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규정

제정 1983. 9. 1 규정 제  2호
개정 1985. 2. 5 규정 제 26호

1986. 2. 3 규정 제 41호
1987. 3.10 규정 제 52호
1987. 9. 7 규정 제 58호
1988. 3. 3 규정 제 64호
1989. 6. 1 규정 제 73호
1989.12.26 규정 제 75호
1990. 7.27 규정 제 96호
1990.10.10 규정 제 98호
1991. 3. 7 규정 제102호
1991. 5.31 규정 제106호
1991. 9.12 규정 제114호
1991.12.13 규정 제120호
1992. 8. 4 규정 제127호
1993. 8.17 규정 제138호
1994. 9.27 규정 제171호
1995.12. 5 규정 제191호
1996. 8.13 규정 제208호

1997. 8.25 규정 제243호
1997.11.21 규정 제259호
2000. 4.17 규정 제313호  
2001. 7.31 규정 제365호 
2001.10.18 규정 제376호  
2002. 3.27 규정 제383호  
2002.10.19 규정 제410호
2003. 3.10 규정 제426호
2004. 1.31 규정 제462호
2005. 1.26 규정 제491호
2006. 1.09 규정 제519호
2006. 3. 7 규정 제547호
2007. 4.11 규정 제579호
2008. 2.18 규정 제605호
2009. 3. 1 규정 제628호
2010. 6. 1 규정 제656호
2011. 4. 1 규정 제673호
2012. 4.10 규정 제693호
2013. 4. 1 규정 제715호

2014. 4. 1 규정 제734호 
2015. 3.31 규정 제767호 
2016. 4. 5. 규정 제793호
2017. 3.10 규정 제850호
2017. 4.26 규정 제867호
2018. 4. 3 규정 제925호
2018. 6.21 규정 제9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봉이라 함은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2. 직무급이라 함은 직책 및 직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2006.3.7 개정)
3. 호봉급이라 함은 근속 및 경력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 직무급 및 호봉급을 합한 급여를 말한다.(2006.3.7 개정)

5.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말한다.
6.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 중 사무·기술·조사·조무직군 및 상수도직군은 상여수당을 포함한다. (’00.4.17, ’04.1.31, ’05.1.26,
2011.4.1)<단서신설 2018.4.3.><개정 2018.6.21.>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조(보수의 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한다.(2005.1.26, 2009.3.1)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은 당월에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

2. 승진, 승급, 복직, 직위해제, 감봉, 정직, 강등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2015.3.31)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 및 입사 6개월 

미만 퇴직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계산한다.

4. 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보수는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일․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단, 통상임금은 공단의 동일직위 평균을 적용한다.

제7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015.3.31)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1년차에는 최초 휴직발령일 현재 통상임금의 

70%를, 2년차에는 최초 휴직발령일 현재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2006.3.7, 2015.3.31)
3.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와 공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04.1.31 개정)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5.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5, 2008.2.18, 2009.3.1, 2011.4.1,

2013.4.1, 2015.3.31)
7.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호신설 ’07.4.11)

8. 개인적 필요에 의한 해외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호신설 ’09.3.1)

9. 인사규정 제33조 11호에 의한 휴직시에는 그 기간중 휴직 발령일로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호신설 2015.3.31)

제8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중 직무급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지급한다.(2006.3.7 개정)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결근자의 보수) ①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06.1.9)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상시의 지급) ①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왕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급

제11조(기본급) ①직원의 기본급은 별지의 별표 2와 같다.(개정 ’06.3.7, ’07.4.11, ’09.3.1, 2011.4.1, 2012.4.10,

2013.4.1, 2015.3.31)
②수습기간중의 직원의 기본급은 본봉 및 직무급과 초임 호봉급을 지급하며 제수당은 근무조건이 유사한 

당해 직급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2006.3.7 개정)

③직무대행 발령시의 기본급은 그중 상위직의 직무급을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2006.3.7
개정)

④2급이하 직원이 처장 상당 직위보직시 1급의 직무급 및 직책급수행비와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4급 직원이 팀장 상당 직위보직시 3급의 직무급 및 직책급수행비를 지급한다.(2006.3.7 신설)

제12조(호봉승급기간 및 가호봉 제한)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직원의 정기 호봉승급시기는 매월 1일로 한다.(2015.3.31)
③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제수당

제13조(수당의 종류) ①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수당 2. 시간외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

4. 야간근무수당 5. 연차수당(’05.1.26) 6. 상여수당

7. 위험수당 8. 가족수당 9. 일.숙직수당

10. 삭제('91.3.7) 11. 삭제('95.12. 5) 12. 삭제('95.12. 5)

13. 특수직수당 14. 삭제('95.12. 5) 15. 장기근속수당

16. 삭제('95.12. 5) 17. 삭제(2000.4.17) 18. 삭제(2011.4.1)
19. 삭제(’09.3.1) 20. 삭제(’05.1.26) 21. 삭제<2018.4.3.>

22. 대우수당 (신설 2013.4.1)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지의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06.3.7,
’07.4.11, ‘10.6.1, 2011.4.1, 2013.4.1, 2015.3.31)

제5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제15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평균임금 의 범위는 기본급 및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5.1.26)

1. 시간외수당 2. 야간수당 3. 휴일수당



4. 기술수당 5. 위험수당 6. 연차수당(2005.1.26)

7. 일․숙직수당 8. 특수직수당 9. 장기근속수당

10. 삭제(2011.4.1) 11. 삭제(2009.3.1) 12. 삭제(2005.1.26)

13. 가족수당 14. 반장수당        

15. 상여금(개정 2011.4.1, 2014.4.1)
16. 급식보조비 17. 월동보조비 18. 특수직장려금 

19. 행사보조비 20. 효도휴가비 21. 삭제(2010.6.1)

22. 삭제(2010.6.1) 23. 직책급수행비(직위자에 한함)(신설 2005.1.26)(2006.3.7 개정)
24. 직급수행보조비(비직위자에 한함)(2006.3.7 신설)

25. 삭제<2018.6.21.> 26. 대우수당(신설 2013.4.1)

제6장  보칙

제16조(전문위원 등의 보수)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보수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100원단위까지 산출하고100원미만은 절상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파견근무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수당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재산정)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수당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8.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수당은 1992. 1. 1부터 

시행하고, 임원의 기본급은 199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8.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기본급과 이에 영향을 받는 정율급 수당은 1993. 1. 1부터 

소급 적용하되 3급이상 임․직원은 1994.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보전조치) 노사임금협약서('94.5.20)의2의 나중 건강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된 경우 감소액을 보전지급한다.에 의거 감소액을 지급하되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따른 보완조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상위하는 1종만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단, 보수규정 제2조의 통상임금의 범위중 급식보조비는 월 

3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별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당통합에 따른 보전조치) 노사임금협약서('95.9.5)의 제3항중수당통합으로 급여가 감소될 경우 

감소액을 보전한다.에 의거 감소액을 지급하되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통상임금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보완조치) 보수규정 제2조제7호의 통상임금 적용수당은 전액 통상임금화 

한다.
④(경과조치)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중 3년이내 군복무기간 합산은 1996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⑤(부칙삭제) 1990년 10월 1일 시행된 부칙중 제2항(재직중인 직원의 호봉재산정)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및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급은 1997년 6월 30일까지는 기본급표에서 30,000원이 공제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기술수당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7.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제5호 연월차수당, 제19호 생활안정수당,

제20호 건강관리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신규사업개발단 근무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23호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산입 적용함에 있어, 신규사업개발단 근무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토록 한다.

부    칙(2006.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8조, 제11조(별표 1은 제외), 제15조 및 

별표3의 제18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별표 2>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별표 2>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1조<별표 2>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6.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4.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3.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3조 22호, 제15조 26호, 제11조 <별표 2> 직원 기본급표(2012.1.1부 적용), 제13조 <별표 3> 22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호봉재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현재 기존 호봉이 5호봉에 미달하는 경우 5호봉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의 호봉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

<2013.1.1일부 적용>
(단위 : 원)

기존 호봉 1 2 3 4

금액 218,400 252,900 287,200 324,400

<2014.1.1일부 적용>
(단위 : 원)

기존호봉 1 2 3 4

금액 238,700 276,400 313,900 354,600

부    칙(2014.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11조 <별표 2> 직원 기본급표(2013.1.1부 적용), 부칙(2013.4.1) 2항의 <2013.1.1일부 적용> 및 <별표 

3>제수당 지급기준표의 기술수당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4.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3.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4.3.)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2.직원기본급표(2017.1.1.부 적용)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2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제11조 관련)(’03.3.10, ’04.1.31, ’05.1.26)(2006.3.7 개정)(삭제 2009.3.1)

<별표 2>(제11조 관련)(’03.3.10, ’04.1.31, ’05.1.26, ’06..3.7, ’07.4.11, ‘08.2.18, ’09.3.1, ‘10.6.1, ’11.4.1, ’12.4.10,

’13.4.1, 2014.4.1, 2015.3.31., 2016.4.5, 2017.3.10, 2018.4.3.)

직원 기본급표(2017.1.1부 적용)

(단위 : 원)

직급 본봉 직무급 계
호 봉 급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급 1,320,300 1,033,800 2,354,100 1 397,200 19 1,139,500

2급 1,258,800 798,500 2,057,300 2 439,700 20 1,177,100

3급 1,205,900 646,600 1,852,500 3 480,700 21 1,216,200

4급 1,159,000 518,400 1,677,400 4 523,200 22 1,257,200

5급 1,111,900 342,400 1,454,300 5 567,200 23 1,296,300

6급 1,031,900 172,900 1,204,800 6 609,700 24 1,338,800

7급 950,200 163,200 1,113,400 7 654,100 25 1,379,600

8급 644,400 125,400 769,800 8 694,700 26 1,419,100

9급 562,700 114,100 676,800 9 737,400 27 1,454,600

10 778,200 28 1,486,800

11 821,700 29 1,515,700

12 861,400 30 1,541,600

13 902,400 31 1,565,200

14 943,200 32 1,585,200

15 984,100 33 1,605,200

16 1,025,000 34 1,625,200

17 1,062,600 35 1,645,200

18 1,100,200 36 1,665,200



직원 기본급표(2018.1.1부 적용)

(단위 : 원)

직급 본봉 직무급 계
호 봉 급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급 1,320,300 1,197,600 2,517,900 1 397,200 21 1,216,200

2급 1,258,800 944,400 2,203,200 2 439,700 22 1,257,200

3급 1,205,900 777,400 1,983,300 3 480,700 23 1,296,300

4급 1,159,000 627,700 1,786,700 4 523,200 24 1,338,800

5급 1,111,900 451,800 1,563,700 5 567,200 25 1,379,600

6급 1,031,900 260,100 1,292,000 6 609,700 26 1,419,100

7급 950,200 239,800 1,190,000 7 654,100 27 1,454,600

8급 644,400 223,900 868,300 8 694,700 28 1,486,800

9급 562,700 210,400 773,100 9 737,400 29 1,519,000

10 778,200 30 1,551,200

11 821,700 31 1,583,400

12 861,400 32 1,615,600

13 902,400 33 1,647,800

14 943,200 34 1,680,000

15 984,100 35 1,712,200

16 1,025,000 36 1,744,400

17 1,062,600 37 1,776,600

18 1,100,200 38 1,808,800

19 1,139,500 39 1,841,000

20 1,177,100 40 1,873,200



<별표 3>(제13조 관련)(개정 ’03.3.10, ’05.1.26, ’06.3.7, ’07.4.11, ‘08.2.18, ’09.3.1, ‘10.6.1, ’11.4.1, ‘13.4.1, 2014.4.1,

2015.3.31., 2016.4.5, 2018.4.3.)

제수당 지급기준표

수당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기술수당 < 삭  제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시간외
근무수당

1.5통상임금 X ----- X 시간209
․예산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휴일
근무수당

1.5통상임금 X ----- X 시간209
․예산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4. 야간
근무수당 < 삭  제 >

․예산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다.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5. 연차
근무수당

1
통상임금 X -------- X 8시간209

X 미사용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다.

6. 상여수당 기본급의 600% 이내(성과급별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 위험수당 < 삭  제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8. 일․숙직
수당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9.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0～12.삭  제

13. 특수직
수 당

․장례기사 : 내규에 의함

․법정관리자 : 내규에 의함

․ < 삭  제 >

․종합시설관리사 : 월 50,000원이내

․화장업무를 수행하는 장례기사에게 지급하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법정관리자로 선임된 자중 위험수당 미수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삭  제 >

․종합시설관리사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
로 정한다.

14. 삭  제 

15. 장   기
근속수당

․20년 이상 근속자 : 월 80,000원
․15년 이상 근속자 : 월 60,000원
․10년 이상 근속자 : 월 50,000원
․ 5년 이상 근속자 : 월 40,000원

※ 장기근속수당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한다.

16～20.삭  제

< 21.삭 제 > < 삭  제 > < 삭  제 >

22.대우수당
․4급(부장대우) : 월 70,000원
․5급(과장대우) : 월 60,000원
․6급(대리대우) : 월 50,000원

․인사규정 제26조의4에 의해 직급대우로 임용된 자
에게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