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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혁 대학에 대한 우리의 서비스를 관리하고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핸드북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텍스트, 훨씬 더 적은 성경. 우리의 공동 생활과 개인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질문이
이 텍스트에서 여기에서 대답합니다. 정책을 인쇄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의 교육 환경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토론하고 토론하고 더 잘 사용합니다.
개혁대학.

교수진 감사

나는 아래 명시된 날짜에 개혁 대학 교수 핸드북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핸드북 조항이 고용 계약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 사항을 더 이해합니다.
• 핸드북에 대한 수정은 수시로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수정은 나의
고용;

• 그러한 핸드북 개정판의 종이 또는 전자 버전의 사본이 만들어집니다.
개혁 대학에서 나에게 제공; 그리고

• 개정된 핸드북의 조항을 읽고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a) 고용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나의 고용에는 지정된 기간이 없습니다.
합의;

(b) Reformed University 또는 본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방법 또는 주법 위반; 그리고

(c) 본인의 고용이 개혁 대학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본인은 다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북에 명시된 고충 절차는 수시로 개정되며 모든

해당 연방 및 주 고용 차별법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

서명 날짜

고용학과

교수명(정자체)

교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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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비젼
개혁 대학의 비전은 현재와 미래의 목회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해외에서 학식 있는 기술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28:18-20에 지시된 대로 모든 민족의 마음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라.

사명
개혁 대학의 사명은 교회를 건설하고 사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눅 4:18), 이 정신으로 개혁
대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문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재정의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리더십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글로벌한 시각을 갖도록 돕습니다.
도전에 대처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식을 발전시키고 영성을 심화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고백
개혁 대학은 요약된 바와 같이 성경의 무오성과 개혁주의 신앙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1646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신성한 영감, 무오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우리 믿음의 기본 표준;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영원하고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한 분, 삼위 안에 존재
같은 위격 -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모두가 한 본질이고 모두 같은 본성을 갖고,
완전함과 속성이 있으며, 각각은 정확히 동일한 예배와 순종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신
신성한 삼일성의 첫 번째 위격이신 아버지는 무한한 영이십니다.
영원히 존귀와 숭배와 순종을 받기에 합당한 그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죄 없는 인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성,
기적적인 잉태와 동정녀 탄생으로 독특한 성육신을 이루신 이후 한 분의 신-인간 위격. 입력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 모두에서 육신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분의 기적과 지상에서의 속죄 죽음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십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아버지의 무덤에서 우편으로 돌아가시며 권능과 재림으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 세상 죄를 대신하여
문자적인 육체적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이 뒤따르는 그분의 육체적 승천이 뒤따랐다.

성령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치시는 신격의 제3위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을 충만케 하셨느니라 거룩한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난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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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마음을 밝히고, 의지를 강화하며,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사실성
문자 그대로를 포함한 원시 역사의 성서 기록의 완전한 역사성과 명료성
만인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의 존재, 전 세계적인 대홍수,
바벨탑에서 민족과 언어의 기원.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는 신자들을 모으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라 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과 규례를 주셨으니
신자를 온전케 하는 것.

구원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개인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은 오직 그분의 인격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일하다.

마지막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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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죄를 심판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영원한 나라,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서 그의 목적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영원한 보상과 형벌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과 잃은 사람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에 저장
생명의 부활과 멸망의 부활에 이르느니라.

창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생물을 지배하십시오.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모든 사람을 위해 육체적, 영적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우주는 기존의 물질을 제외하고 어떠한 진화적 과정도 없이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존재하는 시공간 우주와 모든 기본 시스템과 유기체
창조주간.

사탄
유혹자이자 고발자 역할을 하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존재가 존재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처소가 예비되었나니 거기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마다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 우리는 사탄이 원래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반항했다
신에 대하여. 그 결과 그는 타락하여 마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대적이요 지도자가 되었느니라
그와 함께 쓰러진 천사들의 무리. 사탄은 십자가에서 심판과 패배를 당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궁극적인 운명.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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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철학
개혁 대학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지적이고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교과 과정이 성령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 그리스도 중심
• 성경에 근거함
• 학문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는 학위 및 비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세계

• 학문적 우수성 추구
• 기독교인이며 기관의 교리적 신념을 따르는 교수진이 가르칩니다.
• 양질의 고등 교육에 전념하는 교수진의 강의
• 적절한 학업 자격을 갖춘 교수진이 가르칩니다.
• 학업 및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가르쳤습니다.
• 학문적 훈련과 기독교적 헌신을 통합하도록 설계됨
•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독교적 믿음에 기초함.

기관 목표
• 교회에서 목회적 소명을 위한 학생들을 형성하는 데 교회와 함께 참여하고,
개혁주의 전통 내에서 신학 교육의 모범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 진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다는 기독교 원칙에 헌신한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숨겼더라"(골 2:3)

• 기독교 교양 교육을 포스트모던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와 연관시키기 위해
• 지식과 영성을 결합하여 우리 존재의 온전함과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

• 미국과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학문적 우수성은 비판적
학습된 지식과 영성에 대한 성찰, 지식 사용에 대한 책임
사회, 인류 구원의 충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eformed University는 몇 가지 교육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학생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인도한다.
• 영감을 받은 성경을 철저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학생들을 보살피는 일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 학생들이 다음의 내용을 충실하고 실용적이며 복음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위한 성경

• 학생들에게 성경, 조직, 역사 및 실제 신학의 모든 영역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
1646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한 교리문답

• 학생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경건함,
영적, 지적, 전문적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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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역의 강점과 능력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을 제공하여 설교, 예배,
상담, 대인 관계 기술 및 교회 행정; 그리고 미래를 지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들.

9페이지

4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기관 학생 학습 결과
Reformed University에서 제공되는 모든 학업 프로그램은 신앙 선언문, 사명과 일치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학습 결과가 기대됩니다.
• 신학 석사 및 학부 과정과 같은 대학원 수준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학 연구 학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생은 광범위한
신학적 훈련의 관점, 그리고 학생들은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학문적 우수성, 비판적 성찰, 충실한 증언을 통해

• 졸업생들은 글로벌 문제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고급 리더십 기술을 습득합니다.
(교회 또는 사업).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인류의 복지,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화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영적 현실과 관계.

유효성
개혁 대학의 주요 목표는 캠퍼스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과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삶. 모든 영역에서 평가, 전략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지속적인 주기가 있습니다.
기관이 사명과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도적 효과성 평가는
계정 학업 서비스, 행정 서비스, 시설 관리 서비스 및 학생 서비스.
이 평가 주기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 효율성 사무국이 만들어졌으며,
교무처는 대학의 교육 목표, 철학 및 목표,
그리고 학생의 학습 결과는 그 사명과 일치합니다. 교육의 일반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 교수진은 잘 구성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졸업생의 출구 인터뷰
완료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수행됩니다. 지역 부처와 대화가 유지되고
RU 졸업생을 고용하는 조직. 모든 학생들에게 강사를 평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매 학기 말에. 각 교수진은 직접적인 평가 방식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고,
시험, 보고서 등과 같은

차별 금지 선언문
개혁 대학교 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나이, 유전 정보, 장애 또는 보호 대상 재향 군인으로서의 지위. 이 비차별
정책은 고용 및 입학 절차의 모든 단계와 RU의 다른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이 정책은 성폭력 및 성희롱에도 적용됩니다.
(성차별의 형태) 대학 상황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교육 또는 업무 경험 또는 캠퍼스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환경.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 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조사에 참여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금지.

1964년 민권법 Title VI, Title IX 적용에 관한 리폼드 대학교 의 문의
1972년 교육 수정안 1 ,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미국인
1990년 장애인법 또는 기타 민권법을 개혁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무처.

1 Title IX 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 성차별을 금지합니다.

활동.

10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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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가치 및 기준
이사회, 교수진, 직원 및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개혁 대학 지지자
다음과 같은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 개혁 대학의 비전, 사명, 목표 및 발전에 전념
• 현재와   미래의 목회자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사람들이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돕고 격려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그분 안에서 자유케 하다

• 성경의 무오성과 개혁주의 신앙을 확고히 고수하십시오.
1646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 탐구를 인도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추구합니다.
업무 수행의 우수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라.
그리고 지시

•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 및 복지 발전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 효과적인 직업 사역 훈련과 학업 간의 적절한 균형을 다음과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육기관의 구성원

• 인종 및 기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속성

• 직업 생활의 모든 측면에 성경적 세계관을 통합합니다.
• 개인적인 성장, 대학 생활의 상호 작용에서 기독교인의 삶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봉사에 헌신하여

• 기업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구축하는 비즈니스 관행 및 광고 표준을 존중합니다.
기관

• 대학에서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공정한 사업 관행 및 광고 표준의 진실
개혁 대학은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과 광고 표준을 준수하여
기관의 신뢰성과 무결성. 따라서 개혁 대학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을 준수하기 위해 진실하고, 기만적이지 않으며, 공정합니다.
광고하는

• 기관의 비즈니스 관행(회계 등)에서 기만적인 요소를 피하기 위해.
Reformed University는 FTC의 사기 정책 성명(www.ftc.gov 참조)을 따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기만적인 광고. 이 정책은 모든 마케팅에 적용됩니다.
온라인이든 인쇄물이든 방송이든 미디어.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20 USC § 1232g, 34 CFR Part 99)은 연방
학생 교육 기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 이 법은 다음을 받는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미국 교육부의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

FERPA는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닐 때 전학
수준. 권리가 양도된 학생은 "적격 학생"입니다.

•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학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이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본 기록. 학교는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부모는
또는 적격한 학생은 정식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후 학교가 여전히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록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합니다.

•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나 FERPA는 학교가
그러한 기록을 동의 없이 다음 당사자에게 또는 다음 아래에 공개합니다.
조건(34 CFR § 99.31):

o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 관계자;
o 학생이 전학하는 다른 학교;
o 감사 또는 평가 목적으로 지정된 공무원
o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적절한 당사자;
o 학교를 위해 또는 학교를 대신하여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
o 인증 기관;
o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합니다.
o 건강 및 안전 비상 사태의 경우 적절한 공무원; 그리고
o 특정 주법에 따라 청소년 사법 시스템 내 주 및 지방 당국.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의 이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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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장소, 명예 및 수상, 출석 날짜. 하지만,
학교는 학부모와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그러한 인명록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학부모와
적격한 학생이 학교에 디렉토리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
그들에 대한 정보. 학교는 매년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아래의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페르파. 실제 통지 수단(특서, PTA 게시판, 학생 핸드북 포함, 또는
신문기사)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긴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1-800-USA-LEARN(1-800-872-5327)으로 전화하십시오. TDD 사용자는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ederal Relay Service 또는 다음 주소로 FCP 사무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정책 준수 사무소
미국 교육부

400 메릴랜드 애비뉴, SW
워싱턴 DC 20202-8520

12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개혁 대학 소개

배경 및 연혁
2009년 9월 대한민국 서울 중립 장로교 총회 신학교 설립
1984년 교단의 기관으로서 개혁신학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리폼드 대학교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설립되었습니다.
• 1984 – 정립 장로교 총회신학대학교 설립, 서울, 한국,
그 후 약 1,700명의 학생을 졸업하고 1,200명의 목사를 안수했습니다. 남쪽에서
이 졸업생들은 한국에서만 8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했으며 130명의 졸업생이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

• 1992 –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설립된 개혁신학대학교
교육 신학교로 운영됩니다.

• 1998 – RTU는 기독교 태평양 연합 인증 협회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대학 및 신학교 및 신학교의 편입 학점이 수락 및 인정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 2006년 – 기관이 미국 조지아주로 이전되었으며 주정부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았습니다.
17에이커의 대지를 3개동으로 매입하여 사무공간으로 운영하였으며,
강의실, 예배당 및 기숙사.

• 2009년 - 미국 조지아주 덜루스에 10,000제곱피트 규모의 신규 시설을 조달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새 시설에는 주 예배당, 3개의 강의실, 여러 개의
사무실, 친목회관, 도서관.

• 2011 - 종교가 없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정식 승인
조지아 비공립 고등교육위원회(GNPEC) 기관

• 2013 – 1724 Atkinson Rd., Lawrenceville, GA 30043에 있는 새 시설로 이전
• 2014 – RTU는 GNPEC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신학, 기독교 교육, 신학 연구, 문화 간 연구 및 사역,
기독교 교육, 신학 연구 및 문화 간 연구의 학부 프로그램
및 사역

• 2014년 4월 – 기관 이름이 공식적으로 "Reformed University"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5년 4월 - 리폼드 대학교가 초국가적 기독교 협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Colleges and Schools(TRACS), 카테고리 III 기관으로 후보자 지위를 수여받았습니다.
TRACS 인증 위원회

• 2016년 11월 - Reformed University는 TRACS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TRACS 인증 위원회에서 카테고리 III 기관으로 인증된 상태

• 2017년 7월 – RU는 GNPEC 및 TRACS의 승인을 받아 경영학 학사 제공
행정 학위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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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ed University는 현재 다음과 같은 중등 이후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조지아주 비공립 고등교육위원회(GNPEC)와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TRACS):

학부 학위 프로그램
신학 연구 학사(BATS)
경영학 학사(BABA)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신학 석사(MDiv)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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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개혁 대학은 기독교 대학 및 학교의 초국가적 협회의 회원입니다.
(TRACS), TRACS 인증에 의해 카테고리 III 기관으로 인증된 상태
2016년 11월 1일 위원회. 이 상태는 최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트랙스는
미국 교육부(USDE), 고등 교육 위원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에서 인정한
인증(CHEA) 및 고등 교육의 품질 보증 기관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인콰헤).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
15935 Forest Road, 포레스트, 버지니아 24551

www.tracs.org
info@tracs.org

전화: (434) 525-9539
팩스: (434) 525-9538

개혁 대학 교수진

교수진의 역할
교수진은 교육 기관의 삶에서 교사, 학자 및 참가자로서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학문적 거버넌스. 임용 및 임무의 조건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대학 직원이며 대학 조직 내에서 이러한 다른 용어와 다를 수 있습니다. NS
다음 섹션에서는 다양한 교수진 임명과 교수진의 의무/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회원. "교수진"이라는 용어는 개혁주의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고등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및/또는 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대학
대학의 교육 학위 프로그램은 행정부와 함께 (총장, 이사
교무처장 및 교무처장).

설비
현재 대학에는 2개의 학문 부서가 있습니다: 대학원 부서,
신학 석사(MDiv) 학위; 및 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학부 부서
신학 연구(BATS) 및 경영학 학사(BABA) 학위. 각
부서는 Academic Program Director(s)와 다음과 같은 교수직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사서 및 이사를 포함)
교원 자격을 보유하고 방문 또는 시간제 약속을 가진 교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임 교수
전임교원은 학과에 임용하여 그 책임을 진다.
풀 타임 교육, 조언, 장학금 및 대학에 대한 봉사를 포함합니다.
학업 부서장이 임시로 할당할 수 있는 작업. 다음과 같은 특정 혜택
재직 자격은 이 문서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임 교수진으로 제한됩니다.
안내서. 강사, 조교, 부교수 또는 교수와 같은 교수진 등급은
특정 학업 부서에서 가르치고, 조언하고,
장학금. 다른 개인은 학기 또는 임시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가르치도록 임명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의 약속. 그러한 개인은 교수 직급을 겸임 또는
방문교수님. 리폼드 대학교의 교수진 구조 내에는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교수진. 이러한 개인은 Academic
부서 및 해당 학과에서 가르칩니다.
교육 및 행정 업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년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임 교직원과 유사한 혜택이 있습니다.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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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서는 학문적으로 교수직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사서 직업 설명은
"학술지원/도서관"으로 분류되는 직위의 급여를 의미하는 행정직
비용." 학업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된 다른 특정 직책은
교수진 평가 위원회의 추천에 따른 교수진의 조치. 교수진 상태
이러한 개인에게 대학 교수 회의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교수진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위원회 및 학생 고문으로서 그들이 지적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대학의 활동. 교수 지위는 자동으로 정년 또는 안식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또한 주어진 교수 등급(교수, 준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 정규직 교수진에게 일반적으로 할당되는 다른 혜택에 대한 자격도 없습니다.

전임 교수직 설명

포지션 요약
강사는 조정, 계획, 준비, 발표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실 수업 및 관련 활동. 그 또는 그녀는 동안 할당된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개혁 대학 캠퍼스에서 낮, 저녁 또는 주말. 최소한 이러한 의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지침; 학업 상담 및 상담; 다양한 위원회에서 봉사; 지역에 참여하고,
주, 지역 및 국가 전문 활동 및 조직. 강사는 기타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프로그램 디렉터, 교무처장 또는 회장의 지시에 따릅니다.

조직 보고
강사는 해당 학과의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가르친다. 전임 강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 조정, 계획, 조직 및 지도
• 가르치는 주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유지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열정을 자극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과목

•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 추천
• 선택, 평가 및 평가하여 대학 도서관 장서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적절한 각 분야의 도서관 자원 제적

• 학생 학습 측면에서 명시된 코스 목표를 포함하는 적절한 코스 계획서 작성
결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활동, 평가 방법 및
응급 상황 및 질병의 경우 합리적인 결석을 제공하는 출석 정책
각 과정은 프로그램 디렉터와 함께 늦어도 개강 첫 날 3주 전까지 진행됩니다.
수업

• 대학에서 승인한 강의 계획서에 따라 배정된 모든 수업을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지시 및 관리:

o 각 학년도 18학기 학점 및 주당 5시간 근무
학생들을 돕고 조언할 목적으로; 또는

o 각 학년도 12학기 학점 및 주당 10시간 근무
학생들을 돕고 조언할 목적으로; 또는

o 행정직의 경우 각 학과별 6학기 학점
도움과 조언을 위한 주당 20시간 근무
재학생.

• 학생들에게 코스 내용, 요구 사항, 평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절차 및 출석 요건

• 즉각적인 성적 채점 및 기타 사항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하다

• 미신고, 조기경보, 비공식 탈퇴 통보 등 제출
적절한 문서

• 과정 결과물 및 과정을 기반으로 학생 수행에 대한 수업 평가 수행
기준표; 대학 정책에 따라 다른 대학 평가 완료

• 최종 성적, 출석 및 징계 기록을 교무처에 제출

15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기말고사로부터 10일 이내
• 교무처장에게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대학의 학생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커리큘럼

• 적시에 대학 카탈로그를 준비하도록 지원
• 진행 중인 주 승인, 인증 및 인증 활동에 참여
• 프로그램 검토 수행 지원
• 관련 인증 지침에 따른 계획, 개발 및 구현 활동
학생의 학업 성취도(평가) 및 결과에 대한 학생의 성공(제도적
유효성)

• 전문가를 통해 최신 동향과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정보 유지
개발 활동

• 연간 예산 책정 절차에 참여하고 프로그램 디렉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승인을 위한 연간 부서 예산 개발

• 리폼드 대학교에 따른 수업 활동을 위한 물품 주문 및 구매
예산 집행 프로세스

• 필요에 따라 배정된 학생에게 학업 고문으로 봉사:
o 학위 또는 학위에 대한 최신 정보에 관해 학생들에게 조언 제공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서

o 각 조언자에 대한 정확한 파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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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절한 경우 학생을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 출처로 추천합니다.
대학교

• 학생 상담 및 조언을 위한 근무 시간 게시 및 유지;
• 교수진 회의, 졸업식, 오리엔테이션, 위원회 회의 참석(
지시), 전문성 개발 및 오리엔테이션 활동 및 기타 회의에서 소집
회장, 교무처장 또는 프로그램 이사

• 필요에 따라 개혁 대학 위원회 및 평의회에서 봉사하고 정보 제공
• 과외 활동 또는 과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관련 원격 학습 기술 교육과 같은 전문성 개발 참여
그리고 교육적 기법

• 에 등록한 개혁대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장합니다.
원격 교육 과정은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과정에 등록된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됩니다.
과정

• 기타 총장, 교무처장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프로그램 디렉터.

성능 평가
강사의 업무 성과는 개혁 대학 정책에 따라 평가됩니다.

자격

강사 자격은 해당 인증/자격 증명에 따라 요구됩니다.
조지아주 비공립 고등교육위원회(GNPEC)에서 지정한 요구사항 및
개혁 대학의 인가 기관인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협회
(트랙스).

필수 특성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 문제 또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말로 표현하고 관련 질문을 하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명하기

• 잘 발달된 서면 의사소통 기술
• 학생 및 동료와 외교적으로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개별 학생이나 그룹에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

• 재치, 외교 및 재량을 필요로 하는 대인 갈등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
• 다양한 학생 집단 및 다양한 동료와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16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의사 결정 및 분석 기술:
•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립하기 위해 논리적 사고의 원칙을 적용하는 능력
유효한 결론을 도출

•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순서로 아이디어, 방향 및 데이터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같은 절차를 설명하거나 처리합니다.

•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변수를 다루는 능력

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술:
•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현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및 능력
컴퓨터, 컴퓨터 보조 교육 프로그램 및 시청각 장비, 그리고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할 의향이 있음

• Microsoft Office, Outlook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 기술 활용;
원격 학습 응용 프로그램; 전화, 스캐너, 팩스와 같은 사무 기기 또는
복사기

교육, 경험 및 라이센스/인증:
• (선호하는) 가르칠 주제 분야의 말기 학업 학위, 또는
• 가르칠 주제 분야의 전공으로 석사 학위, 또는
•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18학점의 대학원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도받은

이에 상응하는 양의 훈련, 교육 또는 경험이 최소
자격.

파트타임 교수진
시간제 교원은 학년도 이하로 임용한 자로 구성한다.
임명장이나 고용에 명시된 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계약
계약. 시간제 교수가 학기당 대학에서 가르친 총 학점 시간
회원은 정규직 정규 교육 부하로 정의된 학점 시간 수와 같거나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 교직원 직업 설명

포지션 요약
강사는 조정, 계획, 준비, 발표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실 수업 및 관련 활동. 강사는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정된 대로 리폼드 대학교 캠퍼스에서 낮, 저녁 또는 주말 동안. 최소한,
관련 활동에는 교육, 상담, 학업 조언, 상담 및 다양한 봉사가 포함됩니다.
위원회. 강사는 프로그램 디렉터, 디렉터의 지시에 따라 기타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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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 또는 회장.
조직 보고
강사는 해당 학과의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가르친다.

시간제 강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의, 연구실 등을 포함한 교육 활동 수행.
• 교육 활동을 연구, 계획 및 수행합니다.
• 학생 평가 도구 계획, 관리 및 채점
• 학생의 최종 성적 준비
• 할당된 교육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 유지
• 코스 목표를 설정하고 코스 계획, 개요 및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과정; 새로운 과정을 위한 과정 계획, 개요 및 교재 개발

• 코스 텍스트의 평가 및 추천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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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학생 출석 및 학업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합니다.
• 학생 규율 문제에 대한 문서화 및 개입, 학업성취도를 통해 학생 추적
부족한 점, 학생 문제에 대해 학생처와 소통

• 학기 중 개인별 근무시간 준수
• 지속적인 인증, 승인 및 인증 노력에 참여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기획 과정에 참여
• 취업 및 재정 지원 상을 위한 학생 추천서 작성
• 수업 활동을 위한 물품 주문
• 다양한 양식, 일정, 보고서, 서신 또는 기타 문서 준비 또는 완료
적시에

• 감독자, 직원, 다른 부서, 대중 및 기타 개인과 다음과 같이 의사 소통합니다.
작업 활동을 조정하고, 작업 상태를 검토하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해결하는 데 필요합니다.
문제

• 총장, 교무처장이 지정한 기타 직무 수행, 또는
프로그램 디렉터

성능 평가
강사의 업무 성과는 개혁 대학 정책에 따라 평가됩니다.

자격

강사 자격은 해당 인증/자격 증명에 따라야 합니다.
Georgia Nonpublic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GNPEC) 및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TRACS).

필수 특성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 문제 또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말로 표현하고 관련 질문을 하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명하기

• 잘 발달된 서면 의사소통 기술
• 학생 및 동료와 외교적으로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개별 학생이나 그룹에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

• 재치, 외교 및 재량을 필요로 하는 대인 갈등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
• 다양한 학생 집단 및 다양한 동료와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

의사 결정 및 분석 기술:
• 논리적 사고의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립하고,
유효한 결론을 내리다

•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 순서로 아이디어, 방향 및 데이터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같은 절차를 설명하거나 처리합니다.

•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변수를 다루는 능력

장비 및 소프트웨어:
• 컴퓨터 사용 능력 및 컴퓨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최신 기술 사용 능력,
컴퓨터 보조 교육 프로그램 및 시청각 장비, 그리고 기꺼이 배우고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타 신기술 적용

• Microsoft Office, Outlook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 기술 활용;
원격 학습 응용 프로그램; 전화기, 스캐너, 팩스와 같은 사무기기 또는
복사기

교육, 경험 및 라이센스/인증:
• (선호하는) 가르칠 주제 분야의 말기 학업 학위, 또는
• 가르칠 주제 분야의 전공으로 석사 학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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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18학점의 대학원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도받은

이에 상응하는 훈련, 교육 또는 경험으로 최소한의
자격.

교직원의 의무와 책임
각 교수진은 인격과 품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개인적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 연구 및/또는 참여를 통해 자신의 학문 분야에 뒤지지 않도록
강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 조직(들)의 활동,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각 학생의 발전과 발전에 공감하는 관심을 갖습니다.
교수진이 배정한 수업에서 각 학생의 학업 성적
성적, 출석, 진척도 보고서 및 기타 학과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사, 교무처 또는 회장.

각 교수진은 정규 일정에 따라 할당된 수업을 만나야 합니다. 경우에
교원이 질병 기타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직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학부장(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가능한 경우 사전에 또는 신속한 방식으로,
과제 또는 대체 강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교직원이 그것을 발견하면
정규 업무에서 장기간 결석을 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는 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무처장. 또한 모든 교수진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의, 조언 또는 학업을 위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시간
안내.

각 교수진은 대학의 모든 회의 및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시작과 소집, 충실하고 부지런히 교수 위원회에 봉사하기 위해,
교무처장 및 회원의 교무처 동료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사회 및 회장과 완전히 협력합니다.
대학의 모든 이익을 증진합니다.

각 교직원은 자신의 서비스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르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혼했다. 차기 교육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교직원
당회는 적어도 개회 90일 전에 이사에게 서면으로 요청 해야 합니다.
다음 세션.

정규 학기 중 교직원은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무처장과 협의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는 작업(직접 관련된 활동에 대한 약간의 명예 제외)
그들의 학문적 작업). 이것은 교직원이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대학 의무와 충돌하는 직업; 대학에 대해 좋지 않은 반성; 또는 더 많은 것을 요구
일주일에 하루에 해당하는 것보다. 교직원은 교단에 출마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사전 협의 및 총장의 동의 없이 비 교학 관련 사무소

일반 개혁 대학의 업무 시간은 개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른 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행정직을 맡은 자는 정상 영업시간을 유지한다.
1년 내내 기관 및 지정된 교수진 자문 임무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의 약속당 시간.

19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개혁 대학은 교수진이 전문직을 통해 대학의 사명에 기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개발.

정의
지적 재산은 특허 가능한 자료, 저작권이 있는 자료, 상표, 소프트웨어 및
공식적인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 비밀.

특허 가능한 자료 는 합리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외의 항목입니다.
미국 또는 기타 국가의 특허법 또는 보호법에 의거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 는
1. 책, 저널 기사, 텍스트, 용어집, 참고 문헌, 학습 가이드, 실험실 매뉴얼,
강의 계획서, 테스트 및 제안서;

2. 강의, 뮤지컬 또는 극적인 작곡, 출판되지 않은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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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름, 필름 스트립, 차트, 투명 필름 및 기타 시각 자료4.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또는 카세트
5. 라이브 비디오 및 오디오 방송
6. 프로그램된 교육 자료;
7. 마스크 작업; 그리고
8. 소프트웨어 이외의 기타 자료 또는 저작물에 따라 보호 대상
미국 저작권법(참조 17 USC 102 et seq.).

소프트웨어 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관련 운영
절차,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특허 또는 특허에 의해 보호 또는 보호되는지 여부)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지침, 진술 또는 관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실제 또는 수정된 형태로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이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영업 비밀 은 기술 또는 비기술 데이터, 공식,
패턴, 편집, 프로그램, 장치, 방법, 기술, 그림, 프로세스, 재정
다음과 같은 데이터, 재무 계획, 제품 계획 또는 실제 또는 잠재적 고객 또는 공급업체 목록:

1.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실제 또는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파생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적절한 수단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또는 사용 그리고

2.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입니다.

상표 에는 모든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인장, 기호, 디자인, 슬로건 또는
대학 또는 그 계열사가 개발하거나 이와 관련된 로고타입(15 USC 1127 참조).

지적 재산의 소유권
일반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대학 자원을 사용하여 생성된 전통적 학술 저작물
제공되는 것은 제작자의 소유입니다. 개혁 대학은 비독점적 로열티 프리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대학을 이용하여 만든 전통적 학술 저작물
일반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제공되는 것 이상의 자원은 제작자가 소유해야 하지만
대학에 허가. 그러한 라이선스의 최소 조건은 대학에 다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교육, 연구, 봉사 및 공공 서비스의 내부 관리 프로그램에서 독창적인 작업
영구적이고 로열티가 없으며 비독점적입니다. 개혁 대학은 다음보다 더 많은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발 상황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 최소 라이선스 권리.

20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대학 학위 프로그램 이행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만든 지적 재산
아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속합니다.

1. 대학원 논문 또는 논문 조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원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의 재산이지만 학생의 재량에 따라 학생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학과;

2. 개혁 대학은 학위 수여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로열티가 없는 권리를 가진다.
제한된 수의 논문 사본을 보유, 사용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보관용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모든 지적 재산, 즉 학술 작업의 결과이거나
서비스/지원 영역은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대학의 재산이 됩니다.
리폼드 대학교와 창작자 사이의 작업은 최종 제품 생산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지적 재산권 수익
개혁 대학은 대학 소유의 지적 재산권에서 수익 창출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정의된 대로. 수익 공유 및 분배는 계약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과 창작자 사이 대학 소유 저작권의 작성자는 다음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및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제출물을 생성하고,
작업의 모든 예. 총장은 저작권 처분에 대한 최종 권한입니다.
및 지적 재산으로부터의 수익 공유.

저작권 정책
대학의 교수진, 교직원, 학생 및 기타 구성원은 개혁 대학의 정책입니다.
커뮤니티는 자료의 복제에 관한 모든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책임을 집니다.
모든 위반에 대해.

저작권 은 미국 저작권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미국법(Title 17, US Code)이 저작자에게 제공하는 보호 형태
문학, 드라마, 음악, 예술 및 기타 특정 지식인을 포함한 "저작자의 원본 저작물"
공장. 이 보호는 게시된 작품과 미공개 작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1976년 섹션 106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에게 다음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
• 작업을 기반으로 파생 작업을 준비합니다.
• 저작물의 사본 또는 음반을 판매 또는 기타 양도하여 대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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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또는 임대, 임대 또는 대출에 의한 것
• 문학, 뮤지컬, 드라마, 안무 작품의 경우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기 위해
무언극,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작품;

• 문학, 음악, 연극, 연극 등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 다음을 포함한 안무 작품, 판토마임,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작품의 개별 이미지 그리고

• 녹음의 경우 디지털 오디오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실연
전염.

미국 미국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한 섹션
이 정책에는 미국 법전의 제목 17에 포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저작권법에 대한 정보는 미국 저작권청(www.copyright.gov)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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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의 제한: 공정 사용
섹션 106 및 106A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포함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해당 조에서 지정한 기타 수단에 의한 사용,
비판, 논평, 뉴스 보도, 교육(교실용 여러 부 포함)과 같은 목적
사용), 장학금 또는 연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경우에 저작물의 공정 사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상업적 성격의 사용 여부를 포함한 사용 목적 및 성격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 및 상당성
전체; 그리고

4.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

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한 발견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 사용의 발견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위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배타적 권리의 제한: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에 의한 복제

(a) 이 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 또는 그 안에서 행동하는 직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용 범위, 저작물의 사본 또는 음반을 한 개 이하로 복제,
(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그러한 복제물 또는 음반을 배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섹션에서 지정한 조건

1. 직접적인 목적 없이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

2.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소장품은 (i)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ii) 이용 가능합니다.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 또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이지만 전문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3.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복제된 복제물 또는 음반에 나타나는
섹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범례를 포함합니다.
그러한 통지는 아래에 복제된 사본이나 음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조항.

(b) 이 조에 따른 복제 및 배포 권한은 3개의 사본 또는
보존의 목적으로만 복제된 미공개 저작물의 음반
에 의해 기술된 유형의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 연구 사용을 위한 보증금 또는 기탁금
다음의 경우, (a)항의 2)항:

1. 복제된 복제물 또는 음반이 현재 도서관의 소장품이거나
기록 보관소; 그리고

2.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된 복제물 또는 음반은 다른 방식으로 복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형식으로 배포되며 해당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 건물 외부.

(c) 이 조에 따른 복제권은 3개의 복제물 또는 음반에 적용됩니다.
복제물 또는 음반을 대체할 목적으로만 복제된 출판 저작물
저작물이 훼손, 훼손, 분실, 도난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stored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한 가격으로 교체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된 복제물 또는 음반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합법적인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 외부에서 해당 형식으로 대중에게
그러한 사본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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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위 섹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장치가 있는 경우 형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형식으로 저장된 저작물이 더 이상 제조되지 않거나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이 조에 따른 복제 및 배포의 권리는 전체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또는 그녀의 요청 또는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요청,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가 먼저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정한 가격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1. 복제물 또는 녹음물은 이용자의 재산이 되며,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그 사본이나 음반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립 연구, 장학금 또는 연구보다; 그리고

2.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는 주문이 수락되는 장소에서 눈에 띄게 표시됩니다.
주문 양식에 요구 사항에 따른 저작권 경고를 포함합니다.
저작권 등록부는 규정에 따라 규정해야 합니다.

(e) 이 섹션의 내용 없음: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도서관에 부과하거나
기록 보관소 또는 그 직원이 있는 재생 장비의 감독되지 않은 사용에 대한
단, 그러한 장비는
사본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복제 장비를 사용하거나 복제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d)항에 따른 음반
공정 사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사본 또는 음반의 행위 또는 추후 사용

3. 제한적으로 대여함으로써 복제 및 배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청각 뉴스 프로그램의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복사 및 발췌한 수,
(a)항의 1), 2), 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는

4. 어떤 식으로든 공정 사용 권리 또는 계약상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가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취득한 시간
컬렉션.

(f) 이 조에 따른 복제 및 배포의 권리는 고립된
동일한 자료의 단일 사본 또는 음반의 관련 없는 복제 또는 배포
별도의 경우이지만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 또는 그 직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1. 자신이 관련 또는
동일한 사본 또는 음반의 여러 사본 또는 음반을 공동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
한 번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자료, 그리고 의도한 것인지 여부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집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룹의 구성원; 또는

2.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본을 체계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또는
(d)항에 기술된 자료의 음반.
조항은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가 도서관 간 협정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목적이나 효과로서 그러한 자료를 받는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가
배포를 위한 복제물 또는 음반은
그러한 저작물의 구독 또는 구매를 대신합니다.

(g) 이 조의 목적상, 출판된 저작물의 저작권 기간 중 지난 20년 동안,
그러한 기능을 하는 비영리 교육 기관을 포함한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는
복제, 배포, 전시 또는 복사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수행
보존, 장학금 또는 연구 목적으로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 일부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는 합리적인 조사에 기초하여
단락 2)의 (A), (B) 및 (C)에 명시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1. 본 약관에 의거하여 복제, 배포, 전시 또는 공연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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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작물이 정상적인 상업적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ii) 저작물의 사본 또는 음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 또는
(iii)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가 저작권 등록부에 의해 공표됨
(a) 및 (b)가 적용됩니다.

2. 이 하위 섹션에 제공된 면제는 다음에 의한 후속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라이브러리 또는 아카이브 이외의 사용자.

(h) 이 조에 따른 복제 및 배포의 권리는 음악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저작물,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
뉴스를 다루는 시청각 저작물.
(b)항과 (c)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 또는 출판된 그림 또는 그래픽 저작물에 관한 권리
삽화, 도표, 또는 복제물이 복제된 저작물의 유사한 부속물로서
(d) 및 (e)항에 따라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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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채택 정책
목적
교과서 채택 정책의 목적은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절차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재료 선택 및 채택,
• 제도에 따라 교육 자료의 품질을 보존하고 향상시킵니다.
미션 및 학습 목표,

• 학생들에게 강의 자료 비용을 절감하고,
• 제도적 자율성 유지
•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선발에 관련된 지지자들을 유지합니다.
강의 자료

• 모든 교파 교리를 이행한다

소개
이 정책은 코스 자료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을 구현합니다.
• 공개 경쟁 과정 자료 선택 프로세스의 수립(아래에 정의됨)
학생에게 코스 자료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 다년간의 교재 확보를 위한 고정 가격 퍼블리셔 계약 체결
가격 인상 빈도를 줄이고 중고 도서를 향상시키는 약정 기간
학생들을 위한 시장 기회;

• 루스리프 코스와 같은 대체적이고 저렴한 교과서 형식의 사용에 중점을 둡니다.
자료 및 전자 과정 자료;

• 퍼블리셔가 웹사이트에 포함된 각 개별 구성요소를 별도로 식별하고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번들 코스 자료 패키지; 그리고

• 개혁대학의 필요성 강조 및 행정가 선택과정 강조
학생의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자료
교재 구매.

정의
이 섹션에 정의된 용어는 이 정책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전체에서 대문자로 표시됩니다.

Book Store 제안 가격 : 출판사가 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가격
리폼드 대학교 서점(현재 도서관이 대리 역할을 하고 있음).

번들 : 아래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교과서 및/또는 기타 보충 자료
하나의 가격에 코스 자료로 판매되도록 함께 포장됩니다.

약정 기간 : 출판사가 교재 제공에 동의한 기간
내용 수정 없이 확고한 고정 가격으로 리폼드 대학교에 제공합니다.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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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교과 자료 선정 절차 : 연간 개혁 대학 교과서 선정
모든 교과서 발행인이 특별히 발행된 코스에 경쟁적으로 입찰하도록 요구하는 프로세스
지정된 다년 약정 기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자재 요청.

맞춤교과서 : 출판사에서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교재 또는
개혁대학 교과목 선정을 담당하는 다른 사람 또는 입양기관. NS
맞춤형 교과서에는 원본 강사 자료, 이전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 또는
저작권이 있는 제3자 자료. Custom Textbook에는 순수한 미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할 때.

코스 자료 : 필수 교과서 및 모든 필수 보충 자료(정의된 대로
아래) 특정 과정의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과정 자료를 선택하는 책임이 있는 교수진.

기관 홈페이지 : 필수 공고에 사용하는 개혁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코스 교육 자료.

통합교과서 : (1) 타사에서 개발한 자료와
제3자 계약에 따라 게시자가 별도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결합된 대학 교과서, 또는 (2) 그렇게 결합된 기타 자료
대학의 분리는 대학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의 교과서는 대학 교과서를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목적.

ISBN : 국제 표준 도서 번호; 대학 과정에 할당된 고유 번호
발행인이 각 교과서 판 및 기타 코스 자료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사용자 지정 또는 고유 ISBN : Reformed University에만 할당된 게시자의 ISBN 번호
경쟁적인 코스 자료 선택 프로세스의 결과입니다.

표준 ISBN : 특정 코스 자료에 할당된 게시자의 일반 ISBN 번호입니다. 이것이
코스 자료를 대체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동등한 ISBN 번호
서점 또는 다른 출처에서.



8/11/2021 일반 정보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19/51

19

소매 가격 : 게시자가 코스 자료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가격입니다.
실질적인 재료 :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자료,
시간의 추가 시대, 새로운 주제 또는 새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보충 자료 : 대학 교과서에 첨부하기 위해 개발된 교육 자료
통합 교과서의 구성 요소로 사용됩니다. 추가 자료에는 인쇄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컴퓨터 디스크 및 웹 액세스 코드와 같은 자료 및 전자 자료.

전체 과정 자료 선택 프로세스
개혁 대학 경쟁 과정 자료 선택 프로세스는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학 목표 달성:

• 학생들에게 코스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소스와 옵션 중에서, Reformed University는
교육 기관 웹 사이트에서 과정에 대한 필수 텍스트. 서점(또는 도서관) 직원
각 교수진과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다음을 위한 교과서 요청 양식을 제공합니다.
표시된 정해진 마감일로부터 최소 삼십(30)일 전에 제공되는 각 과정
아래에. 교수진, 프로그램 디렉터 및 교무처장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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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요청 양식 및 코스 팩 자료를 서점 이사에게 제출하거나
다음 날짜에 따라 매년 그/그녀의 피지명인:

o 여름 세션의 경우 4월 1일
o 가을 학기의 경우 6월 1일
o 봄학기 12월 1일

• 수업 자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Reformed University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재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디렉터
최고의 코스를 결정하기 위해 게시자가 제공한 모든 코스 자료 평가
학업 내용과 가격을 기반으로 한 코스 자료.

•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혁 대학 경쟁
과정 자료 선택 프로세스는 사전 준비 기간 동안 모든 교과서 출판사를 요구합니다.
지정된 기간, 준비된 특정 교과서 자료 요청에 대한 경쟁 입찰
교과서 선정에 관여한 프로그램 디렉터에 의해 이에 대한 게시자 입찰가
경쟁은 지정된 다년 약정 기간 동안 고정 가격이어야 합니다.
모든 번들 구성 요소가 별도로 식별되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 대학 및 관련 교수진의 학문적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교과목 선택, 특정 교과목 선택에 관한 최종 결정
자료는 해당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디렉터는
각 코스 자료 선택을 뒷받침하는 간단한 근거를 준비하십시오.

• 이 정책의 확고한 의도는 학문적 내용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코스 자료를 선택하는 교수진은 다음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최고의 재료 가격에 대한 최고의 가치 또는 최저 비용, (2) 실현 가능한 가장 긴 시간
약정 기간, (3) 불필요한 강의 자료 제거 및 (4)
고려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 구매 옵션에 대한 최대 유연성: 중고 도서,
전자 교과서 및 저렴한 일반 종이 판.

재료 선택 모범 사례
프로그램 디렉터는 코스 자료를 선택할 때 다음 모범 사례 목록을 준수합니다.
각각의 코스에 대해. 이러한 모범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

게시자로부터 코스 자료를 선택하는 책임이 있는 프로그램 디렉터는
게시자는 선택 전에 다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서점 제공 가격 및 소매 가격.
• 모든 코스 자료의 제목, 저자, 발행자, 판 및 ISBN, 즉, 각
번들 및 번들 모두에 필요한 대학 교과서 및 모든 보충 자료
번들되지 않은 항목.

• 새로운 판의 경우 상당한 내용 개정판의 식별
이전 판.

• 다음과 같은 기타 사용 가능한 대체 과정 자료 형식 식별
문고판, 언바운드 또는 전자 자료.

• 번들 자료의 경우 발행인은 각각에 대해 별도의 ISBN과 가격을 식별했습니다.
구성 요소의 개별 구매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개별 번들 구성 요소.

발행자가 선택한 강의 자료의 전자 버전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
프로그램 디렉터인 전자 사본은 학생에게 별도의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쇄된 코스 자료에 대한 대안.

학문적으로 가능한 경우 프로그램 디렉터는 다양한 가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코스 자료 대안; 예를 들어, 구멍이 3개 뚫린 루스리프 또는 그레이스케일
제본된 텍스트보다.

퍼블리셔로부터 코스 자료를 선택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는 정식 코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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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청 양식 식별: 현재 교과서, 모든 보충 자료, 모든 새 과정
자료 요구 사항, 평균 학기 등록, 과정 설명, 과정
목적, 희망 공약 기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정보
발행인이 준수하는 교과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판사에서 코스 자료를 선택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는 교과서 선택을 설정해야 합니다.
최고의 강의 자료를 검토, 평가, 선택 및 정당화하기 위한 한 명 이상의 교수진 위원회
학술 콘텐츠 및 가격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게시자로부터 코스 자료를 선택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는 다음을 권장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1) 조기
코스 자료의 선택 및 채택; (2) 사용한 강의 자료의 최대 사용량 및
이전 판 - 가능한 경우; (3) 필수 코스 자료의 대부분은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합니다.

출판사에서 코스 자료를 선택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선택한 에디션
새 버전과 이전 버전 간에 상당한 콘텐츠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2) 실질적인 콘텐츠 변경으로 인한 모든 가격 변경은 보증됩니다.

강의 자료를 선택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는 모든 번들 강의 자료에 대해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번들의 구성 요소가 과정에 필요하고 각 구성 요소가 식별되고
학생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별도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교과서가 선택되고 채택되면 학과에서 해당 책을 코스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학기. 이후에는 추가, 교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교무처장의 승인 없이 입양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유일한
단, 요청된 도서가 추가, 교체 및 삭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의 경제성
(1) 개혁대학교의 직원은 어떠한 금전, 대출, 청약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대가로 현재 또는 약속된 금전, 서비스 또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사전에 예치하는 것
학생들이 수업이나 수업을 위해 특정 교과서를 구입하도록 요구합니다.
(2) 직원은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 사본, 강사 사본 또는 교육 자료. 이러한 자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재판매용이 아닌 무료 샘플로 특별히 표시된 경우 모든 유형의 보상.

• 강사 본인의 교재가 포함된 교재 판매로 인한 로열티 또는 기타 보상
글을 쓰거나 일을 합니다.

• 코스 자료의 학문적 동료 검토에 대한 Honoraria.
• 교육 과정 자료 및 학습 기술 사용에 대한 교육.

(3) 개혁대학교는 가능한 한 빨리 웹사이트에 게시하되, 30분 이상
(30) 각 학기 개강일 30일전, 각 과목별 필수교과서 목록
다가오는 학기 동안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게시된 목록에는 국제
각 필수 교과서 또는 기타 식별 정보에 대한 표준 도서 번호(ISBN)
최소한 다음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제목, 나열된 모든 저자, 발행인, 판
번호, 저작권일자, 발행일자, 그 밖에 본인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
각 과정에 필요한 특정 교과서 또는 교과서.

도서관 소장품
리폼드대학서점은 최종 채택된 교과서 목록을 받은 후
도서관 출판사에서 채택한 모든 교과서 2부 구매 절차
수집 목적 중 하나는 강의가 예정된 교수진에게 회람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준이며, 두 번째 사본은 배포할 수 없지만 도서관 공간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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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교재
Reformed University는 강의실 텍스트 및
그러한 텍스트가 향상시킬 때마다 교수 또는 직원이 작성한 보충 텍스트
학생들의 교육 경험. 다음 정책은 귀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 학생과 교수진 또는 직원, 그리고 관행의 획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을 가로질러.

이해 상충 정책에 따라 교직원은 자신의
과정이나 프로그램의 지적 재산권은 로열티 배포에 동의하거나 수락하지 않습니다.
수업이나 프로그램에서 개혁 대학 학생들에게 지적 재산 판매
또는 해당 지적 재산권이 현재 판매되지 않는 한 교수 또는 직원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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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육 기관의 교실이나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가격으로
고등 교육.

위 단락은 전자적으로 배포된 자료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연구실 매뉴얼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작권을 부서에서 제작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코스 패킷, 교육 자료 판매에서 부서에 할당된 로열티
개혁대학 재학생은 교재비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직원과 교직원이 담당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랩 매뉴얼 및 코스 패킷과 같은 보충 텍스트 및 자료는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비용은 공개 시장에서 판매되는 비교 가능한 자료의 비용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학 또는
개별 부서에서 특정 기간 내 특정 판매 목표 또는 구매
판매되지 않은 텍스트는 이전에 프로그램 디렉터와 교무처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사업 사무국에 제출됩니다.

이 정책은 교수와 교수 간에 현재 유효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책이 발효되기 전에 게시자가 입력했습니다. 단, 계약갱신 또는 연장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현재 유효한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책 시행 이전에 체결한 부서와 출판사는 계약 기간 동안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개혁 대학 계약에 따라 검토되었습니다.
정책. 모든 갱신 또는 연장은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고 요건
교무처는 모든 보고를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 사무실의 모든 관련 보고서 및 응답의 요구 사항 및 조정.

책임
• 이에 대한 총괄적 책임은 최고학사책임자(교무처장)가 담당한다.
정책.

• 서점 디렉터는 출판사와의 주요 연락 창구입니다. 부재 시
지정서점장, 리폼드대학교 사서가 지정장소
접촉의

• 경쟁 과정 자료 선택 프로세스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모든 관련 계약 문제의 협상 및 조정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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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
지정된 교과과정에서 교과과정을 담당하는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최소 4주 전에 적절한 코스 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십시오.
수업 첫 날, 자료와 정보는 첫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해당 학기의 주. 강의 계획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저한의:

1) 교과목, 번호, 제목
2) 시간 및 단위
강의 시간 및 단위 나열
(3학기 과정의 경우 주당 1시간 강의 = 1단위, 모듈식 과정의 경우 2시간
주당 = 1단위)

3) 강의실 안내
4) 강사 성명, 사무실 정보, 연락처
5) 다음과 같이 코스 설명: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과정을 설명합니다. 목적
설명은 학생이나 다른 기관에 코스 내용이나 목적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다
언어 사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설명적입니다. 전문용어를 피하십시오. 배경 과정 또는
경험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시키십시오.

6) 전제 조건/권장 준비
전제 조건이나 권장되는 준비 사항이 없는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학생 학습 결과/과정 목표." 전제 조건/권장 사항인 경우
준비가 나열되어 있으면 코스 또는 입학 기술 측면에서 지정하십시오.

7) 입학 스킬
입학 기술 앞에는 "다음 기술이 없으면 역량이
및/또는 지식이 없다면 이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기술을 나열해야 합니다.

8) 학생 학습 결과/과정 목표
각 과정 개요의 현재 학생 학습 결과/과정 목표 표시

a) 학생이 마스터할 것으로 기대되는 각 결과(만약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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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를 성공적으로
b) 이러한 각 결과가 프로그램 목표 및 개혁 대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학생 결과. 샘플 코스의 각 열에 있는 숫자
개요는 카탈로그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이 두 항목을 반영합니다.

c) 각 결과가 어떻게 Bloom의 분류 및 학생 과정에 해당하는지
요구 사항.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은 프로그램 교수진의 책임입니다.
학습 결과를 개발하고 그들의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프로그램 목표, 개혁된 대학생 성과 및 Bloom's
분류. 이러한 요소는 모든 개혁 대학에 대한 TRACS에 의해 요구됩니다.
과정. 개별 교수진은 개발하고 명확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습 결과와 과정 요구 사항 간의 연결.

콘텐츠, 프로세스 및 전달 방법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러한 성능 목표
결과, 결과 및 학습에 중점을 둡니다. 학습 결과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 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성능)
b) 학생은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정황)
c) 얼마나 잘 수행되어야 합니까? (성과의 기준 또는 기준)

학습 결과는 학생들이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그들은 각 목표와 각 특정 목표에 대한 학습 수준을 달성합니다. 목표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학생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to..." 필수 과정 목표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코스의 범위와 내용을 다루기에 충분합니다.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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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정 목표는 학과 목표 및 대학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10) 수업 주제, 과제 및 날짜의 잠정 일정
11) 교과서 제목 및 저자
필수 정보: 저자, 제목, 발행인, 발행일.
보충: 보충 자료가 있는 경우 대표 사례를 나열하십시오(더 이상
3개 이상의 예가 필요합니다).

12) 지도방법
강의, 그룹토론, 견학, 초청연사, 개인지도, 현장실습 포함
관찰, 온라인 작업 등

13) RU 학생을 포함한 등급 시스템 및 평가 방법의 명확한 설명
평가 시스템(등급) 차트

14) 과제/프로젝트
15) 수업 규칙(예: 출석, 교실 내 음식 및 음료, 휴대전화, 태블릿 사용,
노트북 및 기타 장치; 추가/삭제 일정; 등.)

출석 정책
과정에 대한 학점은 정규 수업 출석을 요구합니다. 수업 출석은 출석을 의미합니다
전체 예정된 수업 회의를 위해 수업에서. 학생의 물리적 존재는 다음에서 중요합니다.
과제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업 회의. 의 경우
어떤 이유로든 결석할 경우 누락된 정보 또는 수업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입력
경우에 따라 결석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코스의 낮은 등급 또는 낙제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리폼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커리큘럼 또는 프로그램의 출석은 신중하게
자동 로그인 확인, 일일 퀴즈 등 학습 관리 시스템 도구를 통해 모니터링
녹화, VOD 시간 확인, 기타 강사 또는 기술자가 정하는 방법
각 개별 학생의 출석 및 학업 진척도를 모니터링합니다.

교내 및/또는 온라인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은 수업의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그가 등록한 각 과정에 대한 회의. 한 학기 동안의 캠퍼스 또는 온라인 과정의 경우,
이는 Reformed University의
학기 일정은 일반적으로 15주에서 16주입니다. 20% 이상 결석한 학생
회의는 "F"를 받거나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철회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극한 상황의 경우 및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무.

학생 출석에 관한 기타 정책
• 결석은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 늦은 등록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
수업의 두 번째 주 이후에는 과정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교수는 다음과 같은 모든 학생을 레지스트라에게 보고합니다.
o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일찍 나간다.
o 3주 연속으로 전체 수업 세션을 놓치는 경우
o 특정 과정의 수업을 20% 이상 결석한 경우

• 각 강사는 결석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규칙을 적용합니다.
o 15분 미만의 지각만 지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o 세 번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o 15분 이상 지각하면 1시간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8/11/2021 일반 정보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23/51

24

30페이지

25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수업 출석에 관한 중요 정보
결석은 해당 학생의 수업을 행정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은 상태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1일 수업 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학기 또는 수업에서 행정적으로 철회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수업을 철회하는 경우 학생은 철회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을 받게 됩니다. 학생이라면
수강신청 마감일 이후에 자퇴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학기까지 그 수업을 위해 다시.

공식 수업 출석
학생은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공식 수업 출석 목록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코스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되려고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다음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사무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 계정으로. 웹사이트 사전 등록은 코스 결제 전까지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거나 수수료를 지불하는 제3자가 승인됩니다. 실제 시작 후 등록이 승인된 경우
과정의 경우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학생이 참석한 수업 세션으로 간주됩니다.
결석. 이러한 결석은 학기 총계로 계산되며 현재 결석에 따릅니다.
기관 출석 정책.

정규직 상태
Reformed에서 학부 프로그램과 대학원 프로그램 모두에 대한 최소 풀 타임 상태
대학은 학기당 12학점입니다.

장기간 결석
가능하면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에게 알려야 합니다.
장기간 등록. 2학기 동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입학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다음의 학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스 작업을 재개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학업 조언
소개
개혁 대학은 학업 조언이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식합니다.
경험과 영적 발전. 학업 상담은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에 부합하는 직업 계획; 기관 및 학위 요건 충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변화와 도전, 개인의 성취의 삶을 준비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책임 있는 학생 단체와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A. 따라서 개혁 대학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학생은 수업 기간 동안 지도 정책과 지도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대학에 대한 초기 소개 및 적절한 고문에게 안내

2) 등록된 모든 학생에게는 지정된 지도교수가 있어야 합니다.
3) 수습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과정에 등록한 학생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로 인정됨, 등록 전에 알려야 함

4) 졸업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5) 다른 모든 자문 프로그램은 4년마다 평가 및 검토되어야 합니다.
6) 각 교수진은 한 번에 10명 이상의 학생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조언

7) 자금과 자원은 다음을 위해 모든 행정 단위에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언 보장

8) 정확한 정보는 엄격한 기밀로 고문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31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나. 학업 상담의 목표
1) 학생들이 교육 및 교육을 선택하는 데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경력 목표

2) 교과과정이나 직업훈련(목회
의무, 교육 및 선교 사업), 사목적 관심, 신성한 본성 및
개인적 성장

3)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고 가능한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선택의 장기적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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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범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학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학에서의 교육 기회
교육 목표

5) 대학의 정책, 절차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소스가 되기 위해; 그리고
6) 학생들의 삶과 학업 목표에 대한 대화와 조언의 지속적인 원천이 되는 것

교수진 지도 절차

NS. 교수진 배정
교무처에서는 입학 허가서를 받으면 지도교수 배정을 조정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최소 1주일 전에 입학처에서 학생을 안내합니다.

•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프로그램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 원장

• 각 교수진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새로 배정된 모든 학생들을 만납니다.
도입 및 자문 제도

• 교무처는 처음에 학생을 지도교수와 연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학생에서 지도교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 입학처는 모든 관련 학생 정보를 배정된 교수진에게 제공합니다.
패킷에서 오리엔테이션 이전의 고문

NS. 교수진 변경
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다른 리폼드 대학교 교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 변경"으로 변경사항을 교무처에 통보합니다.
요청 양식". 교무처는 학생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입력을 조정합니다.
업데이트된 교수진 정보를 즉시 제공합니다. 요청 양식은
학생의 파일을 영구적으로

씨샵. 지도교수 임용
개혁 대학 교수진은 다음 질문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하기 위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전공 선언
• 수강신청(등록기간마다)
• 수업 추가/삭제 (매학기 첫 주)
• 수습 또는 수혜자격에 대한 상담(매학기)
• 학생 생활 (언제)
• 영적인 삶(언제든지)
• 경력 배치(언제든지)

학생 상담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교수진은 2주간의 상담 일정을 게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약속을 잡기 위해 사용합니다. 교수진은 학생의 조언 요청에 따라 시간을 예약합니다.
조언이나 연락을 위해 연락하고 가능한 경우 조언 시간을 재배치하십시오.

NS. 조언 시
교수진은 학생 조언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이 양식의 3부 사본은
작성 및 서명: 하나는 고문 파일용, 하나는 학생용, 하나는 학생용
교무처 공식 파일.

32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책임
A. 교수 고문의 책임:

1) 학생들에게 대학 정책, 프로그램,
커리큘럼 요구 사항 - 변경 및 등록 절차

2)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적절하거나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3)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및/또는 직업 기회를 소개합니다.
4) 학생들에게 캠퍼스의 자원과 기회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5) 학년도 동안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모니터링하고 권장하는 경우
필요, 약점을 개선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

6) 필요한 경우 적절한 추천을 하십시오(예: 프로그램 책임자, 행정 사무소,
상담센터, 목사)

7) 학생들이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학업 상담을 위한 주간 근무 시간 제공
8)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학생의 기본 상담 파일을 유지하고 액세스합니다.
입학. 이러한 파일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NS. 학생의 대학 입학 허가서 사본
NS. 각 공식 자문 세션을 문서화한 자문 및 추천에 대한 서면 기록
씨. 각 학기 성적표 사본
NS. 모든 입학 허가 및 프로그램 요건(시험,
논문, 방어 등)

이자형. 프로그램의 졸업 진척도 체크 시트.

B. 학생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으로 합의된 근무 시간에 상담 시간을 예약합니다.
2) 필요할 때 적시에, 그리고 최소한 한 번은 고문과 상의한다.
학기

3)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고문에게 알립니다.
4)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임용준비:
필요한 양식, 게시된 수업 일정 검토,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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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기에 대체5) 세션 전에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토론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고문과 함께

6)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각 학기의 중요한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수업을 변경, 삭제 또는 추가하는 마지막 날;
졸업 지원 마감

8) 전공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 졸업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해당 대학 카탈로그 및 기타 대학에 포함된 요구 사항
출판물

9) 자신의 개인 학업 지도 폴더를 유지하고 모든
상담 약속. 이 폴더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S. 이전 대학 또는 대학 성적 증명서의 비공식 사본
NS. 편입학점 평가
씨. 학기 성적표
NS. 개별 학습 계획
이자형. 공식 자문 세션의 메모.

10) 학업 상담 프로그램 및 개별 학업 평가(선택한 경우)
프로그램 디렉터 및 기타 감독자에게 말하거나 서면으로 조언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학업 상담 단위.

11) 귀하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과 책임을 주장하십시오.

C. 행정 사무소의 책임:
학업 조언은 대학 교수진, 특히 다음 분야의 교수진의 주요 책임입니다.
학과, 학교 및 기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별개의 학습 과정을 감독합니다.
특정 학위, 자격 증명 및 인증서. 학업 상담은 다음과 통합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교육 과정.

33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1) 학생이 필요로 하거나 원할 때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대학이 요구할 때만. 이는 조언 기회가
정기적이고 합리적인 간격으로 학년도 내내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2) 모든 관련 정보(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형식 사용)를
재학생. 다음 목록은 만들 수 있는 정보 유형을 나타냅니다.
사용 가능:

NS. 대학 정책, 규정 및 절차
NS. 캠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리소스
씨. 위 A의 학생 지도 책임 사본
NS. 필요한 양식 및 날짜
이자형. 현장 체험 기회
NS. 전공 및 프로그램 요구 사항
G. 주요 학과별 개설과목
NS. 학생들의 개별 학업 계획을 위한 표준화된 템플릿
NS. 대학 카탈로그.

3) 훈련된 고문을 제공합니다. 훈련된 고문은 적절한
학위 및 경험 및 조언을 담당합니다.

4) 각 어드바이저에게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의 기본 조언 파일을 제공합니다. 에
최소한 이러한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NS. 이전 대학 또는 대학 성적 증명서의 비공식 사본
NS. 편입학점 평가
씨. 학기 성적표
NS. 개별 학습 계획

상담을 위한 조정 및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대학에 있습니다.
관리.

1) 고문의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학업 조언 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합니다.
3) 학교 및 학과의 질문에 대한 참조 서비스 역할 및 답변
교수진과 학생들로부터;

4) 캠퍼스 전반에 걸친 조언 문제에 익숙해지고 제안을 공식화하고 제안합니다.
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5) 새로 임명된 교수진에게 학업 지도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6) 학생, 교수진 및 적절한 직원에게
카탈로그, 수업 일정 및 기타 출판물의 정확한 정보.

NS. 학업 상담 평가
평가 검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서면 절차의 행정 감사
2) 교직원, 교직원 또는 학생과의 공식 또는 비공식 인터뷰
3) 설문지 또는 체계적인 인터뷰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설계된 연구.
4) 교무처는 지도부의 결과를 보고한다.
이사회에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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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평가 시스템 - 채점 및 평가

리폼드 대학교의 등급 척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자 등급 숫자 등급 GPA 설명
NS 95-100 4.0 뛰어난 작품; 우수하고 탁월한 성과
NS- 90-94 3.7 아주 좋은 일
B+ 87-89 3.3
NS 84-86 3.0 잘 했어; 강력한 성과; 평균 이상
NS- 81-83 2.7
C+ 78-80 2.3 공정한; 허용되는 작업; 필수적인 성취
씨 75-77 2.0 최소한의 성취
씨- 72-74 1.7 작업 수준이 낮음
NS 69-71 1.3 허용되지 않는 작업
NS 0.0 과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NS 불완전한 작업
여 학점을 받기 전에 교과목을 그만 두는 것
WP 철수시 학점은 합격
WF 탈퇴 시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F (FAILURE) – 과정 학점 상실을 의미하는 과정을 완료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I (INCOMPLETE) – 과정 요구 사항의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내에
학기 종료 후 4주 후에 교수가 지정한 대체 학점은
자동으로 학생의 성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I"가 자동으로 "F"가 됩니다.

개혁 대학 교수 협회

헌법
제1조: 이름
단체명은 “개혁대학교수회”로 한다.

제2조: 목적 진술
개혁 대학 교수 협회 (RUFA)의 목적은 모든 교수진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분류에서 개혁 대학의 구성원을 통합 기관으로 분류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협상 및
건전한 정책, 관행 및 절차 옹호

• 대학 내 학문적 자유와 재임 기간을 보호하고 증진합니다.
• 자유와 연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학자들의 공동체로서의 대학

• 양질의 교육 및 연구 촉진
• 협회 및 회원의 이익으로 간주되는 기타 모든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3조: 회원
Reformed University에서 현재 고용 상태에 있는 모든 교수진(

인사부)는 자동으로 협회의 회원이 됩니다.

제4조 기능
RUSA는 노조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모든 정규 교수진을 대표합니다. RUFA가 개혁을 돕다

대학, 계획, 구현 및 평가에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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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과 학습에 관해 대학 지도부에 추천합니다.
성경적 기초에 따른 대학의 목표

• 대학의 모든 교과 과정 계획, 구현 및 평가 지원
• 관련 정책 제안 및 절차의 공식화 및 승인에 참여합니다.
교직원 복지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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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진과 대학 커뮤니티 간의 의사 소통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교수진 개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제5조: 교수회 조직
섹션 1: 회원
행정직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전임 교직원 및 시간제 교직원
주어진 학기 동안 교수 또는 연구 요구 사항을 할당받은 회원은
다음 기간 동안 자동으로 교수회 회원이 됩니다.
개혁 대학에서 계속 고용.

섹션 2: 회원의 책임
모든 회원은 교원회의 회의에 참석 및 참석하여야 하며,
자신을 전문적으로. 교수회는 학기 중에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학년도,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각 회원은 자신의 전문직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직에서 봉사할 책임.

섹션 3: 교수진 상원의 책임
교원회의는 교원회의 운영기관으로 한다. 교수진 상원
대학의 다양한 학부에서 선출됩니다. 각 부서는 다음 시간에 한 명을 선출합니다.
5명의 교수회 회원당 1명의 추가 회원과 대형 회원이 각각에 속합니다.
분할. 회원 자격에는 모든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도 포함됩니다.

교수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로 한다. 장교들
교수진 상원에서 선출됩니다.

가. 회장
교수진 상원의장은 1년 임기로 한다. 의 의무
회장은:

• 모든 정기 회의 또는 소집 회의를 주재합니다.
• 교수진 상원 및 교수회 회의 소집
• 교수회 회의에 자원 및 자문 인력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교수진 상원

• 본교 교무처장(교무처장)과의 소통
교수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

회장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부회장은 임기를 마쳐야 한다.
차기 임기 외에 대통령.

나. 부사장
교수진 상원의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악덕의 의무
회장은:

• 회장이 부재한 모든 학부 상원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 교수회 및 교수진 상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회장을 지원합니다.

부회장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그 책임을 진다.
모든 교수회 및 교수 상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공석이 생긴 지 한 달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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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석을 채우기 위해 특별 선거를 소집할 것입니다.

다. 비서
교수진 상원의 서기는 1년 임기로 한다. 의 의무
비서는

• 모든 정기 회의 또는 소집 회의에서 회의록을 기록합니다.
• 다음 예정된 회의 전에 회의록을 회장에게 제출하십시오.

제6조: 절차 및 정책
섹션 1: 선거
교원회 및 교원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거:
8월/9월 동안 교수진 상원 직원은
각 교수회 회원에게 추천 양식을 보냅니다. 후보자 추천이 접수되면,
투표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임명된 선거 관리관은 선거 결과를 다음 주소로 보고합니다.
교수진 회의.

새 임원은 가을 회의에 이어 9월 회의에서 새 임기를 시작합니다.
교수협회의.

섹션 2: 헌법 비준, 수정 및 개정
이 정관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한다.
교수회 회원 자격이 있다. 비준은 총선에서 다음과 같이 구해야 합니다.
무기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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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과반수(51%)의 찬성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교원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
계속 ~이다:
• 최소 10일 전에 교원회의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교원회 정기총회

• 최소 10일 전까지 교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
정기 회의.

장교
개혁대학 교수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2015년 5월 13일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교수진이 선출되었습니다.
2017 회계연도 동안 RUFA 리더십으로:

• 협회장 김대기 박사
• 협회 부회장 곽원숙
• 협회 사무총장 김문숙 박사

교수진 위원회
개혁 대학은 모든 교수진의 의견과 기대를 지지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대학 및 지역사회; 따라서 6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운영을 안내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각 위원회는 최소 3명의 교수진과 관리자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가 초청하고 임명하는 현장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각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각 학년도; 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10번 이상 위원장이 일정을 잡고 발표해야 합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회의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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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교수위원회
집행교수위원회는 각 학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기관이다.
기관의 단위. 공동의 책임과 공동 노력의 정신으로 집행 교수진은
위원회, 총무처(현 교무처장) 및 프로그램
이사들은 대학의 학술 정책을 결정, 생성 및 구현하는 데 함께 협력합니다.
학업 정책은 커리큘럼, 내용 및 방법과 같은 기본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 연구 및 서비스 측면에서 교수진 생활의 조건.

책임:
1) 회장 자문위원회
2) 프로그램 디렉터와 협력하여 교수진에 대한 관심 문제를 정의하고
대학교

3) 교수의 관심사를 대표하고 옹호하기 위해
4) 교수진 간의 효과적이고 개방적이며 건설적인 의사 소통을 구현하고 촉진하기 위해
회원 및 행정직원

5) 개혁대학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한다.
6) 개혁주의 교외 또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대학교

집행교수위원회 위원(2017학년도):
의자: 교무처장
회원: 대학원장

MDiv 프로그램 디렉터
BATS 프로그램 디렉터

입학/졸업/학사상임교수위원회
입학/졸업/학술상임교수위원회는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합니다.
입학; 학생이 아닌 학생의 대학 입학에 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최소 입학 요건 충족 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시행합니다.
보호 관찰에 대한 입학; 학생이 보호 관찰을 종료하는 정책 및 절차를 모니터링합니다.

입학/졸업/학술상임교수위원회, 회원자격 연장 필요
학생 담당 이사와 모든 프로그램 이사에게 학업을 검토하도록 지정됩니다.
매 학기 말에 모든 학생의 성과. 이 위원회는 또한 다음의 요청을 듣습니다.
학업 정책에 대한 예외를 원하는 학생(예: 풀타임 미만 등록, 늦은 코스
학위 요구 사항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시작에 참여하는 추가 또는 삭제). 이것
위원회는 학년도 중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학생들은 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사무소

책임: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학여부를 검토하고 추천한다.
2) 학위를 향한 학생들의 진척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3) 학업 보호 관찰 사례 및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4) 각종 장학금 후보자 명단 검토 및 추천



8/11/2021 일반 정보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29/51

32

5) 학위 후보자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6) 입학처, 입학 정책 및 절차, 학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요구 사항, 졸업 정책, 행동 강령, 윤리적 가치 및 기준

7) 학회의 지도교수, 지도교수, 학회 회원이 제기한 징계 문제를 고려한다.
교수진, 학생(들),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징계 조치 사례를 추천합니다.

38페이지

33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입학/졸업/학술상임교수위원회 위원(2017학년도 학사)
년도)
의자: 교무처장
회원: MDiv 프로그램 디렉터

BATS 프로그램 디렉터
사업 담당 이사
학생처 이사

교원평가/평가위원회
교무국장의 자문 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전체 교수진을 모니터링
필요한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평가 시스템과 동시에
교수진 평가 프로세스에 안정성과 연속성을 가져옵니다. 교수진
평가/평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급의 교수진으로 구성됩니다.
부교수 이상.

) 교원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의결한다.
업무 또는 그의 피지명인.

나) 승진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하고,
대학 총장.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 위원인 모든 위원
승진을 고려하고 있는 후보자의 부서로서,
후보자의 직계가족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는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선택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책임:
1) 교수진의 승진 및 임기에 대한 검토 및 추천
2) 교원조기퇴직계획을 해석하고 관리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계획 및 계산의 해석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혜택 및 자격 결정

3) 개혁대학 교수 핸드북과 그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4) 교수 개발 계획을 개발할 때 대학 인사부를 검토하고 지원하기 위해
및/또는 보상 패키지 계획

교원평가/평가위원회 위원(2017학년도):
의자: 제도적 효율성 이사
회원: 교무처장

BATS의 MDiv 프로그램 이사
프로그램 디렉터
사업 담당 이사
학생처 이사

커리큘럼 개발 / 프로그램 검토 교수 위원회
커리큘럼 개발/프로그램 검토 위원회는 대학 전체의 교수진입니다.
프로그램 검토 프로세스를 감독 및 수행하고 개선 사항을 권장하는 위원회
대학의 학업 커리큘럼에.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교수진의 우선권은 전문 분야의 중심 영역인 개발 및 갱신에서 행사됩니다.
대학 커리큘럼과 그 품질과 효율성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표준. 커리큘럼 갱신 및 개발은 반드시 충족하기 위한 대학의 결정을 반영합니다.
기본 기술, 일반 교육, 편입 및
다양한 직업 및 교양 분야를 포함하는 주요 연구 프로그램 및
지역.

39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위원회는 대학 전체의 교과과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제안하고 개발하며,
카탈로그 제공 및 학위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교과 과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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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위원회는 교수진의 제안을 검토하고 교과 과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검토를 위해 이사회를 변경합니다.

책임:
1) 적절한 프로그램 디렉터와 협의 후 검토 주기를 결정합니다.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2) 검토 프로세스의 품질 모니터링
3) 정기적으로 프로그램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커리큘럼 개발에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5) 모든 새로운 코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제공하여 학업 표준이
유지

6)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모든 새로운 학점 및 비학점 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이사

7)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프로그램 변경 및 코스 수정을 권고하기 위해
8) 졸업요건 및 교양요건 추천
9) 위의 모든 사항이 다음이 정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이사회에 확인합니다.

GNPEC 또는 인증 기관
10) 교수 및 학습의 혁신을 위한 포럼 제공

커리큘럼 개발/프로그램 검토 위원회 회원(2017 학년도):
의자: 교무처장
회원: 대학원장;

MDiv 프로그램 디렉터 BATS
프로그램 디렉터
일반 교육 프로그램 이사

BATS 프로그램 검토 위원회
의장 김대기 박사 - BATS 프로그램 디렉터
문원욱 박사 - 제도적 효율성 이사
김문숙 박사 - 프로그램 디렉터, 일반 교육
Henry Lazenby 박사 - 겸임 강사

M.Div. 프로그램 심사 위원회
의장, Dr. Aaron Park - 대학원장
문원욱 박사 - 제도적 효율성 이사
윤성태 박사 - 겸임강사
Dr. Ruth Park Swalve - 겸임 강사
Suresh Thomas 박사 - 겸임 강사

도서관 출판 교수 위원회
도서관 및 출판 위원회는
도서관 기금 및 도서관 서비스 및 자원 개발. 위원회는 조언하고
개혁 대학 도서관을 대학 사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원하고
도서관의 예산, 평가 및 전략적 계획에 대한 조언을 통한 지역사회 생활; 보고
도서관의 필요, 개발 및 운영에 대해 각 프로그램 또는 사무실에; 포럼 역할

40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도서관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교수진 및 학생의 의견 에 대한 인식과 사용을 촉진합니다.
캠퍼스 전체의 도서관 리소스.

책임
1)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의 정보 및 연구 요구 사항 검토
2) 도서관 예산 검토
3) 도서관 평가 정책 및 절차 검토
4) 정기적으로 도서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5) 도서관의 자원을 사용하여 그러한 요구를 달성하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아카이브, 미디어 서비스

6) 교직원, 학생, 교직원의 도서관 이용 개선 방안 모색
7) 도서관 정책과 절차를 검토하기 위해 사서와 상의한다.
8) 장서 개발 정책을 공식화하고 교수진에게 추천하기 위해
9) 회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출판물을 검토한다.
10) 본교 교수진의 학술지 또는 논문 출판물 추천
개혁 대학

11) 교실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보조 자료를 감독합니다.

도서관 및 출판 위원회 회원(2017 학년도):
의자: 사서
회원: 교무처장;

MDiv 프로그램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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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S 프로그램 디렉터
사업 담당 이사

고충처리위원회
개혁 대학의 고충 처리 위원회는 청문회 권한을 위임받은 청문회 기관입니다.
불만. 위원회는 관리자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결정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하게.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사회의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불만. 위임된 권한의 결과로 위원회 위원은 항상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불만 당사자에 대해 중립적 지위를 유지합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는
구성원은 공정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자여야 합니다. 공정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은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고충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

책임:
1) 고충이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

2) 고충처리에 관한 사실관계 및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3) 각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1) 초기 오리엔테이션, 사전 회의 청문회 및 예정된 모든 청문회 참석
날짜

2)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충 처리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서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고충이 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
고충을 수정할 수 있거나 고충을 기각해야합니다.

3) 제시된 모든 증언과 증빙서류를 주의 깊게 듣고 검토한다.
청문회 중

4) 증거의 신빙성을 저울질하기 위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발견을 하고 결정한다.

41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고소인이 혐의를 입증했는지 여부
5)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수 보고서

6)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위원장을 지원하여
대학 행정부의 불리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2017학년도):
의자: 학생처 이사
회원: MDiv 프로그램 디렉터

BATS 프로그램 디렉터
교수진

사업 담당 이사

교직원 고용

신병 모집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집하는 것이 개혁 대학의 관행이자 정책입니다.
인종, 피부색, 신념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학계 직원. 직위는 현지에서 광고됩니다.
신문, Atlanta Journal-Constitution 및/또는 온라인. 교무처장,
선발위원회 또는 교무처장이 임명하는 채용대행업체의 심사 및
후보자를 선별합니다. 최종 후보자는 인터뷰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됩니다.
이사회의 결정 전에 최종 승인.

자리가 있을 때 모든 후보자 또는 지원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모래 정보:

• 자기소개서(개인 에세이)
• 이력서 / 이력서 영어
• 개혁된 대학 입사 지원서, 서명 및 날짜 기입
• 인사 데이터 인벤토리(GNPEC), 서명 및 날짜 기입
• 받은 학위 증명서
• 공식 성적표를 봉인하여 개혁 대학으로 직접 우송
• WES 자격 증명 평가 및 인증 신청서에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됨(학위 소지자일 경우
외국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 안수 증명(있는 경우)
• 제출된 논문 초록 사본(있는 경우)
•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신앙 선언문
• 교육철학 성명서에 서명 및 날짜 기입
•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윤리적 가치 및 표준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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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함
• IRS 양식 W4 서명 및 날짜 기입
• USCIS 양식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에 서명 및 날짜 기입
• 교원 핸드북 승인
• 최근 사진 2장

모든 정보와 문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Office of Human
리소스, 리폼드 대학교, 1724 Atkinson Rd., Lawrenceville, GA 30043 USA.

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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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에 대한 초기 결정
교무처장은 탐색위원회의 추천으로 이니셜을
임명 결정. 원장은 학부 동료들과 상의 후
제안서, 초기 계약 초안, 적절한 우대 조치 양식,
성적 증명서, 이력서, 직무 설명 및 신청자가 서명한 모든 필수 동의 양식,
추가 검토를 위해 교무처에 문의하십시오. 교무처장은 다음을 증명한다.
적절하게 추천하고 전체 패키지를 회장에게 보내고 회장이 검토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 시 적절한 양식과 계약에 서명합니다. 계약은
그런 다음 교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교직원이 교직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대학교.

임명 조건
약속은 다음을 위한 긍정적 행동 계획에 설명된 긍정적 행동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평등 고용. 이 계획의 사본은 교무처장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Affirmative Action Officer로 활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최소 고용 학위는 해당 분야의 최종 학위입니다.
다만, 학위 및 보상 자격이 낮은 교원은 다음과 같이 임용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추천한다. 겸임 및 파트타임
교수진은 정규직 교수와 동일한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순위에서 동일한 분야에서 가르치는 것.

인증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외부에서 취득한 교수 자격 증명
미국은 미국 자격 증명에 대한 유효성과 동등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혁
대학은 개혁 대학의 교수직에 대한 모든 지원자에게 제3자 제출을 요구합니다.
취득한 학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학력 평가 보고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목적의 일부로 미국 동등성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을 제공합니다.
전문가 자격 분석. 지원자는 교무처에 연락하여
채용결정 전 자격평가성적서 취득방법 안내
만들어진.

강사, 조교수, 부교수, 또는
교수는 수습기간 임용이다. 수습기간 및 고시
각 등급에 대한 프로세스는 Reformed의 임기 정책 및 규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수습 기간의 목적은 교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관이 기대하는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정의 지정
수습 기간은 교수진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나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 수습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진급은 교수진이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마다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직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 정책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혁 대학의 규정.

교수진 순위
Reformed University는 정년 트랙 직책에 일반적인 교수 순위를 사용합니다. 오름차순으로 이러한
직함은 강사,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입니다. 이 순위는
정년 트랙 직위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직함을 가진 개인은 수습 기간 계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급에 적합한 다양한 통지 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수진은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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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 트랙 직위에 대한 특별 임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강사, 상주 예술가 또는 위에서 언급한 재직 기간 중 지정
보조 또는 방문과 같은 한정어가 접두사로 붙습니다. 비정년 트랙 임명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 기간은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운영 기준에 따른 개혁 대학의 임기 정책 및 규정은 다음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양한 직급에 대한 최초 임명은 정년 트랙 직급의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하세요
이러한 기준은 최소 기준을 나타내며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준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교수
취득한 박사 학위 또는 적절한 말기 학위, 연구를 지시할 수 있는 능력 입증
자신의 분야, 하나 이상의 각각의 인정된 전문 학회에 연구 결과를 게시,
지속적인 성장의 증거는 8년 이상 자신의 분야에 대한 학술적 기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등 교육 이후의 경험과 지속적인 교육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적절한 후 임명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심사기간을 교수급으로 한다.

부교수
취득한 박사 또는 적절한 말기 학위, 연구를 지시할 수 있는 능력 입증
자신의 분야, 출판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지속적인 성장의 기록
순수 예술 및 공연 예술 분야의 창의적 활동, 고등 교육 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
교육 및 입증 된 교육 능력은 일반적으로 임명에 필요합니다.
부교수 직급에 맞는 심사기간

조교수
취득한 박사 또는 적절한 말기 학위, 지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의 증거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연구, 다음과 같은 학문적 기여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의 증거
순수 예술 및 공연 예술 분야의 출판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창의적 활동에 의해 입증,
일반적으로 대학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교수로 임용.

강사
강사의 직급은 다음을 기대하여 교수로 임용된 자에게 적합합니다.
정상적인 과정에서 그는 이것 또는 다른 분야에서 전문 직급을 통해 발전할 것입니다.
기관이지만 임명될 때 학교에서 기대하는 적절한 학위가 부족합니다.
조교수 임용. 적절한 학위를 취득하면 강사가
보통 조교수로 승진한다.

교수진 개발
교수진은 지속적인 연구와 지적 개발을 계속해야 합니다.
안식년 휴가. 지속적인 성장과 능력은 교수진에서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회원의 평가. 개혁 대학은 교수진의 20%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시행합니다.
회원의 업무량과 시간을 할당하고 전문성 개발에 할애합니다. 게다가,
교수진은 전문 학회 회의 및 경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권장됩니다.
가능할 때마다 지급됩니다. 경비 일지 또는 요청 양식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비 이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적립을 위해 적립됩니다.

리폼드 대학교는 자격을 갖춘 경험 많은 교수진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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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러나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이 도전입니다.
전문 분야,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
교육 기술과 성경 진리를 자신의 훈련과 통합하는 방법. 학부
성장과 발전은 제도적 의무입니다.

교수진 전문 개발 위원회(FPDC)
임무: 교수진 전문 개발 위원회는 촉진, 옹호 및 제공
기관 전반에 걸쳐 교수진 강화를 위한 기회와 자원. 현재 과제는
계획을 개발하고 추가로 시작하기 위해 교수 평가 위원회에 할당됩니다.

FPDC의 책임과 기능
• 제안을 검토하고 다음을 위한 신청에 대해 교장에게 추천합니다.
교수진 보강 여름 수당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통령 기금;

• 춘계 사전 회의를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교무처장;

• 교무처장을 지원하여 교수진 강화 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

FPDC 회의
회의 목적에 따라 FPDC 의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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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전문성 개발 제안 지침
개혁 대학은 교수진의 전문성 개발 활동을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기본
지침은 이사회에서 교수진 전문성 개발 위원회(FPDC)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행동 계획. 제안서는 교수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 신청서 를 작성하고 해당 학교 책임자를 통해 FPDC 의장에게 전달합니다.
교수진은 FPDC를 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미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려하고 자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처음 세 가지 사항이 여기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1. 교수진으로 구성된 교수진 전문성 개발 위원회(FPDC),
의 장점에 따라 전문 개발 기금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대학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 제안,
교수진 및 평가 기준.

2. 리폼드 대학교 교수진의 모든 정규직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2급 이상의 겸임교수도 제안서를 제출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

3. 제안 평가 프로세스에서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개혁 대학 커뮤니티에 대한 활동의   긍정적인 기여;
• 학업 및/또는 개인에 대한 활동의   중요성
신청자의 전문성 개발;

• 발표하는 경우 참가자 및 대상 청중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이점;
• 활동의 비용 효율성; 그리고
• 조사된 기타 자금 출처.

교수진 전문성 개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입증하는 프로젝트 제안을 요청합니다.
개인과 동료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과정 변화, 기독교 가치 통합, 봉사 학습 개발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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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또는 코스에 다문화 관점 통합;
• 새로운 교수법, 교육학적 혁신 또는 평가를 연구하고 구현합니다.

전략;
• 기술을 커리큘럼에 통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합니다(준비

교실 과제를 지원하는 컴퓨터 모듈; 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실 사용);

• 코스 국제화(해외 유학 경험과 관련하여 가능)
• 의 새로운 영역을 통합하여 크게 발전했거나 변경된 분야에서 업데이트

현재 가르치는 분야에 대한 연구; 그리고
• 교수진이 집중적인 지역 또는 국가 워크샵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문적 또는 교육적 주제에 대해 다룬 다음 교과과정에서 혁신을 구현합니다.
지원자는 다음 해에 교수진 강화 포럼에 참여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작업 결과를 배포합니다. 모든 제안은 준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혁 대학의 사명 선언문과 목표.

요청의 우선 순위, 여행의 필요성을 포함한 지침의 추가 사항
승인 및 기타 문제는 교수진 전문성 개발에 의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FPDC).

교직원 보상 및 혜택

머리말
공유 거버넌스의 전통에서 대학 행정부의 구성원, 특히
비즈니스 업무 이사, 대학 교수 평가 위원회와 협력하여 일련의
경쟁 환경에서 대학이 교수진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점. 변경 사항
혜택의 가용성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대표자들과 협의한 후에만 동의합니다.
대학 교원 평가 위원회 및 교무처장의 동의.

NS. 급여 지급
NS. 대학 은퇴 계획(제안)

씨샵. 종신교원 조기퇴직 계획(제안)
NS. 명예 지위

이자형. 이사 및 이전 비용
NS. 전문적 성장을 위한 이점
G. 학업 제공
NS. 출산/육아 휴가
NS. 의료보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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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교수진은 계약된 작업량에 대해 12분의 1로 보상을 받습니다.
할부. 시간제 교수진은 제한적이고 독점적인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예정된 시간에 대한 급여. 교수진은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표는 집 주소, 캠퍼스 주소로 우송되거나 계좌 입금을 통해 은행으로 배달됩니다.
위의 대안을 선출하기 위한 양식은 비즈니스 사무국을 통해 제공됩니다.
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급여 명세서는 교직원이 검토할 수 있으며
사무실에서 복사합니다.

4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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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은퇴 계획(제안) - 일반 개요
개혁대학 기획실은 다음과 같은 교수 퇴직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직원; 대학 리더십 검토와 총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퇴플랜을 위한 TIAA-CREF와 함께 제도적 플랜을 신청하는 절차.

1. 펀드 제공
교사 보험 및 연금 협회 - 대학 퇴직 펀드(TIAA-CREF)
(제안)은 대학의 은퇴 계획에 대한 유일한 기록 보관자입니다.

2. 적용 범위
플랜은 리폼드 대학교가 혜택을 위해 수립할 예정인 세금 우대 은퇴 플랜입니다.
직원의. 이 플랜은 모든 직원이 급여에서 세전 기여금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입력
또한, 개혁 대학은 계획에 따라 특정 유형의 고용주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지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플랜에 참여하는 직원은
이 기부금이 투자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랜을 통해 다음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플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금 후원자가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기금에 대한 기부.
대학 은퇴 계획은 섹션 403(b) 및
내국세법 403(b)(7).

3. 등록
이 계획은 모든 직원이 급여를 통해 급여에서 세전 기여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소 계약. 독립 계약자 개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직원으로 플랜에 참여합니다. 개인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경우
기관에 의해 그러한 개인은 부적격으로 간주됩니다. 행정부는 통지합니다
계획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각 교직원 또는 직원. 모두
신청자의 자격 및 플랜 참여에 대한 결정은
개혁대학. 대학은 기록과 공식 계획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교직원을 위한 교무처장에게 파일에 있는 문서. 전 직원
학생 직원을 제외하고 플랜에 세전 기부금을
그들은 고용을 시작합니다. 세전 직원 기여금은 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됩니다.
"급여 삭감 기여금." 학생 직원은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등록된 학생으로 급여가 일반적으로 FICA 원천 징수에서 면제됩니다.

새로운 직원이 다음 회사에 고용된 경우 서비스 기간 요구 사항이 면제됩니다.
직전 십이(12) 개월 동안 고등 교육 기관
개혁 대학에 처음 고용된 날짜. 교직원의 경우 재학연도
고등 교육 기관에 고용된 경우 서비스 요구 사항이 면제됩니다.
대학에 취직하기 직전의 전체 학년도.

4. 베스팅
모든 직원 및 고용주 기여금은 즉시 귀속됩니다.

5. 배포
은퇴 계획은 대학 졸업 후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의원 퇴직. 교직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설정하여 적립 (월 또는 정기 지불), 부분 일시금
분배 또는 전체 일괄 분배. 연금 옵션에 대한 추가 질문 또는
일괄 분배는 1(800) 842-2776번으로 TIAA-CREF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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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이 TIAA에 남을 수 있습니다.
CREF. 직원은 퇴직 적립금을 다른 공급업체로 이월하거나
퇴직금을 인출합니다. 직원이 59세 1/2 미만이고 현금을 선택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기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방법에 따른 은퇴 철회. TIAA 보장 펀드의 적립
연금이 지정한 대로 10년 동안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신교원 조기퇴직 계획(제안)
리폼드 대학교는 기회로 종신교수 조기은퇴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특정 자격을 갖춘 교수가 임기를 포기하고 대학에서 퇴직하기로 선택합니다.
대학의 특정 혜택과 교환. 다음을 제외하고 플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계획의 조건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공됩니다. 계획은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1967년 고용법의 연령차별법 4(m). 각 종신 전임 교수
퇴직일 현재 55세에 도달했거나 달성할 예정이며 완료했거나 완료할 회원
해당 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개혁 대학에서 최소 (20) 년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
해당 은퇴 전 플랜 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플랜에 따라 은퇴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짜. 근속연수 및 연령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종신교수가 퇴직한다.

1. 목적
개혁 대학(이하 “대학”)이 설립되어 총장 및 이사회에 제안됨
개혁 대학교 종신 교수를 위한 조기 퇴직 계획(이하 “계획”)을 기회로
특정 자격을 갖춘 교수진이 임기를 포기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대학으로부터의 특정 혜택에 대한 대가로 대학. 아래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플랜의 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랜. 계획은
수정된 1967년 고용법의 연령 차별 섹션 4(m)의 요구 사항.

2. 정의
다음 정의가 플랜에 적용됩니다.

(a) “교수 평가 위원회”는 본 연구의 섹션 11에 포함된 의미를 가집니다.
계획.
(b) “이사회”는 대학의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c) "선거 기간"이란

(i) 자격을 갖춘 교수진이 계획 연도의 6월 30일에 은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기간
7월 1일에 시작하여 해당 플랜 연도의 12월 31일에 끝나는,

(ii) 자격을 갖춘 교수진이 계획 연도의 1월 1일에 은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기간
이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직전 계획 연도의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d) "자격 날짜"는 교수진이 속한 계획 연도의 다음 8월 31일을 의미합니다.
회원은 조기 은퇴를 위해 자신의 선택을 제출합니다.
(e) "교수진"은 정규직 사원인 대학의 종신직원을 의미한다.
대학의 교수진.
(f) "최종급여"란 교직원이 대학에서 받는 기본급을 말한다.
교직원의 퇴직일 직전의 계획 연도에 대해.
(g) "최초 선거 기간"은 교수진이 선출되는 첫 번째 선거 기간을 의미합니다.
플랜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h) "참여 교수진"은 참여하기로 선택한 교수진을 의미합니다.
아래 섹션 4에 따른 계획.
(i) "계획"은 종신 교수를 위한 개혁 대학 조기 퇴직 계획을 의미합니다.
(j) "계획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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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은퇴 날짜"는 교수진이 속한 계획 연도의 6월 30일을 의미합니다.
회원이 조기 퇴직을 선택하거나 다음 달 1월 1일에 제출
교직원이 조기 퇴직을 선택하여 제출한 계획 연도,
교수진에 의해 선출된다.
(l) "대학"은 개혁 대학을 의미합니다.
(m) "근무 연도"는 교수진이 고려된 계획 연도를 의미합니다.
해당 계획 연도에 발생하는 두 학기 동안 대학의 정규직 직원.
교직원의 근속년수를 계산하기 위해
승인된 안식일에 교직원이 결석하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학교 직원. 교직원이 결석한 기간
승인된 휴가는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교직원이 특정 기간 동안만 본교의 정규직이었던 경우
계획 연도의 기간 중 해당 기간은 다음과 같이 다른 서비스 기간과 합산됩니다.
대학의 정규직 직원은 교수진의 전체 년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대학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한 한 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1년 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휴학
자격을 갖춘 군 복무는 자격을 위해 대학에서 복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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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자격 날짜를 기준으로 59½세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각 교수진 구성원은 다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최소 이십(20) 년의 봉사를 마쳤을 것입니다.
연속) 해당 자격 일자를 기준으로 플랜에 따라 은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날짜는 교수진에 의해 선출되며, 그러한 선출이 승인된 경우
아래 섹션 4(b)에 따라 인사부 이사.

4. 참가 선출
(a) 위의 섹션 3에 설명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수진 및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사에게 선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규정한 양식의 리소스. 선거를 하는 교직원
자신의 모든 사용권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데 동의합니다.
해당 퇴직일 기준 대학.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늦어도 선거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해당 선거 기간과 관련하여. 동안 계획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교수진
최초 선거 기간은 제공된 최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교직원이 선택한 정년퇴직자에   의한다.
적격한 교직원의 선출 양식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획에 대한 참여는 승인된 후 7일 후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인적 자원 이사.
(b) 인사국장은 계획에 따른 교수진 선출을 승인해야 합니다.
인사 이사는 선거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집니다.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교직원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인적 자원 이사는 대학의 능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부를 결정할 때 선출되는 교수진의 연령과 대체자를 찾기 위해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교수진의 선출을 승인합니다.

5. 현금 혜택
계획의 섹션 4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선택한 교직원
해당 퇴직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단일 일시금을 받게 되며,
계획의 일정 A에 명시된 대로. 일시불로 즉시 지급
행정상 실행 가능(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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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6. 최초 선거 기간 중 선거
자격을 갖춘 교수진이 초기 선거 기간 동안 플랜에 참여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
기간 및 이러한 선출은 인사국장, 교수진의 승인을 받습니다.
별표 A에 표시된 최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최초 선거 기간 동안 선거를 제출하고 그러한 선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인사처장, 차기 임기 중 교수진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교수진의 초기 선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한 회원입니다.

7. 의료보험 혜택
(a) 계획에 따라 조기 퇴직을 선택한 참여 교수진은 다음을 받게 됩니다.
대학 의료보험은 재학 중인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교수진(해당되는 경우 퇴직 후 의료 혜택 포함). 의료
보험 혜택은 해당 의료 보험에 따라 관리됩니다.
혜택 계획 문서.
(b) 계획에 따라 조기 퇴직을 선택하고 다음을 희망하는 참여 교수진
피부양자 또는 선택한 의료 보험이 요구하는 보장을 계속
보장의 일부를 지불하는 참여 교수진은 매월 청구됩니다.
대학의 추가 의료 보험 혜택. 결제는 접수 후 진행됩니다.
법안. 청구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됩니다.
조기 퇴직자의 추가 의료 보험 혜택. 대학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청구 빈도를 변경합니다.
(c) 플랜의 섹션 7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 혜택은
대학의 의료에 따라 교수진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속 보장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에 따른 보험 혜택 계획
1985년 법("COBRA"). 참여 교수진은 계획에 참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의료 보험 혜택에 따라 COBRA 지속 보장을 선택합니다.
계획. 플랜의 이 섹션 7에 따라 의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선택,
그러나 COBRA 계속을 선택할 수 있는 참여 교수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학의 의료 보험 혜택 계획에 따른 보장.
(d) 참여 교수진은 계속해서 대학의 의료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i) 65세에 도달한 날짜 또는 (ii) 해당 날짜 중 더 이른 날짜까지 혜택 계획
먼저 대학의 퇴직 후 의료 혜택의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당시 대학의 은퇴한 종신 교수진에 대한 효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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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교직원이 2003년 9월 1일 이전에 고용된 경우개혁 대학 의료 혜택에 따라 퇴직 후 의료 혜택을받습니다.
대학의 은퇴한 종신 교수를 위해 현재 유효한 계획. 만약 학부가
회원은 2003년 9월 1일 이전에 고용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퇴직 후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e) 대학은 약관을 수정,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언제든지 의료 보험 혜택 및 대학의 의료 혜택 계획
(교수 퇴직 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8. 교수진 요건
계획의 섹션 4에 따라 선출하는 교수진은 계속해서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등록금 면제와 같은 교수 상태와 관련된 특정 조건
자격을 갖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피부양자 자녀를 위한 학비 교환 기회,
도서관 특전, 대학 이메일 계정, 교수 할인, 주차 허가 및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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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사. 교수 평가 위원회는 결정에 있어 단독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이 섹션 8에 따라 제공되는 필수 조건.

9. 급여 지급 조건
교직원이 계획의 섹션 4에 따라 은퇴하기로 선택한 경우 교직원은 계속해야 합니다.
종신 교수진과 일치하여 대학을 위해 실질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퇴직일까지 직위 및 계약. 서비스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에 의해 수행된 평균 서비스 수준의 50% 미만인 경우 이 목적을 위해 "상당한"
해당 직전 3년 연속 교원
퇴직일. 교직원이 어떠한 사유로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
해당 퇴직일 이전에 대학에서 교수진은 모든 자격을 상실합니다.
계획에 따라 교수진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모든 현금 혜택,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플랜의 섹션 7 및 8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적용 가능한 대학 정책 또는 계획을 통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0. 교직원의 사망
참여 교수진이 퇴직일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수진에 대해 플랜에 따라 지급됩니다.

11. 관리
계획은 교수진 위원회(“교수진 평가 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NS
교원평가위원회는 그러한 규칙, 규정 및 내규를 채택할 수 있으며,
계획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결정. 교수진
평가 위원회는 계획을 해석하고 관리하고
계획 및 계산의 해석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혜택 및 자격 결정. 교원평가위원회 의결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교수진 평가 위원회는 다음 권한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교수진이 취하거나 겪은 모든 조치에서 완전히 보호됩니다.
모든 변호인, 회계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신의와 신뢰를 받는 평가 위원회
교수 평가 위원회에서 선택하거나 모든 테이블, 데이터, 정보,
교수진에 제공되어야 하는 평가, 계산, 인증서, 의견 또는 보고서
평가 위원회. 교수 평가 위원회는 다음을 위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직원, 직원 위원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책임
책임을 수행하는 교수진 평가 위원회를 지원합니다.

12. 청구 절차
어떤 이유로든 본 플랜에 따라 참여 교수진에게 지급해야 하는 혜택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기한이 되면 참여 교수진은 Human of Director에게 서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원. 청구가 거부되거나 날짜 이후 구십(90)일 이내에 응답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클레임이 인적 자원 책임자에게 제출된 경우(이 경우 클레임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 참여 교수진은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교수 평가 위원회
거부 또는 위에 명시된 구십(90)일 기간의 종료 중 먼저 발생하는 날짜. 추구하는 중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참여 교수진은 교수진 평가 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검토하고,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문제 및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수 평가 위원회에 서면. 항소에 대한 결정은 육십(60)
특별한 상황이 교수진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항소가 이루어진 후 일
위원회는 그 기간을 육십(60)일 더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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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플랜에 따른 권리
플랜은 선별된 경영진 또는 고도로
보상받는 직원. 플랜에 설명된 모든 혜택에 대한 소유권 및 수익적 소유권
항상 대학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플랜에 따른 혜택은
대학의 일반 자산. 플랜과 관련하여 신탁 기금을 만들 수 없으며,
계획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S
참여 교수진은 모든 목적을 위해 대학의 일반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NS
계획에 참여하는 교수진 구성원의 이익은 할당, 예상, 판매,
담보 또는 담보가 있으며 채권자의 청구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14. 수정 및 종료
위원회는 언제든지 계획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 또는
플랜의 종료는 참여 교수진의 현금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직원이 그러한 수정 또는 수정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계획의 섹션 5에 따라
가감.

15. 세금 등의 원천징수
16.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됩니다.
적용 가능한 연방, 주 또는 지방 원천징수세 요건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에 따라
식량.

17. 후계자
이 계획은 대학과 그 후임자, 양수인, 참여 교수진에 대해 구속력이 있습니다.
회원 및 개인 대리인 및 배포자.

18. 섹션 409A
(a) 이 계획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혜택은 다음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국세법 섹션 409A의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1986년에 개정된 대로("강령") 계획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그러한 의도에 따라.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획 또는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지불 또는 혜택은 강령 409A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다음 대학, 교수진 평가 위원회 또는 그 피지명인 또는
대리인은 모든 행동, 결정 또는
선의로 내린 결정.
(b) 계획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 코드 섹션의 적용을 받는 플랜에 따른 모든 지불 또는 혜택과 관련하여
409A 그리고 그것은 교직원의 조기 교육 때문에 계획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은퇴 날짜"라는 용어는 정의와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미국 재무부 규정 섹션 1.409A-1(h)의 "서비스 분리"
수정 (기본 조건 적용) 및 교수진이 있는지 여부
"해고"를 경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규칙; 그리고

(ii) 플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상환 및 현물 혜택은
미국 섹션 1.409A-11 3(i)(1)(iv)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
수정된 재무부 규정은 그러한 상환 또는 현물
혜택은 코드 섹션 409A의 적용을 받습니다.

19. 준거법
계획은 다음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시행됩니다.
조지아, 해당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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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A - 퇴직금 지급
플랜 섹션 4의 조건에 따라 은퇴하기로 선택한 교수진은 단일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격일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일시금
아래에서 앞으로.

퇴직금

퇴직일 기준 연령 최종 급여 지급 비율
59 ½ ~ 62 192%

63 168%

64 144%

6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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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96%

67 72%

68 48%

69 24%

위에 설명된 지불은 해당 세금 및 지불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계약서에 확정될 때까지 협의 가능합니다.

명예 지위
20년 이상 대학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직원 또는 행정직원
더 많이,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현역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칭호를 받게 됩니다.
"명예"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덜 복무한 특히 자격이 있는 퇴직자에게 명예 지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이사 및 이전 비용
Reformed University는 지정된 한도 내에서 새로운 정년 트랙 및 종신 교수진을 상환합니다.
리폼드 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애틀랜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위치. 상환 가능한 비용에는 새 교수진을 위해 광역 애틀랜타 지역으로의 여행이 포함됩니다.
구성원과 그 직계 가족, 가구, 사무실 및 실험실의 이사 및 포장
장비. 거주지를 찾는 데 드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새로운 보상을 받으려면
교직원은 인사부에서 제공한 항목별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함께 교무처장에게. 학과에서 승인한 요청
이사는 학업 담당 이사와 경영 담당 이사에게 전달됩니다.
최종 승인.

전문성 성장을 위한 혜택
개혁 대학은 기관 교수진의 학문적 발전을 높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모든 학문적 성장을 위해 예산에 재정 자원을 할당합니다.
회원; 추천경비의 경우 교무처장이 제출
학과에 따라 교수진이 인정하는 전문성 추천
사무국장, 총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경우에 교수진을 보조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합니다.

1) 인지할 수 있는 학회에 게재된 논문 또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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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연구 발표 인정
3) 학술세미나 발표
4) 저명한 학술세미나 참여
5) 연구 및 학술 조사
6) 학술 출판물

학업 제공
최신 학업 및 교육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Reformed University는
교수진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 간행물을 구독하거나 구입하는 도서관
기관의 회원. 여기에는 전자를 포함한 모든 종이 기반 자료 또는 전자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책과 모든 멀티미디어 자원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휴직(제안)
교수 및 부교수의 출산휴가는 출산 또는 출산 전후로 부여된다.
아기는 유급으로 8주 동안 지속됩니다. 입양 시 휴가는 1주일로 제한
또는 지도하는 교수진 및/또는 교무처장과 협의한 대로. 친자 관계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휴가는 아기가 출생하거나 출생 직후에 부여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4주 동안 지속됩니다. 출산 전에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휴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대학의 휴학 및 방학 수당을 적용할 수 있다.
교무처장의 승인. 특정 상황에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급휴직(출산휴가 전후),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상황은 회장이 검토하여 다음을 제공합니다.
최종 결정. 승인된 출산/육아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 직원은
동일한 위치를 보장합니다.

건강 보험
개혁 대학은 현재 직원들에게 의료 또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안
Blue Cross/Blue Shield 계획을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용품 및 장비
강의 또는 행정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경우 강사는 다음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십시오. 예산 기금을 기준으로
가용성, Office of Business Affairs는 조달, 목록 작성 및 배달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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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물품.

개혁 대학 이사회는 대학 행정을 다음과 같이 책임집니다.
모든 대학 재산, 장비 및 시설을 감독하고 유지합니다. 이사회는
대학 자산,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만 교수진, 직원,
학생 또는 일반 대중에게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직원은 재산, 시설 및 장비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즉시 상무이사에게 보고하였다.

"잉여재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자재, 공급품 및 가구와 같은 모든 유형의 자산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잉여재산 처분은
새로운 구매에 대해 교환할 자산으로 정의되며, 예비 부품을 위해 잠식화되며, 외부적으로
양도, 비영리 자선/지역사회 조직에 기부, 회수를 위해 판매 또는 파기
(폐기물 제거). 대학 자산은 판매, 교환, 회수, 폐기 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타 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폐기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서장은 직속 상사가 재산을 직접 처분합니다. 스페셜 스탠딩
여기에 요약된 대로 유해 물질 및 컴퓨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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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자료를 교직원, 학생 및 기타 사람에게 직접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인. 원래 연방 보조금 또는 계약 자금으로 조달된 잉여 재산의 처분은
부여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최초 취득 가치가 $2,500 이상인 대부분의 장비(회계 기간에 구매한 품목의 경우)
2010년 또는 그 이전) 또는 $5,000 이상(회계 연도 2011년 이후에 구매한 품목의 경우)
재무부가 고정 자산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적합니다. 유지하기 위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에 한 번씩 인벤토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폐기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폐기되는 장비. 폐기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비즈니스 사무국의 재료 관리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교수진 임명

가. 개정 절차
나. 임용약관서
다. 인사결정에 대한 평가
D. 교원의 임용 해지
E. 학과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중단 절차
종신 교수의 해고 가능성 포함

F. 계속임기제도에 의한 해지 또는 그 이전에 임명의 해지
지정된 계약 기간의 종료

G. 학문적 자유
H. 고충처리 절차
I. 학생/교원 비율에 대한 일반 정책
J. 채용 절차

개정 프로세스
IV장의 모든 섹션을 수정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개정에 관한 진술의 경우, 이 섹션의 개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진은 이사회 의장을 통해 보고되고 제안됩니다.
수탁자의 최종 권한입니다.

임명 조건 진술서
교수진에 대한 모든 임명의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거나 증명됩니다.
임명 문서의 사본은 인간과에서 교수진에게 제공됩니다.
자원. 약속의 후속 연장 또는 수정, 그리고 모든 특별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하는 이해 또는 통지는 다음 문서에 명시되거나 확인됩니다.
작성하고 사본을 교직원에게 제공합니다. 교육 또는 연구를 하는 사람
모든 종류의 임명은 매년 그들의 임명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중요사항
미래의 임기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중요성이 표시됩니다. 적용 조건
임용서는 임용서뿐만 아니라 교원 핸드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혁대학. 임명 조건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수습 또는 임기 임용 중인 교수진의 모든 구성원은
약속 또는 계약 서신에 서명하고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매년 조건을 충족합니다.

교수, 연구 및 개혁 대학교 교수 자격을 가진 기타를 포함한 교수 직위
다섯 가지 약속 상태 범주   중 하나에 따라 개최됩니다.
• 종신교원은 행위에 의하여 그 지위가 확정된 자
적절한 동료 이후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및 행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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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교원은 약정 없이 임용된 자
임명이 최대 고정 기간임을 이해하지만 달성하지 못한 사람
종신상태. 이러한 임명은 임기 추적 임명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임기 가능성.

• 3년 임기의 교수진은 연간임원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2년 또는 3년의 특정 기간을 한도로 갱신할 수 있는 계약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지속적인 대학 요구를 가정합니다. 약속은 에 종료됩니다.
지정된 기간의 끝.

•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임시 및 제한된 기간의 임명은 임기입니다.
한 학기 또는 한 학년도까지 임명되며 다음을 제외하고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후속 및 별도 계약. 방문 교수 임용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 정규직이든 시간제이든 계속 약속에는 다음과 같은 교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종신형, 종신형, 2년 또는 3년 또는 임시 및 제한된 기간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설비.

이러한 약속 상태 범주   각각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고 정의됩니다.

종신 약속
재임 기간이 있는 교수진은 영구 또는 지속적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그들의 서비스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됩니다(종료 대학교 연속 재직 기간 또는
지정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명).

임기가 있는 교직원은 임기가 변경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변경되는 학년도의 전 12월 31일까지 임용(급여 등)
효과적입니다.

교수진에게 정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이사회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학사 업무.

총장에게 임기를 추천하기 전에 교무처장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추천을 받아 학과장을 확보한다.
관련 학과의 조언 및 추천. 임기에 대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 결정에 대한 평가 및 각 기준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학부.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재직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

수습 임명(정년 - 트랙)
수습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갱신을 전제로 한다. 전체 풀타임 기간
연속 재직 기간을 취득하기 전에 대학에서 근무한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에 의해
상호 동의, 서면으로,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이전 교육 경험 또는
개혁 대학은 종신 트랙 직위에 처음 임명될 때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전체 7년 수습 기간 .

가장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습 기간이 3년 미만입니다. 재임용
매년 검토 및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 후 수습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속되는 대학 요구. 일반적으로 수습 임명에 있는 개인은 다음으로 간주됩니다.
임기 6년 . 결정이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개인은
다음 학년도 초에 임기가 부여됩니다. 부정적인 결정의 경우,
다음 연도는 종료되며 해당 연도 이후에는 재임명되지 않습니다. 이사
교무처는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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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6년차보다 일찍 고려되는 종신직 후보자. 그러한 경우,
도달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며 부정적인 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 해
터미널이 됩니다. 무급휴가 또는 출산/육아휴가에 소요된 시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당시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수습 기간 복무
휴가가 부여됩니다.

교수진이 풀타임으로 계속 가르치는 특정 의료 상황에서
임신 또는 출산을 포함한 의학적 사유로 모든 교수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책임에 따라 개인은 임기 결정 날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만
시계" 요청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부장. 요청이 승인되면 임기 결정 날짜는
최대 6개월 동안 연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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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
교원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상근제로 임용할 수 있다.
연간 계약이 지정된 최대 3년 동안 갱신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 기간 동안의 매년 갱신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고 계속
대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명은 재임 자격이 없으며 두 번째 3년 동안 갱신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구체적인 서면 동의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합니다. 3년 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명은 갱신될 수 없으며 수습 임명에 표시된 대로 주어져야 합니다.

임시 및 제한된(정규직 또는 시간제) 약속
교수진은 특정 기간 동안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으로 임명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학기 또는 한 학년도 전체,
임명은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종료되며 다음이 없는 한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차후의 별도의 구체적인 서면 동의서,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
제공. 보호 관찰 섹션에 설명된 대로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 요구 사항
위의 약속은 임시 및 제한된 약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다
임명 임기 적격.

계속되는 약속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임용된 개혁대학교의 특정 직원
범주는 전문적이고 교육적으로 관련된 역할 때문에 교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다음 원칙을 준수하는 지속적인 임명하에 고용됩니다.
원하는 대로 고용하고 만족스러운 성과와 지속적인 대학 요구를 가정합니다.

인사 결정에 대한 평가

임기, 승진 및 급여 결정을 위한 대학 기준
임기, 승진 및 급여 결정은 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장학금, 봉사.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각 별도로 규정
학부. 일반적으로 강의의 우수성은 교수진의
개발 중인 주제에 대한 명령, 교재를 구성하고 발표하는 능력
효과적인 교수법과 전략의 활용. 고려될 수 있음
교실 밖에서 학생 학업을 효과적으로 멘토링합니다. 우수성
연구/장학금은 원본을 통한 전문적 성장에 의해 (문서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구, 연구, 출판, 공연(순수 예술) 또는 기타 중요한 전문 활동.
서비스의 우수성은 효과적인 학업 조언과 효과적인 참여로 입증됩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수진 및 대학 커뮤니티의 문제.
기관 이외의 전문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기 및 승진 절차는 여러 학과에 걸쳐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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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임기 결정은 오로지 후보자의 장점과
할당량과 관계없이 기존 임기 정책의 맥락 내에서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 다른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혁주의 경제 또는 예산 상황이 포함됩니다.
대학교. 특정 학위 또는 인증(부서 및 분야에 적합한)은 일반적으로
재직 및 조교수 이상의 직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업 기간
수습 기간이 만료된 후 교사 또는 조사관은 영구 또는
계속적인 재직, 그리고 그들의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종료되어야 합니다.
나이에 따른 퇴직 또는 재정적 긴급 상황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 에서
이 원칙의 해석은 다음이 수용 가능한 학문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행:

a) 모든 임명의 정확한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임명 전에 기관과 교사의 소유가 완료됩니다.

b) 전임강사 이상의 직급에 임용된 경우부터
수습 기간은 풀타임 기간을 포함하여 7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서비스; 단, 기간 후
하나 이상의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견습 복무를 한 교사는
다른 기관에 대한 새 임명은 서면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4년을 초과하지 않는 수습 기간 동안
학계의 수습기간이 통상의 상한을 넘어 연장된다.
칠 년. 수습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교사가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c) 수습 기간 동안 교사는 다른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는 학문적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교수진이 있습니다.

d) 계속 임용에 의한 해고 또는 교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가능하면 두 사람 모두
교수 위원회와 기관의 이사회. 사실이 있는 모든 경우에
분쟁이 있는 경우, 피고인 교사는 심리 전에 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과하는 모든 기관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판단. 교사는 지도교수의 동반이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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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에 대한 완전한 속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관련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청문회. 무능한 혐의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언에는 교사 자신 또는 교사 자신의 다른 학자의 증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기타 사유로 해고된 상시 임용 교원
부도덕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년 동안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기관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 통지.

e) 재정적 위기로 인한 계속임용의 종료는 명시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임기 및 승진 결정을 위한 일반 절차
임기 및 승진 결정에 대한 후속 검토 및 권장 사항은 다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과 및/또는 교수진 위원회,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경로
학과장, 교무처장 및 총장. 모든 임기 및 승진
결정은 회장의 긍정적인 추천에 의해서만 이사회에서 내려집니다. NS
개인은 임기를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에 관련된 각 사람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임기 및 승진에 관한 권고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숙지하고,
부적절한 기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하지 않는 것이 개혁대학의 방침이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연령, 성별, 장애, 신분을 근거로 차별하는
재향 군인 또는 지역, 주 및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분류, 재직 중 또는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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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 또는 기타 사항.

기관이 임기 및 승진 절차를 인정하는 정책을 채택한 한
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 학과장의 책임
개별 교수진에게 차별 금지에 관한 대학의 정책을 알리고
차별적 요소가 재직 또는 승진으로 이어지는 평가의 일부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공식 파일의 일부 또는 권장 사항.

임기 또는 승진 사건에서 추천하는 당사자는 후보자에게 통지합니다.
추천. 부정적인 권고를 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후보자를 위한 글. 서면 요약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밀 보고서, 그러나 개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신뢰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 동료, 학생 또는 외부 전문가. 서면 요약은 후보자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대략 당사자가 다음 단계로 부정적인 권고를 전송할 때
검토의.

위의 진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기반에 대한 후보자의 액세스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임기 및 승진 권고가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율법주의적이거나 어느 쪽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적대적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문적 판단, 주관적일 수 있음; 학업 부서의 요구 사항; 또는 대학의
장기적인 요구 사항이 손상되었습니다. 교육, 조언, 장학금 및 봉사에 대한 평가
개혁 대학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최종 판단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한-
생각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의 요구와
교수진은 다를 수 있으며 때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

교원의 임용 해지
교원은 학기말에 임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단, 가능한 한 빨리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임용기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내년을 위해. 교직원은 이 통지 요구 사항의 면제를 적절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실질적인 전문직이 거부되는 상황에 처한 경우
승진 또는 기타 기회. 기관은 권리 포기를 야기하는 경우 권리 포기를 적절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업 프로그램에 상당한 어려움.

학업 프로그램 중단 절차
학업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원래 권고의 출처가 무엇이든, 공식
중단 절차는 교무처장이 재량에 따라 시작해야 합니다.
해당 학과장(들)과 상의하고
중단에 대한 일차적 사건.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a) 교무처장은 개혁대학 집행교수와 협의한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절차에 관한 위원회는 다음을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됩니다.
특별한 경우.

(b) 교무처장은 소속 교무처에 공지한다.
중단 절차를 시작하려는 의도. 60일의 기간이 뒤따를 것입니다.
해당 학년도) 해당 학과가 다른 학과에 대해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기간
치료.

(c) 그러한 협상이 실패하면
중단은 외부 검토 패널(아래 3번 참조)에서 연구하여
내부 검토 패널에 보고합니다.

(d) 추천의 장점은 내부 검토 패널에 의해 연구됩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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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번호 4), 추천 및 지원 사례가 차례로 전달됩니다.
회장 및 이사회. 이사회로 이어지는 각 기관은
이유를 제공하는 자체 권장 사항. 교수진 및 학과
이사는 별도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 학업 부서 또는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 재배정 패널(참조
아래 번호 5) 적절한 재배치 또는 영향을 받는 전체 해고를 권장합니다.
종신 교수는 회장에게 최종 추천서를 이사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사.

(f) (a)부터 (d)까지의 단계는 학년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e) 단계가 끝날 때까지
다음 학년도.

External Review 패널은 리폼드 대학교와 관련이 없는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1명은
교무처장이 1명, 소속 학과에서 1명,
대학 집행 교수 위원회, 학업 프로그램의 검토 및 승인 대상
이사회 위원회. 패널은 캠퍼스를 방문하여 다음 기간 동안 캠퍼스에 남아 있습니다.
철저한 검토를 완료하는 데 필요합니다. 내부 검토 패널은 5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대학이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특정 경우에 적합합니다. 해당 문제에 개인적 관심이 있는 교수진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패널에 앉아. 재배정 패널은 관련 교무처장으로 구성됩니다.
학과장 및 집행교수가 임명하는 교원 2인
위원회.

연속 임기 제도에 의한 해지 또는 이전 임명의 해지
지정된 계약 기간의 종료
연속 임기 또는 특별, 기간 또는 수습으로 임명의 종료
지정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명된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원인. 적절한 원인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a) 기관의 재정적 위기
(b) 관리위원회와 협의한 후, 선의의 중단 또는 상당한 수정
교수진 및 행정), 학업 프로그램 또는 학업 부서의 결과
현저히 감소된 인력 요구 사항;

(c) 교직원이 계속해서 본 약관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 증거
약속;

(d) 도덕적 부도덕;
(e) 학업적 무능력; 또는
(f) 적절하게 할당된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부적절함.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지 (a, b, c)
약속의 종료는 금융의 긴급 성을 기반으로하는 경우, 또는 선의의 중단 또는
학업 프로그램 또는 학업 부서의 수정으로 인해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2항의 해고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고 절차 중 교수진은 임원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모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교수 위원회.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해당 교직원은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하며,
12개월 통지 또는 그 대신 12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NS
석방된 교직원의 자리는 3년 이내에 교체되지 않습니다.
석방된 교직원이 연공서열 손실 없이 연임 제안을 받은 경우 및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때문에 약속을 종료하기 전에
프로그램 또는 학업 부서의 포기 또는 수정으로 인해
인력 요구 사항이 크게 감소한 경우 기관은 영향을 받는 위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른 적절한 위치에 있는 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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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교수 위원회는 활용할 적절한 검토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목적을 위해 관련 교직원(들) 및 관리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위원회는 검토 후 서면 결정을 발행하여
영향을 받는 교수진, 교무처장, 회장 및 이사회. NS
위원회는 검토 과정에서 집행 회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를 검토할 시간 내에 검토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
검토가 요청된 학년도의 이사회.

건강상의 이유로 임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되는 것은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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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 교수 위원회가 검토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의학적 증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교수진이 요청한 경우
대통령의 추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종료는
대학의 단기 또는 전체 장애 보험이 적용됩니다.

해고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 절차 (d, e, f)
참고: 이 문서에서 "해고"는 계속 근무하는 교직원의 해고 또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지정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 절차"는 해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에 포함되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습 임명
설비. "해고"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원인 d, e 또는 f에 따른 해고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다음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에 대한 적절한 이유는 교수진의 적합성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교사 또는 연구원으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원. 해고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의 학문적 자유 또는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교수진을 제지합니다.

계속 임기 또는 특별, 임기 또는 수습 기간을 가진 교직원의 해고
지정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명되는 경우, (1)
상호 합의를 모색하는 교수진 및 해당 행정관; (2)
적법하게 구성된 집행 교수 위원회의 비공식 조사
조정, 해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통령에게 구속력이 있는 의견; (3) 합리적으로 구성된 혐의 진술서
대통령 또는 그 대리인의 특수성. 위원회의 비공식 조사는
조정을 수행할 목적으로 임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치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에 도달하면 위원회는 공식 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에게 알립니다.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비공식 조사는 약 1/2이 수행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경우 공식 절차를 위해 남겨둡니다.
따라서 공식 및 비공식 절차는 다른 지지자들보다 먼저 진행됩니다.

위에 정의된 적절한 이유에 따른 해고에는 이유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개인은 처음에 집행교수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NS
이 위원회 위원은 당사자 또는
자신이 편견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결정합니다. 각 파티
명시된 이유 없이 최대 2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서면으로 특정 비용이 포함된 청문회 통지 서비스는 최소 20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청문회. 교수진은 청문회를 포기하거나 다음 주소에서 서면으로 혐의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전에 언제든지. 교직원이 청문회를 포기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그녀 또는 그 혐의가 적절한 이유의 발견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건을 심리할 때 사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평가하고 증거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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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심리하는 위원회는 총장 및 교수진과 협의하여
청문회가 공적이어야 하는지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나, 그것은
교수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청문회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은 교직원의 특권입니다.

•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교수진은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상담.

• 일방 당사자 또는 사건을 심리하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책임 있는 교육 협회의 대표는 교무처장이다.
옵저버로 절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청문회 또는 청문회를 그대로 녹음하고 타자기로 복사합니다.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입증 책임은 기관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려되는 기록의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 사건을 심리하는 위원회는 일방 당사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연기를 승인합니다.
놀람에 대한 유효한 주장이 이루어진 증거.

• 교직원은 필요한 증인을 확보하고
문서 또는 기타 증거, 그리고 기관의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증인의 협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문서 및 기타 증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진은
잠재적인 증인의 증언의 이름과 성격.

• 교수진과 행정부는 모든 것을 대면하고 반대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이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않을 것이지만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정의의 이익은 증인의 진술을 인정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식별할 것입니다.
증인, 진술을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심문을 제공합니다.

• 무능 또는 부적절하다는 혐의에 대한 청문회에서 증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 또는 다른 고등 교육 기관의 자격을 갖춘 교수진.

• 사건을 심리하는 위원회는 법적 증거의 엄격한 규칙에 구속되지 않으며,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입증 가치가 있는 모든 증거. 가능한 모든 노력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 사실의 발견과 결정은 오로지 청문회 기록에 근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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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될 수 있는 간단한 발표를 제외하고, 청문회 및교직원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유사한 문제, 공개 진술 및 홍보
행정관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가능한 한 피하고,
이사회의 고려를 포함합니다. 교무처장 및 교수진
회원은 서면으로 결정을 통보받고 기록 사본을 받게 됩니다.
듣기.

• 사건을 심리하는 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기록에 있는 증거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서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만약에
교무처장은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진술한다.
서면으로 위원회와 교수진에게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건을 회장과 이사회에 전달하기 전에 응답을 받으십시오.

• 사건을 심리하는 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지으면,
그러나 해고보다 적은 징계가 더 적절하다고 권고할 것입니다.
뒷받침하는 이유와 함께.

• 해고 또는 기타 처벌이 권고되는 경우, 총장은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검토를 위해 사건의 기록을 이사회에 전송합니다.

• 이사회의 검토는 위원회의 기록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을 제공합니다.
청문회에서 교장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또는 둘 다에 대해 변론할 기회
대표자. 위원회의 결정은 유지되거나 절차가 반환됩니다.
구체적인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재고할 것입니다.
명시된 이의 제기 및 필요한 경우 새로운 증거 수령(새로운 심리 기록
교직원에게 제공). 이사회는 에 대한 연구를 거친 후에야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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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재검토.

임시 정지
임용 종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교수진은
일시 정지 또는 일시 정지 대신 다른 직무에 할당됩니다.
교수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을 정직하기 전, 계류 중
기관의 해고 절차를 통한 최종 신분 결정,
행정부는 집행 교수 위원회와 협의할 것입니다. 잠정 중단이 적절하다.
청문회만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인 정학은 해고이며 처리될 것입니다.
그대로. 계약된 급여의 지급은 잠정 정지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사유로 인한 해고 시 급여 지급
교직원이 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당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그녀가 아래에 자격이 있는 통지 일정에 제공된 대로, 그/그녀의 계약 기간
임기가 있는 경우 최소 1년 동안 수습 임명. 그러나 이러한 해고 이후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집행 교수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및/또는 대통령) 이 급여 일정이 적절한지 또는 정당한지 검토합니다.

학문적 자유
교수진의 모든 구성원은 종신직 여부에 관계없이 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문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공식화한 "1940 학문의 자유와 임기에 관한 원칙 선언문"
미국 대학 및 미국 개혁 대학 교수 협회.

학문적 자유

a) 교사는 연구 및 결과 발표에 있어 완전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기타 학업 의무의 적절한 수행; 하지만 금전적 수익을 위한 연구
기관의 당국과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b) 교사는 교실에서 자신의 주제를 토론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관련이 없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제. 종교 또는 기관의 기타 목적으로 인한 학문적 자유의 제한
임명 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c) 대학 및 대학 교사는 시민, 학식 있는 직업의 구성원 및 공무원입니다.
교육 기관. 그들이 시민으로서 말하거나 글을 쓸 때, 그들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도적 검열이나 규율이 있지만 지역 사회에서 그들의 특별한 위치는
특별한 의무. 학자와 교육 공무원으로서 그들은 대중이
그들의 언행으로 그들의 직업과 기관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전혀
시간이 정확해야 하고, 적절한 자제를 해야 하며,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관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정년 교수의 학문적 자유
수습 또는 기타 비정년 임용 교직원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학업의 자유를 이유로 연임하지 않는 결정에 크게 기여한 자
주장은 집행 교수 위원회에서 예비 검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수진은 기관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와 증거의 제시에 동의합니다.
그 결정을 지지한다. 이 시점에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집행 교수진이
위원회가 그렇게 권고하는 경우, 문제는 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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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제외하고 이 장의 적절한 사유 및 임시 정학에 따른 해고 절차불만을 제기하는 교수진은 자신의 불만이 제기된 근거를 진술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장은 근거가 되며 입증 책임은 교직원에게 있습니다. 만약,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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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교수 위원회, 그/그녀가 일견 사건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면
재임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자신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그들의 결정.

관리 직원
위의 규정은 학력이 있는 행정직원에게 적용되지만,
교수진으로서의 능력. 행정관이 학업에 지장을 주는 배려라고 주장하는 경우
자유가 자신의 임명을 종료하는 결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행정직에 재임명하지 않거나 재임명하지 않으려면 항목에 명시된 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장의 비정년 교수의 학문적 자유.

교수진의 정치 활동
교직원은 시민으로서 정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개인으로서 말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개혁 대학을 의식적으로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
휴직은 선거운동 기간 또는 임기 동안 적시에 주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한 휴학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휴가가 교직원의 재임 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휴가에 소요된 시간은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수습 근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충처리절차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교수진 구성원의 모든 고충에 사용됩니다.
해고 절차. 해고 절차는 개혁 대학의 종료에서 처리됩니다.
지정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재직하거나 임명을 종료하는 경우
위에. 고충 처리 절차는 공정성을 제공하고 의사 소통을 촉진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인지된 문제. 그들은 의견의 차이가
합리적인 사람들은 적절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존중과 예의를 갖추십시오.
행동. 대학 정책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문서 및 기타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와 위원회의 모든 심의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자문에 불과하며 최종 조치 권한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있습니다.
회장 및 이사회. 연임, 임기 또는 승진과 관련된 고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절차. 기타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연임, 임기 및 승진 결정에 관한 고충처리 절차
연임, 재임 또는 승진을 위해 추천되지 않은 교수는 고충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고와 관련된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희망하는 교직원
재임명, 재임 또는 승진에 대한 학계의 불리한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학과, 정년추천을 위한 학력평가위원회 또는 교무처장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에 학사 업무
추천. 고충 청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절차나 정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반대 권고를 한 개인이나 위원회에 청원서와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제한해야 합니다.
확립된 대학 절차 및 기관의 서면 교수 고용 정책,
교수 핸드북에 정의된 평등 고용 기회 정책으로. 그것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검토에서 만들어진 권고의 내용에 대한 판단.
불법적인 차별을 주장하는 고충에 대해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입니다.
적절한 비차별적 전문 기준이 경쟁에 도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추천 또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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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충 처리 위원회가 회원에게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 그 사람은 사건에서 철회됩니다. 가능한 경우 대체품이 선정됩니다.
집행교수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는 적절한 위원회 및 개인과 협의하고 관련 검토
정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고충 청원. 그 심의 과정에서,



8/11/2021 일반 정보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49/51

59

고충처리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기타 관련자들과 협의할 것입니다.
적절한 개인 또는 위원회. 고충처리가 검토되는 동안,
연임, 임기 또는 승진 의사 결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개혁주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대학의 정책 및 절차, 위원회 위원장은 그 사실을 교직원에게 통지합니다.
위에 명시된 대로 청원서 및 기타 적절한 당사자를 제출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더 이상의 검토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되, 진정서와 위원회의 서면결론은
후속 검토 수준 이전에 재임명, 임기 또는 승진 파일에 포함
추가 검토자가 고려합니다.

고충 처리위원회는 않은 과정을 마무리하면 되지 실질적으로 설립 준수를
대학의 절차나 방침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한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추천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위원회 및 교무처장.
해당 개인 또는 위원회는 이의가 있는 추천을 재고하고 통지합니다.
교직원, 교무처장 및 차기 심사위원 내 서면심사
고충 처리 위원회의 서면 결론을 접수한 날로부터 십사(14) 일. 파일
후속 검토 수준에는 청원, 고충 처리에 의해 도달한 결론이 포함됩니다.
위원회 및 재검토 후 응답. 정상적인 상황에서 초
동일한 재임 또는 승진 사건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결정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해

고충처리 절차는 정기 연임 및 재임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달력, 일반적으로 청원서가 제출된 학년도 말까지
제출 된. 이 정책 및 최종 연도 통지의 목적으로만,
학년도는 12월 31일입니다.

기타 고충처리 절차
교수진은 해고, 연임, 임기 또는 승진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NS
이러한 고충이 있는 교직원은 고충처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 및 교무국장은 14일 이내에
고충처리에 문제가 있는 사건. 청원서는 고충의 성격을 자세히 기술해야 하며,
고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관련 사실 또는 기타 정보
불만 및 구제 요청.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불만 사항이 접수된 개인 및/또는 위원회에 청원서 및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고충 처리 위원회는 청원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청원을 제출해도 조사가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려 사항.

고충처리위원회는 절차의 공정성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애로사항. 그것은 일반적으로 관련 문제에 관련된 의견의 차이를 판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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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문제의 본질. 위원회는 고충의 해결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권고 사항을 보고합니다.
직접 관련 당사자, 교무처장 및 총장. 다음과 같은 경우
불만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것이라면 전체 보고서도
이사회 의장.

고충처리에 관한 정보 및 기록
대학의 총장 또는 적절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를 권고할 수 있다.
기관의 모든 지지층에서 제기된 모든 불만 사항, 그러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정의와 공정성을 가져오지 않으면 GNPEC(Georgia)에 최종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 고등교육 위원회) 또는 TRACS(초국가적 기독교 협회)
Colleges and Schools) 웹사이트(www.tracs.org)에 포함된 패킷 다운로드 지침
회원 기관에 대한 불만 처리 정책 및 절차, TRACS 불만 사항 정보
시트 및 TRACS 불만 처리 양식.

개혁 대학은 기독교 대학 및 학교의 초국가적 협회의 회원입니다.
(TRACS), TRACS에 의해 카테고리 III 기관으로 후보 지위를 수여받았습니다.
2015년 4월 21일 인증 위원회. 이 상태는 최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TRACS는 미국 교육부, 고등 교육 위원회에서 인정합니다.
고등 교육의 품질 보증 기관에 대한 인증 및 국제 네트워크
(인콰헤).

기독교 대학 및 학교의 초교 협회
15935 Forest Road, Forest, Virginia 24551 이메일: info@tracs.org

전화: (434) 525-9539
팩스: (434) 525-9538

www.tracs.org

mailto:info@tra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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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비공립 고등 교육 위원회
주소: 2082 East Exchange Place, Suite 220 Tucker, GA 30084-5305

전화: (770) 414-3300
www. gnpec.org

징계 파일 및 기록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에 의해 보호됩니다.
학생처 또는 교무처에서 관리하는 규정
귀하의 불만 사항의   성격에 따라.

교원 비율에 관한 일반 방침
학기당 제공되는 모든 과정의 필요성과 인기도 이해, 개혁
대학의 일반적인 정책은 학생/교수 비율이 30:1 미만입니다. 인간학과
자원은 더 많은 교수를 할당하여 권장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을 모니터링합니다.
채용 및 모집을 통해 교육을 위한 회원. 사업담당 이사 및 이사
학사 업무는 가능한 한 낮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개혁대학 총무
다음과 같이 전임 교수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정책:

NS. 각 학기의 코스 중 최소 50%는 전임 교수진이 진행합니다.
NS. 풀타임 학부 교수의 최소 30%(30%)가 터미널을 취득했습니다.
그들의 교육 분야에서 학위.

씨. 각 전공에 대해 전체 풀타임 학부 교수의 최소 25%(25%)
제공되는 교육 분야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66페이지
개혁 대학 교수진 핸드북 2017-2018

교수진 평가

목적
이 성과평가는 개혁대학의 지도교수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성과를 구축, 개선 및 유지하고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는 교수진
조직의 효율성에. 젊은 교육 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이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으며, Reformed University는 모든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를 보다 지속 가능하고 최신 정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지지층의 생각
교육 기관.

설명
교수진 평가 및 재임 기간 검토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에 대한 질문이 종종 발생합니다.
평가 메커니즘 – 회의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생 평가를 관리하는 방법,
이 문서의 목적은 다음 중 일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약상의 의무와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 논의하는 평가 역학. 게다가,
이 문서는 의미 있는 평가를 위해 교수 평가 수행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제공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평가 프로세스가 잘 수행되면
평가자와 직원 모두를 위한 전문성 개발 .

자체 평가를 위해 교실 수업에 대해 논의하는 각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및 방법론, 전문적인 책임 처리 및 전문성 개발,
그리고 그 결과는 성취의 특정 지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대/최소 효율성, 개선된 성과를 자극하고, 상호 이해되는 목표를 개발하고,
경력 개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성과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며,
연간 평가 양식 및 모든 첨부 파일은 각 직원의 공식 인사 파일에 보관됩니다.

자체 평가 워크시트
아래의 설명과 등급은 체크리스트로 사용됩니다.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하는 일, 그리고 그들은 필수 의무와 책임을 나타내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 파트 타임 교수
정규직 교수보다 "해당 없음"을 더 자주 표시합니다. 이 워크시트를 지침으로 사용하십시오.
추가 세부 사항 및 반영을 포함할 수 있는 자체 평가 보고서. 우리 각자는
우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끝없는 여정 - 이것은 당신이 그 탐구와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합니다. 이 워크시트를 완료한 후 다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평가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항목. 워크시트는 다음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평가자와 대화에 참여합니다.

성과 평가 등급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성과 평가 등급이 사용됩니다.
요구 사항 초과 - 주어진 작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초과합니다.
요구 사항 충족 - 모든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충족하거나 하나의 개선에 대한 사소한 요구 사항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른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영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음 - 충족하려면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상당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요구 사항
N/A - 신청 근거 없음(해당 없음)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gnpec.org/consumer-resources/gnpec-authorized-school-complainan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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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교수진 시간 엄수, 클래스에 관한 정책
취소 및 준비

우리 교수진은 개혁대학의 얼굴입니다. 모든 RU 교수진은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수업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일정 시스템으로 인해
RU, 학생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만 캠퍼스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가능 시간. 그러나 개혁 대학은 비상 사태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정책이 적용됩니다.

시간 엄수, 지각 및 결석
1. 모든 교직원은 게시된 수업 시간 및 근무 시간 동안 캠퍼스에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어떤 이유로든 교직원이 이 시간 동안 캠퍼스에 있을 수 없는 경우,
회원은 가능한 경우 자신의 감독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최소한 RU 주
참석할 수 없음을 보고합니다. 그런 다음 감독자는 다음을 배치하여 학급에 알립니다.
교실 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

2. 모든 교수진은 시작하기 전에 "제자리에" 있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클래스의. 교수의 지각은 무례하고 비전문적입니다. 교직원이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그녀가 수업에 지각할 예정인 경우 모든 노력을 다해 그의 상사에게 연락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수업을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교수진은 필요한 보충 세션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강의 계획서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석해야 합니다.

4. 교직원의 반복적인 지각 또는 결석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극단적인 경우 종료를 포함한 조치. 교수진은 학생들이
매 학기말에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설문 조사는 교수진의 연간 평가의 일부를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습관적인 지각이나
결석은 교직원과 기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용인되지 않습니다.

수업 준비
이전의 학생 만족도 조사와 RU 행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교수진의 수업 준비에 문제가 있었다. RU는 교수진이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고용되며 교수진과 기관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사가 정리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따라서 다음 정책이 시행됩니다.
1. 교수진은 각 수업 세션에 대해 가능한 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강의 노트, 퀴즈 또는 시험 자료, 강의 자료에 대한 친숙도 등

2. 교수진은 코스, 프로그램 및
코스의 강의 계획서를 구성할 때 기관. 강의 계획서 개발 지침,
교수 핸드북의 다른 곳에 포함된 학습 결과가 어떻게 학습 결과에 기록되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강의 계획서 및 코스워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교수진은 학습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레벨에 적용되어야 하며 코스 디자인이 관련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강의 계획서
지도교수의 개발 후 승인을 위해 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프로젝터 설치, 시험 또는 유인물 복사,
등은 수업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최대 수업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침에 전념.

4. 과제는 미리 계획해야 하며 가능한 한 강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수업준비 미비로 징계 및/또는 성적이 저하될 수 있음
평가. 교수진은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논평할 수 있고 또 논평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규 과정 설문 조사의 준비.

이러한 정책에 관한 질문은 부서 감독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