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입신청서 작성 예시(2019.9.1일 편입자 기준)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구분

[√ ]편입 [ ]전직 [ ]교육훈련 [ ]파견근무(출장) [ ]편입취소 유보
생년월일 1989.12.31.

성명 홍 길 동
자택 전화번호 02-880-5060

휴대전화번호 010-3XXX-4XXXX

최종학력:
2019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수료로 기재

전자우편주소
honggildong@snu.ac.XX

주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1길 00아파트 00동 00호
최종학력

공통
기재
사항

2019 년 08 월 29 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졸업ㆍ휴학ㆍ중퇴ㆍ야간대재)

병역지정업체

업체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업체취업일(승선예정일)
편입일: 2019.9.1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담당업무 (간략히 기재: OO연구)
스마트 자율주행 연구

(재직) 또는 지방자치 근무부서
단체사항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오세정, 4촌이내 혈족 관계없음

연구실/실험실명(동, 호수 기재)
예시: OOOO연구실(301동116호)

의무복무
기간

의무복무기간

전문연구
요원

신청 병역사항

㈜연구실: 스마트OO 연구실, 301동 116호

담당업무:
연구실과 실험실이 분리된 경우 각각 기재(한군데인 경우 둘
중에 한 곳만 기재)
연구실명 기재 후, 동 호수 기재

㈜실험실: 스마트OO실험실, 301동 117호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의무복무기간 산입 제외기간 및 사유(편입지원 신청자는 적지 않습니다)
학위

편입

담당업무:
본인의 연구분야에 대해 10자내외 기재(ex: 스마트 자율주행
연구 등)

[ ]학사 [ ]석사 [ ]박사

학교명(학과)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
부

[√ ]현역 [ ]보충역

학위명(학위번호)
입학일
2017.09.01.

학위취득일
[ ]휴(퇴)학일, [√]수료일, [ ]졸업일
2019.08.29.

수료일: 체크(본인 수료일 기재)

입영(소집) 예정일
2019 년

8 월 1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본인

작성일: 8월 15일 이전이어야 함

2. 성실복무서약서 작성 관련 예시(2019.9.1일 편입자 기준)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쪽)

개별약정
피고용인

성명

생년월일

(전문연구요원ㆍ 전화번호
산업기능요원) 주소
업체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약
당사자

사업의 종류 교육 및 연구

근무지:
실제 본인의 근무 연구실을 기재
한 곳 이상인 경우 함께 기재(최대 2군데)

병역지정업체 전화번호 02-880-5060
(고용주)

소재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취업장소(근무지ㆍ사업장주소)

업무:
본인의 연구분야에 대해 자세히 기재
(단순 ‘연구업무 수행’ 등 기재 불가)

2019.09.01

복무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적습니다)

근로조건

근로시간 1일 8시간

휴가 연 15일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가 내용 확인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시행규칙」 제50조의3,제51조및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9 년 8 월 일장

피고용인(전문연구요원또는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고용주)의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서울대학교 총장

(서명 또는인)
(서명 또는인)

8월 15일 이전으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