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규정
2015.03.01. 제정
2017.07.01. 개정
2019.02.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2
조에 의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자격,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의
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등을 말한다.
제3조(자격)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이며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자
3. 해당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4. 본교에 2년 이상 재직한 비전임교원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제4조(임용절차) ①교원의 충원은 해당 학과장으로부터 채용요청을 받아 총
장이 법인 이사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②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 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
용한다.
③공개 채용은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공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한다.
2. 지원자는 제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자는 면접 및 시범강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4. 서류 20%, 면접 40%, 시범강의 40%의 비율로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적격자로 한다.

5.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임용예정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임용제청을 한다.
제5조(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① 본교에 2년 이상 재직한 비전임교
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표 1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
다.
1.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2. 최근 2년간 교원평가 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인 자
③ 총장은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교원 전환임용을 제청한다.
④ 총장은 교원 전환여부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교원에게 서면으
로 통보한다.
제6조(임용기간) ①교원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임용기간은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3년으로 한다.
②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안 될 경우 당연 퇴직한다.
제6조의1(재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
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2. 임용기간 중 교원평가 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인 자
①총장은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교원 재임용을 제청한다.
②총장은 교원 재임용 여부를 임용기간 만료 60일 전에 해당교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한다.
제6조의2(승진임용) ①교원의 직급은 조교수와 부교수로 한다.
②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의 소요년수 및 승진청구요건은 아래와 같다.
<승진소요년수 및 승진청구요건>
직명
조교수->부교수

승진소요년수
비정년트랙 전임 6년

승진청구요건
- 최근 2년간 교원평가

비정년트랙 전임 2년 포함
본교 10년 이상 재직

평균 80점 이상
- 학과장 추천

③총장은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교원 승진을 제청한다.

제7조(의무) 본교에 임용된 교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책임강의 시수는 매 주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책임강의 이외의 학생활동 지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응한다.
3. 책임시수 미달일 경우는 당해 부족 시수에 대하여 감액 조치할 수
있다.
4. 본교 이외의 타 기관의 강의 및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원칙으
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4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임 조치
할 수 있다.
제8조(계약해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해당된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기타 임용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전임교원의 복무사항을 준용
한다.
제10조(보수 등) ①교원의 연봉은 계약으로 정한다. 연봉의 기준은 총장이 따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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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원의 연봉은 소속 학과장 추천서와 교원평가서를 참작하여 매년 계약으로
결정한다.
③연구활동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본교 관련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④교원에게는 연구년, 파견, 휴직 및 명예퇴직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용계약) ① 교원은 임면권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임용자 및 피임용자의 표시
2. 소속 및 직명
3. 임용기간
4. 담당직무 및 책임시수
5. 보수
6. 기타 임용조건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년트랙 전환) ① 본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원 중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전환을 원하는 자는 별표 3의 신청서
를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년트랙 전환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은 교원신규임용규정 제2조
의1(특별채용 절차)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지침)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교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 신청서
APPLICATION FOR TRANSFER TO NON-TENURE TRACK FACULTY

소

속

DEPARTMENT

현 직 급
CURRENT POSITION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

명

생년월일

FULL NAME

DATE OF BIRTH

영어강의 가능여부

가능(

ABILITY TO PERFORM LECTURE IN
FOREIGN LANGUAGE

)

불가능(

POSSIBLE

)

IMPOSSIBLE

최초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현 임용기간
CURRENT APPOINTMENT PERIOD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전환시기
DATE OF TRANSFER

상기 본인은 비정년 전임교원 전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transferring to non-tenure track faculty.
일

시(DATE) :

20

.

신청인(APPLICANT) :

교무처장 귀하
To the Dean of IGSE

.

.
(서명/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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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비정년트랙 및 비전임교원평가서
NON-TENURE TRACK FACULTY & INSTRUCTOR EVALUATION FORM
교육영역 : 최대 60점
Teaching: 60 points max
구분

평가내용 Evaluation Criteria
책임시수 충족
Full- fillment of required teaching hours for each semester

교육
Teaching

초과강의 Teaching overtime
석사과정 외 기타 과정( 부속, 부설기관) 지도
Teaching

additional

courses

for

IGSE's

점수

점수

Points

Points

10
10

affiliated

15

institutions

신규과목
지도
Teaching
New Courses

전공과목 지도 Teaching contents
신규 과목 개발 및 지도
Teaching a new

courses

5
10

course(s) for MA program

석사과정 외 신규 과정( 부속, 부설기관) 개발
Teaching

a

new

course(s)

for

IGSE' s

affiliated

10

institutions

강의평가 결과의 평균
Average of the Course Evaluation Grades
강의평가

강의평가 평균

점수

Average of Course Evaluation

Points

4.5~5.0
4.0~4.5
3.5~4.0
3.0~3.5

30
25
20
15

Course
Evaluation

소계
Sub Total

학술활동: 최대 5점
Academic Activities: 5 points max
구분

학술활동
Publication

평가내용 Evaluation Criteria

점수

점수

Points

Points

논문게재 Academic publication
온라인 출판 Online publication
학회 Proceeding 출판

5
5

Published a publication as part of conference

5

proceedings
기타 출판
Published other type of publication
공동 논문 게재 및 출판
Co- authored a publication

5
5
소계
Sub Total

봉사영역: 최대 15점
Service: 15 points max
구분

평가내용 Evaluation Criteria
학교 홍보활동( 설명회, 특강 등)
Promotion

Activities

(Open

house,

special

lecture,

Points

Points

points/ cas
e
1

학교 관련 외국어 자료 감수

Service

점수

3

etc.)

봉사

점수

Reviewing of IGSE documents in foreign languages

학회,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
Participation in academic association, committee, etc.

point/ case
5
소계
Sub Total

학생 지도 및 모집영역: 최대 20점
Student Advising & Recruitment: 20 points max
구분

평가내용 Evaluation Criteria

취업 및 진로

현장실습 및 취업주선

지도

( 추천서, 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Career

Field Practice & Job arrangement

Guidance

(submit recommendation letter, report, etc.)

학생지도

및

상담
S t u d e n t
counseling

&

Advising

점수

점수

Points

Points

3
points/ cas
e

학생 상담, 학회발표, 동아리/ 스터디 지도 등
( 상담 및 지도일지 제출)
Student

counseling,

2
conference

presentation,

club/ study advising, etc. (submit counseling, advising
report)

points/ cas
e

3 points/
논문

논문지도 Thesis/ Project Advising

Thesis/ Project
논문감수 Thesis/ Project Proofreading
가산점

학생모집 ( 최대 10점)

Additional

Student Recruitment (10 points max)

Points

( 지원서 추천교수 건수 및 지원자 교수 추천서 제출 건수)

student
per
semester
3 points /
case
2 points /
student
소계
Sub Total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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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 신청서
APPLICATION FOR TRANSFER TO TENURE TRACK FACULTY

소

속

DEPARTMENT

현 직 급
CURRENT POSITION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

명

생년월일

FULL NAME

DATE OF BIRTH

영어강의 가능여부

가능(

ABILITY TO PERFORM LECTURE IN
FOREIGN LANGUAGE

)

불가능(

POSSIBLE

)

IMPOSSIBLE

최초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현 임용기간
CURRENT APPOINTMENT PERIOD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전환시기
DATE OF TRANSFER

상기 본인은 전임교원 전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transferring to tenure track faculty.
일

시(DATE) :

20

.

신청인(APPLICANT) :

교무처장 귀하
To the Dean of IGSE

.

.
(서명/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