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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보
수 및 연봉, 퇴직금, 복지후생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수 및 퇴직금, 복지후생제도, 연봉계산ㆍ지급 등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타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단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연봉대상 임·직원에게 지
급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임금총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적용대상자의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으로 지
급되는 기본적인 보수를 말한다.
나. “연봉외 수당”은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말한다.
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차등지급
하는 보수를 말한다.
라.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의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신설 2016.1.25.>
2. “연봉월액”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3.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말한다. <개정 2012.12.13.>
4. “평균임금”이라 함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 임금을 말한다.
5. “비정규직”이라 함은 계약직과 일용직을 말하며, 일용직은 연봉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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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평가”라 함은 업적평가에 의한 평가결과로서 직원의 승진, 연봉, 인센티
브성과금,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종류) ①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경영평가 성과급 및 퇴직금
으로 한다.

<개정 2010.9.28., 2016.1.25., 2017.6.21.>

②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연봉외 수당, 성과연봉, 경영평가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개정 2016.1.25.>
<삭제 2012.12.13.>

한다.
③

제 2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일) ①연봉월액은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21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연봉외수당중 연차 휴가보상금은 매년도 12월에 지급한다.
③연봉외수당중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연봉월액 지급일에 지급하고 출근일수 산정
시 출장일수는 출근일수에 포함한다.
④연봉대상 임·직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성과평가등급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전
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자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⑥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월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기본연봉) 연봉대상 임·직원의 기본연봉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성과연봉)①성과연봉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되 휴직ㆍ정직 및
대기(정년대기 제외)자는 제외한다.
②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급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봉외수당) 연봉대상 직원의 연차휴가보상금, 시간외수당, 중식대 및 교통보조
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신규채용시 기본연봉) ①신규채용된 자의 기본연봉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신입사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내로 하고 급여는 연봉월액의 80%를 지급한다. 다
만, 입사당해월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승진시 기본연봉) 승진자에 대한 기본연봉의 결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152 -

제11조(신분변경시 연봉) ①채용, 승진, 승급, 휴직, 대기, 퇴직 등 신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만 3년이상 재직한 직원이 퇴직
할 경우에는 징계로 인한 면직자를 제외하고는 최종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하되 퇴직
후 잔여 연봉기간에 대하여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사망시에는 최종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하되 사망후 잔여 연봉기간에 대하여 연봉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휴가, 휴직, 결근, 대기, 징계기간중의 보수) ①휴가는 연봉월액의 지급에 영향
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 휴가보상금 지급시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②휴직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다. <개정 2014.3.14.>
2. 업무상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1년까지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 1년 초과 2년까지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4.3.14.>
3. <삭제 2014.3.14.>
4. <삭제 2014.3.14.>
5.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4.>
③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잔여 연차휴가일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차감한다.
④대기기간중의 보수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정년대기자 :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제외한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2. 정년대기자 이외의 대기자 : 연봉월액의 35%를 지급한다.
⑤정직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5%를 지급한다.
⑥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06.21.>

복무규정 제13조의2 제1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전과 동일
한 보수를 지급한다.
2. 복무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
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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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겸직, 파견, 복직, 퇴직, 잔무처리, 징계처분취소 기간중의 보수) ①직원이 본
직외에 농금원내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본 농
금원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관과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다.
③복직한 직원의 보수는 복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당해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
급한다.
④인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해직”에 의거 퇴직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
정기준 시점은 발령일 전일로 한다.
⑤휴직·정직 또는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재심이나 법원의 판결등으로 인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동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
를 전액 지급한다.
제14조(성과연봉기준) ①연봉대상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
서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등급에 의하여 차등지급하며 지급율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평가기준일(매년도말 12.31) 현재 재임기간이 업적평가 대상기간인 1년 미만시에
는 월할 계산한다. 다만, 월미만은 절사한다.
③정년대기자, 그 외 성과평가 제외 대상자의 성과연봉지급기준은 평가등급 B등급
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적용한다.
제15조(평가방법) 연봉대상 직원의 평가는 내부평가지침에 의한다.
제16조(타보수 지급금지 및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수는 연봉대상 임·직
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휴가, 휴직, 징계, 호봉, 승급과
관련된 사항은 농금원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연봉계약) 원장과 연봉대상 직원은 개별 연봉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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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의 신청) ①연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
에 의거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보안유지) 연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및 직무상 타인의 연봉을 인지하고 있는
자는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정부기관의 요청 등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장

임금피크제

제20조(임금피크제 적용직원의 보수) ①인사규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임금피크제 적
용기간 중에 있는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08.17.>

1. 기본연봉(1년차 및 2년차 동일) : 최초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년도 기본연봉의
50%를 지급한다.
2. 기본연봉 이외의 보수는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08.17.>

제 4 장

퇴직금

제21조(퇴직금 지급) ①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근속연수 1년미만의 단수가 있
을 때에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한다.
②임·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
에 한하여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
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
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15.08.17.>
③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직원이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17.>
제22조(근속년수계산) ①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근속년수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퇴직 당해년도에 가산되는 지급기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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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 계산 적용하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한다.
③퇴직금 산정에 따른 근속년수에 휴직 또는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1.>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육아휴직
④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1을 감한다.
제23조 <삭제 2014.3.14>
제24조(사망자의 퇴직금 지급)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
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5 장

복지후생제도

제25조(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녀학자금 등 비급
여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건강관리)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
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건강진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 <삭제 2014.3.14>
제28조(의료비 지원) ①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의료비
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②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학자금 지원) ①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②학자금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기타 복지후생제도 운영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타 복지후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56 -

제 6 장

비상근 임원의 실비보상

제31조(비상근임원의 실비보상) ①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 임원이 이사회
에 참석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농금원에 출석 및 현지출
장하여 농금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②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③감사가 정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금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는데
소요되는 자료수집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감사 일수에 따라 보상한다.
1. 교통비 및 숙박비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수집비는 1일 200,000원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금
액으로 하여 연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감사보조 인건비는 1일 100,000원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1
일 2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준용 및 위임규정)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정책보
험금융원의 관련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며,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이 규정중 임원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임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존 보수규정과 연봉제규정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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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58 -

보 수 준 칙
2009. 4. 3. 전부개정
2009. 6. 1.
개정
2009. 7.17.
개정
2010. 3.17.
개정
2010. 7.23.
개정
2011. 1.12.
개정
2011. 7. 5.
개정
2012. 1. 1.
개정
2012. 1. 5.
개정
2012.12.27.
개정
2013. 3.20.
개정
2013. 5. 8.
개정
2013. 6.24.
개정
2013.12.04.
개정
2014.11.20.
개정
2015. 8.17.
개정
2015. 8.25.
개정
2015. 12.2.
개정
2016. 2.15.
개정
2016.12.22.
개정
2017. 2.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상임임원과 2급이상 직원(이하 “연봉제 임·직원”이라 한
다) 및 3급이하 직원(이하 “호봉제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보안유지) 직무상 타인의 연봉을 인지하고 있는 직원은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면 아니 된다. 다만, 법령, 정부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기본연봉) ①연봉제 임·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의 하한액
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②호봉제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2”와 같다.
③<2012.12.2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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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계약직 직원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2012.12.27 개정>
제5조(연봉외 수당) ①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1.12 개정>
1. 교통보조비
가. 월 10일 이상 출근한 직원 : 월 200,000원
나. 월 5일 이상 10일 미만 출근한 직원 : 월 100,000원
다. 월 5일 미만 출근한 직원 : 지급하지 아니함.
2. 중식보조비 <2011.1.12 개정>
가. 월 10일 이상 출근한 직원 : 월 200,000원
나. 월 5일 이상 10일 미만 출근한 직원 : 월 100,000원
다. 월 5일 미만 출근한 직원 : 지급하지 아니함.
3. 시간외근무 수당
가. 시간외근무(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지급시간은 3급 이하의 직원
에 한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12시간 이내로 하며, 지급율은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대외기관의 긴급한 자료요구 및 행사참석 등으로
월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대체휴무일을 지정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013.3.20,
2013.6.24, 2015.08.25 개정>
나. 일상적인 업무외에 추가업무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하여야
할 경우 부서장은 담당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명령 할 수 있다.<2013.3.20 개정>
다. 부서장은 시간외근무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퇴
근시간 전까지 명령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 할 수 있다..<2013.3.20 개정>
라.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은 반드시 본인의 지문으로 보안관리시스템에 입력 하
여야 하고 익일에 업무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인식시스템의 오작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문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의 서면 결재를 통한 확인서 제출로 시
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다.<2013.3.20 개정>
마. 기획관리부는 월 1회 보안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다..<2013.3.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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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휴가보상금
복무규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미사용휴가일수 1일을 8
시간으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12.12.27 개정>
②교통보조비

및

중식보조비

출근일수

산정시

출장일수는

출근일수에

포함한

다. <2011.1.12 신설>
제6조(기본연봉의 인상) ①당해연도 기본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에 정부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2.1.5 개정>
②연봉제 직원에 대하여 1년 근속시 마다 가산되는 근속가산금인 표준가산급을 매년 연
봉계약 체결시 반영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가산급은 “별표 1-1”과 같다.
<2010.3.17 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표준가산급의 가산을
유예한다.<2013.6.24 신설>
1. 감봉 : 감봉기간에 12월을 가산한 기간
2. 휴직 : 다음의 1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기간
가. 병영휴직
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다. 육아휴직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기본연봉의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5.8.17 신설>

제 2 장 연봉제 직원의 성과연봉 및 평가절차
제7조(성과연봉) ①성과연봉은 전년도분 업무성과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
라 실적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급하며, 당해연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009.7.17 개정>
②성과연봉의 지급율은 “별표 4”와 같다.
③성과연봉은 성과급예산재원이 별도로 확보될 때 시작한다.
제8조(성과연봉 평가 절차) ①익년도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부․ 팀별 업무성과 평
가항목은 익년도 경영방침을 반영하여 기획관리부에 매년도말까지 3개 이상 항목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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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획관리부는 부․ 팀별로 제출한 업무성과 평가항목과 조직의 비전, 경영목표, 익
년도 업무계획 등을 반영하여 익년도 업무성과 평가항목을 정한다. 부․ 팀별
로 제 출 한 업무성과 평가항목은 그 내용의 중요도․ 중복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할 수 있다.
③업무성과 평가기준일은 매년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④각 부서장은 부서내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
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제외대상) ①개인성과평가 대상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신규채용 및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인하여 평가 대상기간이 평가 기준일 현재 3개월
미만인 자
2. 평가 기준일 현재 인사관련 규정에 의한 휴직자 및 대기자
3. 평가기준일 현재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대기자
②제1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외사유를 기록․ 보관한다.
제10조(연봉계약의 체결) ①연봉제 직원은 “별표 5”의 연봉제적용동의서 및 “별표 8”의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부는 연봉제 직원에게 개인별 기본연봉내역을 기재한 “별표 6”의 연봉
통보서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확정된 연봉통보서는 계약체결에 갈음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개인별 기본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직원은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된 기본연봉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표 7”의 연봉이의 신청서를 제
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며 그 결과를 7일이
내에 당사자에 통보하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직급승진에 따른 평가) 직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직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후 실근무기간만 평가한다.
2. 승진 후의 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직무변경에 따른 평가) 인사발령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의 평가는 전임업
적과 후임업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며, 월 이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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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한다.
산식 = (전임 업적평가점수) × (근무기간/12) + (후임 업적평가점수) × (근무기간/12)

제 3 장

호봉제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

제14조(초임호봉 및 경력) ①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급 : 12호봉
2. 4급 :

8호봉

3. 5급 :

1호봉

②5급이하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중 채용전에 군복무를 필한 자에 대하여는 최장 3
년이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연단위로 기산하되, 연미만 월수는 차기승급일을 단축하
며 월미만 일수는 버린다.
③4급이상의 경력직 직원을 신규채용시 타기관 경력 인정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
서 원장이 정한다. 다만, 동일기간중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을 인정한다.<2010.3.17 개정>
1. 공무원,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원장이 인정하는 금융관련 공공기관 등에
서 근무한 기간 : 90%이내
2.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서 근무한 기간 : 80%이내
④제3항의 타기관 경력은 채용직급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기관의 실
제 근무경력을 대상으로 1호봉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군경력을 포함한 타기
관 경력인정기간이 당해 직급별 초임호봉보다 미달할 시에는 당해 직급별 초임호봉
을 부여한다.
⑤원장이 본 농금원 업무에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력, 자격, 학위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호봉을 부여할 수 있다.
⑥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을 부여한다.<2013.3.20
개정>
제15조(승급) ①“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호봉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입사일 또는 수습 해제후 부여
된 차기 호봉승급일 및 승진일이 1월에서 6월사이는 1월1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
는 7월1일을 정기승급일로 한다.<2011.7.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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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월중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한 자의 승급기준일은 다음달 초일로 한다. 다만, 월의
초일에 신규채용 되거나 승진한 자의 승급기준일은 해당 월의 초일로 한다.
④휴직 및 대기기간은 승급기간에 필요한 근무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 휴직기간
2. 국제기구 고용으로 인한 휴직기간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4. 육아휴직기간
5. 정년대기기간
6.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명령휴직을
받은 직원이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
고를 받은 경우의 그 대기 또는 휴직기간
⑤자비해외유학을 위한 휴직기간은 학위취득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이를 인정
하는 경우 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⑥본 농금원 인사규정에 의한 승진․승급 불허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2.1.5 개정>
⑦제4항 및 제6항의 휴직․대기기간 및 승진․승급 불허기간은 동 기간만큼 차기승급일
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에 반영하되 월미만 단수는 절상한다.
⑧국가 또는 본 농금원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승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수인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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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별표 1”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수인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수인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수인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수인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1급이상 임직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원장 및 1급직원에 대하여는 준칙 제
4조 제1항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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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수인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수인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수인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수인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임원에 대하여는 준칙 제4조 제1항 “별표1”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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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기 준 기 본 연 봉
1. 임 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 기본연봉

원장

기타

135,131

2. 연봉제 일반직 (2급이상)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 기본연봉

1급

81,408

2급

68,952

기타

[별표 1-1]

표 준 가 산 급
1. 연봉제 일반직
구

분

지급기준
1 급

1급 기준 기본연봉 × 1.23%

2 급

2급 기준 기본연봉 × 1.46%

표준가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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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 본 연 봉

1. 호봉제 일반직(3급이하)
(단위 : 원)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3급

4급

54,393,000
55,407,000
56,422,000
57,436,000
58,451,000
63,475,000
64,491,000
65,505,000
66,519,000
67,533,000
68,524,000
69,539,000
70,554,000
71,569,000
72,583,000
73,573,000
74,588,000
75,602,000
76,616,000
77,632,000
78,622,000
79,636,000
80,650,000
81,667,000
82,582,000
83,473,000
84,390,000
85,230,000
86,047,000
86,889,000
87,656,000
88,399,000
89,166,000

39,517,000
40,433,000
41,350,000
42,265,000
46,301,000
47,315,000
48,329,000
49,864,000
50,878,000
51,866,000
52,884,000
53,898,000
54,912,000
55,928,000
56,917,000
57,932,000
58,946,000
59,962,000
60,976,000
61,965,000
62,980,000
63,995,000
65,009,000
66,024,000
67,014,000
68,028,000
69,044,000
70,059,000
70,975,000
71,866,000
72,782,000
73,622,000
74,440,000
75,282,000
76,048,000
76,792,000
77,5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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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29,937,000
30,705,000
31,446,000
32,213,000
32,979,000
34,314,000
35,155,000
35,970,000
36,887,000
37,800,000
38,716,000
39,705,000
40,718,000
41,732,000
42,746,000
43,760,000
44,749,000
45,762,000
46,776,000
47,791,000
48,805,000
49,792,000
50,806,000
51,819,000
52,835,000
53,848,000
54,836,000
55,850,000
56,864,000
57,878,000
58,892,000
59,881,000
60,894,000
61,908,000
62,922,000
63,838,000
64,727,000
65,643,000
66,482,000
67,300,000
68,140,000
68,905,000
69,649,000
70,415,000

[별표 3]

연 봉 외 수 당
구

분

지급기준

연차수당

연봉월액×1/209×8시간×일수

시간외수당

연봉월액×1.5/209×시간

[별표 4]

성과연봉(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기준표

소속

S

A

B

C

D

○○

120%×

110%×

100%×

90%×

80%×

※ × = 성과연봉에 배분된 예산/ 해당 직원의 기본연봉 총액 ⇒100%
※ 개인별 지급액 = 각 부서별 배분예산 × 개인의 통상임금/각 부서 소속직원
의 기본연봉 총액
※ 부서 인원의 불균등으로 인한 차등지급 재원의 과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
는 전 직원의 성과연봉 재원에서 균등하게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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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연봉제 적용 동의서
본인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연봉제가 능력과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 조직활성
화와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연봉제의
적용을 받기를 동의하며 서약합니다.
1. 연봉 산정방식 등 연봉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2. 연봉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본인 연봉의 절대수준을 기준으로 제기하며 단순히 타
인과의 차이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타인의 연봉금액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연봉금액을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정한 불이익을 감수 하겠습니다.
4. 연봉제와 관련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정한 바를 준수
하겠습니다.
년
부

월

서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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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일

[별표 6]

연 봉 통 보 서
보수규정 및 동 보수준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 연봉내역을 통보함

1. 기본연봉금액
(단위 : 천원)
부 서

직

급

성

명

전년도
기본연봉

평가등급

인상율

당해년도
기본연봉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적용한다.
②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수규정 및 보수준칙 등에 따른다.
③ 당해연도 기본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을 적용하되 평가 결과가 완료된 이후
에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연봉적용기간 : 2○○○. ○○. ○○.

20

.

～ 2○○○. ○○. ○○. (1년간)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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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별표 7]

연봉 이의신청서
1. 연봉 계약자
소

속

직급(직위)

사

번

성

명

평가등급

2. 이의 신청내용

※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3. 요청사항

※ 이의신청 사유를 근거로 연봉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기재함

년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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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서명 또는 날인)

[별표 8]

연 봉 계 약 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연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영성과 향상
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연봉계약의 계약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체계) 보수는 기본연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본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농금원의 관련규정을 준
용한다.
제4조(기본연봉) ① 20○○년
(￦

의 기본연봉은 연간

원

)이며 매월 12분의 1씩 농금원의 급여지급일에 분할 지급한

다.
② 이후의 기본연봉과 연봉외수당은 농금원의 보수 관련규정을 준용하되, 제6조의
사유 발생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예산관리기준에 따라 확보하여 내부평가에 의하여
차등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
별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은 농금원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체결 후 보수 등 계약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직무변경 등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금원의 관련규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연봉계약을 체결함.

20

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월

일

원장 (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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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승진 시 호봉 획정표

3 급

승 진

4 급

승 진

4급호봉

3급호봉

4급호봉

3급호봉

5급호봉

4급호봉

5급호봉

4급호봉

11

12

32

23

4

8

25

20

12

12

33

24

5

8

26

21

13

12

34

25

6

8

27

22

14

12

35

26

7

8

28

23

15

12

36

27

8

8

29

24

16

13

37

28

9

8

30

25

17

13

38

29

10

9

31

26

18

14

39

30

11

10

32

27

19

14

40

30

12

11

33

28

20

15

41

31

13

12

34

29

21

15

42

31

14

13

35

30

22

16

43

32

15

14

36

31

23

17

44

33

16

14

37

32

24

17

17

15

38

33

25

18

18

15

39

34

26

18

19

16

40

35

27

19

20

16

41

36

28

19

21

17

42

36

29

20

22

17

43

37

30

21

23

18

44

38

31

22

24

19

- 174 -

- 1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