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관계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경우 수시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라 함),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1월 이상의 결원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홈페
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채용관련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을 일
정기간 이상 의무 공고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00고등학교에서는 [표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김00)를 채용하면서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

번
지역

급

별
학교명

임용

년도

임용

사유
성명 구분

채용

계획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

고

1
광주

하남
고 00고 2013 육아휴직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해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절차 없이 김00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사립학교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부적정

관계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등 정책 변화로 
인해 교육공무원법(1999.01.29.)이 개정되어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2000.01.08.)」 개정을 통해 퇴직교육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교사 호봉을 연금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14호봉 이내로 제한하
였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11.02.18.)」및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14.07.28., 2015.02.13.)」에 퇴직교육공

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
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시 14호봉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 등 문의가 많아 업무처리 협조 사항을 통해 시·도교육청에「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협조사항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7012, 2013.12.19.) 공문을 통해 
사립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는 등 업무
처리를 안내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협조사항 안내」(교육부, 교원정
책과-7012, 2013.12.19.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2431, 2014.2.14.) 공문을 통해  

사립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그런데, 00고등학교에서는 사립학교 퇴직교원으로서 사학연금수급자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면서 관련 지침 미확인 등으로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지 않고 총 

경력으로 인정하여 [표1]과 같이 77,961,630원(2014.3.이후 회수가능액: 

33,747,440원)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기간제교사(최태규) 호봉획정 및 급여지급 내역 
                                                                         (단위: 원)

대상자
근무기간

호봉획정 급여지급
비고

소속 직 성명 책정호봉 정당호봉 실지급액 정당지급액 부당지급액

00고
기간제

교사
최00

2012.3.1.~ 

2012.8.31
34호봉 14호봉 29,336,440 16,227,840 13,108,600

2013.3.1.~ 

2014.2.28
35호봉 14호봉 70,950,410 39,844,820 31,105,590

2014.3.1.~ 

2015.2.28
36호봉 14호봉 75,042,030 41,294,590 33,747,440

회수

가능

소계 175,328,880 97,367,250 77,961,630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퇴직교원(사립포함) 연금수급자 호봉획정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해당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② 관계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처리한 아래의 관련자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고  
과다 지급된 33,747,440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중학교, 00중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00초등학교 외 2개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
(2013.03.01.~2014.02.28.) 중 본인의 사유(건강 등)로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초 기간제교사 한00 2013.09.01.∼2014.02.28. 2014.02.01. 개인사정

00중 기간제교사 강00 2013.03.01.∼2014.02.28. 2013.06.25. 개인사정

00중 기간제교사 유00 2013.08.16.∼2014.02.28. 2014.01.31. 개인사정(건강)
‘13.6.10.~7.22

(43일 계약)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초 3 1 1 1 2 1 1 0
1 한00 761,490 - 761,490 중도퇴직자(B)

계 761,490 - 761,490
등급변동자 

없음

2 00중 10 3 4 3 9 3 3 3

1 강00 482,270 - 482,270 중도퇴직자(B)

2 조00 1,314,230 1,040,700 273,530
등급변동
(A→B)

계 1,796,500 1,040,700 755,800

3 00중 19 6 7 6 18 6 7 5
1 유00 878,970 - 878,970 중도퇴직자(B)

계 878,970 - 878,970
등급변동자 

없음

                             계(4명) 3,436,970 1,040,700 2,396,260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자료: 교육지원청 감사자료 재구성

    

     기간제교사 한00 외 2명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
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
이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4명에게 성과상여
금 2,396,26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2,396,26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연장계약 채용 부적정(임용기간 제한 위반)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중학교

내    용 

    기간제교사 채용은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유능하
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
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
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러
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지 위하여 그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3항1)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
사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다시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내 00중학교에서는 [표 1] “임용기간 제한 
위반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최초 계약시작일에서 4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 
채용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채용절차를 준수하여 채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3항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

번

급

별
학교명 성명

횟

수

임용

년도
구분

채

용

계

획

채

용

공

고

선발전형 계약기간

비 고
서

류

심

사

면

접

수

업

시

연

교원

인사

위원

회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1 중 00중 진00

1 2011 신규 ○ ○ ○ ○ - - 2011.03.01. 2012.02.29. 12

4년
2 2012 연장 × × × × - - 2012.03.01. 2013.02.28. 12

3 2013 연장 × × × × - - 2013.03.01. 2014.02.28. 12

4 2014 연장 × × × × - - 2014.03.01. 2015.02.28. 12

5 2015 연장 × × × × - - 2015.03.01. 2016.02.29. 12
신규채용

절차 미이행

2 중 00중 장00

1 2011 신규 ○ ○ ○ ○ - - 2011.03.01. 2011.08.31. 6

4년

2 2011 연장 × × × × - - 2011.09.01. 2012.02.28. 6

3 2012 연장 × × × × - - 2012.03.01. 2013.02.28. 12

4 2013 연장 × × × × - - 2013.03.01. 2014.02.28. 12

5 2014 연장 × × × × - - 2014.03.01. 2015.02.28. 12

6 2015 연장 × × × × - - 2015.03.01. 2016.02.29. 12 신규채용
절차 미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이상 채용 공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 수업시연 등의 선발전형을 통과해야만 임용 가
능 함에도 단순연장계약으로 보아 채용공고 및 선발전형(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를 생략하고 채용을 결정하여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1] 임용기간 제한 위반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연장계약을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
용령」 과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임용 절차를 준수하
여 채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중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매년 수시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고 있다.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라 함),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1월 이상의 결원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홈페
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채용관련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을 일
정기간 이상 의무 공고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선발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한다.

    그런데도,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내 2개교에서는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
면서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

번
지역

급

별
학교명

임용

년도

임용

사유
성명 구분

채용

계획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

고

1

00

초 00초 2013 질병휴직 이00 신규 미수립 공고 2013.03.05. 2013.08.31. 6

2 초 00초 2013 병가 이00 신규 미수립

접수일

이후

공고

2013.10.16. 2013.12.24. 3

3 초 00초 2013 병가 홍00 신규 미수립 공고 2013.11.29. 2013.12.24. 1

4 초 00초 2015 출산휴가 이00 신규 미수립 공고 2015.02.02. 2015.4.17. 3

5 중 00중 2013 병가 곽00 신규 수립 미공고 2013.03.04. 2013.04.30. 2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가람초에서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에 공고하여 지원자 모집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기간제교사 이00의 
채용시 채용공고(2013.10.13.)를 공고접수일(2013.10.08.∼2013.10.11.)이후에 게시하는 
등 형식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였으며 교감단 유무선 매체를 통해 지원자를 
추천받아 단독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결정하였고, 
 00중에서는 2013. 02. 18일 인사자문위원회에서 2013년 3월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사회(1명, 병가, 2013.03.01.∼04.22.) 과목에 대해 채용공고를 통해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게시하며 사회 과목 기간제교사 
채용 사항을 누락하여 공고 없이, 학교장(000)에 추천을 받은 곽00의 지원서를 받아 
단독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2013.02 22일 채용을 결정하여 기간제교사 5명에 대한 임
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기간제교원 임용은「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및 「공무원 보수규정」제8조(초임 

호봉의 획정)에 따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같은 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별표11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서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2)에 따라 채용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11.02.18.(퇴직교육공무원), 2014.07.28.

(퇴직교원(사립교원포함)]에는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연금수령 미도래자의  
경우에도 연금수급대상자임으로 14호봉 제한 적용하도록 업무처리 협조사항을 안
내조치 한 바 있다.   

     그런데도 00초 외 1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원 
결원보충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호봉획정자는 연금지급자(퇴직연금일

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확인하였으나, 경력이 22년
으로 의원면직 하여 현재 연금지급을 받고 있지 않기에 호봉제한 대상자가 아니
라고 판단하여 14호봉 제한이 아닌 총 경력으로 인정하여 [표1]과 같이 호봉 획
정한 후 기간제교사(윤00)에게 총 27,175,38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1]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대상자
근무기간

호봉획정 급여 지급액
비고

소속 성명 책정호봉 정당호봉 실지급액 정당지급액 과다지급액

00초 윤00 2012.03.21.~ 
2013.07.12. 30 14 59,100,070 36,752,630 22,347,440 5건

00초 윤00 2013.09.16.~ 
2013.11.15 31 14 10,732,740 5,904,800 4,827,940 1건

합   계 69,832,810 42,657,430 27,175,380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퇴직교육공무원 연금 수급자(예정자 포함) 기간제교사 
채용 시  호봉획정 관련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해당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27,175,38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 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3)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4교에서는 [별첨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1∼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5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24,815,67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24,815,67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4)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1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2∼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3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였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에 따라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시간 이하인 경우)에 
대해 30%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50%로 경력을 인정하여 총 9,543,78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

제

호

봉

정

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김00
중등 2014.03.01. 2015.02.28. 6 육아휴직 11 9 30,579,160 29,392,210 1,186,950 

중등 2015.03.01. 2015.08.31. 4 육아휴직 12 11  9,798,620 9,606,620 192,000 

00초

이00

중등 2012.03.01. 2012.08.31. 6 육아휴직 12 10 13,873,420 13,233,150 640,270 

중등 2013.03.25. 2014.02.28. 11 병역휴직 13 10 30,704,960 29,080,700 1,624,260 

중등 2014.03.01. 2014.12.24. 10 병역휴직 14 11 28,246,350 26,602,310 1,644,040 

중등 2015.03.01. 2015.08.31. 4 육아휴직 15 13 10,475,220 10,249,620 225,600 

이00

중등 2012.03.01. 2013.02.28. 12 육아휴직 15 13 34,305,610 32,387,520 1,918,090 

중등 2013.04.22. 2013.07.19. 3 육아휴직 16 14 9,894,860 9,678,760 216,100 

중등 2013.09.12. 2014.08.31. 6 육아휴직 16 14 35,699,410 35,205,880 493,530 

중등 2014.09.01. 2015.02.28. 6 육아휴직 17 14 21,250,300 19,950,960 1,299,340 

중등 2015.03.01. 2015.08.31. 4 육아휴직 17 16 11,789,580 11,685,980 103,600 

소계 　 　 　 　 　 　 236,617,490 227,073,710 9,543,78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9,543,78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절차 부적정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매년 수시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고 

있다.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라 함),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1월 이상의 결원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홈페

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채용관련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을 일

정기간 이상 의무 공고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선발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한다.

    그런데도,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내 00초외 2개교에서는 [표 1] “채용계획 미

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

번
지역

급

별
학교명

임용

년도

임용

사유
성명 구분

채용

계획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

고

1

00

초 00초 2013 육아휴직 윤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2 초 00초 2013 병가 최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18. 2013.05.12. 2

3 초 00초 2013 병가 임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5.06. 2013.06.05. 1

4 초 00초 2013 병가 이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5.27. 2013.07.24. 2

5 초 00초 2013
퇴직준비

휴가
홍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6.03. 2013.08.31. 3

6 초 00초 2013 간병휴직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9.23. 2014.02.28. 5

7 초 00초 2014 간병휴직 한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4.03.01. 2014.08.31. 6

8 초 00초 2014 병가 이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4.04.11. 2014.06.06. 2

9 초 00초 2013 병가 신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13. 2013.04.12. 1

10 초 00초 2013 병가 이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8.20. 2013.09.20. 1

11 초 00초 2013 병가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8.26. 2013.12.31. 5

12 초 00초 2015 육아휴직 이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5.03.01. 2015.07.24. 5

13 초 00초 2013 질병휴직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4.03.01. 2014.05.19. 3

14 초 00초 2013 병가 민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9.01. 2013.12.23. 4

15 초 00초 2013 질병휴직 이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3.06.10. 3

16 초 00초 2013 병가 최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6.12. 2013.07.24. 1

17 초 00초 2013 출산휴가 현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3.04.15. 1.5

18 초 00초 2014 병가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4.03.24. 2014.05.01. 1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00초에서는 기일촉박 또는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이
유로 채용계획 수립과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았고, 00초에서는 주로 명예퇴직교사 
및 정년퇴직교사를 채용공고도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계약제 교사를 채용하였으며, 
00초에서는 채용계획을 수립과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00 교감단에서 기간제교사를 추
천 받아서 해당교사와 통화 후 서류를 제출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계약제 
교사를 채용하여, 기간제교사 18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임용 상한연령 초과 기간제교사 임용 절차 부적정

    기간제교사 임용상한 연령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적용하고 있으며, 중·소지역의 기간제교원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사구역상 특구역이 아닌 학교에서는 채용공고를 2차까지 공고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00초외 1(00초)교에서는 [표 2] “임용 상한연령 초과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기간제교사 채용 시 62세를 초과하였음에도 채용 공고를 2차
까지 공고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로 임용하여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
리하였다. 

[표 2] 임용 상한연령 초과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

번
학교명 임용년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

기준나이)

구분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고

1 00초 2013 000
1900.11.03.

(만 64세)
신규 미공고 2013.10.21. 2013.12.24. 12

2 00초 2014 000
1900.11.13.

(만 63세)
신규 미공고 2014.03.03. 2015.02.28. 10

3 00초 2014 000
1900.01.18.

(만 63세)
신규 미공고 2014.04.28. 2015.02.28. 10

4 00초 2015 000
1900.01.18.

(만 64세)
연장 미공고 2015.03.01. 2015.07.24. 5

5 00초 2013 000
1900.07.06.

(만 66세)
신규 미공고 2013.09.23. 2013.12.21. 3

6 00초 2014 000
1900.07.06.

(만 66세)
신규 미공고 2014.06.27. 2014.07.26. 1

 

  자료 : 교육지원청 감사자료 재구성

  3. 기간제교사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미징구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의 채용 시 그 직

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공
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00초에서는 [표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미징구 계약제 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000외 3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미징구하거나 유효기간(1
년)이 지난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하여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표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미징구 계약제 교사 채용 현황

연번 학교명 임용년 성명 구분
채용

신체검사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월 비고

1 00초 2013 000 신규 × 2013.03.13. 2013.04.12 1

2 00초 2013 000 신규 × 2013.08.20. 2013.09.20 2

3 00초 2013 000 신규 × 2013.08.26. 2013.12.31 5

4 00초 2014 000 신규 × 2014.04.28. 2015.02.28 10

 자료 : 교육지원청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
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를 ‘경고’,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5)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1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3∼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2,230,44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

제

호

봉

정

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000 중등 2013.03.01. 2014.02.28. 12 육아휴직 17 16 42,347,820 41,325,120 1,022,700 

00초 000 중등 2013.03.01. 2015.02.28. 24 육아휴직 12 11 63,833,650 62,625,910 1,207,740 

소계 　 　 　 　 　 　 106,181,470 103,951,030 2,230,44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2,230,44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00교육지원청 00초등학교에서는 평가대상 기간
(2013.03.01.~2014.02.28.) 중 본인의 사유(임용대기자 신규발령)로 [표 1] “기
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중도퇴직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
상자가 아님에도,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초 기간제교사 서00 2013.03.01.∼2013.09.30. 2013.08.31.

개인사정

(임용대기자 신규 

발령)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초 9 3 3 3 8 3 3 2

1 서00 961,630 - 961,630 중도퇴직자(A)

2 전00 429,860 542,850 -112,990
등급변동
(B→A)

계 1,391,490 542,850 1,074,620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자료: 교육지원청 감사자료 재구성

    

     기간제교사 서동주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성과
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2명에게 성과상여금 
961,630원을 과다 지급하고, 112,990원을 과소지급하여 총 1,074,620원을   
과오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961,630원은 ‘회수’, 112,990원은 ‘추가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명예퇴직 교원 기간제교사 채용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매년 수시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
고 있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기간제교원 임용 자
격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임용제한 사항으로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 교원으로 임
용을 제한(2015.3.1.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발 전형시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과목, 자격기준, 신체상황, 신원 등 결격 및 
적정성를 확인하여야하고,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인성 등을 심사(면접필수)하여 각종 평가표6)를 작성하고 전형결과를 보고(내부결재)
한 후 채용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00초등학교에서는 [표 1] “명예퇴직 교원 및 채용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 시 총 11명의 지원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면
접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전형 평가표, 면접 평가표, 응모자별 평가 집

6)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별첨5] 서류전형평가표, [별첨6] 면접평가표, [별첨8] 응모자별 평가집계표.

   <2012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침에 평가표 추가함>



계표를 작성하여 응모자별 평가 결과를 내부결재 후 채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종 평가
표와 집계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시 명예퇴직교사는 제한하고 면접대상자를 선발하여 
규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동일학교에서 2014.3.11.∼2015.2.28.까지 근무 경력이 
있는 명예퇴직교사를 채용 결정하여 명예퇴직교사의 임용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표 13] 명예퇴직교원 및 채용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번 급별 학교명
임용

년도
성명 구분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고

1 초 00초 2015 현00 신규 공고 2015.03.01 2015.08.31 6
명예퇴직

교사

2 초 00초 2015 홍00 신규 공고 2015.03.01 2015.08.31 6
평가절차

미준수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
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경고 및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 00초, 00초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7)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2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4∼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4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
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2,732,080원의 급여를 과다
하게 지급하였다.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제

호봉

정당

호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이00 중등 2014.03.01. 2014.08.31. 6 육아휴직 14 13 15,721,260 15,203,880 517,380 

00초 장00 중등 2014.09.01. 2015.02.28. 6 육아휴직 13 12 17,208,180 16,595,920 612,260 

00초 박00 중등 2014.09.01. 2015.02.28. 6 육아휴직　 14 13 16,404,440 16,057,810 346,630 

00초 박00 중등 2015.03.01. 2015.08.31. 6 육아휴직　 15 14 4,907,910 4,732,710 175,200 

00초 전00　 중등 2014.09.01. 2014.11.28. 3 출산휴가 14 13 7,936,310 7,529,270 407,040 

00초 전00　 중등 2014.12.01. 2015.02.28. 3 육아휴직　 14 13 8,598,150 8,099,780 498,370 

00초 전00　 중등 2015.03.01. 2015.08.31. 6 육아휴직　 15 14 4,731,620 4,556,420 175,200 

합계 　 　 　 　 　 　 　 75,507,870 72,775,790 2,732,08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2,732,08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성명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무

월

호봉산정 급여  지급액

책정
호봉

정당
호봉

실지급액
(A)

정당지급액
(B)

과다지급액
(C=A-B)

00중 김00 2014.03.01. 2015.02.28. 12 12 11 29,321,300 28,488,730  832,570 

00중 김00 2015.03.01. 2016.02.29. 2 13 12 5,537,890　 5,363,090　 174,800

합계 34,859,190 33,851,820 1,007,370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중복 이중 인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중, 00중

내    용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원을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
하면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산입하여 획정하여야 함. 

  그런데, 00중외 1교에서는 [표1] “호봉산정 부적정(중복된 경력 이중 인정) 및 
급여 지급내역”과 같이 2014∼2015년까지 기간제교사(김00)를 채용하면서 대학원 
경력기간과 타 경력기간이 중복됨에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부적정하게 
획정하고 총 1,007,37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1] 호봉산정 부적정 및 급여 지급 내역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1,007,37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내    용 

     기간제교원 임용은「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및 「공무원 보수규정」제8조(초임 

호봉의 획정)에 따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같은 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별표11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서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8)에 따라 채용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11.02.18.(퇴직교육공무원), 2014.07.28.

(퇴직교원(사립교원포함)]에는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연금수령 미도래자의  
경우에도 연금수급대상자임으로 14호봉 제한 적용하도록 업무처리 협조사항을 안
내조치 한 바 있다.   

     그런데도 00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원 
결원보충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호봉획정자는 연금지급자(퇴직연금일

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확인하였으나, 교육경력이 
23년으로 의원면직을 한 교사로서 현재 연금지급을 받고 있지 않기에 호봉제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14호봉 제한이 아닌 총 경력으로 인정하여 [표1]과 

8)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자
근무기간

호봉획정 급여 지급액
비고

소속 성명 책정호봉 정당호봉 실지급액 정당지급액 과다지급액

00초 이00 2015.03.01.~ 
2016.02.28 32 14 9,143,720 5,471,940 3,671,780 1건

같이 호봉 획정 한 후 기간제교사(이00)에게 총 3,671,78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1]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퇴직교육공무원 연금 수급자(예정자 포함) 기간제교사 
채용 시  호봉획정 관련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해당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3,671,78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9)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3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2∼2014년까지 기간제교사 4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7,284,650원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9)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

제

호

봉

정

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이00 중등 2013.09.23. 2013.12.20. 3 출산휴가 15 14 8,165,190 8,052,020 113,170

00초 황00 중등 2012.05.01. 2013.02.28. 9 육아휴직 14 13 27,729,540 26,199,820 1,529,720

00초 황00 중등 2013.03.01. 2014.02.28. 12 육아휴직 14 13 35,537,090 33,796,120 1,740,970

00초 황00 중등 2014.03.01. 2015.02.28. 12 육아휴직 14 14 37,364,950 37,160,180 204,770

00초 박00 중등 2014.03.01. 2014.12.23. 10
동반휴직, 

육아휴직
12 11 25,676,140 25,135,690 540,450

00초 함00 중등 2012.08.23. 2013.06.15. 10 육아휴직,
질병휴직 20 17 35,832,190 32,676,620 3,155,570

합계　 　 　 　 　 　 　 170,305,100 163,020,450 7,284,65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7,284,65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중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00초등학교 외 1개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
(2013.03.01.~2014.02.28.) 중 본인의 사유(모친병간호 등)로 [표 1]  “기간제
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자가 아님에도,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초 기간제교사 정00 2013.06.17.∼2013.09.14. 2013.08.31. 임용발령

00중 기간제교사 채00 2013.03.01.∼2014.02.28. 2013.05.12.
개인사정

(모친병간호)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자료: 교육지원청 감사자료 재구성

    

     기간제교사 정00 외 1명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
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표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
이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5명에게 성과  상
여금 1,682,05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초 5 2 2 1 4 1 2 1

1 정00 313,050 - 313,050 중도퇴직자(B)

2 이00 1,836,380 1,437,480 398,900
등급변동
(S→A)

3 차00 1,282,180 1,015,320 266,860
등급변동
(A→B)

계 3,431,610 2,452,800 978,810

2 00중 27 8 11 8 26 8 10 8

1 채00 302,950 - 302,950 중도퇴직자(B)

2 장00 1,923,270 1,522,980 400,290
등급변동
(A→B)

계 2,226,220 1,522,980 703,240

                               합  계 5,657,830 3,975,780 1,682,050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1,682,05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중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매년 수시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고 있다.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라 함),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1월 이상의 결원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홈페
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채용관련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을 일
정기간 이상 의무 공고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선발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한다. 그리고, 인력풀 등록자를 기간제교사로 6개월 미만으로 채용 할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채용공고 생략가능하며 후보자도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하여 전형·심사
후 채용 할 수 있고, 6개월 이상일 경우 의무 공고 등 모든 전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
고 있다.
 단, 현소속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추천 등록

된 자에 한함)를 6개월 이상 재채용 할 경우에는 채용공고 생략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내 00중학교에서는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
하면서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

번

지

역

급

별
학교명

임용

년도

임용

사유
성명 구분

채용

계획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고

1

00

중 00중 2015 정원외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5.03.01. 2016.02.29. 12
인력풀

등록

2 중 00중 2015 정원외 오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5.03.01. 2016.02.29. 12
인력풀

등록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해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채용계획을 수립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력풀에 등록되
어 있으면 채용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관내 중·
고등학교 교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단수 후보자(인력풀 등록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
고, 교원인사위원회심의 및 전형결과보고(내부결재) 없이 행정실에 구두로 합격자를  
통보하고 채용을 결정하여 기간제교사 2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
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
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호봉)산정 부적정에 따른 부당 급여지급 내역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10)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1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4학년도 기간제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
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962,63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1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제

호

봉

정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현00 중등
2014.05.07. 2014.07.23. 2 출산휴가 11 9 6,133,130 5,896,940 236,190 

2014.09.01. 2015.02.28. 6 육아휴직 12 10 17,238,390 16,559,850 678,540 

00초 김00 중등 2015.01.14. 2015.02.13. 1 출산휴가 10 9 2,292,600 2,244,700 47,900 

합계 　 　 　 　 　 　 　 25,664,120 24,701,490 962,63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또한,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에 따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고,「교육공
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1「교육공무원 등의 경
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한국학교 근무경력(10할)을 인정을 받으려면「재외국
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
정될 경우 100%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00초등학교에서는 [표2]“호봉산정 부적정(경력 과다 인정) 및 급여 지급내역”과 
같이 2012∼2013년까지 기간제교사(김정애)를 채용하면서「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1「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
준」의 기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될 경우에만 100% 인정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오클랜드 한국학교
의 경우 재외한국학교(교육부, 2015.3.1.기준) 인가에 없는 학교임에도 이를 확인하
지 않고,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경력을 과
다 인정하고 호봉을 부적정하게  획정하여 총 7,615,61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
급하였다.

[표2] 호봉산정 부적정(경력과다 인정) 및 급여지급 내역
                                                                                      (단위: 원)

대상자
근무기간

호봉획정 급여 지급액

소속 직 성명
책정
호봉

정당
호봉

실지급액 정당지급액
과다

지급액

00초
기간제

교사
김00

 2012.08.20.∼

 2012.09.27.
37 28 6,076,930 4,872,200 1,204,730

 2012.10.10.∼

 2013.02.28.
37 28 24,810,920 19,336,420 5,474,500

 2013.11.28.∼

 2013.12.27.
37 28 4,781,640 3,8345,260 936,380

소  계 35,669,490 28,053,880 7,615,610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8,578,24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초 기간제교사 이00 2013.03.25.∼2014.02.28. 2013.06.19. 개인사정

00초 기간제교사 박00 2013.03.01.∼2014.02.28. 2013.10.28.
개인사정

(건강상)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00교육지원청 00초등학교 외 1개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
(2013.03.01.~2014.02.28.) 중 본인의 사유(건강 등)로 [표 1] “기간제교사  개
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
님에도,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자료: 교육지원청 감사자료 재구성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초 4 1 2 1 3 1 1 1

1 이00 362,850 - 362,850 중도퇴직자(B)

2 화00 1,340,600 1,061,570 279,030
등급변동
(A→B)

계 1,703,450 1,061,570 641,880

2 00초 2 1 1 0 1 0 1 0
1 박00 1,757,510 - 1,757,450 중도퇴직자(S)

계 1,757,510 0 1,757,450
등급변동자 

없음

                               합  계 3,460,960 1,061,570 2,399,390

    

     기간제교사 이00 외 1명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
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
이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3명에게 성과상여
금 2,399,39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2,399,39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연장계약 채용 부적정(임용기간 제한 위반)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내    용 

    기간제교사 채용은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유능하
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
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
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러
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지 위하여 그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3항11)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
사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다시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내 00초등학교에서는 [표 1] “임용기간 제한 

1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3항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
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

번

급

별
학교명 성명

횟

수

임용

년도
구분

채

용

계

획

채

용

공

고

선발전형 계약기간

비 고
서

류

심

사

면

접

수

업

시

연

교원

인사

위원

회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1 초 00초 김00

1 2011 신규 - - - - - - 2011.03.01. 2012.02.29. 12

4년
2 2012 연장 × × × × - - 2012.03.01. 2013.02.28. 12

3 2013 연장 × × × × - ○ 2013.03.01. 2014.02.28. 12

4 2014 연장 × × × × - ○ 2014.03.01. 2015.02.28. 12

5 2015 연장 ○ × × × - ○ 2015.03.01. 2016.02.29. 12
신규채용
절차 
미이행

위반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최초 계약시작일에서 4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 
채용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채용절차를 준수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이상 채용 공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 수업시연 등의 선발전형을 통과해야만 임용 가
능 함에도 단순연장계약으로 보아 채용공고 및 선발전형(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를 생략하고 채용을 결정하여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1] 임용기간 제한 위반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연장계약을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
용령」 과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임용 절차를 준수하
여 채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12)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등학교에서는 [별첨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경
력과다 인정)내역”과 같이 2010∼2015년까지 기간제교사(박00)를 채용하면서 「공
무원보수규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
(중등2정)와 실제 근무한 학교급(초등)이 다르고, 대학교 재학 기간과 일반회사 

경력 근무기간이 중첩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력을 과다(40%~100%)하
게 인정하여 호봉획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결과, 총 4,994,460원(회수가능액: 

4,629,42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1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산정 부적정(경력과다 인정) 내역

(단위: 원)

대상자

근무기간
호봉획정 급여지급

비고
소속 직 성명 책정호봉 정당호봉 실지급액 정당지급액

기납부액

13)
차액

00초
기간제

교사
박00

2010. 3. 1.~ 
2010. 5.24.

14호봉 12호봉 6,696,140 6,187,220 154,250
354,670

( 354,670 )

1차

(회수불가)

2010. 5.25.~ 

2011. 2.28.
14호봉 12호봉 26,094,660 23,163,890 1,679,900

1,250,870 

( 10,370 )

2차

(회수불가

14))

2011. 3. 1.~ 
2011. 8.31.

16호봉 12호봉 16,793,770 14,292,630 1,252,480 1,248,660 3차

2011. 9. 1.~ 

2011.10. 4.
16호봉 13호봉 4,131,690 3,735,050 264,370 132,270 4차

2011.10. 5.~ 
2011.12.31.

16호봉 13호봉 7,727,540 7,068,940 438,970 219,630 5차

2012. 3. 1.~ 

2012. 8.31.
17호봉 14호봉 17,643,620 15,962,080 1,681,540 - 6차

2012. 9. 1.~ 
2013. 2.28.

17호봉 14호봉 20,394,030 18,267,030 2,127,000 - 7차

2013. 3. 1.~ 

2013. 8.31.
18호봉 14호봉 21,186,520 18,772,980 1,946,850 466,690 8차

2013. 9. 1.~ 
2014. 2.28.

15호봉 15호봉 18,509,170 18,359,830 149,340 9차

2014. 3. 1.~ 
2015. 2.28.

15호봉 15호봉 39,484,610 39,484,610 - 10차

2015. 3. 1.~ 

2016. 2.29.
19호봉 18호봉 11,880,650 10,708,320 1,172,330 11차

소계 190,542,400 176,002,580 9,545,360
4,994,460

( 365,040 ) (회수불가)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4,629,42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13) 근무경력에 대한 환산율(50%→100%로) 과다 인정 확인되어 기 지급된 급여를 환급조치(00초 자체)

14)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5년까지만 회수할 수 있어 특정감사 시점(2015.06.01.)을 기준으로 

2010. 6. 1.  이후부터 회수처리.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중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00초등학교 외 1개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
(2013.03.01.~2014.02.28.) 중 본인의 사유(임용대기자 신규발령)로 [표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초 기간제교사 정00 2013.03.08.∼2013.07.24. 2013.05.08.
개인사정

(임용대기자 신규 
발령)

00중 기간제교사 이00 2013.03.04.∼2013.08.31. 2013.08.25.
개인사정

(임용대기자 신규 
발령)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초 11 3 5 3 10 3 4 3

1 정00 257,910 - 257,910 중도퇴직자(B)

2 강00 759,990 601,810 158,180
등급변경
(A→B)

계 1,017,900 601,810 416,090

2 00중 13 4 5 4 12 4 5 3
1 이00 724,640 - 724,640 중도퇴직자(B)

계 724,640 - 724,640 등급변경자 없음

                            계(3명) 1,742,540 601,810 1,140,730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자료: 교육지원청 감사자료 재구성

    

     기간제교사 정00 외 1명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
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
이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3명에게 성과상여
금 1,140,73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1,140,73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연장계약 채용 부적정(임용기간 제한 위반)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내    용 

    기간제교사 채용은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유능하
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
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
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지 위하여 그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3항15)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
사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다시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 될 수 있다.
1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3항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

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

번

급

별
학교명 성명

횟

수

임용

년도
구분

채

용

계

획

채

용

공

고

선발전형 계약기간

비 고
서

류

심

사

면

접

수

업

시

연

교원

인사

위원

회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1 초 00초 전00

1 2008 신규 ○ ○ ○ ○ - - 2008.09.10. 2009.02.28. 6 

3년

11개월

2 2009 연장 × × × × - - 2009.03.01. 2009.04.12. 2  

3 2009 연장 × × × × - - 2009.04.13. 2009.07.11. 4  

4 2009 연장 × × × × - - 2009.07.12. 2010.02.28. 7  

5 2010 연장 × × × × - - 2010.03.01. 2011.02.28. 12  

6 2011 연장 × × × × - - 2011.03.01. 2011.08.31. 6  

7 2011 연장 × × × × - - 2011.09.01. 2012.02.28. 6  

8 2012 연장 × × × × - - 2012.03.01. 2012.08.31. 6  

9 2012 연장 × × × × × × 2012.09.01. 2013.02.28. 6  

신규채용
절차 미이행

10 2013 연장 × × × × × × 2013.03.01. 2013.08.31. 6 

11 2013 연장 × × × × × × 2013.09.01. 2014.02.28. 6 

12 2014 연장 × × × × × × 2014.03.01. 2014.05.25. 3 

13 2014 연장 × × × × × × 2014.05.26. 2015.02.28. 9 

14 2015 연장 × × × × × × 2015.03.01. 2015.08.31. 6 

    그런데도,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내 00초등학교에서는 [표 1] “임용기간 제한 
위반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최초 계약시작일에서 4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 
채용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채용절차를 준수하여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이상 채용 공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 수업시연 등의 선발전형을 통과해야만 임용 가
능 함에도 단순연장계약으로 보아 채용공고 및 선발전형(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를 생략하고 채용을 결정하여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1] 임용기간 제한 위반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연장계약을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임
용령」 과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임용 절차를 준수하
여 채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내    용 

     기간제교원 임용은「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및 「공무원 보수규정」제8조(초임 

호봉의 획정)에 따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같은 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별표11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서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16)에 따라 채용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11.02.18.(퇴직교육공무원), 2014.07.28.

(퇴직교원(사립교원포함)]에는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연금수령 미도래자의  
경우에도 연금수급대상자임으로 14호봉 제한 적용하도록 업무처리 협조사항을  
안내조치 한 바 있다.   

     그런데도 00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원 

결원보충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호봉획정자는 연금지급자(퇴직연금일

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확인하였으나, 경력이 29년
으로 의원면직 하여 현재 연금지급을 받고 있지 않기에 호봉제한 대상자가 아니

16)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고 판단하여 14호봉 제한이 아닌 총 경력으로 인정하여 [표1]과 같이 호봉 획
정한 후 기간제교사에게 총 5,148,40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1]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대상자

근무기간

호봉획정 급여지급

비고

소속 직 성명 책정호봉 정당호봉 실지급액 정당지급액 부당지급액

00초
기간제

교사
이00

2015. 3.01.~ 

2015. 8.31
39호봉 14호봉 10,498,920 5,350,520 5,148,400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퇴직교육공무원 연금 수급자(예정자 포함) 기간제교사 
채용 시 호봉획정 관련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해당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5,148,40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부적정 및 중복경력 이중 인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00중, 00중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17)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5교에서는 [별첨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3∼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10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
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
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
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26,123,19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사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

1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무월

호봉산정 급여  지급액 (단위: 원)

실제

호봉

정당

호봉

실제지급액

(A)

정당지급액

(B)

차액

(C=A.B)

00중 오00 2013.03.01 2014.02.28 12 12 10 31,554,950 30,054,350 1,500,600 

00중 오00 2014.03.01 2015.02.28 12 13 11 37,561,230 34,953,310 2,607,920 

00중 오00 2015.03.01 2015.11.23 3 14 12 8,343,060 7,667,760  675,300 

00중 이00 2011.03.01 2011.08.31 6 14 13 14,889,670 14,502,850 386,820 

00중 이00 2011.09.01 2012.02.29 6 15 14 18,830,750 18,248,760 581,990 

00중 이00 2012.03.01 2012.08.31 6 16 14 16,898,130 15,792,810 1,105,320 

00중 이00 2012.09.01 2013.02.28 6 16 15 20,180,280 19,465,240 715,040 

00중 이00 2013.03.01 2013.08.31 6 16 15 19,540,450 18,912,090 628,360 

00중 이00 2014.03.01 2014.08.31 6 17 16 18,849,430 18,204,920 644,510 

00중 이00 2015.03.01 2016.02.29 3 18 17 9,409,240 9,106,840 302,400 

합계　 　 196,057,190 186,908,930 9,148,260

기관의 장은 기간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산입하여 획정하여야 함에도, 
   00중외 1교에서는 [표1] “호봉산정 부적정(중복된 경력 이중 인정) 및 급여 지
급내역”과 같이 2011∼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대학원 경력기간과 
타 경력기간이 중복됨에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부적정하게 획정하고 
총 9,148,26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35,271,45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표1] 호봉산정 부적정(중복된 경력 이중 인정) 및 급여 지급내역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중학교, 00중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00교육지원청 00중학교 외 1개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
(2013.03.01.~2014.02.28.) 중 본인의 사유(건강 등)로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중 기간제교사 정00 2013.03.01.∼2014.02.28. 2013.08.28. 개인사정(일신상)

00중 기간제교사 이00 2013.03.01.∼2014.02.28. 2013.08.19. 개인사정(건강)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중 16 5 6 5 15 5 6 4
1 정00 749,200 - 749,200 중도퇴직자(B)

계 749,200 - 749,200
등급변동자 

없음

2 00중 14 4 6 4 13 4 5 4

1 이00 708,260 - 708,260 중도퇴직자(B)

2 황00 1,028,840 814,710 214,130
등급변동
(A→B)

계 1,737,100 814,710 922,390

                             성남 소계(3명) 2,486,300 814,710 1,671,590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자료: 교육지원청 감사자료 재구성

    

     기간제교사 정00 외 1명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
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
이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3명에게 성과상여
금 1,671,59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1,671,59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중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매년 수시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고

있다.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라 함),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1월 이상의 결원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홈페
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채용관련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을 일
정기간 이상 의무 공고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선발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한다.

    그런데도,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내 00중학교에서는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
하면서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

번
지역

급

별
학교명

임용

년도

임용

사유
성명 구분

채용

계획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

고

1

00

중 00중 2013 육아휴직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2 중 00중 2013 출산휴가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3.04.29. 2

3 중 00중 2013 육아휴직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4 중 00중 2013 육아휴직 엄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3.12.31. 10

5 중 00중 2013 육아휴직 이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6 중 00중 2013 간병휴직 임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해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채용계획을 수립과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교육청 메신저
를 통해 인근학교 교감의 추천과 내부교사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정하였고 인사자문
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했지만 평가표18) 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채용을 결정하
여 기간제교사 6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
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18)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별첨5] 서류전형평가표, [별첨6] 면접평가표, [별첨8] 응모자별 평가집계표  
    <2012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침에 평가표 추가함>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19)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5교에서는 [별첨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1∼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7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32,059,09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19)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32,059,09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20)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5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2∼2014년까지 기간제교사 7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11,337,17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

제

호

봉

정

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유00 중등 2012.03.01. 2013.02.06. 12 연구년제 15 13 33,212,440 31,138,200 2,074,240 

00초 오00 중등 2012.03.01. 2012.11.21. 9 육아휴직 12 11 22,443,140 21,976,680  466,460 

00초 이00 중등 2014.09.01. 2015.02.28. 6 육아휴직 10 10 17,599,150 16,784,820 814,330 

00초 전00 중등 2013.03.01. 2014.02.28. 12 교사연구년 21 16 43,017,460 36,427,870 6,589,590 

00초 김00 중등 2014.08.25. 2014.12.24. 4
질병휴직,

병가,연가
14 13 11,706,050 11,180,110 525,940 

00초 손00 중등 2013.03.01. 2013.08.31. 6 육아휴직 10 9 15,938,940 15,584,050 354,890 

00초 김00 중등 2013.11.11. 2013.12.27. 2 병가대체 29 26 6,089,200 5,577,480 511,720 

소계　 　 　 　 　 　 　 150,006,380 138,669,210 11,337,17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11,337,17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매년 수시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고 있다.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라 함),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1월 이상의 결원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홈페

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채용관련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을 일

정기간 이상 의무 공고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선발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한다.

    그런데도,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내 2개교에서는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

면서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

번
지역

급

별
학교명

임용

년도

임용

사유
성명 구분

채용

계획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

고

1

00

초 00초 2013 정원외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2 초 00초 2013 육아휴직 서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3 초 00초 2013 육아휴직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3.08.31. 6

4 초 00초 2013 출산휴가 연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9.30. 2013.12.27. 3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00초에서는  채용계획 수립과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전임 기간제 교사(특수)의 추천
과 교감단 메신저를 통해 신일초에 근무한 교사를 00초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추천 받
아 단독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평가표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전형결
과보고(내부결재) 없이 채용을 결정하였고, 
 00초에서는 채용계획 수립과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관내 교감선생님들의 추천을 받
아 단독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평가표(서류, 면접) 작성이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
의 및 전형결과보고(내부결재) 없이 채용을 결정하여, 
 기간제교사 4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
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 00초, 00초, 00초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21)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3교에서는 [별첨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1∼2014년까지 기간제교사 4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3,038,21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3,038,21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22)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등학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과 같이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권00)를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
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590,20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
급하였다.

2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

제

호

봉

정

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권00 중등 2015.03.01. 2015.08.31. 6 병휴직 19 17 12,234,020 11,643,820 590,20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590,20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23)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7교에서는 [별첨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2∼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10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29,288,85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29,288,85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24)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3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3∼2014년까지 기간제교사 3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7,341,00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

제

호

봉

정

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윤00 중등 2014.04.08. 2014.06.03. 2 육아휴직 14 12 3,846,440 3,468,260 378,180 

00초 조00 중등 2015.03.01. 2016.02.29. 12
정원 

미배치
22 20 14,228,890 13,526,890 702,000 

00초 조00 증등 2012.03.01. 2013.02.28. 12
정원

미배치
19 18 41,683,690 40,125,340 1,558,350 

00초 조00 증등 2013.03.01. 2014.02.28. 12
정원

미배치
20 19 46,688,020 45,375,440 1,312,580 

00초 조00 증등 2014.03.01. 2015.02.28. 12
정원

미배치
21 19 49,108,160 46,528,230 2,579,930 

00초 최00 중등 2013.03.20. 2013.07.19. 4
공무상
병가

19 18 12,348,140 12,235,490 112,650 

00초 최00 중등 2013.08.19. 2013.12.31. 4
연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19 18 14,953,730 14,256,420 697,310 

소계　 　 　 　 　 　 　 182,857,070 175,516,070 7,341,00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7,341,00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중학교, 00중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00교육지원청 00초등학교 외 2교에서는 평가대상 기간
(2013.03.01.~2014.02.28.) 중 본인의 사유(임용대기자 신규발령)로 [표 1] “기
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초 기간제교사 김00 2013.03.01.∼2014.02.28. 2013.07.31. 개인사정

00중 기간제교사 박00 2013.04.14.∼2013.08.31. 2013-08-15 개인사정

00중 기간제교사 김00 2013.03.01.∼2014.02.28. 2013.09.01.
개인사정

(건강상)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초 7 2 3 2 6 2 2 2

1 김00 1,023,740 - 1,023,740 중도퇴직자(S)

2 신00 475,470 607,410 -131,940
등급변동
(A→S)

계 1,499,210 607,410 1,155,680

2 00중 17 5 7 5 16 5 6 5

1 박00 695,980 - 695,980 중도퇴직자(B)

2 조00 961,630 761,490 200,140
등급변동
(A→B)

계 1,657,610 761,490 896,120

3 00중 21 6 9 6 20 6 8 6

1 김00 761,490 - 761,490 중도퇴직자(B)

2 노00 1,028,840 814,710 214,130
등급변동
(A→B)

계 1,790,330 814,710 975,620

                               합  계 4,947,150 2,183,610 3,027,420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자료: 교육지원청 감사자료 재구성

    

     기간제교사 김00 외 2명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
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
이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6명에게 성과상여
금 2,895,480원을 과다 지급하고, 131,940원을 과소지급하여 총 3,027,420원을 
과오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2,895,480원은 ‘회수’, 131,940원은 ‘추가지급’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중학교, 00중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매년 수시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고 있다.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라 함), 경
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1월 이상의 결원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홈페
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채용관련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을 일
정기간 이상 의무 공고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선발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한다.
    그런데도,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내 3개교에서는 [표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
면서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

번

지

역

급

별
학교명

임용

년도

임용

사유
성명 구분

채용

계획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고

1

00

초 00초 2013 간병휴직 박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2 중 00중 2013 정원외 이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3 중 00중 2013 정원외 이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4 중 00중 2013 육아휴직 손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5 중 00중 2013 정원외 김00 신규 수립 공고 2013.03.01. 2014.02.28. 12
채용절차 

미준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해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00초에서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공고 없이 지인(동료교사)을 
통해 추천받은 지원자의 원서를 단독으로 접수 받아 면접을 실시하고, 선발전형에 대
한 평가표25) (서류, 면접)  작성 없이 채용을 결정하였고
 00중에서는 채용계획 수립과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관내 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
의 추천을 받아 면접을 실시하고, 평가표 (서류, 면접) 작성이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및 전형결과보고(내부결재) 없이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00중에서는 2013학년도 특수교육 기간제교사 채용공고(2013.2.18., 2013.2.19.)를 
2차에 걸쳐 공고를 하였으나, 면접 당일(2013. 2.18.)에 참석하지 않은 기간제교사
(김00, 민00)를 면접에 참석한 것처럼 면접표를 허위로 작성(교감 김00, 교무부장 손

00, 교과부장 임00)하고, 기간제교사(김00)를 1순위로 확정하여 채용을 결정하는 등 
기간제교사 5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
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경고 및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25)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별첨5] 서류전형평가표, [별첨6] 면접평가표, [별첨8] 응모자별 평가집계표  
    <2012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침에 평가표 추가함>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 00초, 00초, 00초, 00초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26)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4교에서는 [별첨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1∼2014년까지 기간제교사 5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3,937,93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3,937,93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중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매년 수시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고 

있다.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라 함),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1월 이상의 결원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홈페
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채용관련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을 일
정기간 이상 의무 공고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선발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한다.

     그런데도, 경기도00교육청 관내 00초외 1교에서는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
하면서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번

지

역

급

별
학교명

임용

년도

임용

사유
성명 구분

채용

계획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

고

1

00

초 00초 2014 육아휴직 이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4.03.01. 2014.08.31. 6

2 초 00초 2013 출산휴가 김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8.26. 2014.11.29. 3

3 중 00중 2013 정원외 배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4 중 00중 2013 육아휴직 권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3.03.01. 2014.02.28. 12

5 중 00중 2014 정원외 황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4.03.01. 2014.08.31. 6

6 중 00중 2014 육아휴직 박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4.03.01. 2014.08.31. 6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00초에서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
교 교장선생님의 추천(교사 이00)과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추천(교사 김00)을 받아 심정
적으로 채용을 결정하고 절차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고,
  00중에서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
에도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주변 학교장, 교감 등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
여, 기간제교사 6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27)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2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2∼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4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
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6,927,540의 급여를 과다
하게 지급하였다.

2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
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원)

실
제
호
봉

정
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이00 중등 2012.09.01. 2013.02.28. 6 병역
휴직

15 13 19,481,230 17,837,250 1,643,980 

00초 안00
특수

유치원
2013.03.01. 2014.02.28. 12

정교

교사 

미충원

23 22 50,174,570 48,842,710 1,331,860 

00초 안00
특수

유치원
2014.03.01. 2015.02.28. 12

정교

교사 

미충원

24 23 53,016,570 51,648,560 1,368,010 

00초 윤00
특수

유치원
2013.03.01. 2014.02.28. 12

정교

교사 

미충원

13 12 35,830,400 34,725,940 1,104,460 

00초 윤00
특수

유치원
2014.03.01. 2015.02.28. 12

정교

교사 

미충원

14 13 37,944,250 36,596,380 1,347,870 

00초 임00 중등 2013.09.01. 2013.09.30. 1 병가 13 12 3,514,100 3,382,740 131,360 

합계 　 　 　 　 　 　 　 199,961,120 193,033,580 6,927,54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6,927,54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28)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1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2∼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625,54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8)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

제

호

봉

정

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김00 중등 2015.03.01. 2015.11.30. 4 병역휴직 13 12  8,020,000 7,670,400 349,600 

00초 김00 중등 2012.03.01. 2013.02.28. 12 병역휴직 11 11 28,849,120 29,279,250 -430,130 

00초 김00 중등 2013.03.04. 2013.07.26. 5 병역휴직 12 11 13,660,530 12,954,460 706,070 

소계　 　 　 　 　 　 　 50,529,650 49,904,110 625,54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625,54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성명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무

월

호봉산정 급여  지급액

책정
호봉

정당
호봉

실지급액
(A)

정당지급액
(B)

과다지급액
(C=A-B)

00고 전00
2013.03.01. 2014.02.28. 12 16 15 36,815,530  35,488,030 1,327,500 

2014.03.01. 2015.02.29. 12 17 16 37,705,760  36,300,850 1,404,910 

합계 74,521,290 71,788,880 2,732,410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중복 이중 인정 부적정

소관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원을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산입하여 획정하여야 함. 

  그런데, 00고등학교에서는 [표1] “호봉산정 부적정(중복된 경력 이중 인정) 및 
급여 지급내역”과 같이 2013∼2015년까지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대학원 경력기
간과 타 경력기간이 중복됨에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부적정하게 획정하
고 총 2,732,41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호봉산정 부적정 및 급여 지급 내역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2,732,41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관계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매년 수시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
라 함),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1월 이상의 결원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홈페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채용관련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을 일정기간 이상 의무 공고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
의 과정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00고등학교에서는 [표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기
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표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

번
지역

급

별
학교명

임용

년도

임용

사유
성명 구분

채용

계획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

고

1

00

고 00고 2015 정원외 류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5.03.01. 2016.02.29. 12

2 고 00고 2015 육아휴직 이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5.03.01. 2016.02.29. 12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장 서재식이 전  
근무교인 부용고 교감 시절 함께 근무했던 기간제교사(지리교과) 류00과 영어 시간강사 
이00을 추천하면서 공개전형 절차없이 단독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 및 평가표29) 
(서류, 면접) 작성이나 전형결과보고(내부결재)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기간제교사 
2명(이00, 이00)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29)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별첨5] 서류전형평가표, [별첨6] 면접평가표, [별첨8] 응모자별 평가집계표  
    <2012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침에 평가표 추가함>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고 기간제교사 최00 2013.03.01.∼2014.02.28. 2013.07.31. 개인사정(일신상)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00고등학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2013.03.01.~2014.02.28.) 중 본인
의 사유(건강 등)로 [표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
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고 18 6 7 5 17 5 7 5

1 최00 634,570 - 634,570 중도퇴직자(B)

2 김00 2,456,980 1,923,270 533,710
등급변동
(S→A)

3 김00 1,923,270 1,522,980 400,290
등급변동
(A→B)

계 5,014,820 3,446,250 1,568,570

    

    기간제교사 최00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
급함에 따라 [표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성과상
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2명에게 성과상여금 
1,568,57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1,568,57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고 기간제교사

박00 2013.03.01.∼2014.02.28. 2013.06.14. 개인사정

하00 2013.03.01.∼2013.08.31. 2013.05.27. 개인사정

신00 2013.03.01.∼2013.08.31. 2013.07.19. 개인사정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00고등학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2013.03.01.~2014.02.28.) 중  본인
의 사유(건강 등)로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
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고 24 7 10 7 21 6 9 6

1 박00 439,960 - 439,960 중도퇴직자(B)

2 하00 444,620 - 444,620 중도퇴직자(A)

3 신00 585,440 - 585,440 중도퇴직자(B)

4 신0 2,456,980 1,923,270 533,710
등급변경

(S→A)

5 이00 1,923,270 1,522,980 400,290
등급변경

(A→B)

계 5,850,270 3,446,250 2,404,020

    

    기간제교사 박00외 2명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여
금을 지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5명에게 성과상여금 
2,404,02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 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2,404,02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고 기간제교사 이00 2013.03.01.∼2014.02.28. 2013.09.01. 개인사정(해외이민)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00고등학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2013.03.01.~2014.02.28.) 중  본인
의 사유(건강 등)로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
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고 22 7 9 6 21 6 9 6

1 이00 761,490 - 761,490 중도퇴직자(B)

2 유0 2,456,980 1,923,270 533,710
등급변동
(S→A)

3 한00 961,630 761,490 200,140
등급변동
(A→B)

계 4,180,100 2,684,760 1,495,340

    

    기간제교사 이00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
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성과상
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3명에게 성과상여금 
1,495,34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1,495,34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고 기간제교사 박00 2013.03.01.∼2014.02.28. 2013.08.31.
개인사정

(임용시험 준비)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00고등학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2013.03.01.~2014.02.28.) 중 본인의 
사유(임용시험 준비)로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고 21 6 9 6 20 6 8 6
1 박00 961,630 - 961,630 중도퇴직자(A)

계 961,630 - 961,630 등급변경자 없음

    

    기간제교사 박00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
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성과상
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1명에게 성과상여금 
961,63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961,63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성명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무

월

호봉산정 급여  지급액

책정
호봉

정당
호봉

실지급액
(A)

정당지급
액
(B)

과다지급
액

(C=A-B)

00고
오00 2015.03.01. 2015.08.31. 2 11 10  4,214,550  4,120,350  94,200 

이00 2014.03.01. 2014.08.31. 6　 16 14 15,032,080 14,020,130 1,011,950 

합계 19,246,630 18,140,480 1,106,150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중복 이중 인정 부적정

소관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원을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산입하여 획정하여야 함. 

  그런데, 00고등학교에서는 [표1] “호봉산정 부적정(중복된 경력 이중 인정) 및 
급여 지급내역”과 같이 2014∼2015년까지 오00 외 1명을 채용하면서 대학원 경력기
간과 타 경력기간이 중복됨에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부적정하게 획정하
고 총 1,106,15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호봉산정 부적정 및 급여 지급 내역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1,106,15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고 기간제교사 신00 2013.03.01.∼2014.02.28. 2013.08.20. 개인사정(일신상)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00고등학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2013.03.01.~2014.02.28.) 중   본
인의 사유(건강 등)로 [표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고 25 8 10 7 24 7 10 7

1 신00 961,630 - 961,630 중도퇴직자(A)

2 김00 2,456,980 1,923,270 533,710
등급변동
(S→A)

계 3,418,610 1,923,270 1,495,340

    

    기간제교사 신00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
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성과상
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2명에게 성과상여금 
1,495,34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1,495,34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관계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매년 수시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
라 함),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용기관의 장은 1월 이상의 결원 보충하거나 특
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계획을 수립
하고 홈페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채용관련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을 일정기간 이상 의무 공고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하여 후보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00고등학교에서는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의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같이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표 1] 채용계획 미수립 및 공고 등 절차 미이행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연

번
지역

급

별
학교명

임용

년도

임용

사유
성명 구분

채용

계획

채용

공고

계약시작일

(임용일)

계약종료일

(퇴직예정일)

개

월

비

고

1 00 고 00고 2014 정원외 문00 신규 미수립 미공고 2014.03.01. 2015.02.28. 12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
해 공개 채용하여야 함에도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덕(윤리) 교과의 
채용공고를 누락하고, 00고등학교 근무경력(2010.03.01.∼ 2012.02.29.)이 있는 기간제교
사 문00에게 교무부장이 전화로 알리고 직접 원서를 접수하였으며, 2013학년도에는 다
른 학교에 근무하여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하나 계약연장으로 잘못 판단하
여 단독으로 구두 면접을 실시하고 평가표(서류전형, 면접) 작성과 전형결과보고(내부결
재) 없이 채용을 결정하여 기간제교사 1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에 따른 공정한 임용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대상자 계약기간

중간퇴직일
퇴직

사유
비고

직 성명 부터 까지

00고 기간제교사 안00 2013.03.01.∼2013.09.06. 2013.09.01. 개인사정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00고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다.

     「2014년도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경기도교육청, 2014.06.24.)」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2014년도(2013.03.01.~2014.02.28.)]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자는 개인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작성하여 평가등급별(3등급 : S, A, B 
등급) 인원 배정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00고등학교에서는 평가대상기간(2013.03.01.~2014.02.28.) 중 본인
의 사유(건강 등)로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과 같이 계
약을 해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표 1] 기간제교사 개인사유 중도퇴직자 현황

순 학교명

기 지급 등급별 

인원

정당 지급 등급별 

인원
인원조정에 따른 성과상여금(단위: 원)

비  고
대상

인원
S A B

대상

인원
S A B 순 교사명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과오

지급액

1 00고 23 7 9 7 22 7 9 6
1 안00 761,490 - 761,490 중도퇴직자(B)

계 761,490 0 761,490 등급변경자 없음

    

    기간제교사 안00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성과상여금을 지
급함에 따라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성과상
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 변동의 사유로 기간제교사 1명에게 성과상여금 
761,49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00고등학교장은

① 앞으로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개인사유 중간퇴직자를 지급 
대상자 명부에 제외하고 작성하여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성과상여금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상여금 761,49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겸직허가 대상자 임용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해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교원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경우 수시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군인복무규율」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 의거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그 직무가 정치적 ․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00초등학교에서는 보건교사의 출산휴가 대체로 2013.09.29. 신규 기간제 

교사 이00를 채용하면서 채용서류로 제출받은 재직증명서에 이00는 국군병원 현역 

군인(2014.5.31. 퇴직 예정)으로 재직중인 자로 채용시 소속기관장 또는 국방부장관

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만 채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표1]과 같이 기

간제교사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기간제교사 임용 부적정 내역     

대상자
근무기간

호봉획정 및 겸직허가
비고

소속 직 성명 책정호봉 겸직 허가 여부

00초 기간제교사 이00
2013.09.30.~  

 2013.12.27.
30호봉 x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 할 때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경고 및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30)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2교에서는 [별첨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2∼2015년까지 기간제교사 4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15,385,93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3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15,385,93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등학교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초등 교사자격증→중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31)을 인정하여야 한
다.

     그런데, 00초등학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과 같이 2014∼2015년까지 특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
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2,563,470원의 급여를 과다
하게 지급하였다.

  

3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

제

호

봉

정

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신00 초등 2014.03.01. 2015.02.28 12
특수교사
미배치
(정원외)

14 13 36,579,420 34,506,350 2,073,070 

00초 신00 초등 2015.03.01. 2016.02.29 4
특수교사
미배치
(정원외)

15 14 11,741,610 11,251,210 490,400 

         소계 　 　 　 　 　 　 48,321,030 45,757,560 2,563,47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2,563,47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교 육 청

특정감사 처분서

제    목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소 관 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관계기관  00초, 00초, 00초, 00초

내    용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임용기관의 장은 기간제교사를 임용 할 때는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을 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근무 경력 중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중등 교사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의 경력은 50%(80%)32)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00초 외 3교에서는 [표1]“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2∼2014년까지 기간제교사 4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교사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에 대해 경력환산율 50%(8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을 과다(100%)하게 인정하여 총 9,202,850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3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대통령령 제26041호, 2015.01.06.)개정 (50%→80%로 상향)

학교명 성명
교원
자격
구분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근
무
월

계약사유

호봉
산정

급여  지급액(단위: 원)

실

제

호

봉

정

당

호

봉

실제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

(C=A-B)

00초 박00 중등 2014.09.01. 2015.02.13. 6 결원 15 13 16,341,350 15,471,060 870,290 

00초 현00 중등 2013.03.01. 2014.02.28. 12 파견 15 13 37,403,250 35,444,490 1,958,760 

00초 현00 중등 2014.03.01. 2015.02.28. 12 육아휴직 16 14 41,351,010 38,037,660 3,313,350 

00초 김00 중등 2013.09.23. 2013.11.29. 2 병가 12 11 5,366,870  5,266,370 100,500 

00초 이00 중등 2012.03.01. 2013.02.28. 12 파견 21 18 42,756,540 39,796,590 2,959,950 

소계 143,219,020 134,016,170 9,202,850

      [표1] 기간제교사 경력산정 호봉획정 부적정 현황
  

  

조치할 사항 경기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은

① 앞으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호봉획정 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경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고, 

② 호봉획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의 관련자는 ‘주의처분’ 하고, 잘못  
지급된 급여 9,202,85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