하고, 마일리지가 충분함에도 미사용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제9장, 인사혁신처 예규 제56호,

’18.7.3.) 공적 항공마일리지46) 관리 및 활용기준에 따르면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범위는 비용의 지급주체와는 관계없이 2006. 3. 1.이후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

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기간은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인력개발과)에 따르면 공무로 적립된 모든

항공마일리지는 모두 등록(중앙부처 등 타기관 연수, 항공료 지원 받은 출장, 가족이

동반한 국외연수, 국내 출장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립불가 항공노선 사용 등으로

미적립시에도 사유서를 첨부하여 ‘0’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등 시스템을 통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개인별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행정시스템 항공마일리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교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년 7월 감사기간 중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행정시스템을 통해 교원의 개인별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조회한 결과, 단 한 건도 대학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공무 국외여행 시 제출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46)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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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7)

한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범위는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공무국외

여행 업무 안내”(인력개발과)에 따르면 공무로 적립된 모든 항공마일리지는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신청 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018년 7월 감사

기간 제출된 “최근 3년간 교원 개인별 공무국외여행 항공마일리지 적립현황” 자료에서도

외부기관 등의 출장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①「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에 따라 교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련 사전

승인, 귀국보고서 제출 여부 및 지연 기간의 누적일수 관리 등 공무국외여행허가

업무에 대해 교원 및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2018. 11. 23.「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개정으로 삭제한 ‘귀국보고서

47)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중 공무 국외여행 구비서류에는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로

되고, 시스템 등록관련 사항은 미기재로 되어 있어 항공마일리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인지 못할 개연성이

있고, 항공마일리지 적립의무에 대한 내용은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로 간략하게 되어 해당 지침을 세세히 숙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의무를 간과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체계적

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개정을 추진하고, 2018년11월 오픈예정인 “국외

여행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함(10.17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 51 -

지연기간 누적일수 기간만큼 공무국외여행 불가’ 규정에 대해 재개정하여 교원의 공무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지연기간에 따른 제재 규정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라며(시정)

③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결재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것은 공무국외

여행 심사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불가피한 사후 승인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차례 상습적인 공무국외여행

신청 지연제출자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④ 과다 지급된 교직원 공무국외여행 여비 834,900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직원으로

부터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직원 교육 및 국외

여비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며(시정)

⑤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부당하게 연구비가 사용·집행되는 일이 없도록「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비 사용․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직원 및 업무담당 직원들에 대해 교내학술연구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며(주의)

⑥ 공적 항공마일리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등록 관리

하는 방안 및「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준」과 같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범위는 비용의

지급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교원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관련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립

대학교에 “기관경고” 조치하니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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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무국외여행 사후허가(승인) 현황

연
번 출장자 대학(원) 학부(과) 방문기간 여행목적 방문국가 허가일

비고
(지연사유서
제출여부)

1 CO 나대학원 마학과 2017.02.01.~2017.02.03
해외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인도네시아 2017.02.03

총장방침일(2.3)으로 허가갈음(기안일 1.31)

2 BJ 나대학 버학과 2017.12.24.~2017.12.29
｢국제개발협력이해 프로그램」참가자 인솔 말레이시아 2017.12.26

결재신청일(2017.10.14.)으로 신청했으나, 나과에서 공문 누락하여 사후허가

3 DF 가대학 마학부 2016.10.29.~2016.11.04 국제컨퍼런스 참석 베트남 2016.11.01
결재신청일(2016.10.28.)*지연사유서 제출

4 AN 거대학 라학과 2015.12.05.~2015.12.09 기념행사 참석 오스트리아 2015.12.07
결재신청일(2015.11.23.)*지연사유서 제출

5 DD 더대학 카학과 2018.03.31.~2018.04.08.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미국 2018.04.23
출장일 이후 사후신청·결재신청일(2018.4.20.)*지연사유서 제출

6 DG 거대학 라학과 2016.07.22.~2016.08.24 국제연구소  공동연구 필리핀 2016.07.27 결재신청일(2016.7.22.)*지연사유서 제출

7 DH 가대학 서학과 2017.01.08.~2017.01.13 국제학술회의 미국 2017.02.15

출장일이후 사후신청(연구년교수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에 있어 학과에서 처리 업무규정 미숙에 따른 2017.2.14. 사후신청*지연사유서 제출

8 CI 나대학 나학과 2015.06.15. ~2015.06.18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알제리 2015.06.16
결재신청일(2015.6.4.)*지연사유서 미제출

9 BE 가대학 바학과 2016.09.22.~2016.09.30 세미나 및 연구답사 네덜란드 2016.09.26 결재신청일(2016.9.21.)*지연사유서 제출

10 DI 가대학 자학과 2015.10.22. ~2015.10.24 국제세미나 참석 싱가포르 2015.10.23 결재신청일(2015.10.22.)*지연사유서 제출

11 DJ 가대학 가학부
2015.08.23.~2015.08.24 국제세미나 참석 대만 2015.08.28

결재신청일(2015.8.21.)*지연사유서 미제출
2015.12.01.~2015.12.04 국제세미나 참석 말레이시아 2015.12.02

결재신청일(2015.11.25)*지연사유서 미제출
12 DK 나대학원 마학과 2016.10.12.~2016.10.19 사례조사 연구용역 덴마크 2016.10.17 결재신청일(2016.10.10.)*지연사유서 제출

13 DL 더대학 바학부 2016.08.18.~2016.08.23
초청강사 교육, 인솔교수, 연구과제 수행결과 세미나 발표 일본 2016.08.22

결재신청일(2016.8.9.)*지연사유서 미제출

14 DM 가대학 바학과 2015.08.13.~2015.08.26
연구사업 관련 전문가 면담, 답사 등 영국 2015.08.18 결재신청일(2015.8.11.)*지연사유서 제출

15 DN 가대학 가학부 2016.07.17.~2016.08.03 현황조사 프랑스 2016.07.21 결재신청일(2016.7.13.)*지연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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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출장자 대학(원) 학부(과) 방문기간 여행목적 방문국가 허가일

비고
(지연사유서
제출여부)

16 DO 고대학 나학부 2018.02.02.~2018.02.05 학생 국외 연수 인솔 홍콩 2018.02.14
출장일이후 사후신청(학과사무실 담당자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2018.2.7. 사후신청)*지연사유서 제출

17 BL 노대학 가학과 2015.08.27.~2015.08.30 국제학술회의 참가(발표) 태국 2015.08.28
결재신청일(2015.8.24.)*지연사유서 미제출

18 DP 노대학 어학과 2017.07.12.~2017.07.17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인도네시아 2017.07.13 결재신청일(2017.7.7.)*지연사유서 제출

19 DQ 고대학 나학부 2018.02.02.~2018.02.05 학생 국외 연수 인솔 홍콩 2018.02.14
출장일이후 사후신청(학과사무실 담당자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2018.2.7. 사후신청)*지연사유서 제출

20 DR 가대학 서학과

2015.07.12.~2015.08.11
 논문발표와 전문가와의 논문 집필 미국 2015.07.13 결재신청일(2015.7.6.)*지연사유서 제출

2016.08.28.~2016.09.02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가나 2016.08.29 결재신청일(2016.8.26)*지연사유서 제출

2018.04.07.~2018.04.19 연구방안 논의 및 공동연구 미국 2018.04.11
결재신청일(2018.4.9.)*지연사유서 제출기안일 20184.6

21 AI 가대학 가학부 2017.09.09.~2017.09.14
국제 학술대회 참석 및 논문 발표 프랑스 2017.09.11 결재신청일(2017.9.8.)*지연사유서 제출

22 DC 나대학원 머학과

2016.08.27.~2016.08.30 나대학원  해외연수 태국 2016.08.29
결재신청일(2016.8.22.)*지연사유서 미제출

2017.02.01.~2017.02.05
해외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인도네시아 2017.02.03

총장방침일(2.3)으로 허가갈음(기안일 1.31)

23 DS 가대학 마학부 2015.09.07.~2015.09.13
전시  오프닝 참석, 전시 부대 심포지움 참석, 학회기획 준비 미국 2015.09.08 결재신청일(2015.9.1.)*지연사유서 제출

24 AQ 노대학 저학과 2015.06.28.~2015.07.03
수행과제를 위한 현지조사 및 자료 수집 싱가포르 2015.07.10 결재신청일(2015.6.24.)*지연사유서 제출

25 DT 가대학 서학과 2016.07.17.~2016.07.21 사전협의 콜롬비아 2016.07.21

결재신청일(2016.7.12.)이나,  붙임문서에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작성은 16.7.1.로 14일전에 해당되어 지연사유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26 CL 거대학 처학과 2017.11.19.~2017.11.26 학회참석 및 발표 일본 2017.11.22 결재신청일(2017.11.17.)*지연사유서 제출

27 DU 가대학 마학부 2016.07.10.~2016.07.16 국제회의 참석 터키 2016.07.11 결재신청일(2016.7.1.)*지연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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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출장자 대학(원) 학부(과) 방문기간 여행목적 방문국가 허가일

비고
(지연사유서
제출여부)

28 BZ 노대학 다학과 2018.02.07.~2018.02.11 현지 관리실태  조사 베트남 2018.04.05
출장일이후 사후신청(방학 중 공무 국외여행을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착각하여 2018.3.29.사후 신청)*지연사유서 제출

29 DV 더대학 바학부 2016.07.04.~2016.07.08 국제포럼 참석 및 초청강연 일본 2016.07.05
결재신청일(2016.6.25.)*지연사유서 미제출

30 DW 나대학 버학과 2017.10.09.~2017.10.13 국제학술회의  참가 미국 2017.10.10
결재신청일(2017.9.28.)*지연사유서 미제출

31 DX 다대학원 다대학원
2015.06.25.~2015.06.28 하계 워크숍 참석 일본 2015.06.29

결재신청일(2015.6.25.)※ 총 장 방 침 은 2015.5.19.이나 교무처장 미협조*지연사유서 제출 (’15.6.24)

32 DY 더대학 거학과 2016.08.20.~2016.08.27 공동사업 수행 에티오피아 2016.08.22 결재신청일(2016.8.8.)*지연사유서 제출

33 DZ 가대학 서학과

2015.08.01.~2015.08.07 학술교류 및 연구협의 일본 2015.08.03 결재신청일(2015.7.27.)*지연사유서 제출

2016.10.09.~2016.10.15 국제학회 발표 오스트레일리아 2016.10.10
결재신청일(2016.10.4.)*지연사유서 미제출

34 CU 더대학 바학부 2016.04.03.~2016.04.09 학회참석 및 포스터발표 미국 2016.04.05
결재신청일(2016..3.30)*지연사유서 미제출

35 EA 나대학 나학과 2016.07.04.~2016.07.09 학회 참석 및 총무이사 업무수행 중국 2016.07.05

결재신청일(2016..6.27)※ 학과사사무실에 기한내 제출하여 지연사유서는 별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공문기안일은 16.6.21.임

36 CP(5회) 거대학 라학과

2016.06.06.~2016.06.08 국외현지연구 중국 2016.06.13 결재신청일(2016.6.1.)*지연사유서 제출

2016.09.08.~2016.09.10
국외현지연구 중국 2016.09.12 결재신청일(2016.9.6)*지연사유서 제출

2016.09.29.~2016.10.02
국외현지연구 몽골 2016.10.10 결재신청일(2016.9.29.)*지연사유서 제출

2016.10.22.~2016.10.25 국외현지연구 중국 2016.10.24 결재신청일(2016.10.24.)*지연사유서 제출

2016.12.11.~2016.12.13 국외현지연구 중국 2016.12.16
출장일이후 사후신청결재신청일(2016.12.13.)*지연사유서 제출

37 CV 더대학 바학부 2017.08.20.~ 학술발표, 학술대회참가(좌장) 아일랜드 2017.08.22 결재신청일(2017.8.20.)*단기국외연구교수로 



- 55 -

연
번 출장자 대학(원) 학부(과) 방문기간 여행목적 방문국가 허가일

비고
(지연사유서
제출여부)

2017.08.25
학 과 사 무 실 에 ‘17.7.20이메일로 신청하였으나, 학과사무실(조교에서 누락하여 지연신청

38 AX 가대학원 가대학원
2017.06.10.~2017.06.12 심포지움 행사 참석 일본 2017.06.12 결재신청일(2017.6.8.)*지연사유서 제출

39 EB 더대학 하학과 2017.04.02.~2017.04.07 학회 참석 미국 2017.04.25
결재신청일(2017.3.17.)하였으나,나과에서 서류누락에 의한 사후허가승인

40 BT 노대학 어학과 2016.01.08.~2016.01.13 국제 컨퍼런스 참석 미국 2016.01.11 결재신청일(2016.1.8.)
*지연사유서 제출

41 BG 나대학 커학과 2016.06.07.~2016.06.10 학회 참석 및  발표 일본 2016.06.13 결재신청일(2016.6.1.)*지연사유서 제출

42 EC 가대학 퍼학과 2015.10.27.~2015.10.31 학회 참석 말레이지아 2015.10.28 결재신청일(2015.10.21.)*지연사유서 제출

43 ED 가대학원 가대학원
2015.11.04.~2015.11.08 국제세미나 참가 중국 2015.11.07 결재신청일(2015.11.2.)*지연사유서 제출

44 EE 더대학 다학부 2018.04.15.~2018.04.21 국제 컨퍼런스 참석 캐나다 2018.6.14
출장일이후 사후신청결재신청일(2018..6..11)*지연사유서 제출

45 EF 거대학 처학과

2018.03.04.~2018.03.11 학회참석 미국 2018.03.06
결재신청일(2018.2.21.)  *지연사유서 미제출

2017.10.01.~2017.10.06 학회  초청강연 미국 2017.10.10
출장일이후 사후신청결재신청일(2017.10.10.)*지연사유서 제출

46 EG 가대학 퍼학과

2016.02.23.~2016.02.27 학회 학술  발표 및 참관 이탈리아 2016.05.25
출장일이후 사후신청결재신청일(2016.5.24.)*지연사유서 제출

2018.01.14.~2018.01.19 학회 학술발표 및 참관 스위스 2018.01.29
출장일이후 사후신청결재신청일(2018.1.29.)*지연사유서 제출

47 EH 라대학원 라대학원
2017.02.12.~2017.02.19 실습 해외 인솔(지도교수) 태국 2017.02.13 결재신청일(2017.2.10.)*지연사유서 제출
2018.01.30.~2018.02.05 학생 인솔 및 교육 태국 2018.02.01 결재신청일(2018.1.30.)*지연사유서 제출

48 EI 가대학 바학과 2017.02.19.~2017.02.25 사업 예비조사 수행 라오스 2017.02.22
결재신청일(2017.2.16.)*지연사유서 제출초청기관 파견공문요청(2.16)접수에 따른 지연제출

49 EJ 거대학 처학과 2018.01.20.~2018.02.28 연구협력방문 및 학회참석 미국 2018.01.22
결재신청일(2018.1.8)*지연사유서 미제출

50 EK 노대학 다학과 2015.10.02.~2015.10.06 교사 연수 특강 오스트레일리아 2015.10.07
출장일이후 사후신청결재신청일(2018.10.2.)*지연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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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출장자 대학(원) 학부(과) 방문기간 여행목적 방문국가 허가일

비고
(지연사유서
제출여부)

51 EL 더대학 바학부 2015.01.25.~2015.02.14 학회참석 및 방문연구 미국 2015.01.27 결재신청일(2015.1.21.)*지연사유서 제출

52 EM 가대학 퍼학과 2016.12.26.~2016.12.28 현지 학교 방문 및 연구자료접수 홍콩 2016.12.29 결재신청일(2016.12..23)*지연사유서 제출

53 EN 더대학 허학과 2018.03.03.~2018.03.10
해외 컨퍼런스 참석 및 연구내용 발표 미국 2018.03.06 결재신청일(2018.2.26.)*지연사유서 제출

54 EO 고대학 나학부 2018.02.02.~2018.02.05 학생 국외 연수 인솔 홍콩 2018.02.14
출장일이후 사후신청(학과사무실 담당자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2018.2.7. 사후신청)*지연사유서 제출

55 EP 거대학 더학과 2016.05.16.~2016.05.24 국제 학회 참석 미국 2016.05.25
출장일이후 사후신청결재신청일(2016.5.19.)*지연사유서 제출

56 EQ 도대학 머학과 2015.10.13.~2015.10.15 국제 포럼 참석 오스트레일리아 2015.10.15
결재신청일(2015.9.18.)이나 ,나과에서 허가지연으로 사후허가

57 ER 가대학 마학부 2016.05.17.~2016.05.22 국제컨퍼런스참가및국제교류 독일 2016.05.18

결재신청일(2016.5.4.), 이나, 기안상신일은 ‘16.5.3.로 14전에 기안함에 따라 지연제출사유서는 별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여행기간 변경 신청(5.11)에 따른 사후허가

58 CQ 더대학 하학과

2015.06.12.~2015.06.18 국제 회의 참석 미국 2015.06.16 결재신청일(2015.6.9.)*지연사유서 제출

2017.01.21.~2017.02.01
국제 학회 참석/초청발표 및 연구미팅 미국 2017.1.24 결재신청일(2017.1.18.)*지연사유서 제출

2017.05.14.~2017.05.17 국제 학회 참석 일본 2017.5.15 결재신청일(2017.5.11)*지연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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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귀국보고서 지연제출자 현황

개
별 출장자 대학(원) 학부

(과) 여행기간 여행목적 방문국가 제출
기한

귀국
보고서
제출일

지연
일수

지
연
횟
수

지연사유

1 AB 가대학 바학과

2015.12.09.~2015.12.12
연구사업최종보고회 중국 2016.01.11 2016.01.29 18

2회
2016.08.25.~2016.08.27

국제컨퍼런스 참가 대만 2016.09.26 2016.10.13 17

2 CS 러대학 커학과
2018.05.22.~2018.05.23

현장견학 인솔 일본 2018.06.22 2018.06.29 7 1회
조교퇴사(6.4)후 조교신규임용(6.25)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누락에 따른 지연제출

3 CR 가대학 퍼학과
2016.04.30.~2016.05.07

국제학회 참석 뉴질랜드 2016.06.06 2016.10.25 141 1회

4 BJ 나대학 버학과

2017.08.04.~2017.08.06
국제학술회의 참가 일본 2017.09.05 2017.10.13 38

2회2017.12.24.~2017.12.29 참가자인솔 말레이시아 2018.01.28 2018.02.23 26

5 AN 거대학 라학과

2015.12.05.~2015.12.09
기념행사참석 오스트리아 2016.01.08 2016.01.11 3

2회2018.03.18.~2018.03.23
학회참석 및 협력방안 논의 영국 2018.04.22 2018.04.23 1

6 BR 노대학 저학과
2016.01.03.~2016.01.05 학생인솔 중국 2016.02.04 2016.02.16 12 1회

7 ES 고대학 나학부
2018.01.15.~2018.01.21 탐방’인솔 미국 2018.02.20 2018.03.02 10 1회

총장방침에 따른 프로그램 인솔자로 당시 귀국보고서 등 관련서류 작업에 대해 안내받은 바 없으며 당시 담당자가 늦게 제출(추측)로 지연제출

8 ET 도대학 고학과
2017.06.04.~2017.06.06

대회 대표자 회의 참석 일본 2017.07.06 2017.10.13 99 1회

9 EU 가대학 가학부
2016.06.29.~2016.07.02

학회  특별세미나 참석 베트남 2016.08.01 2016.08.17 16 1회

10 EV 가대학 노학과
2015.08.24.~2015.08.27

공동사업 추진 베트남 2015.09.26 2015.09.30 4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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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행기간 여행목적 방문국가 제출
기한

귀국
보고서
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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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지
연
횟
수

지연사유

11 CT 나대학 커학과
2018.05.22.~2018.05.23

현장견학인솔 일본 2018.06.22 2018.06.29 7 1회
조교퇴사(6.4)후 조교신규임용(6.25)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누락에 따른 지연제출

12 CI 나대학 나학과
2016.03.05.~2016.03.10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출장
알제리 2016.04.09 2016.10.25 199 1회

13 BE 가대학 바학과
2016.09.22.~2016.09.30

세미나 및 연구답사 네덜란드 2016.10.30 2016.11.15 16 1회

14 EW 고대학 나학부
2015.01.20.~2015.01.22

 우수사례 조사 일본 2015.02.21 2015.02.25 4 1회

15 DK 나대학원 마학과
2018.03.24.~2018.03.30

국제컨퍼런스참석 프랑스 2018.04.29 2018.05.02 3 1회

16 DL 더대학 바학부

2015.09.20.~2015.09.24

컨퍼런스에 인솔교수로참석, 한중일3개국교수들과 회의 추진
중국 2015.10.24 2015.11.03 10

8회

2016.04.10.~2016.04.15
국제전시회참가, 연구자료수집

홍콩 2016.05.15 2016.05.28 13

2016.07.19.~2016.07.30
국제학회 참가, 논문발표 미국 2016.08.29 2016.10.28 60

2016.08.18.~2016.08.23

대표교수로참가,초청강사교육,인솔교수,연구과제수행결과세미나발표
일본 2016.09.22 2016.10.28 36

2017.04.01.~2017.04.09
국제학술대회참석및논문발표

오스트레일리아
2017.05.09 2017.05.15 6

2017.07.23.~2017.07.30
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스위스 2017.08.29 2017.10.13 45

2017.08.17.~2017.08.22
인솔 및 조직운영위원 참석 중국 2017.09.21 2017.10.13 22

2018.05.18.~2018.05.26
국제공동연구세미나발표 및 기술교육

중국 2018.06.25 2018.06.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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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 가대학 자학과
2016.02.13.~2016.02.21

자료수집 및 현지전문가인터뷰
스리랑카 2016.03.22 2016.04.26 35 1회

18 DN 가대학 가학부
2015.06.29.~2015.07.05

국제학술대회참가 및 논문발표 중국 2015.08.04 2015.08.06 2 1회

19 EY 가대학 마학부
2017.05.02.~2017.05.07

설계스튜디오크리틱초청 일본 2017.06.06 2017.06.09 3 1회

20 BL 노대학 가학과

2015.07.15.~2015.07.29
현지 답사 및 자료 조사 핀란드 2015.08.28 2015.09.16 19

2회2017.08.01.~2017.08.04
국제학술토론회 뉴질랜드 2017.09.03 2017.09.05 2

21 DQ 고대학 나학부
2015.03.25.~2015.03.29 학회발표 오스트레일리아

2015.04.28 2015.05.07 9 1회

22 BS 노대학 가학과
2015.04.27.~2015.05.02

 교육자 워크숍 러시아 2015.06.01 2015.08.26 86 1회

23 DR 가대학 서학과
2015.01.20.~2015.01.22

 우수사례 조사 추진 일본 2015.02.21 2015.02.26 5 1회

24 BY 노대학 다학과
2017.07.26.~2017.08.03

비교연구 답사 중국 2017.09.02 2017.09.06 4 1회

25 EZ 나대학원 마학과
2017.07.16.~2017.07.19

 프로그램 인솔 태국 2017.08.18 2017.08.24 6 1회

26 DS 가대학 마학부
2016.10.29.~2016.11.05

홍보,협업 기관회의 영국 2016.12.05 2016.12.13 8 1회

27 AR 다대학원 다대학원

2015.12.19.~2015.12.28
 사업및학술대회발표 대만 2016.01.27 2016.02.01 5

3회2016.07.14.~2016.07.19
 경영세미나 참가 중국 2016.08.18 2016.09.18 31

2017.11.23.~2017.11.26
국제학술대회 참가 중국 2017.12.26 2017.12.29 3

28 BA 노대학 저학과

2017.03.03.~2017.03.06
학술회의  참가 및 연구교류 중국 2017.04.05 2017.05.04 29

2회
2017.03.24.~2017.03.29

학술회의  참가 및 연구교류 중국 2017.04.28 2017.05.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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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FA 가대학원 가대학원
2016.10.02.~2016.10.10

연구용역 과제수행을위한 해외자료조사
독일 2016.11.09 2016.11.10 1 1회

30 CL 거대학 처학과
2015.06.30.~2015.07.05 학회 참석 일본 2015.08.04 2015.08.05 1 1회

31 DU 가대학 마학부
2015.05.29.~2015.06.05

 해외사례 비교연구 포르투갈 2015.07.05 2015.07.07 2 1회

32 FB 가대학 바학과
2015.12.09.~2015.12.12

사업최종보고회 중국 2016.01.11 2016.01.29 18 1회

33 FC 고대학 나학부
2015.12.14.~2015.12.21 컨설팅 미국 2016.01.20 2016.09.02 226 1회

34 BZ 노대학 다학과
2018.02.07.~2018.02.11 실태 조사 베트남 2018.03.13 2018.03.28 15 1회 방학 중 공무 국외여행을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착각하여 보고서 지연제출

35 BM 가대학 자학과
2016.11.15.~2016.11.19

국제학술교류행사 베트남 2016.12.19 2016.12.22 3 1회

36 DW 나대학 버학과
2017.11.28.~2017.11.30

국제학술회의 참가 중국 2017.12.30 2018.06.28 180 1회

37 DY 더대학 거학과
2017.08.22.~2017.08.27

연수참가 위한 현지방문
에티오피아 2017.09.26 2017.10.13 17 1회

38 FD 라대학원 라대학원
2018.01.27.~2018.02.10

현장답사와 관련 이미지 자료 촬영
오스트레일리아

2018.03.12 2018.04.19 38 1회

39 EE 더대학 다학부
2018.04.15.~2018.04.21

국제컨퍼런스 참석 캐나다 2018.05.21 2018.06.07 17 1회

40 FE 더대학 거학과
2018.04.21.~2018.04.28 전시회 참석 독일 2018.05.28 2018.06.28 31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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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F 가대학 서학과

2016.01.10.~2016.01.15
학술대회  참가 및 연구동향 조사

미국 2016.02.14 2016.02.15 1
2회

2018.01.08.~2018.01.13
컨퍼런스논문발표 미국 2018.02.12 2018.02.23 11

42 FG 더대학 다학부
2017.10.27.~2017.11.01

국제 학회 참석 중국 2017.12.01 2018.06.26 207 1회
귀국보고서를 ‘17.11.11. 과사무실에 제출, 산학협력단의 전산상 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일자는 11.13로 여비정산을 위해 부서별 확인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지연제출

43 FH 더대학 하학과
2016.02.25.~2016.02.29

면담 및 방문연구협의 미국 2016.03.30 2016.03.31 1 1회

44 FI 거대학 라학과
2017.07.13.~2017.07.22

유전자변형곡물의  현지상황 및 관리제도
미국 2017.08.21 2017.10.13 53 1회

45 FJ 거대학 처학과
2017.08.02.~2017.08.12 실험참여 스위스 2017.09.11 2017.10.12 31 1회

46 DZ 가대학 서학과

2016.10.09.~2016.10.15 학회 발표 오스트레일리아
2016.11.14 2016.11.17 3

2회

2018.01.15.~2018.01.23
학술  교류 및 연구협의

오스트레일리아
2018.02.22 2018.03.12 18

47 FK 나대학원 머학과
2015.07.17.~2015.07.21

나대학원 해외연수 베트남 2015.08.20 2015.08.21 1 1회

48 CU 더대학 바학부

2015.06.29.~2015.07.04
학회참석  및 발표 이탈리아 2015.08.03 2015.08.06 3

2회2015.11.14.~2015.11.20  학회참석 미국 2015.12.20 2016.02.12 54 귀국보고서 작성(11.25)은 했으나, 제출한 것으로 착각하여 지연제출

49 CP 거대학 라학과 2016.10.222016.10.25 국외현지연구 중국 2016.11.24 2016.12.12 18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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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CV 더대학 바학부
2017.02.17.~2017.02.27

국제학술대회주관,키노트스피킹 패널토의,패널토의의장직수행 등
그리스 2017.03.29 2017.05.02 34 1회

출장후 출장보고서 제출코자 했으나, 학과 조교가 자비로 공무국외여행 출장시 보고서 제출 필요 없다고 하여 지연제출(4.28 조교에게 메일로 송부)

51 CW 가대학 자학과

2015.09.23.~2015.09.26 관련 회의 대만 2015.10.26 2015.11.10 15

3회2016.04.12.~2016.04.14 워크숍 미팅 중국 2016.05.14 2016.06.01 18

2016.08.19.~2016.08.27
연구결과 발표 미국 2016.09.26 2016.10.31 35

52 AL 노대학 다학과 2016.01.272016.02.01
연구소 과제수행관련답사 베트남 2016.03.02 2016.03.03 1 1회

53 FL 나대학 커학과
2017.03.17.~2017.03.21

컨퍼런스참석및연구결과물(논문)발표
미국 2017.04.20 2017.05.04 14 1회

54 FM 도대학 도학과
2015.08.12.~2015.08.15

오페라  연주 요청 미국 2015.09.14 2015.09.17 3 1회

55 FN 가대학 퍼학과
2015.04.21.~2015.04.25

국제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 대만 2015.05.25 2015.05.26 1 1회

56 FO 가대학 가학부
2017.06.09.~2017.06.16

국제학회 참석
오스트레일리아

2017.07.16 2017.09.15 61 1회

57 AX 가대학원 가대학원 2015.08.302015.09.02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 스위스 2015.10.02 2015.10.16 14 1회

58 ED 가대학원 가대학원

2015.12.03.~2015.12.06
국제학회 참가

오스트레일리아
2016.01.05 2016.01.25 20

2회
2016.08.03.~2016.08.11

국제학술회의
남아프리카공화국

2016.09.10 2016.09.13 3

59 FQ 가대학 마학부
2015.10.21.~2015.10.25

서울시  수행과제 캐나다 2015.11.24 2015.11.25 1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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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FR 가대학 바학과

2016.08.25.~2016.08.27
국제컨퍼런스 참가 대만 2016.09.26 2016.10.12 16

 3회

2017.08.24.~2017.08.26
국제컨퍼런스 참가 일본 2017.09.25 2017.10.18 23

2017.08.27.~2017.09.02
연구 해외답사 터키 2017.10.02 2017.10.18 16

61 FS 나대학 버학과
2016.07.26.~2016.07.28

국제학술회의참가 폴란드 2016.08.27 2016.09.06 10 1회

62 FT 러대학원 러대학원
2018.05.12.~2018.05.20

희귀질환 관련 외국기관방문
독일 2018.06.19 2018.06.26 7 1회

63 FU 가대학 가학부

2017.07.21.`2017.07.29
국제학술대회 참석 영국 2017.08.28 2017.10.11 44

2회
2017.08.26.~2017.08.31

국제학술대회 참석 홍콩 2017.09.30 2017.10.11 11

64 BC 거대학 너학과
2015.11.29.~2015.12.05 학회 참석 미국 2016.01.04 2016.01.05 1 1회

65 EG 가대학 퍼학과
2016.02.23.~2016.02.27

학회학술발표 및 참관 이탈리아 2016.03.28 2016.05.24 57 1회

66 AK 고대학 나학부

2015.10.22.~2015.10.27
공동연구meeting 및 대학세미나발표

홍콩 2015.11.26 2015.12.07 11
2회

2017.02.13.~2017.02.19
공동연구  회의 및 대학세미나 발표

중국 2017.03.21 2017.03.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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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H 라대학원

라대학원
2017.04.202017.04.25 자료사진촬영 및 교육 필리핀 2017.05.25 2017.07.25 61

4회
2018.01.302018.02.05 학생 인솔 및 교육 태국 2018.03.07 2018.03.20 13

머학과
2016.05.112016.05.17 세미나 및 워크숍 필리핀 2016.06.16 2016.06.20 4
2015.04.082015.04.15 세미나 및 교육 필리핀 2015.05.15 2015.05.22 7

68 EI 거대학 처학과 2018.02.182018.03.09
공동연구/학회참석발표 미국 2018.04.08 2018.04.20 12 1회

69 EJ 거대학 처학과

2015.06.21.~2015.07.01 학회 참석 영국 2015.07.31 2015.08.17 17

8회

2015.08.26.~2015.08.31 학회 참석 중국 2015.09.30 2015.10.14 14
2015.09.24.~2015.10.03

연구 협력 방문 싱가포르 2015.11.02 2015.11.23 21
2016.05.02.~2016.05.08 학회참석 홍콩 2016.06.07 2016.06.13 6
2016.08.02.~2016.08.24

수련회 참석 및 대학 방문 홍콩 2016.09.23 2016.10.26 33
2017.01.15.~2017.01.20

학회참석, 대학 방문 홍콩 2017.02.19 2017.02.28 9

2017.11.19.~2017.11.26
사업의 일부로 연구협력 방문

이탈리아 2017.12.26 2018.02.09 45

2017.12.17.~2018.01.11
학회참석 및 연구협력 스페인 2018.02.10 2018.02.19 9

70 EK 노대학 다학과
2016.11.11.~2016.11.16

조사연구 수행 일본 2016.12.16 2016.12.26 10 1회

71 BN 다대학원 다대학원
2015.12.11.~2015.12.13

 세미나 참석 및 교류협의 중국 2016.01.12 2016.01.22 10 1회

72 EM 가대학 퍼학과
2017.10.09.~2017.10.11

대학 방문 및 국외 전문가와 연구협력에 대한 논의
홍콩 2017.11.10 2017.11.28 18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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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FV 가대학 버학과
2017.12.24.~2018.02.18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캐나다 2018.03.20 2018.04.18 29 1회

74 EP 거대학 더학과

2015.05.16.~2015.05.23
국제학회에 참석하여 연구동향 및 방법파악

미국 2015.06.22 2015.09.02 72

2회
2016.05.16.~2016.05.24

국제 학회참석 미국 2016.06.23 2016.10.26 125

75 FW 가대학 버학과
2016.11.03.~2016.11.06

국제포럼 참석 중국 2016.12.06 2017.01.25 50 1회

76 FX 가대학 마학부
2016.10.29.~2016.10.31

국제컨퍼런스 참석 중국 2016.11.30 2017.01.20 51 1회

77 EQ 도대학 머학과

2016.03.28.~2016.04.01
작품설치 및 개막행사 참여 프랑스 2016.05.01 2016.05.10 9

3회
2016.10.28.~2016.10.30

전시작품설치 및 개막행사 참여
중국 2016.11.29 2016.12.02 3

2018.04.09.~2018.04.11
전시회 오프닝강연 일본 2018.05.11 2018.05.14 3

78 FY 가대학 퍼학과

2016.12.05.~2016.12.09
국제기구 행사 및 회의참석 모나코 2017.01.08 2017.01.23 15

2회
2017.10.15.~2017.10.20

국제기구 제1차이사회참석 모나코 2017.11.19 2017.11.28 9

79 FZ 가대학 서학과

2015.06.21.~2015.06.25
연구결과발표 캐나다 2015.07.25 2015.08.12 18

2회2015.09.10.~2015.09.12
자료수집  및 회의 참석 필리핀 2015.10.12 2015.10.16 4

80 GA 나대학원 머학과
2015.07.17.~2015.07.21

나대학원 해외연수 베트남 2015.08.20 2015.08.21 1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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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별 출장자 대학(원) 학부

(과) 여행기간 여행목적 방문국가 제출
기한

귀국
보고서
제출일

지연
일수

지
연
횟
수

지연사유

81 BP 가대학 마학부
2018.04.25.~2018.05.02

진행중인  연구과제 관련 국제 워크숍 참가
독일 2018.06.01 2018.06.18 17 1회

82 GB 가대학 마학부
2017.05.28.~2017.05.31

해외 대학 랩 교류 싱가포르 2017.06.30 2017.08.28 59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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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귀국보고서 지연기간 누적일수 기간 내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실시현황

순
번 출장자 대학 학부 여행기간 여행목적 여행국

가
귀국보고서
제출일

지연
일수

공무국외
제한기간

제한기한내
공무국외여행실시내역

1 CR 머대학 퍼학과
2016.04.30

.~
2016.05.07

국제 
학회참석

뉴질랜
드 2016.10.25 141 2016.12.31

2016.7.25.~8.3(라
오스, 제도 정비 및 
규정 컨설팅) 

2 BJ 나대학 버학과
2017.08.04

.~
2017.08.06

국제학술회의  
참가 일본 2017.10.13 38 2017.11.20

2017.10.26.~10.29
(인도, 국제학술교
류지원사업 참가
2017.11.16.~11.25
(미국,국제학술회의 
참가)

3 DL 러대학 바학부
2016.04.10

.~
2016.04.15

전시회 참가 
연구자료 

수집
홍콩 2016.05.28 13 2016.6.10

2016.5.27.~6.3.
(일본,국제학술대회 
참가 연구논문발표
및 Session 좌장 
수행)

4 AR 다대학
원

다대학
원

2016.07.14
.~

2016.07.19
 경영세미나 

참가 중국 2016.09.18 31 2016.10.19
2016.9.24.~10.4. 
(스페인, 국제학술대
회 참석)

5 DY 더대학 거학과
2017.08.22

.~
2017.08.27

연수를 위한 
현지방문

에티오
피아 2017.10.13 17 2017.10.30

2017.10.24.~10.31
.(오스트레일리아, 
국제학회 총회/집행
이사회 참석)

6 FI 거대학 라학과
2017.07.13

.~
2017.07.22

현지상황 및 
관리제도 미국 2017.10.13 53 2017.12.05

2017.11.22.~11.25
(중국, 교류협력 참
석)

7 DZ 가대학 서학과
2018.01.15

.~
2018.01.23

학술  교류 
및 연구협의

오스트
레일리

아
2018.03.12 18 2018.03.30

2018.3.12.~3.18
(프랑스, 학술 교류 
및 연구 협의)

8 CU 더대학 바학부
2015.11.14

.~
2015.11.20

학회참석 미국 2016.02.12 54 2016.4.6

2016.1.10.~1.15
(스페인,프로그램 
인솔)
2016.4.3.~ 4.9
(학회참석 및 포스
터발표)

9 CP 거대학 라학과 2016.10.22
2016.10.25 국외현지연구 중국 2016.12.12 18 2016.12.30

2016.12.11.~12.13
(중국,국외현지연
구)

10 CW 가대학 자학과 2016.08.19
2016.08.27

연구프로젝트 
연구결과 

발표
미국 2016.10.31 35 2016.12.05

2016.11.20.~11.24
(홍콩, 연수참가자 
인솔)

11 FO 가대학 가학부 2017.06.09
2017.06.16

해외 컨퍼런스 참
석

오스트
레일리

아
2017.09.15 61 2017.11.15 2017.9..6.~9.8

(공동 심포지엄)

12 EH 라대학
원

라대학
원교학

과
2017.04.20
2017.04.25

자료사진촬영 
및 교육 필리핀 2017.07.25 61 2017.9.24

2017.6.23.~6.28
(자료사진촬영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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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J 거대학 처학과
2015.06.21

.~
2015.07.01

학회 참석 영국 2015.08.17 17 2015.9.3. 2015.8.26.~8.31.
(중국, 학회참석)

14 EJ 거대학 처학과
2015.09.24

.~
2015.10.03

연구 협력 방
문

싱가포
르 2015.11.23 21 2015.12.14 2015.11.8.~11.11

(일본, 학회참석)

15 EP 거대학 더학과
2015.05.16

.~
2015.05.23

연구동향 및 
방법파악 미국 2015.09.02 72 2015.11.13

2015.9.4.~9.7.
(러시아, 공동 연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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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 통보

제 목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아과), 재단법인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 세입·세출회계는 대학회계, 복지회계, 생활관회계로 구분하며,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이하 “재단”이라 함)은 별도의 법인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입·세출

회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단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본부장, 사무국장, 기금실장, 운영실장,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등 직원은 이사장48)이 임명하며 보수 등 사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제2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제55조제2항에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용49)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따른 별표에 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권한을 사무위임하고 있고,

48)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정관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음

49)「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겸임 허가권자임

※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운영 목적 및 수혜자

- 목 적 :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혜자 : 법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을 행하며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교직원 및 동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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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제19조의2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금운용본부장, 사무국장, 기금실장, 운영실장, 사무직원 등을 두어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서울시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중 서울시 공무

원의 경우 겸직하려면 서울시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수의 경우는 시립대학교

총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은 강촌청소년수련원 원장이 2014. 2. 15. 퇴사하자 “ ’14 운영적자 → 흑자 실현

을 위한 강촌수련원 경영혁신계획”(2014.3.2.)서에 원장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서울시립대

학교 라처 아과장을 수련원 원장을 겸하도록 재단이사장 전결로 내부결재를 득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 아과장으로 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겸직허가권자는 재단 이사장이

아닌 서울시장이므로, 강촌청소년수련원 원장을 겸직하려면 겸직허가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아래〔표 1〕의 대상자들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표 1】강촌청소년수련원원장겸직현황(’15년~’18. 7월 현재)

(※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아과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감사 대상기간(’15. 1. 1.~’18. 7. 25.) 중 서울시립대학교 아과 홍보대외협력 팀장은

아래〔표 2〕“서울시립대학교 라처 직원 겸직 현황”과 같이 재단의 기금실장을 겸하고 있고,

아과장은 재단 사무국장, 라 부처장은 재단 기금운용본부장을 겸하고 있으나 겸직 허가권자인

서울시장(서울시립대학교 총장50))에게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50) 라 부처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겸직허가권자임.

연번 성 명 소속부서 직급 겸직기간

1 GC 시립대학교 아과
아과장

(행정5급)
’14.07.25.~’15.06.30.

2 GD 시립대학교 아과
아과장

(행정4급)
’15.07.01.~’16.12.31.

3 GE 시립대학교 아과
아과장

(행정4급)
’17.01.01.~’17.12.31.

4 GF 시립대학교 아과
아과장

(행정4급)
’18.01.01.~’18.7월 현재 



- 71 -

【표 2】서울시립대학교라처직원겸직현황 (’15년 ~ ’18. 7월 현재)

※ 강촌수련원 원장은 제외

한편 강촌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로 신고하였으나, 이용자 현황을 보면 아래

〔표 3〕“강촌청소년수련원 이용자 현황” 같이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이 63%를 이용하고

있고 일반인이 37%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주말·성수기 기준)을 살펴보면 한실 6인실의

경우 시립대학교 구성원은 7만 원이나 서울시 등 협약기관은 9만 원, 일반은 12만 원으로

아래〔표 4〕“강촌청소년수련원 객실 이용요금”과 같이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과 일반인 등을

구별하여 요금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시립대학교 구성원의 복지시설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강촌청소년수련원이용자현황 (‘15년~‘17년)

(※ 출처 : 강촌청소년수련원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구  분
시립대학교 구성원 일 반

합계
재학생 교직원 동  문 소계 청소년 성  인 소계

2015년 3,659 899 4,563 9,121 1,681 3,165 4,846 13,967

2016년 3,993 1,034 3,948 8,975 1,910 3,479 5,389 14,364

2017년 4,882 957 3,384 9,223 2,466 3,519 5,985 15,208

합계
(%)

12,534
  (29) 

2,890
(7) 

11,895
(27) 

27,319
(63) 

6,057
(14) 

10,163
(23) 

16,220
(37) 

43,539
(100)

연번 성 명 직위(직급) 겸직기간 겸직업무

1 CE 라 부처장(부교수) ’15년 3월 ~ ’17년 2월 재단기금운용본부장

2 GG 라 부처장(부교수) ’17년 3월 ~      현재 재단기금운용본부장

3 GC 아과장(행정5급) ’15년 1월 ~ ’15년 6월 재단사무국장

4 GD 아과장(행정4급) ’15년 7월 ~ ’16년 12월 재단사무국장

5 GE 아과장(행정4급) ’17년 1월 ~ ’17년 12월 재단사무국장

6 GF 아과장(행정4급) ’18년 1월 ~      현재 재단사무국장

7 GH A팀장(행정6급) ’15년 1월 ~ ’15년 7월 재단기금실장

8 GI A팀장(행정6급) ’15년 7월 ~      현재 재단기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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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강촌청소년수련원객실이용요금(1실 1박기준, 2018. 9월 현재)

( ※ 출처: 강촌청소년수련원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아래의〔표 5〕“서울시립대학교 아과 홍보 대외협력팀 업무분장 현황”과 같이 서울시

립대학교 아과 홍보·대외협력팀 업무 분장 표에 의하면 교육전문직7급 GJ의 업무는 발전기금

직원 급여 관리, 발전기금 직원 인사 및 평가관리, 재단이사회 운영 등이고, 교육전문직 8급

GK의 업무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촌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며 강촌청소년수련원 서무,

강촌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집행 및 수익금 관리, 강촌청소년수련원 건물, 시설 및 부지유지 관

리 등으로 위 2명은 재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급여는 대학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다.

【표 5】서울시립대학교아과홍보·대외협력팀업무분장현황

(※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아과 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발전기금 관련 업무만 재구성))

연번 직 급 성 명 사 무 분 장 내 용

1 행정6급 GI

 ○ 대학 홍보업무 추진 총괄
 ○ 발전기금 업무 총괄
 ○ 강촌수련원 관리 및 운영 총괄
 ○ 기타 기획처 현안 업무 추진

2
교  육
전문직

7급
GJ

 ○ 발전기금 홈페이지 개선‧기금관리시스템 구축 총괄
 ○ 발전기금 목적사업 추진(학술연구, 시설확충)
 ○ 기부자 예우 및 관리행사 지원
 ○ 발전기금 회계 관리 및 세무 업무
 ○ 발전기금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 발전기금 자금운용 및 관리
 ○ 발전기금 직원 급여 관리
 ○ 발전기금 직원 인사 및 평가관리
 ○ 발전기금 DB 및 통계 관리
 ○ 재단이사회 운영 관련 업무
 ○ 발전기금 서무

3
교  육 
전문직
8  급

GK

 ○ 강촌수련원 서무
 ○ 강촌수련원 운영비 집행 및 수익금 관리
 ○ 강촌수련원 건물, 시설 및 부지 유지 관리
 ○ 강촌수련원 장비 및 물품 유지 관리
 ○ 강촌수련원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제공
 ○ 강촌수련원 소규모 사업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행정 업무

타 입 개 수 시립대학교 구성원 서울시 등 협약기관 일 반

한실(6인실) 6실 70,000 90,000 120,000

한실(8인실) 6실 80,000 100,000 130,000

양실(8인실) 3실 90,000 110,00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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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국·공립대학교 5개와 서울소재 3개(G, Q, D) 사립대

학교의 발전기금 업무 수행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립대학은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은 학교 내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표 6〕“국·공립5개 대학교 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같이 재단을 설립

하여 운영하는 타 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를 비교하였는데, 타 대학의 경우 재단에 학교직원

1명이 파견형식 등으로 발전기금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원 수는 발전기금

집행금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시립대학교는 5개 국·공립대학중 집행금액은

네 번째이고 직원 수는 두 번째였다.

【표 6】국·공립 5개대학교발전기금운용현황51)

이는 재단이 타 대학(위 조사대상 국·공립 4개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청소년수련원을 운영

하고 있으면서 재단소속 직원 5명 중 4명이 수련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이 발전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부족한 인력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시립대학교 직원

등으로 보충하고 있는 관계로 집행금액 대비 직원 수가 타 대학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재단은 1997. 7. 14. 설립되어 20년이 지났으나 여러 보직이 겸직으로 운영

되고 있고, 재단업무 중 일부는 시립대학교 교육전문직이 전담하고 있어 재단이 자립하지 못하고

시립대학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51)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한 4개 대학의 현황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고,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지 않아 유선으로 확인함

연
번

대학교별 집행금액
발전기금
설립연도 

직원수 비 고 

1 시립대학교 14억원 (’17년) 1997 9명
재단직원 5명, 서울시직원 2명,  

학교직원 2명

2 E대학교 768억원 (’17년) 1967 23명
재단직원 22명

교수 1명

3 Z대학교 13억원 (’16년) 1994 3명
재단직원 2명
학교직원 1명

4 A대학교 90억원 (’16년) 1992 6명
재단직원 5명
학교직원 1명

5 B대학교 50억원 (’17년) 1992 4명
재단직원 3명
학교직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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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의 직책을 겸직 하면서「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공무원복무조례」에 따라 사전에 겸직허가를받지않고재단직책을 겸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서울시장의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은 타 대학이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 및 집행금액,

직원 수 등을 비교하여 유사한 규모 등을 갖춘 대학에 비해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적정 직원 수를 산출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기금이 서울시립대학교

직원(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직원 등)에게 의존하여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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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특근매식비 집행내역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가과)

내 용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7.4.)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 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서울시「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017.6.)에도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을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는 특근매식비를 실제 특근을 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하거나,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게 하는 등 특근매식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기간 중 표본으로 2018. 1. 1.

~6. 30. 기간 중 특근매식비 집행 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런데 ’18. 1. 1.~6. 30. 기간 동안 아래 [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특근매식비 집행

현황”과 같이 278명의 교수가 6,326회 특근매식을 하였으나,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실제

특근을 한 교수들이 특근시간에 적정하게 특근매식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서울시립대학교교수 특근매식비집행현황 (대상기간 : ’18. 1. 1.~6. 30.)

구분 합계 1~10회 11~20회 21~30회 31~40회 41~50회 51~60회 61회 이상

인원수 278명 120명 44명 32명 20명 20명 21명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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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특근매식비를 실제 특근을 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특근매식비를 실제 특근을 한 교수들이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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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근무지외 출장자 식비 중복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사과)

내 용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17.7.26.) 제16조52)에 따르면, 국내 여행

자의 일비(1일당)는 20,000원, 식비(1일당)는 1호 해당자의 경우 25,000원, 2호 해당자의

경우 2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제9장, 인사혁신처 예규

제49호,’18.2.1.) ‘Ⅷ-1-가’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여비를 지급

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

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 사과 소속 직원의 근무지외 출장 여비 지급 시 출장자의 여비 정

산내역 중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감사기간 중 표본으로 2018. 1. 1.

~6. 30. 기간 중 사과의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한 출장비 지급 적정 여부에 대

해 점검하였다.

52) 국내여비지급표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상한액:
70,000원)

20,000

 *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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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표] “근무지외 출장여비(식비) 과지급 내역”과 같이 근무지외 출장 시 회의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받았으나, 여비 지급 시 식비를 감액

하지 않고 2만 원~2만5천 원씩 전액 정산하여 총 31건 368,210원을 중복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근무지외출장여비(식비) 과지급 내역

순
번

근무지외 출장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과지급
(원)직급 성명 출장기간

(2018년) 출장목적 식비
지급액 집행내역 집행금액

(원)
사용
일시

1 가처장 GL 4.25.
2018년

고교교육기여대
학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면접평가 참석

25,000

회의비 145,000
4.25.

8,330

2 나처장 GM 4.25. 20,000 6,660

3 사팀장 GN 4.25. 20,000 6,660

4 책임입학사정관 GO 4.25. 20,000 6,660

5 선임입학사정관 GP 4.25. 20,000 6,660

6 선임입학사정관 GP 5.3. 2019학년도
전국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추진,
UOS학부모

초청
입학설명회,

UOS교사대상
학생부

종합연수

20,000

춘천 JA고
(회의비) 244,000 5.3.~

5.4.

6,660

7 책임입학사정관 GO 5.3.~5.4. 40,000 20,000

8 입학사정관 GQ 5.3.~5.4. 40,000 20,000

9 입학사정관 GR 5.3.~5.4. 40,000 20,000

10 입학사정관 GS 5.3.~5.4. 40,000 20,000

11 입학사정관 GT 5.3.~5.4. 40,000 20,000

12 책임입학사정관 GO 5.8.~5.9.
2019학년도

전국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추진,
UOS모의전형

관련

40,000

진주 JB고,
울산JC고,
거창 JD고
(회의비)

189,500 5.8.~
5.9.

13,330

13 입학사정관 GQ 5.8.~5.9. 40,000 13,330

14 입학사정관 GU 5.8.~5.9. 40,000 13,330

15 입학사정관 GR 5.8.~5.9. 40,000 13,330

16 입학사정관 GV 5.8. 20,000 13,330

17 행정6급 GW 5.14. 2019학년도
전국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추진

20,000 대구 JE고,
대구 JF고
(회의비)

146,000 5.14.
~5.15.

6,660

18 입학사정관 GV 5.14.~5.15. 40,000 13,330

19 입학사정관 GT 5.14.~5.15. 40,000 13,330

20 책임입학사정관 GO 5.17. 2019학년도
전국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추진

20,000 대구 JG여고
(회의비) 58,000 5.17.

6,660

21 선임입학사정관 GP 5.17. 20,000 6,660

22 책임입학사정관 GO 5.21.
UOS교사대상

학생부
종합연수

20,000
용인시 JH고

(회의비) 48,000 5.21.

6,660

23 입학사정관 GQ 5.21. 20,000 6,660

24 입학사정관 GR 5.21. 20,000 6,660

25 선임입학사정관 GP 5.23.~5.24. 2019학년도
전국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추진,

UOS학부모
초청입학설명회

40,000 JI고,
경주 JJ여고

(회의비) 129,000 5.23.
~5.24.

20,000

26 입학사정관 GV 5.23.~5.24. 40,000 20,000

27 입학사정관 GU 5.24. 20,000 13,330

28 입학사정관 GQ 5.28.~5.29 2019학년도 40,000 대전 JK고, 115,000 5.28. 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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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감사 제출 자료)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과지급된 근무지외

출장여비 368,21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9 입학사정관 GR 5.28.~5.30.
전국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추진
40,000 대전 JL고

(회의비) ~5.30. 13,330

30 입학사정관 GV 5.31. 2019학년도
전국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추진

20,000 대전 JM고
(회의비) 42,000 5.31.

6,660

31 입학사정관 GT 5.31. 20,000 6,660

합 계 925,000 1,116,500 36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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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실험실 안전 및 실험실 시약 등 관리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마과)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는 총 317개 실험실습실을 운영하고 있고, 더학과 ●●실험실 등

107개소 화학실험실습실이 있으며, 화학실험실습실에서는 2018. 7월 현재 클로로포

름, 메탄올 등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약 등을 사용 및 보관·관리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

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같은 법 제6조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53)

한편「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별표1]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방법”에 의하면 화학연구·실험·실습실화학약품은 성상별(금수성54),

부식성, 독성 등)로 분류하여 약품 전용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시약병의 파손에

의한 상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보관대에 가이드바를 설치하여야 하고, 유독성

5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하고,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이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

하는 자,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

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함
54)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발열반응, 화재 또는 폭발 등을 일으키는 물질(산업안전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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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은 별도의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액은 종류별로 보관하고, 용기에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직접 조제한

시약은 시약별 제조일자, 제조자 성명, 약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록·부착하고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하고, 화학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55)를 비치하고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1]에 따라 연구실의 유형에 맞게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대학 실험실 내 유해

화학물과 시약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실험실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감사기간 중 서울시립대학교 화학실험실습실 중 제2

공학관 및 자연과학관 실험실을 표본으로 실험실 안전 및 실험실 시약 등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런데 아래【표】“화학물질, 폐시약, 가스 등 관리 주요 부적정 사례”와 같이 ●◯연

구실(파학과, 제2공학관 △호), ◯●실험실(파학과, 제2공학관 ▲호) 및 ◯◯실험실(하학

과, 제2공학관 ▽호)에서는 실험실 시약을 음식물(술 등)과 같이 혼재하여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었으며,

◐연구실(파학과, 제2공학과 ▼호), ◯●실험실(파학과, 제2공학관 ▲호), ◑연구실

(하학과, 제2공학관 ◁호) 등 다수 연구실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서 사용용도를 확인 할 수 없는 폐기가 불가피한 폐시약 등을 다량 보관하고

있었고,

가스용기의 경우 충전기한이 초과된 경우 밸브의 부식으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며

용기 두께의 감소 및 용기 하부의 부식발생으로 용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55)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상·보건상의 기초 자료(화학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 번호, 유해한 물리·
화학적 특성 그리고 알려진 급·만성 건강 자료가 포함)를 정리하여 이에 따른 항목을 세분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취급 물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문서(국방과학
기술용어사전, 2011.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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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한이 초과된 가스용기는 즉각 교체하여 가스누출 및 기타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나56), ●◯연구실(파학과, 제2공학관 △호), ◯●실험실(파학과, 제2공

학관 ▲호) 등의 연구실에서는 충전기한이 초과한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57)

그리고 ◯◯실험실(제2공학관, ▽호) 앞 복도 인화성물질 저장고에는 톨루엔

[Toluene],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등 다량의 인화성물질이 잠금장치 없이

보관되어 있어서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연구실(파학과, 제2공

학관 ▼호) 등 다수의 연구실에서는 화학실험실 내 유독성 약품을 보관하고 있으면

서도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등 [붙임] “화학실험실 안전 및 실

험실 시약 등 관리 부적정 내역”과 같이 실험실 약품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

다.

【표】화학물질, 폐시약, 가스 등 관리 주요 부적정 사례

56) 서울시립대학교(마과)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
57) 2018. 7월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충전기한이 초과한 가스용기는 임대한 가스업체에 반납 조치(2018.10.17.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학과 실험실명 관리 부적정 사례

파학과
◐연구실앞

(제2공학관, ▼호)

1. 시약 성상별 미분류혼재 보관
2. 복도에 비치된 시약장은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시약을 보관하고 있
었음: 페놀 등 29개 시약병은 표지가훼손되어유효기간을알수없거나, 내
용물을알수없어폐기가 불가피함(’15년 연구실이 개장된 이후 한번도 사용치
않고어떤용도인지도 모르는 시약을 방치해둠)

파학과

◯●실험실

(제2공학관,
▲호)

1. 실험실 안전정보 기재 미흡
2. 폐시약 보관 부적정: 아세톤, 실리카겔등 실험실내 보관 및 다이옥신 전처

리실내에 시약 보관
3. 시약보관 냉장고 관리 부적정: 시약보관 냉장고 내 물이새고 있어서 고체성

시약보관에부적정, 음식물과 시약혼합 보관
4. 다이옥신 후드실 폐시약 등 보관 부적정: 다이옥신 후드실 내 시약 및 가스

방치(질소, 산소, 혼합가스)
5. 실험실내 누수로 전기 감전 위험

파학과
●◯연구실

(△호)

1. 실험재료(시료와 음식물(술) 혼합보관)
2. 충전기한 초과 산소가스 사용
3. 시약 등 보관 부적정–오래된폐시약, 산, 톨르엔, 메탄올, 황산혼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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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화학실험실 안전 및 실험실 시약 등 관리 부적정 내역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자체 개발한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홈페이지를 개설

하여 위험물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위험물(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 프로그램을 배포(2018. 3. 21.)58)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자체 위험물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또는 교육부

에서 배포한 위험물(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험실습실 위험물(시약 등)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위험물의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립대학교는 위 [표] ‘화학물질, 폐시약, 가스 등 관리 주요 부적정

사례’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내용물 조차 알 수 없는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을

실험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 2018.7월 감사일 현재 실험실습실 위험물(시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였다.59)

58) 교육부 교육시설과-3358.(2018.3.21.)
59) 2018. 7월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마과에서는 화학물질 및 폐시약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시설과-

6282, 2018.7.3.)을 각 학과로 보내서 전수 조사 후, 사용이 불가능한 폐시약을 폐기 조치하였음

하학과
▣실험실

(제2공학관, ♤호)

1. 가연성 물질 다량보관
2. 유독성 물질 개방된 시약장에 다량보관: 초산에틸은 ’10. 2. 20까지 유통

기한이나 ’18. 7월 현재까지 보관하는 등 11개의 시약이 유통기한이 지
났으며, 벤젠 등 45개 시약은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알수 없어폐기가 불가피함

하학과

◑연구실

(제2공학관
◁호)

1. 개방된 시약장에 시약 다량보관
2. 장기 미사용 시약 보관: 이소프로필알코올은 ’12. 6. 15.까지 유통기한

이나 ’18. 7월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5개의 시약은 유통기한이 지
났으며, 유황등 66개 시약병은 표지가훼손되어유효기간을알수 없거나,
내용물을알수 없어폐기가 불가피함

3. 시약 성상별 미분류혼재 보관

하학과
◯◯실험실

(제2공학관, ▽호)

1. 실험실내냉장고에 시약 및 술혼합보관
2. 시약장 시약관리 부적정: 아세톤 등 112개 시약병은 표지가 훼손되어 유

효기간, 내용물을알수 없는 시약으로폐기가 불가피함
3. 실험실내 유해화학물 방치
4. 복도 인화성물질 저장고에 다량의 인화성물질을잠금장치 없이 보관
5. 복도 인큐베이터에 시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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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건물의 복도는 공용통로로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외부로 대피하는 통로 및

피난시설, 방화시설이 설치된 공간으로 적치물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시약 등 관리 부적정 내역
학과 실험실명 관리 부적정 사례

처학과
▒ 메탄올(2013. 3.) 등 3병 유효기간 도과

▤ 이소프로필알코올(2009. 4.) 등 11병 유효기간 도과

바학부

◯●실험실 에틸알코올(2009. 1.) 등 2병 유효기간 도과

▥연구실 아세톤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어 폐기 불가피

▨연구실 톨루엔, 초산에틸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
기가 불가피한 시약 132병

더학과 ▧실험실 디메틸설폭사이드(2014. 10) 등 2병 유효기간 도과

라학과
▦연구실 염산(1993. 5.) 유효기간 도과, 질산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

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20병

▩연구실 염산(2000. 2.) 등 4병 유효기간 도과

고학과 ♨기자재실 에탄올(2012. 6.) 등 유효기간 도과

하학과

▣실험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2013. 10.) 등 10병,황산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45병

☏실험실 질소 충전기한(2016. 11.) 도과 등 2건,시클로헥산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3병

◑연구실 이소프로필알코올(2012. 6.) 등 5병 유효기간 도과유황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68병

☎연구실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는 시약 등 9병 유효기간 도과

◯◯실험실 질산구리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
가피한 시약 112병

파학과

☜ 과황산암모늄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178병

☞연구실 클로로헥산(2013. 6.) 등 5병 유효기간 도과, 벤젠, 포름산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
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6병

¶기기실 앞
†연구실 앞

연구과제 및 학위 논문 실험과정에서 발생된 oil류 등의 다량의 시료를 잠금장치도 하지
않고 복도 냉장고에 보관염화아연(2011. 9.) 등 21병 유효기간 도과

‡연구실 탄산 충전기한(2018. 5.) 도과, 비스페놀 A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
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186병

↕실험실 고순도 공기(2018. 2.), 헬륨(2018. 4.) 충전기한 도과, 벤젠, 톨루엔, 질산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196병

↗연구실 질산 은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
피한 시약 152병

◯●실험실 벤젠, 클로로벤젠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
기가 불가피한 시약 73병

↙연구실 페놀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
한 시약 150병

↖연구실 포름알데히드 수용액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11병

↘실험실 니트로 벤젠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9병

♭연구실 벤젠, 톨루엔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15병

◐연구실 페놀, 질산 등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한 시약 29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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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연과학관 3~5층 및 제2공학관 1~2층 복도에는 실험실 공간 부족을 이유로

시약장을 복도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유해성 취급주의 표시가 있는 약품(시약 등)이

잠금장치 없이 놓여 있었으며, 실험실습기자재 및 가스통들을 복도에 보관하고 있어서

유해화학물(시약, 유독성 약품 등) 등의 도난, 분실 우려와 화재시 피난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60)

※ 2018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결과61)

- 검토판정: 통로에 실험기자재가 많이 나와 있으며, 가스통들도 방치되어있음.
화재시 대피가 어려울 수 있음.

☞ 시립대 마과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피난통로 정비 시정 요청 공문(마
과-3620, 2018.4.12.)을 발송하여 제2공학관 건물 복도에 가스용기, 폐기물 등이 방치 된 
위반 사례를 통보하고 2018. 4. 20.까지 조치토록 요청하였으나, 2018. 7월 감사일 현재
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었음.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실험실 내 유해화학물과 시약 등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연구실 공간부족으로 복도에 보관하고 있는 실험실습기자재, 시약장, 가스통 등에

대해 도난, 분실 방지 및 화재 시 피난로 확보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단계별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0) 2018. 10. 17.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실험실 공간이 부족해 실험실습기자재를 복도에 비치하는 등 안전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제1공학관 건축물 철거 후 미래융합관을 신축하여 공간을 확보할 예정에 있다고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하였으나 건물 신축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공간 확보 전까지 유해화학물 및 유독물의

도난, 분실 방지 대책과 화재시 피난로 확보 방안 등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
61)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18년 연구시험실 정밀 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임(주관부서: 마과, 계약업체: ㈜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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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화학실험실 안전 및 실험실 시약 등 관리 부적정 내역

연번 건물 학과 실험실명 지적사항 비고

1

제2
공학
관

파학과
♩

연구실험실

1. 실험실 안전정보 미기재

2. MSDS 미부착

2 파학과

†연구실 및

실험실

1.폐시약 다량보관(4통) 및 라벨 미부착

2. 연구실 앞 냉장고에 연구과제 및 학위

논문 실험과정에서 발생된 oil류 등의

시료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시건이 되지

않은 채 복도에 보관

3 파학과 ↙ 실험실

1. 실험실 안전정보 미기재

2. 가스 미고정, 고압가스 복도 보관(소

방법 위반)

3. 에테르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미시건

4. 실험실 폐기물 보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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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학과 ☞실험실
1. 유해인자 관리대장 미기재

2. 복도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시약장 미시건

5 파학과 ●◯연구실

1. 실험재료(시료와 음식물(술) 혼합보관)

2. 충전기한 초과 산소가스 사용

3. 시약 등 보관 부적정 – 오래된 폐시약,

산, 톨르엔, 메탄올, 황산 혼재 보관

6 파학과 ◯●실험실

1. 실험실 안전정보 기재 미흡
2. 폐시약 보관 부적정: 아세톤, 실리카겔

등 실험실내 보관 및 다이옥신 전처리
실내에 시약 보관

3. 시약보관 냉장고 관리 부적정: 시약보
관 냉장고 내 물이 세고 있어서 고체성
시약 보관에 부적정, 음식물과 시약
혼합 보관

4. 폐시약 등 보관 부적정: 다이옥신
후드실 내 시약 및 가스 방치(질스, 산소,
혼합가스)

5. 실험실내 누수로 전기 감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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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학과 ‡실험실
1. 폐약 관리 부적정: 라벨링 미부착

2. 충전기한 초과 탄산가스 사용

8 파학과 ↕실험실

1. 실험실 안전정보 미기재

2. 시약 성상별 미분류 혼재 보관

- 벤젠, 톨루엔, 질산, 메탄올 등 196개

시약병은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

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air zero(고

순도 공기) 및 헬륨(99.999%) 가스는

충전기한이 초과되었음

9 파학과 ◐연구실

1. 시약 성상별 미분류 혼재 보관

2. 복도에 비치된 14년 구매 시약장은 ‘15년

연구실이 open이후 시약을 사용치 않고

미시건된 채 보관하고 있었음(페놀

등 29개 시약병은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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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학과 ♭연구실
1. 시약 성상별 미분류 혼재 보관: 산,

염기 혼합보관, 식약장 밖에 별도 보관

11
에너지환경

시스템
↘처리실 1. 폐시약 보관부적정: 폐시약 8통 보관

12 하학과 ♬연구실
1. 유효기간 초과 가스 사용

2. 고압가스 보관함 미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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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학과 ◑연구실

1. 개방된 식약장에 시약 다량보관

2. 장기 미사용 시약 보관: 이소프로필알

코올은 ’12. 6. 15.까지 유통기한이나

현재까지 보관 사용하는 등 5개의 시

약은 유통기한이 도과했으며, 유황 등

66개 시약병은 표지가 훼손되어 유효

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함

3. 시약 성상별 미분류 혼재 보관

14 하학과 ♪실험실

1. 충전기한 초과 가스 사용

2. 인화성물질 시약 방치: 사이클로 헥

산, 햅텐 등

15 하학과 ◯◯실험실

1. 실험실내 냉장고에 시약 및 술 혼합보관

2. 시약장 시약관리 부적정(아세톤 등

112개 시약병은표지가 훼손되어 유효

기간,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시약으로

폐기가 불가피함)

3. 실험실내 유해화학물 방치

4. 복도 다량의 인화성물질 저장고 미시건

5. 복도 인큐베이터에 시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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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학과 ♧실험실 1. 가연성 물질 저장고 미시건

17 하학과 ▣실험실

1. 가연성 물질 다량 보관

2. 유독성 물질 open된 시약장에 방치

- 초산에틸은 ’10. 2. 20. 까지 유통기

한이나 현재까지 보관 사용하는 등 11개

의 시약은 유통기한이 도과했으며,

벤젠 등 45개 시약은 표지가 훼손되

어 유효기간을 알 수 없거나, 내용물

을 알 수 없어 폐기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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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하2층

중앙계단

1. 폐시약 무단 보관

- 염산, 메탄올, 아세톤 등 폐시약 5병

무단 방치

19

자연

과학

관

더학과 ♥실험실 1. 충전기한 초과 가스 사용

20 더학과 ♡실험실

1. 시약 성상별 미분류 혼재 보관: 아세

트산(1류), 메탄올(4류) 혼재 보관

2. 소액 시약 보관 부적정(시약병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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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더학과 ♠실험실

1. 시약장 미시건 보관(산-유해화학물

보관)

2. 시약 성상별 미분류 보관: 아세톤,

프로피오닉산

22 더학과 ♣실험실 1. 시약 보관 부적정: 시약병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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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연구 및 실험실습기자재 등 물품관리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다과, 라과)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연구 및 실험실습기자재 등 물품관리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구매한 물품을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 및 관리 운영하여 구매한 장비가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장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장기 미활용 등 관리 부적정

연구장비62)의 내용연수는 통상 5년~10년으로 장기 활용이 가능한 데 비해 연구과제

기간은 3년 내외로 연구종료 후에도 연구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연구장비 구매 시

활용도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장비 구매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가의 연구장비 중 활용도가 높지 않거나 특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연구장비 임차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의 경우 등에는 연구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연구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임차제도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과제 수행 시 구매한 연구 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 활용과 서울시립대학교 부서

(학과, 연구실 등) 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연구장비는 공동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감사기간 중 서울시립대학교 연구 및 실험실습기자재 활용

62) 연구장비(Research Equipment): 10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함.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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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연구 및 실험실습기자재가 구매 후 활용이 저조

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연구실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부적정

◑연구실에서는 “◰◰ 연구”(연구기간: 2010. 5. 1.~2013. 4. 30.)와 관련하여 입자측정

장치 등 실험실습기자재 5대를 2008년~2010년에 구매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아래 [표1] “◑연구실 유휴 실험실습기자재 현황”과 같이 연구과제가 종료 된 2013년 이

후 활용치 않고 있었다.

【표1】◑ 유휴 실험실습기자재 현황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나. ◯◯실험실 실험실습 기자재 등 관리 부적정

◯◯실험실은 하학과 전임교원(CQ 교수)의 실험실로 교수 및 대학원생이 연구실에 설

치된 기자재를 활용하여 2016년도까지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6년 연구

과제가 완료된 후 본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이 2016년에 졸업하고 담당 전임교원의 이

직63) 이후 아래【표2】“◯◯실험실 유휴 실험실습기자재 현황” 과 같이 실험실 및 실험실

습 기자재는 제대로 활용 및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표2】 ◯◯실험실 유휴 실험실습기자재 현황

63) 퇴직일: 2018. 2. 1

연번 물품명 규격 취득일 금액 활용시기

1
입자측정장치

Shimadzu,JP/SALD-2000J,
측정범위:0.1~2000 ㎛

2008.11.24 61,000,000
2008~
2013

2
Shimadzu,JP/SALD-2000J,
측정범위:0.1~2000 ㎛

2009.01.13 65,000,000

3 기압계
지시기압계, Ota,

JP/920~1080mbar, 지시기압계
2010.10.05 4,532,000

2010~
2013

4
실험실용

유체압력계
압력계, TSI, US/TSI-8702,

미차압계
2010.11.04 2,805,000

5 유량계
유량계, AVL, DE/735S, Fuel

mass flow meter
2010.11.04 2,220,000

연번 물품명 규격 취득일 금액 활용시기

1 미량원심분리기
미량원심분리기, (부분품)비전과학,
Centrifuge Rotor, 21000rpm

1993. 1. 1. 5,500,000 1993~2013

2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건조기, Toyo Seisakusho,
JP/VO-320, 진공건조기,

1997. 2. 12. 1,700,000 199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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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립대학교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다. ◉실험실 연구기자재 등 관리 부적정

◉실험실에서는 2010. 6. 9. “아파트단지 옥외공간의 음환경 개선을 위한 음향특성 평가

및 녹화모듈 설계”(한국연구재단, 연구기간: 2011. 5.~2016. 4.)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음

향측정기기 및 데시벨미터(규격: 소음계, Rion, JP/NA-24, 금액: 30,610,000원)를

2010. 6. 9. 구매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2016년 연구과제가 종료된 하반기

이후 활용치 않고 있었다.

라. ◒실험실 실험실습 기자재 등 관리 부적정

파학과 ◒실험실에서는 난분해성유기물질의 정밀측정을 위해 실험실습장비 액체크로마

토그래피를 구매(2017. 6. 15. 납품, 17백만 원)하였으나, Autosampler64)부분이 제외된

manual 주입 형태65)로 기자재를 구매하였으나,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 시간이 오래 소요되

고, 직접 주입할 경우에는 샘플 혹은 표준품이 주입되는 양이 조금씩 상이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이유로 구매 후 사용치 않고 있었다.

또한 ◒실험실에는 기체그래마토크래피 2대, 미립자 계수기 등 실험실습 기자재 총 5

대가 고장 등으로 사용 할 수 없었으며,

그 중 기자재인 Agilent GC6890 NPD(2007, 19,500천 원)의 경우 2016년

위층 실험실(하학과 실험실 ◓호)의 누수로 인해 메인보드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하였으며,

Varian GCMS/MS(2009, 165,000천 원) 기자재도 2018년 3월 위층 실험실(하학과 실

험실 ◓호)의 누수로 인해 고장이 나서 2018. 7월 현재 수리(수리비: 15백만 원)를 요청

한 상태로 실험장비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고 있었다.

64) Autosampler: 시료 자동 주입기, 2018. 7. 20.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추가 장비로 Autosampler 구입
65) manual 주입 형태: 시료 수동 주입 방법

3 배양기 인큐베이터(배양기), 500*450*800 2001. 4.13. 1,244,000 2001~2013

4 초순수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AquaMAX

Ultra-370, 20L/h
2009. 5. 11. 10,800,000 2009~2016

5 반응기
반응기, 아이드ENG,

ASR-R-1000, 가스화반응기
2013. 5. 21. 29,170,000 2013~2017

6 탁상형원심분리기 탁상형원심분리기, 자이로젠, 1248 2014. 10. 1,045,000 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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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학관 누수로 인한 기자재 고장 관련 하학과 의견 제출

- 사고 경위 

     2018. 3. 30(금) 오전 하학과 실험실(◓호) 바닥에 고인 물이 연구실 천장을 통해 새면서 발생. ◓호 실

험실에 설치된 기자재 일부와 실험대 수도꼭지를 연결한 연결고리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빠지면서 

물이 바닥에 고인 것으로, 실험 수행 후 실험대의 수도꼭지 잠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주

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3층 바닥에 고인 물이 고였으며, 제2공학관의 기본 배수관시설 미비(수도배관

시설의 노후화 및 배수관 미설치 등)로 인해 아래층 천장 쪽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음

  - 향후 조치계획

     제2공학관에 누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실험 수행 시 주의하며, 시설 안전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운영할 계획임. 

     2차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추가 설치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마과와 협의하여 대

책마련 추진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더대학 하학과 감사 제출 자료 재작성)

마. ◯●실험실 실험실 및 실험실습 기자재 등 관리 부적정

◯●실험실 내 ◔실은 2016년 이후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치 않고 있었

으며, ◔실 내에는 사용치 않는 다량의 시약과 질소, 산소, 혼합가스 등 가스통들이 방치

되어 있었다.66) 또한 ◯●실험실은 건물 누수로 인하여 전기 감전 등 사고의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67)

바. 기타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관리 등 부적정

◕연구실(거학과, CC 교수)에서는 데스크톱컴퓨터(12백만 원)를 2017. 10월 구매 취

득하였으나 취득시점에 담당 교수의 연구년 출장을 이유로 구매 후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미사용하고 있었다.

위 “가.~바.”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가 저활용·유휴장비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6) ◯●실험실에서는 2018. 7월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현재 사용치 않는 ◔실은 폐쇄 조치하였음
67)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건물 누수의 원인은 비가 많이 올 경우 빗물이 실험실 내부 덕트에 흘러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감사 지적이후 마감 조치를 완료함(2018. 10. 17.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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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효율적인 연구시설 장비 관리를 위해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68))을

마련 시행 중에 있으며,

연구시설 장비의 특성상 과제가 종료되거나 전문 인력의 부재 등을 이유로 구축

당시의 계획과는 다르게 저활용·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 같이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국가 연구시설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연구장비 공동

활용 촉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참고하여 연구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를 위한 지침과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자재 활용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1회

이상 기자재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연구과제를 위해서만 활용되어 연구장비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연구과제 종료 후

활용도가 저조한 저활용·유휴장비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69)

한편 「서울시립대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규정」제8조에 따르면 기자재 사후관리

점검 및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활용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70), 이후 “2017년 실험실습기자재 구매·관리 개선 추진계획”

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창조과학부)는 효율적인 연구시설 장비 관리를 위해서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 표준

지침」을 마련 시행 중, 2016. 5. 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 및 시행 중에 있음
69) 2018. 10. 17.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3천만 원 이상 또는 미만의 장비라도 공동활용을 위하여

NTIS(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공동활용 및 유휴장비 등에 대해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답변함



- 99 -

수립이후 2018년 2월에 이르러 처음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이 또한 2017년 9월

이후 신규 구매·취득한 실험실습기자재에 한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여(’18년 평가 시 30종

실험실습기자재만 대상임) 기존 구매 활용 중에 있는 실험실습기자재 활용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71)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신규 구매하는 연구 및 실험실습기자재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교에서 관리·운영 중인 연구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자재 활용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2.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방법 개선 필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물품 운용 및 관리 방법 종합개선계획”(재무과- 6109,

2017.6.28.)을 수립하여 물품관리관은 대학(원)장·처장(3차 책임), 분임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은 학·부과장, 과장 또는 담당주사(2차 책임), 실사용자는 교수, 담당(1차 책

임)으로 지정하여 실험실습기자재의 사용자와 관리자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실험실습기자재의 활용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아래 “물품관리대장상

사용 및 관리자와 실제 사용자가 상이한 사례”와 같이 물품관리대장상 사용 및 관리자와

실제 사용자(교수, 담당)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실험실습기자재 분실 우려가 높고, 실험

실습기자재의 정확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실험실습기자재를 관리 운영

하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대장 정비가 필요하다.

70)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관리 개선 추진계획(연구지원과-3534, 2017.8.30.)
71) 2018. 10. 17.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실험실습기자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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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대장상 사용 및 관리자와 실제 사용자가 상이한 사례

 물품관리(실험실습기자재)대장상 더학과 전공실험실(담당-GX 교수)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

는 것으로 되어있는 초순수제조기(휴먼과학, SHUP380, 2014.12.24., 4,650,000원)는 실제

HJ 교수 실험실(◘실험실)에서 사용

◗실(담당-EZ 교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화학용초음파분쇄기(YAMAMOTO, JP/50, 2001.

5. 30., 7,100,000원 등 2대)는 실제 GX 교수 실험실(♡실험실)에서 사용

 ◖실험실(담당-AC 교수)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배양기(Chamlide TC,

2011. 8. 30., 41,800,000원)은 GY 교수 실험실(♠실험실)에서 사용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및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활용률을 전수조사

하여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성과관리하고,「서울시립대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1회 이상 기자재 활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 특정 연구과제를 위해서만 활용하여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연구과제 종료 후 활용도가 저조한

저활용·유휴장비 등에 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및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동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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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공동기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공동기기센터)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장비와 장비기술을 교내 구성원 및

산업체 연구소에 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 발전과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고가

첨단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학·연과의 연계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7. 2. 8. 공동기기센터를 개원하였다.

연구장비72)의 내용연수는 통상 5년~10년으로 장기 활용이 가능한 데 비해 연구

과제기간은 3년 내외로 연구종료 후에도 연구장비의 활용이 가능하고, 고가의 연구장비

중 활용도가 높지 않거나 특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연구장비 임차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분야의 경우 등에는 연구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연구장비를 공동활용

하거나, 연구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연구장비 공동

활용 또는 임차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연구장비의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73)

72) 연구장비란 ‘1백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하며, 주로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며,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출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1의1] 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
73)【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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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 첨단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개원한 공동기기센터를 내실있게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7월 감사기간 중 서울시립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공동기기센터에서는 총 3대의 공동활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는 고장으로 공동기기센터에 입고 된

2017. 11월 이후 2018.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17. 11월 공

동기기센터 재산으로 전환된 이후 고장으로 실제 사용된 내역은 없었으며 ’18. 8월 수리),

2017. 9월에 취득한 로봇암 1대는 ◱상가 내 ◱캠퍼스에서 사용 중에 있었으며,

공동기기센터 내에는 사실상 2018. 1. 31. 입고한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FE-SEM) 1대만이 센터 내에서 운영 가능하였으며, 관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주2회만 운영(장비 도입 후 감사일 현재까지 총16회 활용) 하는 등 센터 내 장비보유율이

낮고 공동기기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타 대학에 설치된 공동기기센터 등의 기자재 보유 현황을 확인하였

으며, 아래 [참고] ‘타대학 등 공동기기센터 등 기자재 보유현황’74)과 같이 2018.7

월 현재 E대학교는 69대, Y대 31대, B대 38대 등의 공동활용 장비를 보유한 대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시설 장비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이하‘NTIS’라 한다)을 구축 운용하고 있음 

    ※ NTIS :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연구장비의 중복구매 방지를 목적으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 공동관리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시설장비를 외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음
    ※ ZEUS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최고의 

장비활용 종합포털 사이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구축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예약시스템(zeus.nefc.go.kr).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장비예약서비스 업무를 한곳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형 서비스 제공

74) 【참고】 타대학 등 공동기기센터 등 기자재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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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서울시립대학교의 공동활용 장비 보유율이 낮았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연구기자재를 공동활용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동

기기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과 공동활용 장비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고가의 첨단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및 연구

기자재를 공동 활용한다는 공동기기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동기기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타대학 등 공동기기센터 등 기자재 보유현황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학교명
장비보유
현황

학교명
장비보유현

황
학교명

장비보유
현황

학교명
장비보유
현황

E대학교 69대 Y대학교 31대 B대학교 38대 Q대학교 31대

AC대학교 37대 AA대학교 48대 J대학교 53대 AD대학교 20대

I대학교 55대 AB대학교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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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교원 비위사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나과)

내 용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제8조의2 및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

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나대학원 DK 교수(전임교수)와 관련하여 2016. 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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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공문을 접수75)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2018. 7월 감사일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소유

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토록 되어 있는 업무를 해태 하고 있

었다. 76)

※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내용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죄명 처분내용

- DK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출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공무원 비위사건과 관련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교원의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75) 공무원범죄 처분결과통보에 따른 행정처분결과 통보 요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000호)
76) 2018. 7월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18. 7. 19.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경징계)을 요구함



- 106 -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미신고 가설건축물 구축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바과, 라과, 마과, ◸관, 마학부, 더학과)

내 용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20조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그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4조·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되지 않은

미신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립대학교는 교내 “학생회관 후면 판넬 건물” 등 [붙임] ‘미신고 가설건

축물 현황’ 과 같이 총 6건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에도 미신고 가설건축물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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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①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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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미신고 가설건축물 현황

연번 구축 위치 구출물
구축

시기
용도 면적 비고

1
학생회관 후면

판넬건물
가설건축물

‘99년 경

으로 추정
탈의실 및 창고 43.20㎡ 바과

2
재활용센터 내

압롤보관소
가설건축물 확인안됨 압롤보관소 40.49㎡ 마과

3
허학과

◚실험창고
가설건축물 확인안됨 토목구조실험창고 63.65㎡ 마과

4
정문 쪽

버스주차장
컨테이너 2대 ’16.6.3.

실내체육관,
실험실습실에서 사용
중인 수업실습 기자재
보관․활용을 위한

대체공간 확보

 48㎡
(24㎡,
2개동)

◸관

5
◛

실험동
가설건축물 ’16.

3D프린팅 머신 가설

창고
13.72㎡ 마학부

6 ◍실험실 컨테이너 ’03 생물학적 무균함 8.93㎡ 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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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서울시립대학교 A회 식품영업 미신고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바과), 서울시립대학교 A회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 A회운영 규정」에 의하면 서울시립대학교는 바과 교직원의 교내 생

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A회(이하 ‘A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

으며 수행하는 사업은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패스트푸드점 등이며 사업의 범위는 A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회의 주체는 서울시립대학교(대표: 총장)이며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하부 조

직으로 A회를 두며 위원장은 학생처장, 부위원장은 라 부처장이 되며, 위원장 산하에 복지

사업부를 두며 부장은 바과장이 겸임하며, 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복지사업팀장과 복지사

업 주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는 집단급식소 및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될 때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식품위생법」제51조 및 제52조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A회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

고한 집단급식소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집단급식소에는 1인 이

상의 조리사와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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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회는 학생회관 1층의 패스트푸드점 등 아래 〔표 1〕“식품영업 미신고 현황”과

같이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11.5.26. 집단

급식소로 신고한 서울시립대학교 구내식당의 신고 면적 2,137.99㎡ 중 118.5㎡를 ’08.3

월부터 “■□카페”로 사용하고 있어 면적이 변경77)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표 1】 식품영업 미신고 현황

(※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A회 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A회는 ’11. 5. 26. 자연과학관식당 및 구내식당을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였고,

’11. 8. 10. 본관식당을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총 3개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표 2〕“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미배치 현황”과 같이 본관식당과 자연과학관

식당에 일부기간 동안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표 2】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미배치 현황(’15년~’18. 7월 기준)

 (※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A회 정규직원 급여지급 내역서 재구성)  

77)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신고대상임.

연번 위 치
신고면적
(㎡)/실제
면적 (㎡)

설치일자 업소명칭
취급
품목

비고

1 학생회관 1~2층 2,137.99/
2,019.49

2011.05.26.
신고완료

서울시립대학교
구내식당

집단
급식소

’08년3월 변경
신고 미이행

118.50㎡ 축소

2 학생회관 2층 118.50 2008년3월 학생회관점 카페 커피 등 미신고 영업

3 학생회관1층 87.79 1999년2월 학생회관1층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음료 미신고 영업

4 자연과학관1층 99.50 2001년1월 자연과학관점 카페 커피 등 미신고 영업

5 전농관1층 135.00 2015년9월 전농관점 카페 커피 등 미신고 영업

6 도서관1층 57.22 2018년3월 도서관점 카페 커피 등 미신고 영업

집단급식소 명칭
및 신고일자

영양사 및 조리사 미배치 현황
영양사 조리사

본관식당
(’11. 8. 10. 신고) - ’15년~’17년 - ’15. 1~2월,

- ’15. 9월~’18. 7. 20.

자연과학관식당
(’11. 5. 26. 신고)

- ’15. 1월~’16. 2월
- ’17. 1월~2월
- ’17. 7월~8월
- ’18. 1월~’18. 7. 20. 현재

- ’15. 1월~2월,
- ’15. 7월~8월
- ’16. 1월~2월
- ’17. 1월~2월
- ’17. 7월~8월

- ’18.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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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학생회관 1층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5건에 대한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내식당

에 대한 변경신고 하시고,「식품위생법」기준에 맞게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 조리사

및 영양사를 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집단급식소의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단급식소에 영양

사와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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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강촌청소년수련원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내 용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발

전기금 운영규정」(이하 “재단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 일대에 강

촌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1】 강촌청소년수련원 현황

1. 강촌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미배치 부적정

재단은 강촌청소년수련원을 ’10. 10. 14. 개원하여 ’13. 7. 30.까지 민간에 위탁하

여 운영하여 왔으며 ’13. 8. 1.부터는 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수련원내에 설

치된 집단급식소는 ’13. 8. 1.부터 직접 운영하던 중 ’17. 7. 4. 계약을 체결하여 민

간에 위탁(수탁자: 지인숙, 위탁기간 : ’17. 8. 1.~’18. 7. 31.)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강촌청소년수련원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 1명 이상 두었어야 한다.78)

소재지
면적(㎡)

개원일시 용 도
대지면적 건물면적

강원도 춘천시 450,434 1,799.44 ’10. 10. 14.
청소년수련원,

일반단체 수련활동 지원,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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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단은 ’10. 9. 16. 강촌청소년수련원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 아래

〔표 2〕“강촌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현황”와 같이 ’15. 11. 1.

~’16. 7. 17.기간(8개월) 동안 영양사와 조리사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였으며, ’16. 7.

18.~’16. 10. 16.기간(약 3개월) 동안 조리사 없이 운영하였다.

 【표 2】강촌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현황(’15년~’18. 7월)

(※ 출처 : 강촌청소년수련원 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

2. 강촌청소년수련원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 업무처리 부적정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

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국민연금법」제21조에 의하면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78) 영양사가 조리사자격증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명만 두어도 됨

연번 성 명 담당업무
및 자격증 입사일 퇴사일 비 고

1 GZ 영양사,
조리사

’14. 12. 1. ’15. 8. 26.

2 HA
영양사,
조리사 ’15. 9. 1. ’15. 10. 30.

’15. 11. 1.~’16. 7. 17. 기간
동안 영양사, 조리사 없이

집단급식소 운영

3 HB 조리사 ’13. 8. 1. ’17. 7. 31. ’16. 10. 17. 조리사 면허증 취득

4 HC 영양사 ’16. 7. 18. ’17. 7. 17. ’16. 7. 18.~’16. 10. 16. 기간
동안 조리사 없이 집단급식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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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

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

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제1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강촌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 「고용

보험법」에 따라 4대 보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아래〔표 3〕과 같이 ’13. 8. 1.부터 ’16. 3. 31. 기간 동안 강촌청

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는 HB 등 직원 6명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표 3】강촌청소년수련원 직원 중 4대 보험 미신고자 현황

(※ 출처 : 강촌청소년수련원 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

연번 이 름 담당업무 입사일 퇴사일 4대 보험
신고일 미신고 기간

1 HB 조리 ’13. 8. 1. - ’16. 4. 01. ’13. 8월~
’16. 3월

2 HD 외부환경청소 ’13. 8. 1. ’13. 10. 31. - ’13. 8월~
’13. 10월

3 HE 객실청소 ’14. 1. 1. - ’16. 4. 1. ’14. 1월~
’16. 3월

4 HF 객실청소 ’14. 1. 1. ’14. 2. 28. - ’14. 1월~
’14. 2월

5 HG 시설관리 ’14. 12. 1. - ’16. 4. 1. ’14. 12월~
’16. 3월

6 HI 청소년
지도사 ’15. 1.1. ’15. 12. 31. - ’15. 1월~

’1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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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이사장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배치 하지 않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재단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국민

건강 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고용보험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