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1조 (명예퇴직요건) 1. 명예퇴직 요건은
①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년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②정년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2. 1항에 해당되어지더라도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않는다.
①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④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조 (수당지급)
1. 명예퇴직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 수당의 지급액은 명예퇴직자의 정년 잔여월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인 경우
(퇴직예정일 당시 본봉) × 정년잔여월수 × 50%
②잔여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인 경우
(퇴직예정일 당시 본봉) × 60개월 × 50% + 본봉 × (정년 잔여월수 - 60) × 25%
③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의 기간인 경우
(퇴직예정일 당시 본봉) × 60개월 × 50% + 본봉 × (120 - 60) × 25% <개정 2020.8.10.>
3. 본봉이란 교비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직급수당에서 지급되는 직원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상여금
이나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혹은 그 외의 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예정일 당시의 본봉이란
퇴직예정일 직전 마지막 급여 지급일에 본봉을 의미한다.
제3조 (명예퇴직의 신청)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퇴직의 결정)
1. 총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하면 직원인사위원회에 명예퇴직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199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171차 이사회)

[기존 규정]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명예퇴직요건) 1. 명예퇴직 요건은 <2007.03.01개정>
①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정년 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10년 이내인 자
② 정년 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자가 각각 정년퇴직 예정일 1년 또는 10년 이내에 자
진하여 명예 퇴직하고자 할 때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2. 1항에 해당되어지더라도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않는다.
①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④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조 (수당지급)
1. 명예퇴직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 수당의 지급액은 명예퇴직자의 정년 잔여월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인 경우
(퇴직예정일 당시 본봉) × 정년잔여월수 × 50%
②잔여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인 경우
(퇴직예정일 당시 본봉) × 60개월 × 50% + 본봉 × (정년 잔여월수 - 60) × 25%
3. 본봉이란 교비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직급수당에서 지급되는 직원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상여금
이나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혹은 그 외의 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예정일 당시의 본봉
이란 퇴직예정일 직전 마지막 급여 지급일에 본봉을 의미한다.
제3조 (명예퇴직의 신청)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퇴직의 결정)
1. 총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하면 직원인사위원회에 명예퇴직 여부를 심사토록 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199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