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취업인정을 위한 드라마 보조출연 참여 안내
1.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현재 천안캠퍼스에서 촬영되고 있는 드라마에 보조출연 참여에 대해 안
내해 드리며 현재 취업인정 기준은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자료를 참고로 하며, 2021학년도에 취업인정의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12월 31일자 취업통계조사 시 개인창작활동종사로 인정받기 위해 영상 출연자의 경우 출연계약서를 증빙서류
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는 보조출연자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6월 초까지 천안캠퍼스에서 촬영
예정인 드라마 제작사에서는 대학 요청에 따라 취업률관련 졸업생과 계약체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첨부자료 참고>
4. 보조출연은 본인이 희망에 따라 10시간 이상 참여하여도 좋고 10시간 미만으로 참여하여도 좋습니다.
5. 계약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출연은 해당기간 주말(토 또는 일)에 본인이 참여 가능한 1회~ 3회
까지 가능합니다.
6. 일반적으로 촬영은 천안캠퍼스에서 08시부터 시작되며 본인이 자체 차편으로 천안캠퍼스 또는 천안지역
촬영지에 집결하든가 서울 여의도에서 제공되는 보조출연자용 버스를 활용 수 있습니다.
제공 차면 이용시 비용은 무료입니다.
7. 출연료는 시간당 2021년 최저시급이며 식비는 별도 제공됩니다.
8. 참여 복장은 봄 캠퍼스에 어울리는 대학생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복장과 가방, 책 등을 소지하며
특이한 경우는 별도 안내합니다.
9. 출연 시 집결 후 발열체크 등 방역관리를 하며 출연대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촬영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
지 않습니다.
10. 출연 희망 졸업생의 경우 촬영 일정이 매주 목요일 오전에 확정되는 관계로 주말에 출연하실 수 있도록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정은 비워놓으셨다가 목요일 오전 촬영일정을 확인하시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1. 학과(전공)에서는 취업률 향상을 위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중 영상출연에 관심있고 위 사항들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졸업생의 참여여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에서 졸업생의 참여 희망여부를 파악하실 때 아래 사항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출연료 (촬영일 촬영시간 * 2021년 최저시급 + 식사비)와 복장(봄 캠퍼스 대학생 분위기 복장과 가방 준비)
확인 및 이해 여부
② 계약기간 중 주말(토요일, 일요일 중의 적어도 1일)은 매주 목요일 오전 촬영일정을 확인한 후에 개인 일정
을 세울 수 있는 지 여부
③ 10시간 이상 출연과 대기가 가능한 지 아니면 10시간 미만으로만 참여를 희망하는 지 여부
④ 촬영장소는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와 천안캠퍼스의 이외의 천안지역으로 나누어지는 데 교내촬영 시에만
참여하고 싶은지, 교내든 교외 촬영이든 상관없는 지의 여부
⑤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보조출연자 버스이 이용희망 여부
12. 학장실에서 소속 학과(전공) 졸업생의 참여 희망 여부를 파악하신 후 1차 파악인원은 5월 13일(목) 10시
까지, 2차는 5월 20일 (목) 10시까지 커뮤니케이션팀 서회진(내선 508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중 개인창작활동종사자관련 부분
2. 출연계약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