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의 입장
1. 관련 법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립대학 회계법)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
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 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
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3.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
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제1항
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제47조 및 「지
방공무원법」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
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2.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 지급의 역사적 배경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이하 교연비)는 국립대학 교원의 부족한 급여를 보전하기 위
해 지급되었던 ‘기성회회계 정액연구비’에서 전환된 것임.
- 2015년 기성회계의 폐지로 인해 ‘정액연구비’의 지급 근거가 사라지자, 대안으로 교연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국립대학 회계법에 포함시킴.
3. 시행 규칙의 주요 문제점
가. 교연비의 지급의 논리적 정합성 및 역사성 훼손
시행규칙
제22조 ①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
하지 아니할 것
- 교수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임.
- 교연비 제도는 교수의 고유 업무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이외의 추가‘교육, 연구, 학생
지도’실적에 대해 사업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교수의 고유 업무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이외에 통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를 해야 함.

Ÿ

따라서 교수는 업무 시간에 사업 수행을 위해 교수의 고유 업무 이외의 (유사)‘교육,
연구, 학생지도’업무를 수행하거나,

Ÿ

통상업무에 대해 임금과 교연비라는 사업비를 부정으로 이중 지급받도록 하고 있어,

Ÿ

교수에게 위법 행위를 종용하는, 즉 교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규칙임.

Ÿ

시행규칙의 개정 없이는 교연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

나. 국립대학 회계법과의 충돌
국립대학 회계법
제28조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립대학 회계법은 교연비를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실적에 따라
차등하는 사업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제22조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국립대학 회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됨.
- 따라서 시행규칙 제22조를 개정하여야 함.
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
시행규칙
제22조 ① 1.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⑥ ...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시행규칙은 교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음.
- 또한 교직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한 집행방식으로 인해 행정과 자원의 낭비가 매우 심함.
라. 교연비는 폐지되도록 설계
시행규칙
제22조 ① 1.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
성하되,
-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로 정하
고 있어, 궁극적으로 교연비는“0”으로 수렴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4. 최근 교연비 관련 논란
가. 언론보도
- ‘학생지도비’ 받으려고…옷 바꿔 입어가며 ‘인증샷’ 채운 교직원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4696.html#csidxee16256b0fc93ed9
2c188ca15082181
- 학생도 모르는 ‘학생지도비’…문제 학교 찾아가 보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3375
- 횟수·날짜 조작...학생지도비 챙긴 국립대 교수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J1SACA
- "카톡 1건에 수당 13만 원"..국립대 '학생 지도비' 부당 지급 적발
https://news.v.daum.net/v/20210511172238509?f=o
- 건강 묻는 문자 1건 보내놓고…학생지도비 13만 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5759_34936.html
-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 국립대 38곳, 교육부 감사 받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818245944903&outlink=1&ref=https%3A
%2F%2Fsearch.daum.net
- 권익위 "국립대 10곳서 학생지도비 94억 부당 집행"…교육부 감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4583&plink=ORI&cooper=D
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나. 황폐해지는 대학
- 국립대학 교수들은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립대학 교수의 자존감이 깡그리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함.
- 학생지도비 13만원 지급 논란의 여파로 정상적인 학생 지도가 불가능함.
-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가 붕괴됨.
5.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및 교육부 감사의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국립대학 교직원을 잠
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각종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감사를 받는 국립대학은 대학 업무가 마비될 지경으로 많은 교직원들이 소명자료 작성
에 매몰되어 있음.
- 학생과 교수 사이 나누었던 비공개 상담내용까지 교연비 지급 관련 감사과정에서 열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Ÿ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고,

Ÿ

교권이 무너지고,

Ÿ

향후 진솔한 학생 지도가 어려워짐.

6. 요구사항

교육부는 국교조와 합의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당을 신설하고
교연비 지급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 논리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제도인 교연비를 폐지하고,
- 열악한 국립대학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등 교육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립
대학 교수에 대한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교연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준
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된 해당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와 형
평성을 고려해 교원의 기본급을 13.7% 인상하여야 함.
- 단기적으로는 교연비와 관련하여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
도록 약속하여야 함.
- 교육부는 국교조와 합의하여 교연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가. 수당 지급 관련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4조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3조는 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교원 보수 우대 원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
은 직급 일반직 공무원보다 연 평균 2160만원 적은 연봉을 받고 있음.
- 일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전직급),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을 대신하여, [교육
공무원법 제34조, 제35조]은 교원에게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과 교직수당
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원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 교원만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명백한 교육공무원법의 위반사항임.
나. 수당체계 (교원 대상)

- 교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국립대학 교원은 지급받지 못함.

참고자료.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 현황

- 교연비와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이 받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면,
Ÿ

대학교수의 신규 임용 평균 연령은 43세고 고등학교 교사의 신규 임용 평균 연령을
32세 정도임.

Ÿ

교수와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생애 연봉을 비교하면 교수의 생애
연봉은 1억 2천만원 적은 91% 수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