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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안내

목

1. 관련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외부강의신고 적용대상인 구성원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
우” 및 “사례금 상한액(시간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가 있
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청탁금지법 제 21조)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청탁금지법 제 23조)
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외부강의등 신고절차를 ‘붙임1’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붙임4’의 ‘청탁금
지법 외부강의등 신고 매뉴얼’을 참고하여 ‘붙임2, 3’의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아래의 신
고접수메일 계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외부강의등 신고시스템 구축 예정)
◯ 외부강의등 신고접수메일 계정: outside-lect@postech.ac.kr
※ 청탁금지법이 ‘16. 9. 28이 시행됨에 따라, ’16. 9. 28 이후의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신고

붙임

1.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안내(요약)
2. 외부강의등 신고서_양식(국민권익위원회)
3. 초과사례금 신고서_양식(국민권익위원회)
4. 청탁금지법_외부강의신고_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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