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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의 구성

가. 운영조직

     ■ 단장: 한호재

     ■ 운영위원회: 한호재(위원장), 이소영(간사), 류판동(학장), 조제열(부학장), 

성제경, 장구, 김용백, 김재홍, 채준석

     ■ 실무위원회: 한호재(위원장), 조제열, 김대용, 이소영, 장구, 조성범, 

황인구

     ■ 분과위원회: (각 사업세부팀별 1인이 배정되도록 조정하였음).

       ㄱ) 국제협력위원회: 김대용(위원장), 박재학, 조제열, 쿠르츠, 박봉균, 

기무라

       ㄴ) 산학협력위원회: 김재홍(위원장), 성제경, 류판동, 강경선, 최민철, 

채찬희, 류덕영

       ㄷ) 교육협력위원회: 황인구(위원장), 이장헌, 이병천, 권오경, 박세창, 

채준석

나. 사업팀

   1. 질환모델동물을 이용한 발병기전연구

      1.1. 질환모델 개발 및 응용: 성제경, 황인구, 윤여성, 박재학, 조명행

      1.2. 대사증후군 병인연구: 류판동, 이장헌, 한호재, 조제열, 이소영

   2. 동물질병치료 기술개발

      2.1. 세포치료 및 복제동물을 이용한 중개연구: 장구, 강경선, 윤화영, 

이병천, 쿠르츠

      2.2. 융합기술기발 동물질병 진단 및 치료 신기술 개발: 김용백, 권오경, 

최민철, 김대용

   3. 국가 재난형질병연구 

      3.1. 인수공통∙동물 전염병 연구: 김재홍, 박봉균, 채찬희, 박세창, 조성범

      3.2 생태환경변화에 따른 질병연구: 채준석, 기무라, 류덕영, 이항

 

다. 행정실 및 홈페이지



구분 이 름 이 메 일

박사후과정연구원

윤 경 애 blue9851@nate.com

최 순 원 nomnoos@gmail.com

이슬람 모하메드 islamsaad82@yahoo.com

김 지 은 purin77@snu.ac.kr

이 세 중 seijung1@gmail.com

     1. 행정실 

       - 서혜원 (bk21vet@snu.ac.kr; 전화: 880-1289, 885-1289) 

       - 위치: 85동 617호실   Fax: 875-1289

     2. 사업단 홈페이지: http://vetgrad.snu.ac.kr/

     3. 원격화상회의 시설

            시설: 85동 401호, 308호 2곳, 이동사용가능

            IP주소: 147.46.63.106

            화상회의 시설 관리: 서무행정실 황양연 (구내 1206)

라. 신진연구인력

     



비목 구분 금액 소계 산출근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석사 129,000,00
0

306,000,000

*30명x600,000원x6개월=108,000,000    
*인센티브:21,000,000

박사 177,000,00
0

*25명x1,000,000원x6개월=150,000,000
*인센티브:27,000,000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BK교수 0

60,000,000

　

박사후과정연구원 60,000,000
*2,500,000원x4개월x5명=50,000,000
*기관부담금:400,000원x4개월x5명=8,000,000
*인센티브:2,000,000원

국제화경비

단기연수 70,000,000

79,045,040

*국제학술회의참가경비지원
   2,500,000원 * 28명 

장기연수 4,000,000 *장기연수
   2,000,000원*2명 

해외석학 5,045,040 *해외석학초빙비용: 항공료 및 체제비

기타사업운영비

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18,000,000

50,573,300

직원 인건비

성과급 8,000,000 참여교수성과급 

학술활동지원비 11,600,000 *논문게재료
*특강료

일반 수용비 8,000,000
*각종인쇄비,홍보물제작비용,각종수수료,  
전화요금, 사무용품   구입, 명함제작, 우편물 
발송 등 

회의 및 행사 개최비 4,973,300 *  회의비

간접비 　 10,114,660 　

사업비 총액 505,733,000

2. 제1차년도 사업예산 

2.1 제1차년도 국고지원금 예산 (13.09.01-14.02.28)



2.2 제1차년도 수의과대학 지원금 예산 (2013.09.01-2014.02.28)

비 목 산출 근거 금 액

교과목 개발비  기초공통 & 통합교과목 개발 및 운영 10,000,000

비목구입비  사업단 비품구입비 10,000,000

영문교정비
 참여교수 영문교정비지원

 (500,000 원 x 28명) 
14,000,000

운영지원비  사업단 운영지원비 15,000,000

인쇄비
 확장본편집비용: 1,974,000 원

 발표자료집제작: 1,474,000 원
3,500,000

홈페이지 구축비  홈페이지 구축비 3,500,000

지원금 총액 56,000,000

2.3 제1차년도 간접비 예산안 (13.10.01-14.02.28)

1) 수 입

항목 예산(A)

이월금 1,528,000

간접비 5,563,000

합계 7,091,000

2) 지 출

예산항 예산목 예산(A) 내 역

인건비 

지원인력 제수당 1,500,000
 * 직원 초과근무 수당 & 연가보상비 

 * 직원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 

지원인력 법정 부담금 1,200,000  * 직원법정부담금

운영비

일반운영비 1,100,000
 * 사업단 운영비 

(사업단 생수비용,정수기 소독비,사무용품)

회의비 3,000,000  * 실무위원회 회의비

공공요금 및 제세 291,000  * 전화료, 팩스료, 우편료



심사 부문 세부 심사항목
배점

기초 응용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5점)

1.1 교육 목표 및 비전 15 15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5점)

2.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①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우수성
13 13

② 학사관리제도 및 수준의 우수성 12 12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방안 (33점)

3.1 대학원생 인력확보/배출 및 지원 계획

① 최근 3년간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10 10

②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5 5

3.2 대학원생의 취업률 현황 및 진로 개발 계획

① 취업률
7 7

② 취업의 질적 우수성 6 6

③ 취업지도/진로 개발 실적 및 계획  5 5

4. 대학원생 연구역량 (30점)

4.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환산 편수
6 6

② 최근 3년간 대학원생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1인당 IF : 1편당 IF = 8 : 2) 

6 6

③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3 3

4.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의 우수성 

① 연도별 목표설정의 우수성
5 5

②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계획의 우수성 5 5

4.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계획 5 5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25점)

5.1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현황 

① 최근 3년간 대학원 과목 외국어 강의 비율
4 4

② 외국인 교수 비율 3 3

③ 외국인 학생 비율 3 3

④ 학위논문 외국어작성 비율 3 3

5.2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12 12

심사 부문 세부 심사항목 배점

미래기반 창의인재형 (과학기술, 사업단)

▣ 교육역량 영역 (128점) 

▣ 연구역량 영역 (127점) 



기초 응용

6. 사업단의 연구비전 및 달성 전략
  (기초 18점 / 응용 15점)

6.1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9 8

6.2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9 7

7. 연구진의 구성 
  (기초 8점 / 응용 6점)

7.1 참여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① 연구 비전에 맞는 연구진 구성 8 6

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기초 24점 / 응용 16점)

8.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최근 3년)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9 6

②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7 5

8.2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8 5

9. 참여교수 연구역량
   (기초 62점 / 응용 55점)

9.1 연구비 (최근 3년) 15 20

9.2 논문 (최근 3년)

① 참여교수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 환산 논문 편수 12 10

② 참여교수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1인당 IF : 1편당 IF = 8 : 2) 

15 10

③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15 10

④ 사업단 국제저명학술지  우수 논문 향상 계획 5 5

10. 산학협력
   (기초 15점 / 응용 35점)

10.1 특허 및 기술이전

①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환산 건수 4 6

②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4 6

10.2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성 5 14

10.3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2 9

심사 부문 세부 심사항목 배점

11. 전략과 비전 (11점)

11.1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중장기 
계획

①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
5

②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체제 구축 계획 3

③ 대학원 재정투자 실적 및 계획의 구체성 3

12.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시스템 개선 
방안 (27점)

12.1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시스템 구성의 우수성

① 대학원중심 학사구조로 전환 3

② 체계적 학사관리 계획 2

③ 연구지원제도 개선방안 3

12.2 세계수준의 교육/연구 여건 및 개선 계획

① 대학원 개설 강좌 중 전임교수 담당 강좌 비율 3

② 대학원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6

12.3 대학원생 장학지원프로그램

▣ 제도개선 및 지원 영역(45점)



심사 부문 세부 심사항목 배점

① 등록금 대비 대학원생 1인당 장학금 지급 비율 3

② 대학차원의 RA/TA 제도 구축 계획 4

12.4 연구윤리 확보 계획 3

13. 사업단 지원 및 육성 (7점) 13.1 선정 사업단 지원 및 육성 계획의 우수성 7



대분류 심사 부문 세부 심사항목 비고

운영 기여도

사업추진에 대한 

참여도
중점사업참여도 등

2기 배점표 그대로 

사용

회의참여도 출석 등

행정협조도 마감 준수, 자료의 정확도 등

운영기여도 우수사례 등의 기여도(각종 수상 및 홍보 포함)

교육역량 영역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5점)

2.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①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우수성

2기 배점표: 

교과과정 개선 등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방안 
(33점)

3.1 대학원생 인력확보/배출 및 지원 계획

①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②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3.2 대학원생의 취업률 현황 

① 취업률 

4. 대학원생 
연구역량 (30점)

4.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대학원생 1인당 SCI(E) 논문 게재 환산 편수 첨부양식 참조

② 대학원생 SCI(E) 논문의 환산 보정 IF

③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국제2/국내1)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25점)

5.1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현황 

① 대학원 과목 외국어 강의 비율 (영어강의 여부)
② 외국인 학생 비율

연구역량 영역 

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응용 16점)

8.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2기 

배점표에서는, 

국제화항목에 

국제공동교육 

포함

②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9. 참여교수 
연구역량

   (응용 55점)

9.1 연구비 
- 산업체 연구비 수주금액
- 정부 연구비 수주금액

9.2 논문 

① 참여교수 1인당 SCI(E) 환산 논문 편수 첨부양식 참조

② 참여교수 SCI(E) 논문의 환산 보정 IF

③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10. 산학협력
   (응용 35점)

10.1 특허 및 기술이전

①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 건수

②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10.2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성

10.3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4. 실적평가 및 선정평가 기준

4.1 참여교수 기여도 실적평가 기준

참여교수 기여도 실적평가 배점표 
미래기반 창의인재형 과학기술 참조



참여교수 선정평가

분야 평가항목(배점) 평점 비고

교육 영어강의 1점/건 　

연구

정부연구비수주금액 1점/3000만 　

논문 점수기준 산정필요 첨부양식 참조

국내등록:국제등록
국내(1점/건) 

국제(2점/건)

산업체연구비수주액 1점/3000만

참고사항

* 한국연구재단 기준: 사업단 참여 기본요건은 아래 환산기준에 따른 실적

                     이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5점 이상

* 환산기준: SCI논문(1점/건), 산업체연구비(1점/3000만원), 국내특허등록(1

            점/건), 국제특허 등록(2점/건)

* 분야별 배점은 한국연구재단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분류 심사 부문 세부 심사항목 (모든 항목 다 넣었습니다.)

Output/ Input 
지원금 대비 성과

(기여도 실적의 합/ BK지원금의 합)

 교수 실험실별 BK장학금 

 장.단기 학회지원액

 특강료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해외석학 초빙비용

 논문게재료

 영문교정료

별첨> 지원금 대비성과

4.2 참여교수 선정평가 기준



 지원대학원생 선정평가 기준 

참여교수 기여도 

평가실적* 지원학생수(비율**) 비고

상(10명) 참여교수 지원 가능 학생 수 × 90 % 중간비율 × 20% 증원

중(10명) 참여교수 지원 가능 학생 수 × 70 % 중간비율

하(8명) 참여교수 지원 가능 학생 수 × 60 % 중간비율 × 20% 감원

참고사항

 *참여교수 기여도 평가실적은 지원금대비 성과를 반영함.

**중간비율은 지원학생 중 예산에 따른 지원가능학생수를 기준, 따라서 

중간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참고로 위의 중간비율은 예시임.

■ 참여대학원생 자격요건 (2013.11.26. 현재)

⓵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전일제 대학원생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함)

- 휴학생 불인정

- 석사과정 학생: 입학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박사과정 학생: 입학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 입학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단, 군복무 및 휴학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⓶ 수료생인 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연구생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⓷ 석사 5학기, 박사 9학기, 통합과정 13학기 혹은 이상인 경우 제외.

⓸ 강의연구장학생은 참여대학원생에는 포함되나, 지원대학원생에서는 제외. 

⓹ 조교는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 

⓺ 동물병원 진료수의사는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에서 제외. 

   (동물병원 진료 수련수의사는 참여 및 지원 가능) 

⓻ 타 대학 협동과정생의 경우,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에서 제외 

4.3 지원대학원생 배정기준

- BK21 장학금 지원 시,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를 원칙적으로 배제함.

- 단, 강의연구장학생을 제외하고, 지원대상자가 1명일 경우 무조건 지원함. 

-

4.4 2013 대학원생 인센티브지급

: 참여교수당 최대 150만원, 건당 50만원 최대) (지원대학원생만 지급 가능)  

- 지원대학원생 SCI(E)논문 주저자 (Publish 논문에 한함)

- 지원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주저자로 발표 (포스터 발표 포함)



5.1 규정

5.1.1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규정

2006.08.03 제정

2014.01.07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두뇌한국21사업단에 관한 규정 (규정이 별

도로 없는 거 같습니다.)에 근거하여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단의 임무) 사업단은 수의학분야의 학문후속 세대육성과 연구에 관

한 사항을 관장하며 지원한다.

제 3조 (조직) 사업단에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행정실을 둔다.

제 4조 (운영위원회)

       (1) 위원회는 소속 사업팀장, 수의과대학 학장, 기획부학장(당연직) 및 소수

의 사업단 참여 교수로 구성되며, 실무위원 중 1인이 간사를 맡으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조 (실무위원회)

       (1) 실무위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2) 실무위원은 단장을 도와서 행정, 재무, 기획, 교육, 국제, 산학협력 및 

기타 실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원래 운영위원회에 있

던 내용임)

           ① 사업단의 연간 사업계획

           ② 계약제 교수 및 교류 교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③ 박사후과정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

           ④ 참여 대학원생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⑤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 (계약제 교수)

       (1) 계약제 교수의 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BK21 플러스 

사업단의 관련 규정(아직 규정 없음)에 준한다.

       (2) 계약제 교수에 관한 운영세칙을 따로 둘 수 있다.

제 7조〔박사후연구원〕

       (1) 박사후연구원의 임용,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BK21 플러

스 사업단의 관련 규정(아직 규정 없음)에 준한다. 

       (2) 박사후연구원에 관한 운영세칙을 따로 둘 수 있다.  

 

제 8조 (분과위원회)

       (1)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제 9조 (자문위원회)

       (1) 사업단의 주요 정책과 평가에 관한 단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0조 사업단의 회계관리는 서울대학교 연구처 BK21 플러스 사업비관리․집행 

요령(아직 규정 없음)에 따른다.

제 11조 (운영세칙)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6. 8. 3)로부터 시행한다.



5.1.2 교육협력위원회규정

2006.11.02 제정

2014.01.07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이라

는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학

원 교육과정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원교육위원회를 설치․운용

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교육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 3조 (위원장)

(1)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4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5인 내외의 사업단 소속 교수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의대 교

무부학장을 위원회 회의에 초빙할 수 있다.

제 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기능) 위원회는 사업단의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업단 내 실행을 관장하며, 학사위원회에 그

실행을 건의한다.

(1)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 및 개편

(2) 대학원 학생지도, 논문지도위원회 및 학위논문심사 과정

(3) 대학원 교과목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

(4) 기타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제 7조 (운영세칙)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별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6.11.02.)로부터 시행한다.



5.1.3 산학협력위원회규정

2006. 11. 2 제정

2014.01.07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이하 '사업

단'이라 한다) 과 산업체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산학협동을 추진하고, 그

에 필요한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여 효율적인 기술이전 및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산학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제 3조 (위원장)

(1) 본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4조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은 본 사업단 소속 교수 5인 내외 (위원장 포함) 와 산

업계 대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의대 기

획부학장을 위원회 회의에 초빙할 수 있다.

제 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직무) 위원회는 산업체와 사업단간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산학협동활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심의 및 업무 조정

① 사업단과 산업체간 연구의 활성화 및 협동체의 확대를 유도한다.

②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③ 대응출자 산업체에게 개발된 신기술 및 특허의 우선적 실시권에 대

하여 심의, 조정한다.

④ 상품화를 통한 이익의 일부를 사업단-산업체 공동연구로 재투자되

도록 유도한다.

⑤ 산업체와의 컨소시움을 형성하고 이를 관장하며 공동연구 개발의

동기를 유발한다.

(2) 교육

① 산업체에 필요한 교과과정개발 및 산업체 전문인력의 석,박사과정

입학을 권장한다.

② 대학내 산업체 연구인력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개설한다.

③ 대학교육에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이 벤쳐

산업의 모체가 되도록 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6.11.2)로부터 시행한다.



5.1.4 국제협력위원회규정

2008. 8. 3 제정

2014.01.07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수의학분야에 있어 세계적 선도 그룹 진입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본 사업단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지향대상 대학

을 포함한 외국 대학과의 공동교육프로그램 운용 및 연구제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국

제협력위원회’라 한다.

제 3조 (위원장)

     (1)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4조 (구성) 

     (1) 본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의대 기

획부학장을 위원회 회의에 초빙할 수 있다.

제 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사업) 본 위원회는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관장한

다.

       (1) 외국 제휴 대학의 선발, 협력 방안 심의, 협력체계 설립 및 유지

       (2) 파견 및 요청 연구요원의 자격, 초청기간, 파견 소요 예산의 심의

       (3) 파견 및 초청의 성과 평가

제 7조 (운영세칙)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6. 8. 3)로부터 시행한다.



5.1.5 취업정보실운영규정

2007. 5. 17 제정

2014. 01. 07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이

라는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의 목표 달

성에 필요한 취업정보실을 설치․운용함에 있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실장)

(1) 취업정보실의 실장(이하 ‘실장’)은 사업단장이 사업단 참여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제 3조 (구성)

(1) 취업정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업정보실 자문위원을 5명 내외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참여교수 또는 산업체, 연구소 인사 중

실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2) 취업정보실의 행정업무는 사업단 산학협력 담당직원이 담당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의대 교

무부학장 및 수의대 교육실의 교육실장을 위원회 회의에 초빙할 수 있

다.

제 4조 (임기)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기능) 취업정보실은 사업단의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일부의 업

무는 수의대 교육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취업 정보 수집 및 제공

(2) 참여대학원생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3) 참여대학원생의 취업 상담 서비스

(4) 졸업자 취업현황 추적조사 및 DB 시스템 구축

(5) 기타 참여대학원생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 6조 (운영세칙) 취업정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별 운영세칙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7.5.17.)로부터 시행한다.



5.2 운영세칙

5.2.1 참여교수선정및교체에관한운영세칙

2007. 9. 7 제정

2008. 3. 25 제1차 개정

2014. 01. 07 제2차 개정

제 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

업단)의 참여 교수 선정 및 교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참여교수의 자격)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수의학과 교수로서 ‘BK21 플

러스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예,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5건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 3조 (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

① 참여교수의 연차별 업적은 사업단의‘교수업적평가및지원에관한운영세칙’의

기준에 따라 집계되는 개인별 실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한다.

② 교체의 시기는 매년 연차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전후로 하되, 교체의 범위

는 실적 기여도 하위 30%로 한다.

③ 교체 후 신규로 참여하는 교수는 위 제2조의 사업공고문상의 참여교수의 자

격요건을 갖추고, 제3조 2항의 대상 교수를 포함하여 차년도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교수가운데, BK21 플러스 사업의 전년도 연차평가의 교육, 연구 분야의

정량 항목의 실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교체범위에 해당하는 수만큼 선발한다.

제 4조 (참여교수의 증원)

① 수의학과 교수의 정원이 예외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참여교수를 증원할

수 있다.

② 증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는 전체 참여교수의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제 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한 교육

부와 BK21 플러스 성과관리위원회의 제반 지침에 따른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7. 9. 7; 2008. 3. 25)로부터 시행한다.



5.2.2 교수업적평가및지원에관한운영세칙

2007.9.7 제정

2007.10.23. 제 1차 개정

2008.02.05. 제 2차 개정

2014.01.07. 제 3차 개정

제 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

업단)의 참여 교수의 실적 평가 및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조 (실적 평가 항목) 참여교수의 실적은 사업단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업단 평가시의 평가항목과 배점, 그리고 사업단에서 정한 사업단 운영 참여

도 항목과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

제 3조 (실적기여도의 산출) 참여교수의 실적기여도(이하, ‘기여도’)는 첨부양식

“4. 실적평가 및 선정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하여 산출

한다.

실적기여도 = Σ[배점 x (개인실적)/(사업단총실적)]

제 4조 (기여도에 근거한 차등지원)

①성과급(인센티브)은 기여도가 상위 40%, 하위 30% 이내인 교수에게 기여도

에 따라 차등 지급하다.

②국제협력경비, 신진연구인력지원비, 대학원생지원비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여

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③기여도 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신규참여 교수의 경우 참여 당해연도에 한해

중간 등급의 지원을 한다.

제 5조 (규칙의 위반에 대한 제제) 사업단이 정한 학위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학생에게 학위가 수여되는 경우, 해당 교수의 지도학생에 대한 사업단의 지

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6조 (세부사항) 등급 및 등급 간 차등의 정도 등 세부사항은 두뇌한국21플러

스사업 관리운영지침과 가용자원 및 인센티브관련운영세칙을 고려하여 매년

따로 정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7.09.07)로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7.10.23)로 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8.02.05)로 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14.OO.OO)로 부터 시행한다.



5.2.3 BK교수에관한운영세칙

제정 2006. 8. 3

제 1차 개정 2007. 10. 23 

제 2차 개정 2008. 10. 20

제 3차 개정 2014. 01. 07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규정에 의거 계약제 교수(‘BK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재원) BK교수의 운영 재원은 BK21 플러스 사업의 국고지원금 및 기타 

각종 재원의 지원금 (기타기금)으로 한다.

제 3조 (BK교수선정위원회)

        (1) BK교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위임으로 BK교수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단장이 맡고, 위원은 사업단 3개의 사업팀(질환동물을 이용

한 발병기전연구, 동물질병치료 기술개발, 국가재난형 질병연구)에서 

추천한 교수, 수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실무위원 1인(간사)으로 구성

한다.

        (3) 사업단 3개 사업팀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BK교수의 정원에 관한 사항

           ② BK교수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한 사항

           ③ BK교수 처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BK 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조 (자격) BK교수는 지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국고지원금으로 채용하는 BK교수는 지원마감일이 속한 월말 

기준 최근 2년간 2편, 혹은 3년간 3편 이상의 SCI급 논문을 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발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인문사회 분야의 실적이 있는 자로 한

다.  

제 5조 (선정 및 배정기준) 국고지원금으로 채용하는 BK교수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교 학부과정 출신의 비율을 67%이하로 제한한다.

       (2) 자교 박사학위출신의 비율을 67%이하로 제한한다.  



       (3) 사업단의 3개 사업팀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제 6조 (심사사항) 

       (1) 신규채용 후보자에 대하여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기초 및 전공심사(1단계)

            가. 서류 및 지원자격 요건

            나.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다. 총괄연구업적

        ② 면접심사(2단계)

            가. 공개발표 및 공개강좌

            나.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

            다. 임용적합성

제 7조 (BK교수의 채용절차 및 심사) 

        (1) BK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 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 선정, 결과 통보 및 임용 추천의 순으로 한다.

        (2) 제6조에서 정한 심사 사항 중 부득이한 경우에 공개발표의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3) BK교수의 채용절차 및 심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

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신규임용자는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8조 (신규임용자의 직급)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 제8조’에 따라 계약교수, 계약부교수, 계약조교수로 임명하되, 다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명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조 (임용) 신규교수 임용절차는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대학교 총장과 채용계약에 의하여 임용하

며, 신규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없다.

제 10조 (계약 기간)

        (1) BK21 플러스 사업의 국고지원금으로 지원되는 BK교수의 계약기간

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BK21 플러스 사업의 국고지원금으로 채용되는 BK교수의 임용 기간

은 원칙적으로 통산 2년으로 한다.

        (3) 계약연장시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계약연장 심사를 거쳐 계약연

장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승진) BK 교수의 승진은 계약기간 중에는 할 수 없으며, 계약 연장시에 



승진 할 수 있다.  

제 12조 (BK교수의 권리 및 임무)

(1) BK교수는 사업단장이 정한 연구 분야에 전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우 사업단장이 관련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교육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BK교수는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 대학(원)교수회의에서 의결권

을 갖지 아니한다.

        (3) BK교수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13조 (재원 보수 등)               

(1) BK교수의 보수(퇴직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개인 부담 분 포함)는 국고지원금이나 

기타 기금에서 지원한다.

(2) BK교수의 채용에 따른 제반 경비(사회보장성 보험료의 기관 부담금 

등)는 사업단에서 지급한다.

(3) BK교수의 퇴직금은 계약기간 단위로 정산하되, 계약기간 중 연보수액

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단장은 BK 교수가 연구목적 이외의 국외여행,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수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 14조 (복무 및 당연 퇴직 등)

(1) BK교수의 근무시간,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

무규정’ 을 준용한다.

(2) BK교수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3) 비전임 교원의 임용 계약은 대상자별로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4)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5)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본교 교육공무원 복무 관

례에  따른다.

제 15조 (계약해지) BK교수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단장이 학

장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총장에게 요청하고, 총장은 이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고용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본교 교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연구실적이 부진한 경우

④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⑤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⑥ 사업단운영비의 규모가 BK교수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



소된 경우 또는 정부로 부터 두뇌한국21사업비 지급이 중단된 경우

제 16조 (징계) BK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하되, 징계관할

은 ‘서울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가 된다.

제 17조 (기타사항) 본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BK21 플러스 사업관

리운영지침’,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 인사관리 세부지침’에 준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6. 8. 3; 2007. 10. 23; 2008년 10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5.2.4. 박사후과정연구원임용에관한운영세칙

제정 2006.8.3

제1차개정 2007년 10월 23일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규정에 의거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조 (자격)

① 박사학위 소지자나 임용시점까지 취득 가능한 자로 한다.

② 연수연구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제 3조 (구비서류)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추가

적인 구비서류는 공개채용 공고문에 명시한다.

①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신청서(첨부양식) : 1부

② 지원마감 월 기준 5년 이내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증빙서류 SCI급 논문 첫 페이지 1부, 연구실적물 엑셀파일 목록)

③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④ 연구계획서 각 1부

제 4조 (선정절차)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다.

제 5조 (선정 및 배정 기준)

① 자교 박사학위 출신의 비율은 67%이하로 제한한다.

② 일차적으로 지원자의 업적을 고려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분야 및 활용 교

수의 업적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배점: 지원자실적 60%, 활용교수 전년도 기여도 30%, 사업단장

평가 10%

* 최상위 실적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

③ 배정은 참여 교수 1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7조 (자격의 말소)

① 타 직장에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즉시 자격을 말소한다.

② 자격의 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여 인건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단계두뇌한국21사업관

리운영지침’ 및 인센티브관련운영세칙에 따르며, ‘서울대학교연구원임용규정’과

‘서울대학교연수연구원규정’을 준용한다.(수정해야 함)

부 칙

1. 이 세칙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6.8.3)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7.10.23.)로부터 시행한다.



5.2.5 학위논문지도및심사방식에관한운영세칙

2007년 5월 17일 제정

2007년 9월 7일 개정

2014년 1월 7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참여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참여대학원생) 본 규정은 사업단으로부터 1회 이상 연구장학금이나 장

단기해외연수경비를 지원받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참여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는 논문지도를 위

하여 박사과정 입학 혹은 박사진입 후 3학기 이내에 5명의 전문가로 구성

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의 학사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논문지도위원은 전임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이중 2명 이상은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타과, 타 대학교나 연구소 소속의 전문가로 한다.

③ 논문지도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실험계획의 수립과 실험 진행과정을 년 1회

이상 지도 및 평가하고, 논문제출 자격 유무 등, ‘논문지도 및 평가서’를 사

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도 및 평가는 공개적인 세미나 형식의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논문제출자격)

① 석사학위 후보자는 논문심사를 요청하는 시점까지 SCI(E) 학술지에 투고하

거나, 비SCI급 학술지에 게재승인된 주저자 논문이 한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 후보자는 입학 후 4번째 학기부터 년 1회 이상 공개발표 형식의

논문지도 및 평가를 통하여 논문지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논문을 제출



한다.

③ 박사학위 후보자는 논문심사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SCI(E) 주저자 논문을 3

편 이상 발표(게재승인 포함)를 하거나 논문의 impact factor 총합이 10 이

상이어야 한다. 또한 발표한 논문 중에서 적어도 1편은 당해 JCR 기준으로

Q1등급(25%) 이어야 한다.

제 5 조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석사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학사운영에 대

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 수의학과의‘대학원학사운영세칙’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3월에 입학한 석사 및 박사과정 입학생, 석·박사통합과정 진

입생부터 적용 및 시행한다.



5.2.6. 인센티브에관한운영세칙

2007. 5. 17 제정

2007. 10. 23 제1차 개정

2014. 01. 07 제2차 개정

1. 본 규정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 차등적 수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인센티브는 분야별 최우수 업적이나 사업단 중점사업의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와 분야별 업적 총합의 우수함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분한다.

3. 분야별 ‘최우수’혹은 중점사업의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연구부문은 주저자로 발표한 SCI논문에 대하여 우수논문(IF 5.0이상), IF평

균, 논문수(논문수/참여연구인력)를 기준으로 한다.

2) 교육분야는 영어강좌개설 및 강의평가, 분야별 공통/공동/세미나교과목개발,

산학협동교과목개설, 기존과목 폐지 후 신설교과목 개설, 산학연계 외부연자

활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산학협력분야는 사업단의 산업체대응자금 수주실적(간접비수주금액기준),

국내 및 해외 특허등록(특허출원은 제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기타 사업단 평가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경우(예, 수상,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4. 종합업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교육, 연구, 산학협동분야의 실적, 사업단의 운영에 대한 참여도 등 사업단

의 실적 평가와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참여교수업적평가 기준에 따른다.

2) 종합실적 기여도 상위 30%에 해당하는 참여교수는 다음과 같이 우대할 수

있다.

① 대학원생 지원 우대

② 국제협력비 지원 우대: 평균지원금의 20% 이상 지원

③ 대학원생의 월 지원금 증액 지원



3) 종합실적 기여도에 하위30%에 해당하는 참여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신진연구인력의 활용 제한

② 대학원생 지원 제한

③ 국제협력비 지원제한: 평균지원금의 20% 이상 삭감

5. 계약교수, 박사후과정연구원, 참여대학원생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6. 사무직원의 경우, 업무의 추진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7. 인센티브는 BK21관련 제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금액은 가용 자원

규모에 따라 조정한다.

8. 기타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7. 5. 17)로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7. 10. 23)로 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세칙

5.3.1. 참여대학원생 동의서

2014년 1월 19일 제정

2007년 9월 7일 제 1차 개정

2008년 2월 5일 제 2차 개정

2008년 6월 19일 제 3차 개정

2009년 7월 7일 제4차 개정

2014년 1월 7일 제5차 개정

1. (참여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 수료자

는 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있다.

가. 석사과정생 : 입학 후 2년 이내

나. 박사과정생 : 입학 후 4년 이내

다. 석․박사통합과정생 : 입학 후 6년 이내

2. 참여대학원생은 수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BK

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

며, 이를 위한 사업단의 방침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대학원생은

수의학과 대학원 연구실에서 최소 주 40시간 이상 사업단 과제 관련 연구, 수

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3. (지원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실적에 근거하여 선별적으

로 매월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학술지 논문 발표 (SCI저널에 가산점 부여)

나. 학술대회 논문 발표 (국제학회 논문발표에 가산점 부여)

다. 교과목 수강 성적

라. 지도교수의 평가 (연구 및 실험실 내 리더쉽 등)

마. 기타 (사업단에 대한 기여도)



4. 위 4항의 지원대학원생의 월 지원금은 참여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생은 월60만

원, 박사과정생은 월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적인 금액을 학술활동실적

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5.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중점사업(예, 강의평가, 설문조사, 자기계발 등) 적극

협력한다.

6. BK21 플러스 참여대학원생이면 예외 없이, 다음 교과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① 공통 2과목: 모든 참여대학원생 반드시 수강

- 연구방법론

- 수의통계학

② 전공심화 1과목: 모든 참여대학원생 전공과 관계없이 3과목 중 1과목 반드시

수강

- 고급분자세포생물학

- One Health

- Grand Round

7. 사업단으로부터 1회 이상 연구장학금이나 장단기해외연수경비를 지원받은 참여

대학원생은 논문심사종료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위반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논문지도위원회의 논문제출자격에 대한 동의

나. 논문발표 실적

석사과정: SCI(E) 저널 논문 투고 1편, 혹은 비SCI급 논문 1편 게재

승인

박사과정: 상위 25%(Q1)에 속하는 논문 1편을 포함한 SCI(E)

논문 3편, 혹은 IF총합 10 발표 혹은 게재승인

다. 논문심사종료일까지 발표 혹은 게재 승인 증빙자료 제출

7. 이 규정은 2014년 3월에 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

부터 적용한다.

본인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상기 규정에 동의합니다.

날 짜 2014 년 월 일

대학원생 과정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번 : 입학일:

성명 : (인)

확 인 자 지도교수 : (인)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귀중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제정 2004. 12. 15.
개정 2007. 10.  1.
개정 2009. 12. 29.
개정 2010. 12. 10.
개정 2011.  9.  6.
개정 2012.  9. 10.
개정 2013.  2. 21.
개정 2013.  5. 30.



❏ 연구활동비 계상 기준

<별표4>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자

제1호 총장, 이사장

제2호

가. 이사, 감사, 부총장，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학(원)장, 자

유전공학부장, 처ᆞ국장, 본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

나. 교수, 부교수, 1-3급 직원

제3호
가. 조교수, 4-5급 직원

나. 제1호, 제2호, 제3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교직원

비고

 1. 발전기금 부이사장, 상임이사, 대학신문사 주간은 제2호 가목을 적용한다.

 2.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경우 조교수는 제2호 나목을 적용하고, 학생을 포함한 연구(보조)원 등은 제3호 나목을 적용한다.

<별표 5> 운임표
                                                                                                              (단위 : 원)

구 분
운          임

비 고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자가용 등 버스

제1호 특실
실비

특실
실비

10킬로미터 
당 휘발유 

1리터 
/실비(국외)

실비
1등 정액

(First Class)
실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요금 

지급

제2호 특실
실비

특실
실비 ” 실비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실비

제3호 실비 실비 ” 실비
2등 정액

(Economy Class)
실비

증빙
영수증 승차권 승선권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
주차영수증 

등

승차권 항공영수증

비고

 1. 휘발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한다.

 2. 자가용 이용 출장 시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임 및 체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4.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6>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체  재  비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50,000 실비 50,000

제2호 40,000
실비

(120,000 이내)
30,000

제3호 30,000
실비

(80,000 이내)
20,000

증빙영수증 생략 영수증 생략

<별표 7>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 USD)

구  분 지역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제1호

가
나
다
라

70
70
70
70

실비(500 이내)
실비(450 이내)
실비(250 이내)
실비(200 이내)

200
150
120
100

제2호 가목의 
해당자

가
나
다
라

60
60
60
60

실비(300 이내)
실비(240 이내)
실비(180 이내)
실비(130 이내)

160
120
90
80

제2호 나목의 
해당자

가
나
다
라

50
50
50
50

실비(230 이내)
실비(190 이내)
실비(150 이내)
실비(110 이내)

140
100
80
70

제3호 가목의 
해당자

가
나
다
라

40
40
40
40

실비(200 이내)
실비(170 이내)
실비(120 이내)
실비(100 이내)

110
90
70
60

제3호 나목의
해당자

가
나
다
라

40
40
40
40

실비(160 이내)
실비(140 이내)
실비(100 이내)
실비(90 이내)

90
70
60
50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증빙자료 첨부)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

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의 80퍼센트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3. 여행 중 해당국가 환율이 급등한 경우, 숙박비·식비를 사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USD 환율은 외환은행 고시기준으로 지급하며, 사전지급일 경우는 청구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사후에 지급한 경우는 출장 시작 전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산단위는 일원단위로 올
림하여 10원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8>  국가별 등급 구분표

등급 아시아·대양주 남·북 아메리카주 유 럽 주 중동, 아프리카주

가
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해당지역 없음

나

타이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한국

멕시코,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가이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나다드토바고, 
파나마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

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마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르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비고
 1.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

급을 적용한다.



<별표 9> 국외출장준비금 지급표

구 분

준비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호 실비(300,000원 이내) 실비(500,000원 이내) 실비(1,000,000원 이내)

제2호 실비(200,000원 이내) 실비(300,000원 이내) 실비(500,000원 이내)

제3호 실비(150,000원 이내) 실비(250,000원 이내) 실비(300,000원 이내)

<별표 10>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구 분 초과 기간(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비고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장기체재 중 일시 다른 지역
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
장기간을 미산입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 초과시
16∼30일째(15일) 1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30일 초과시
31∼60일째(30일) 2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60일 초과시
61일 이상 30퍼센트

<별표 11> 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회당)
자문료 등
(1시간 당)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50,000 이내 800,000 이내 150,000 이내

연구원
(책임급 이하)

50,000 이내 600,000 이내 100,000 이내



<별표 12> 번역료 정액표

(단위 : 원)

외국어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비고

영  어 18,000 35,000 번역료는 번역결과물(output)를 기준으로 산정
번역결과물이 한국어인 경우 띄어쓰기 포함하여 800

자 기준
번역결과물이 일어, 중국어인 경우 띄어쓰기 포함하여 

800자 기준
번역결과물이 그 외 외국어인 경우 230   words 기준 

(80columns×25lines)
외국어→외국어의 번역일 경우 최대 해당 외국어→

한국어와 한국어→외국어의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
로 책정

일  어 15,000 30,000

중국어 20,000 40,000

불  어 25,000 50,000

독  어 25,000 50,000

스페인어 30,000 50,000

러시아어 30,000 50,000

특수어 50,000 80,000

 <별표 13> 통역료 정액표

(단위 : 원)

통역구분 언어구분 3시간 6시간 규정외 시간

순차통역

영어 3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일어 3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독어, 중국어 등 3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동시통역

영어 500,000 700,000 시간당 100,000

일어 5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독어, 중국어 등 5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별표 14> 속기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단 가(원) 비 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

1급 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

외국어  시간당 40,000

요점  시간당 20,000



5.3.2 국외학술회의참가비지원에관한시행세칙

제1조(목적)  사업단 소속 교수(계약교수 포함),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의 국외 

학술회의참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원칙)  

(1) 국외 학술회의(국제 연례학회, 외국학회, 국제세미나, workshop, 

단기국제 공동연구 등 BK 사업의 국외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는 저자인 박사후연구원 혹은 

대학원생을 동반하여야 한다.

(2) 교수는 왕복항공료 또는 체재비 중 하나를 지원하며 계약제교수, 

박사후연구원 및 대학원생은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한다. 등록비 

지원도 가능하다.

(3) 교수 해당 년간 지원액 총액 한도는 국제협력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계약제교수가 학생을 인솔할 경우 미리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이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구비서류)

     (1) 국외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별첨양식)

     (2) 국외학술회의 개최 안내서 및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확

인서 

     (3) 발표논문 초록 사본

       (4) 사전승인출장명령서

       

제4조(심사) 

     (1) 참가경비 지원신청서는 학술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2) 국제협력위원회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제5조(보고)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동반학생,

박사후연구원, 

BK교수

   
학위과정 

(석사/박사)

참 가 회 의

학술회의명

개  최  지

학회 기간    2013 .    .  .   -    2013 .  .   .   (    일간)

참가 기간

(출입국 일자)
   2013 .   .   .   -    2013 .   .   .  (    일간)

참가목적

신청경비 내역

▸ 항공료(사업단법인카드사용 및 사업단 계좌이체)

  : 

▸ 체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계산, 개인통장으로 입금)  

- 일비

- 식비

- 숙박비

▸ 등록비(사업단법인카드 사용): 

             위와 같이 국외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경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학술회의 개최안내서 1부

              2. 발표논문 초록 1부

              3. 교수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지원 받는 학생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4.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

              5. 사전승인출장명령서 

              6. 비교 견적서 및 사유서 (학회기간 외에 추가 체류 시) 

                                        2013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대학교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귀하

경비지원을 받은 자는 학술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첨 양식의 참

가결과보고서 1부를 제출하여야한다.

(2006. 07. 제정)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해외저명학회가 주관한 4개국 이상(한국포함)이 참여한 학술대

회로서, 총 구두발표논문이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 논문 발표 중 외국인(외국기관 소속)논문

이 50%이상이어야 함.

- 해외저명학회 주관은 학회본부 주관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는 교수님 성함으로 신청

‣ 체재비 신청 시,

예) 학회 기간이 5일인 경우 (5일간 학회 참석 시)

일비(USD) x 5일 

숙박비(실비 or 80% 할인 정액 USD) x 4일 

식비(USD) x 5 일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발표 학생 이름  

발표논문 제목

발표형식

학술대회명

개최지(국명/도시명) 일 시

참가국수      개국  논문발표건수       건 외국논문비율        (%)

학회 web address

국제학술대회 발표 확인서

    상기와 같이 본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참가하여 발표한 학술대회는 참가

국 4개국 이상(한국포함), 총 구두 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

인(외국기관 소속) 논문비율 50%이상 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학회임을 확인

합니다. 

 

                                                     2013. 10 . 

                              발표학생의 지도교수                 (인)



국내·외 출장 신청(명령)서

※ 각 대학(원)장으로부터 승인된 공문 제출 가능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1. 학술회의명 :  

2. 기      간 :  

3. 개최  장소 : 

4. 참가자 성명 :  

   (참여교수 및 동반학생/박사후과정연구원)

5. 동 회의에 참가 수행한 사항(일정별로 명기) :

6. 주요 참가국 및 참가자 총수

  ● 참가국수 :        개국        ● 참가자 총수 :          명

7. 참가 학술회의의 학술적 의의 :



8. 참가 학술회의 분야의 연구동향 및 전망 :

9. 참가 학술회의 분야의 국내현황 및 수준 :

  

붙임 : 1.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 증명서 

        2. 여비지원 받은 경우 (항공권 1부)



5.3.3 대학원생및신진연구인력인센티브에관한시행세칙

2007. 5. 18 제정

2007. 6. 1 제1차 개정

2007. 8. 14 제2차 개정

2007. 10. 11 제3차 개정

2008. 6. 19 제4차 개정

2014. 1. 7 제5차 개정

제 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 '인센티브관련운영세칙' 제8항에 근거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인센티브 지급 기준)

(1) 사업단에 제출된 학술활동 및 수상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학술실적의 경우 주저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3) 대학원생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4) 수의・축산・생물・의료 및 유관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의 대학원 진

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5) 석사과정 학생의 박사과정 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학술실적 기준)

(1) SCI논문, 비SCI논문 발표 실적

(2) 국내학회 및 국제학회 발표 실적

(3) 수상실적

제 4조 (인센티브 금액의 변경) 인센티브의 지급 금액은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학기별로 재조정 할 수 있다.

제 5조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5.3.4. 장기해외연수대상자선발에관한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하,‘사업단’)

의 국제협력 관련 사업 부문 중에서, 참여 인력의 해외 장기 연수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보다 공정한 인력의 선발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세칙의 명칭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국제

협력관련 사업부문 ‘장기해외연수대상자선발에관한시행세칙’으로 한다.

제 3조 (지원원칙)

(1) (기간) 장기해외연수는 15일 이상 해당 국가, 해당 기관에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격)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과정 수료자(수료생일 경우, 연

구생 등록자에 한함)

(3) 참여대학원생의 전년도 학술활동실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4) 대상자의 영어성적 기준은 TEPS 551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성적

취득자로 한다.

(5) 지원 선정자의 지원금액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6)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 기간 동안 대학원생 지원비

를 제한한다.

(7) 이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조 (구비서류)

(1) (연수신청) 사업단 소정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연수 시작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결과보고) 연수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단 소정 양식을 이용하여 결

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5조 (장기연수 불이행 시) 선정자가 장기해외연수를 이행하지 못 하거나 사업

단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회수한다.

(제정 2007.5.17.)



장기 국제 교육 연수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학 번)

연락처
핸드폰 과정 및 년

차

(입학년월)e-mail

방문기관

또는

참가프로그램

초청인 및 소속

방  문  기  간

(출입국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   일)

신  청  경  비

            상기와 같이 해외방문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연구계획서 1부

             2. 경비산출내역 1부

             3. 외국어 증빙서류(TEPS 등)

             4. 초청장(이메일 서신 가능)

             5. 추천서

             6. 이력서

           2013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 지도교수                 (인)

                                    

                           

                      서울대학교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1) 장기 (15일이상)

2) 영어성적 TEPS 600점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성적취득자

 <연구계획서 작성요령〉

1.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2. 용지 : A4 1～2쪽

3.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술한다.

   가. 서론 : 연구의 배경, 중요성, 필요성, 목적 등

   나. 본론 : 연구내용 및 방법, 범위 등

   다. 결론 : 예상되는 결과와 그 의미, BK21 플러스 사업과의 연관성 등

   라. 기타 사항



5.3.5 학술논문게재료및영문교정료지원에관한시행세칙

제1조(목적)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참여교수 및 연구원의 해외학술논문 

발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지원원칙)

     (1) SCI(E) 등재 논문지원에 한한다.

     (2) 참여교수가 년 간 1인당 집행할 수 있는 게재료 및 영문교정료 지원한

도

           는 별도로 정한다.

     (3) 신청자가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4) (삭제) 

     (5) 지원은 게재료에 한정하며 별쇄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구비서류) 

(1) 영문교정료 지원

① 영문교정비 지원 신청서 (양식별첨)

② 교정료 청구서

③ 투고논문 사본 1부

④ 투고확인 서류

(2) 게재료 지원

① 게재료 신청서 (양식별첨)

② 게재료 청구서

③ 발표논문 사본 1부 

(2006.7.제정; 2008.7 제1개정; 2009.6 제2개정)



학술논문 영문교정비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전  화: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논 문

 제  목:  

 

 투고예정학술지명

 (Impact Factor)

주저자

여부

 제1저자:

 교신저자: 

지원

신청

내력

 지원신청금액 및 

 산출근거  

  총액:

  산출근거: (예, 면수x단가)

 교정서비스

 제공자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위와 같이 SCI(E)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하여 소요 영문교정비의

  지원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투고논문(교정본 일부) 1부 

             2. 증빙자료(청구서)

             3. 투고증명서 1부

2013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학술논문 게재료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  전화 :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논   문

 제  목  :

  투고 학술지:

  SCI Impact Factor 및 기준년도:

게 재 료

(별쇄본 

비용제외)

 게재료 :

 

             위와 같이 게재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학술논문 사본 1부

                2. 게재료 청구서 원본

2013   년    월    일

신 청 인                   (인)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5.3.6 해외석학초빙에관한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의 국제협력

관련 사업 부문 중에서, 해외석학초빙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제

수준의 학술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간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수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진작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세칙의 명칭은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국제

협력관련 사업부문 ‘해외석학초빙에관한시행세칙’으로 한다.

제 3조 (해외석학의 정의) 외국 국적의 학자로서 해당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

로 저명한 부교수급 이상의 인물로서 초청과학자의 연구실적을 통해 판단한다.

제 4조 (지원내역)

(1) 연간 1회 항공료와 체재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1인당 지원액은 별도로 정한

다.

(2) 이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5조 (구비서류)

(1) (초빙신청) 사업단 소정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초청 시점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결과보고) 활용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단 소정 양식을 이용하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초청 경비에 대한 지원금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7. 5. 17 제정)



해외석학 초빙 사업신청서

초빙교수명

성    명 소    속

전   화 E-mail

신청교수

성    명

전   화 E-mail

초청기간   2013년    월     일   ~   2013년     월      일

신  청  경  비
* 항공료: 

* 체재비:

  상기와 같이 해외석학초빙사업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활용계획서 1부

             2. 피초청자이력서(영문) 1부

             3. 초청장 1부

             4. 초청수락서 1부

             5. 예상 경비산출내역 1부

           2013 년   월    일

                                            신청교수                (인)

                 

                                    

                                     

     서울대학교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해외석학 활용 결과보고서

초빙교수
성   명 소   속

전   화 E-mail

초청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        일)

주요 활용내용

(활용형태, 강연/

활동주제, 일시, 

장소, 대상 및 인

원)

 (초빙연자의 체류기간내의 제반 학술활동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활용형태: 세미나, 강의, 학술대회 등 

   * 강연/활용주제: 발표제목 등

   * 일시 및 장소: 행사일시 및 개최장소

   * 대상 및 인원: 교육대상자 및 참가인원수  

 

 상기와 같이 해외석학 활용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세미나초록, 학회초록집, 행사관련 증빙 사진 등) 1부

           정산증빙자료: 피초청자의 여권/비행기표 복사본     

결과의 자체평가 분석 및 활용방안 1부.   

 

           2013     년     월      일

                                            신청교수                    (인)                 

 

                                                

     서울대학교 BK21 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장 귀하

◉ 교육부 공고 제 2013 - 298호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미 

행정예고(9.27.~10.18)한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한 훈령 제정안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교육부 장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제정안 재행정예

고 

1. 개정 이유

 기 행정예고('13.9.27~10.18)했던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훈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제정하

고자 함

2. 주요 수정 및 보완 내용

가. 신진연구인력 관련 근거 규정 마련(훈령 제26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5항제4호 단서, 부칙 제3조 및 제4조)

◦ 대학 내 순혈주의 방지 및 대학 간 인력 순환 촉진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을 준용하여 2단계 BK21 훈

령과 마찬가지로 신진연구인력의 자교 출신 비율 2/3 이내 

제한 규정 유지

- 다만, 대학에서 이미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



나. 리서치 펠로우를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 시 근거 마련(훈령 

제26조제6항 단서)

◦ 기 공고한 바와 같이 리서치 펠로우를 신진연구인력으로 최소 

3년 이상 최대 4년 이내로 채용 허용

다. 디자인․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신진연구인력 자격조건 예외 근

거 마련(훈령 제26조제5항제1호 단서)

◦ 학문분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영상 및 예체능 분

야의 경우 2단계 BK21 훈령과 마찬가지로 신진연구인력 중 

계약교수의 자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연구재단에 

보고 필요)

라. 참여제한자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훈령 제24조의2)

◦ 사업 신청, 선정평가, 사업 관리․운영 등 각 단계에서 사업

단장 또는 참여교수가 국가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자로 지정

된 경우의 조치기준을 마련(‘13.11.1자 보도자료)

마. 산학협력전담인력 근거 조항 마련(훈령 제26조의2)

◦ BK21 플러스 특화전문인재양성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산학

협력 전담인력’의 훈령상 근거에 대해 신진연구인력에 준하

여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재정지원과,

전화 044-203-6613, 6619, 팩스 044-203-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

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412호

※ 행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제정(안) 1부. 끝.



교육부 훈령  제      호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2014. 1. 00. 교육부훈령 제00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학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진되는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단”이라 함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

형의 사업단위를 말한다.

2. “사업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형

의 사업단위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구분) ① 사업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

고, 평가․지원할 때에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2. 글로벌인재양성사업

3.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유형별 지원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기간 등) ①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말까지로 한다.



②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점검의 시기를 고려

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협

약기간을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르게 소급해서 정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사업개시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직접 공고하거나 전문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차점검․

중간평가․종합평가 기준 및 절차와 일정

3.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제 2 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

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평가 관리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

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3. 제8조에 따른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지원

4. 사업단 수시 점검,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 평가 관리 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사업의 평가 관리 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 및 교육부 지침의 범위에서 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

을 받 아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 개정하려는 경우

⑦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계자의 설명 및 

의견제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관리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총괄관리위원회) ① 장관은 사업의 평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②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BK21플러스 기본계획 심의

2. 선정평가, 수시 점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심의

3. 그 밖에 사업의 평가ㆍ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장관은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

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사업수행 주체) ①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

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

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및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연구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의 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⑥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

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신규 사업단의 선정

제10조(사업공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 사업

단 선정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한

3. 선정기준 및 절차, 일정

제11조(사업의 신청) 제10조에 따른 신규 사업단 선정에 참여하고

자 하는 사업단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평가 및 사업단의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단에 대하여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

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

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

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단을 선정하고, 이를 전

문기관의 장과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 추진 방향과 배치되거나 사업목표

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

여금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신규로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협약서는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협약을 사업

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

문기관의 장은 사업단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

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

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

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사업단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의 명의로 된 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제2항에 따라 협약 변경을 요청

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1. 각 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20% 이상 증감에 관한 사

항

2.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학사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

항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

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요협약 사항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단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

이 판명된 경우

3. 사업비의 유용 횡령 등 사업단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대하

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시정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

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

우 해당 대학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

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전문기

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조치계

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은 후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지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

에게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지원

받은 사업비(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

외한 금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⑨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 받은 사업비를 다른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6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

업 수행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단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

시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의 장은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연차점검, 중간평

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

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차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②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제2항에 따른 연차점검 계획을 토대로 연차점검보

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

하여 2015년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

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 2016년 지원 사업단을 재선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이후 제출된 보고서에 평가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 부정이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

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단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사업단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7년간

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

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후속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

우 종합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

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은 7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①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제12조 및 제

18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규정을 준용

한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부터 제

20조에 따른 연차점검 및 중간평가·종합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

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필

요한 행 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

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낸 



사업단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추진하면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단에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의 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24조(참여교수)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

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로 하며, 협동

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한다. 또한 참여교수의 소속

이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전임발령을 내야 한다. 다만, 총장이 임용한 전일제 비

전임교원 중 해당 사업단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

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

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

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

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이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

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

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

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의2(참여제한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장이 연구윤

리 위반,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

업 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 특정 기간 동안 참

여가 제한된 연구자(이하 참여제한자라 한다)일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시 : 해당 사업단의 사업 참여 

제한

2. 제12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시 : 사업단 탈락

3. 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 관리ㆍ운영 : 사업단의 장을 교체하

고 사업비 삭감 등 제재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참여교수가 참여제한자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시 : 해당 참여 교수의 사업 참여 

제한

2. 제12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시 : 해당 교수를 

사업단에서 배제

3. 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 관리ㆍ운영 : 해당 교수를 교체하고 

사업비 삭감 등 제재

제25조(참여대학원생 등)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

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

한다.

③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④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

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

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④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학원생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⑦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

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

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1명이

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

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

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

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ㆍ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

다.

4.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

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1명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

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⑦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

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교육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

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⑨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

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

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

서 해당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은 특화전문인재양성

사업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고급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

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

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1명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

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

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

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

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

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해외학자) ①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

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

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

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

다.

④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에서는 반드시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

의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 실적을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8조(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항

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 운영비

5. 교육과정 개발비

6. 실험실습지원비

7. 간접비

② 대학은 각 사업단별 사업비의 2% 범위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의 결과와 사업단의 대학원생 현

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단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정부의 재정사정을 고려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

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

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

인을 받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①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

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

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사업비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에서 대학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

의 장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중

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②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산학협력단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

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야 한다.

④ 사업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 사업비는 매 회계년도 내에 전

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

한도를 정하거나,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 지원 시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사업단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사업단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

에 따른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발생 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그 밖의 기술료 

등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

협력단에 귀속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35조(지침의 제정)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제 개정하는 경우에

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홈페이지 운영)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

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실적 및 성과의 관리) ① 사업단에서 산출된 연구실적 

등 모든 실적과 성과는 제36조에 따른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는 연구실적에 대하여

는 목록만 게재할 수 있다.

② 사업 참여자(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해외학자를 말한

다)는 자신이 참여하여 산출된 연구실적에 ‘BK21 플러스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38조(보고의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

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현황, 사업비 집행현

황, 사업단의 실적 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 사업단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라 신규 사업단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교 출신 비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발령 당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해당 채용 계약이 종

료(해지 포함)될 때까지 제2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또는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칙 제3조에 대한 적용례) 이 훈령 발령 당시 신진연구인

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교 출신 비율이 3분의 2를 초과

한 사업단은 자교 출신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을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



【별표 1】 사업유형별 지원 분야

유형 지원분야

1.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

기초과학 분야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응용과학 분야

정보기술(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등)/기계/응용생명(약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응용생명공학 등)/건설/화공/재료/기초 

의·치의·한의학, 기타 중점분야

인문사회 분야 인문사회 전 분야

사업팀 기초과학/응용과학/인문사회/융복합 전 분야

2.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융합형 R&D 분야

3.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과학기술/인문사회/예술 전 분야

- 디자인(산업, 시각, 패션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

광, 건강, 정보보호 등 특화 분야



【별표 2】 BK21 플러스 사업 협약서식

BK21 플러스 사업 협약서

◦ 사업명(유형명) : BK21 플러스 사업 (0000000형)

◦ 대학명 : ○○대학교

◦ 사업단(팀)명 :

◦ 사업기간 :

- 총 사업기간 : ~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총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연도 협약기간 : ~

◦ 당해연도 사업비 : 천 원(연간)

◦ 협약 당사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ㅇ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 소속 : 직급(위) : 성명 :

위 BK21 플러스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사

업단(또는 사업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계획) BK21 플러스 사업 선정과 관련한 공고에 따라 대학이 제출한 별첨 

1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매년도 O월 O일부터 다음연도 O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협약기간은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② 협약기간은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를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의 수행) ○○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및 관계 법령 등

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이 대표하는 산학협력단에 매

년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와 지급시기 및 방식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권한과 책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훈령’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6조 (지원 조건) ○○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

고 및 훈령 등에서 정한 사업신청 적격 요건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지원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목표) ○○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청 시 자율적

으로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역량 부문 :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취업률, 대학원생 연구활동 등

2. 연구역량 부문 : 연구비 수주, 논문 게재 및 기술이전(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저서 
및 창작물 등 포함)연구재단 등재지  등

제7조 (사업비의 관리) ○○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훈령’ 및 한국연

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지침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변경)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

한 경우, ‘훈령’ 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해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

팀)장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제출 및 보고의 의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업단장 등의 출석요구,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신청서 등의 공개) ○○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

청 시 제출한 신청서를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

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석) 본 협약 및 ‘훈령’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이

사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

학교 총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인)

○○대학교 총장          (인)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 소속 : 직급(위) : 성명 :



별첨 1. 예산운영계획서 

2. 사업신청서

※ 본협약서의 직인날인은 공인인증서 서명으로 대체되었음



【별표 3】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항목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

인재양성사업
사업비 편성내용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사업팀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60%이상

※의·치·한의학

분야 50%이상

50%이상 50%이상 40%이상 50%이상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석사과정 : 월 60만원 이상

-박사과정 : 월 100만원 이상

2.신진연구

인력 

인건비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 ∙월 250만원 이상

3.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 - - - 비율제한 없음

4.교육과정

개발비
- - - - 비율제한 없음

5.실험실습

지원비
- - - - 비율제한 없음

6.국제화

경비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7.사업단

운영비
10%이내 10%이내 10%이내 10%이내 10%이내

8.간접비 2%이내 2%이내 2%이내 2%이내 2%이내

1)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월 지급액 기준은 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이 포함

된 금액임(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내에서 편성 및 지급 가능)

2)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는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3)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의 30%(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

제화 경비 등 사업비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미지원)

- 글로벌인재양성사업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1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 편성·집행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2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 편성·집행

【별표 4】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글로벌 인재양성사업]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Ÿ 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상

Ÿ 박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신진연구인력 

인건비
Ÿ 월 250만원 이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 리서치 펠로우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 가능(최소기준 미적용)

3.국제화경비

Ÿ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 단기

해외 연수 경비

Ÿ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

- 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해외학자의 국내 실 체류기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하며,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

4.사

업

단

운

영

비

◦인건비 - BK21플러스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단 소속직원 인건비

- 퇴직금 포함 

◦성과급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
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학술 
활동
지원비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 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 외 정보 수집비 등

-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
격의 지출 제한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
의 지급 제한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
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회의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사업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5. 간접비
Ÿ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

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2%를 넘을 수 없음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집행 기준

□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항목
글로벌

인재양성형
특화전문

인재양성형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사업비 편성내용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사업팀

국고지

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40%이상 50%이상

60%이상

※의·치·한의학

분야 50%이상

50%이상 50%이상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석사과정 : 월 60만원 이상

-박사과정 : 월 100만원 이상

2.신진연구

인력인건비
비율제한 없음 미지원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월 250만원 이상

3.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미지원 비율제한 없음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4.교육과정

개발비
미지원 비율제한 없음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5.실험실습

지원비
미지원 비율제한 없음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6.국제화

경비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비율제한 없음

7.사업단

운영비
10%이내 10%이내 10%이내 10%이내 10%이내

8.간접비 2%이내 2%이내 2%이내 2%이내 2%이내

1) 신진연구인력인건비 월 지급액 기준은 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내에서 편성 및 지급 가

능)

2)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의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는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3)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



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의 30%(글로벌 인

재양성형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화 경비 등 사업비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미지원)

- 글로벌인재양성형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15% 이내, 간접비 2% 이

내로 편성·집행

- 특화전문인재양성형/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2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 

편성·집행

□ 국고지원금 항목별 집행 기준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Ÿ 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상

Ÿ 박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

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신진연구

인력지원비
Ÿ 월 250만원 이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액수임

3.국제화경비

Ÿ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 단기

해외 연수 경비

Ÿ 해외석학 초빙,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

-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국제협력활동 경비 지원 

불가

- 신진연구인력의 단독해외연수는 30일 이하만 지원 가능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학회 참가 지원 가능(15일 

이내)

- 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해외학자의 국내 실 체류기간에 대해서

만 집행 가능하며,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

4.사

업

단

운

영

비

◦인건비 - BK21 플러스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
하여 채용한 사업단 소속 직원 인건비

- 퇴직금 포함 

◦성과급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팀)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
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학술 
활동
지원비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 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 외 정보 수집비 등

-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
격의 지출 제한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
의 지급 제한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 개인명의의 특허 출원 인정 불가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
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회의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등 - 사업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5. 간접비
Ÿ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

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2%를 넘을 수 없음



7.3「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08. 6. 24

개정 2010. 7. 16

전 문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임과 동시에 교직원, 연구

원, 대학원생 등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한국의 선도적 연구기관이다. 선도적 연

구기관을 구성하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은 학문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 뿐 아니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

닌다.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은 탐구를 향한 원동력이며, 호기심으로 유발된 탐구는

우호적 환경을 통하여 꾸준히 지원될 때에 비로소 창의적 결과로 태어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사회적 통념, 편

견, 관습은 때로 새로운 탐구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때로

유발된 호기심이 창의적 연구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서울

대학교의 연구자에게는 유형, 무형의 구속이 없이 연구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명제가 진리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연구행위는 사회적 행위이므로 그 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나아가 한국의 선도적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은 연구행위

를 통하여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의 연구는 한국이라는 지역 사회를 넘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

서 서울대학교의 연구물은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 연구

의 윤리성은 연구자 개인, 그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와 더불어 국가의 신뢰

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넓은 함의를 갖는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는 더 빠른 속도로 변화

하였다. 다가오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의 학문과 기술 수준은 국가 능력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학은 이러한 지식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대

학과 연구자 개인은 사회로부터 부단한 연구 경쟁과 연구능력의 평가를 요구받

고 있다. 또한 점차 확대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구결

과물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야기하기도 한다. 환경의 변화는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행위규범을 요구한다. 본 연구윤리 지침은 서울대학교의 구성원

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사회적 요청에 미래지향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초석으로 마련되었다.

제1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서울대학교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

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연구가 장기적으로 인류문화사회

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한다.

제2조 (지도자로서의 책임)

①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

하여야 한다.

②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본 연구윤리

지침을 포함한 윤리기준을 숙지시켜야 한다.

③ 교수는 연구원 및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저자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

하며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④ 교수는 박사후연구원 등 학문후속세대가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

다.

③ 연구용역의 결과 혹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연구경력의 표현 시 지켜야 할 책임)

① 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5조 (원칙)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

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ㆍ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

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장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

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ㆍ추가ㆍ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제7조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ㆍ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ㆍ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미 발표(연구계획서, 학

술지게재 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성

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문헌ㆍ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

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

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

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

으로 판정한다.)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

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ㆍ조합에 있

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

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

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뷰논문

(review article)과 같이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 정리 또는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

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

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

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

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중복게재ㆍ출간의 제한)

① 연구자는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

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ㆍ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

당하는 게재ㆍ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

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

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ㆍ출간하는 경

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ㆍ출간하는 경

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ㆍ



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ㆍ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

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ㆍ출간하는 경우

6. 이미 게재ㆍ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

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

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7. 이미 게재ㆍ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

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ㆍ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제10조 (저자 표시)

①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

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현

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

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④ 연구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

켜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

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연구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연구의 제안ㆍ수행ㆍ보고ㆍ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ㆍ추가ㆍ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연구부적절행위)

① 연구상 중대하지 아니 한 과실로 인하여 연구의 제안ㆍ수행ㆍ보고ㆍ발표

등 전 과정에서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적절

행위의 책임을 진다.

② 고의 또는 중대한 연구상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연

구자는 연구부적절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제6조 제3호를 위반하여 연구데이터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

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2.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

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3.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하는 행위(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한다)

4.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

이터 및 문장을 마치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5.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에 의존하는 행위(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여부를 불문한다)

6. 제9조를 위반하여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논문ㆍ저서ㆍ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ㆍ출간하는 행위

7. 제10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위반하여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공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공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8.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제13조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의 판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의 해당 여부

및 위반의 정도는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제3장 연구자료의 관리

제14조 (원칙)

연구데이터(실험의 재료ㆍ과정ㆍ결과, 관찰ㆍ현장조사ㆍ설문조사의 결과 등 원

자료를 의미한다) 및 연구자료(연구데이터 및 이를 처리한 이차자료를 의미한

다)는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이

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

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제15조 (연구데이터의 기록)

① 연구데이터는 연구의 독자성(originality)을 증명하고 연구결과에 대하여 법

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이므로, 연구노트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의 집합체로서, 연구자 자신 뿐 아

니라 연구실 내의 지식의 전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므로,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데이터의 보존을 위하여 제본된 노트에 내구성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

여 서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특성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연구노트에 준하는 기록인증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구데이터는 연구일자,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하여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



고,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원래 기록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실험기기의 출력물 등 노트에 기재할 수 없는 연구데이터는 노트

에 붙이거나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장소를 연구노트에 기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를 보관ㆍ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 연구노트는 서울대학교의 소유에 속한다.

③ 연구자료는 학계의 검증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최소한 5년) 동안 보

관하여야 한다.

④ 보안이 필요한 연구자료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컴퓨

터 파일인 경우에는 접근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고의로 변조하거나 파괴하는 자는 제2장 제7

조의 규정과 동일한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이해상충

제17조 (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

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1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

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

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

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

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9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18조

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제20조 (원칙)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상시험, 의생명과학, 행동과학 등을 포함한다)



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생명

윤리심의위원회 등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

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

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1조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인간 대상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 소속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도 제1

항의 규정과 같다.

③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하

고 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 (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6장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제23조 (원칙)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다

음 각 호의 원칙들을 준수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 대체원칙 : 非동물모형을 사용하거나 가급적 하등동물을 사용한다.

2. 축소원칙 :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3. 개량원칙 :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제2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동물대상 연구는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

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제25조 (동물대상 연구의 종료)

동물대상 연구를 종료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이 종료된 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 시켜야 한다.

2. 실험동물의 사체는 각 실험동물시설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폐

기물관리법 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계법령의 준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서울대

학교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의 안전관리

제27조 (연구실 안전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원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학교 당국

에 신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들은 연구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기준 및 서울대학교

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

여야 한다.

③ 서울대학교는 연구자들이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제공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생물안전관리)

① 생물자원(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미생물, 프리온 등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을 의미한다)을 이용하는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해당 연구시설을 서울

대학교 환경안전원을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서울대학교 생물

안전위원회를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

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①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 내장기기,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구매ㆍ사용ㆍ폐기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을 통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사선을 취급하는 연구자는 방사선장해 방어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소방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인화성물질은 원칙적으로 옥내 저장소에 보관하되, 실험실에는 실험에 필요

한 최소한의 양을 둔다. 실험실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은 특성에 맞게

분류ㆍ저장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윤리 교육



제30조 (서울대학교의 책무)

① 서울대학교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

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연구자의 책무)

①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 (연구윤리교육의 내용)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

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 시행이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시 학계

등의 연구윤리 지침 및 기준을 적용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24조(기타) 실행예산서제출, 실행예산

변경신청, 연구보고서제출 및 연구비의 

정산 등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제24조(기타) ① 실행예산서제출, 실행예

산변경신청, 연구보고서제출 및 연구비

의 정산 등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

※지원기관에

서 특별히 정

한바가 있을

경우, 산학협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 개정 지침(안)

개정 사유

◦ 국내·외 지원기관에서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이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장

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본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

고자 함 

※ 미국 연방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개정 (2011. 8. 25.)에 따라 미국 공공보건

국(Public Health Service(PHS)에서지원하는연구과제를수행하는연구원은 PHS의이해상

충규정( “Conflict of Interest Model Policy”)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교 자체 규정으로 정

하도록함

주요 골자

◦ 지원기관에서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특별히 정하

도록 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24

조)

추진 일정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13. 1. 22.

◦공포 및 시행                                             : 13. 1. 29.

신․구조문대비표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OSOS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가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OSOS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② 국내·외 지원기관에서 이해상충 등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

의 규정을 정하도록 명시한 경우, 산학

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력단장이 별

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

도록 함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정 2000.  3.  7. 

개정 2007.  2.  8. 

개정 2008.  6. 25. 

개정 2009.  3. 16. 

개정 2009. 12. 29. 

개정 2011.  9.  6.

개정 2012.  9. 10.

개정 2013.  1.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연구비 관리·운영에 대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②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연구비 관리)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 본교에

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된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의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중앙 관리하여

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OneStop Online system, 이하“OSOS”라 

한다)을 통하여 중앙 관리함으로써 연구책임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한다. 

  ③ 연구비는 재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정부지원 연구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 또

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되는 경비

   2. 정부지원 용역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되는 경비

   3. 민간지원 연구비 : 일반기업체 등 민간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경비

   4. 국외지원 용역비 : 국외 기업체 등 해외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경비

   5. 기타 경비 : BK21사업비, 국고 보조금 사업비 등과 같이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제4조(연구관리기관의 지정·운영)① 산학협력단장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

여 분원(소)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및 분원(소)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

행하며. 총괄 연구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된다.

   1.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집행

   2. 산학협력단 회계 관리, 연구비 및 간접비의 수입·지출

   3. 연구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성과 관리

   4.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원), 연구소(원), 국가지원연구센터, BK21 사업단 등을 세부 연구관

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제 신청, 계획의 변경, 결과 보고, 정산 등의 연구과제 관리 지원

   2. 연구비의 청구 및 지출 원인행위

   3.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산학협력단장은 「학칙」에 따라 설치된 연구시설(연구소(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연구시설(연구소(원))의 주관대학(원)에서 연구과제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연구과제를 관리할 수 없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분임계약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다. 

  ⑥ 연구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에 따라 기관 내 분임계약관 및 분임지출관을 둘 수 있다.

제2장 연구과제의 신청

제5조(연구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에게 연구과제 공모, 관련 규정 

제·개정 내용 등의 연구정보를 공문, 공지사항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야 하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계획서 작성) ① 교원이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연구계획서는 연구 과제 선정 및 평가의 기본 자료가 되며, 연구수행 중이나 연구완료 

후 연구성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안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계획서 세부사항은 다음을 구분하여 작성한다.하여 작성한다.

   1.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편성, 참여율,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소요예산을 비목․세목별로 계상하여야 하며,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로 표기하며, 비목별 계상 기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산정기준」에 따

른다.

   3. 간접비는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의 간접비 징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7조(연구계획서 사전 검토)① 연구관리기관의 장은 정부기관 및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1의 연구계획서 사전점검표의 기준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변경하도록 

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이를 즉시 수렴하고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로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고, 반려한 자료는 처리기한을 익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연구계획서 제출)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계획서 사전 검토 및 보완을 완료한 후 지원기관

의 장에게 기한내에 제출한다.

제3장 연구과제의 협약 및 관리

제9조(연구협약 체결)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과제 선정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하고, 연구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 최대 15일 이내 지원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구과제 협약은 지원기관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연구 협약은 산학협력단장과 위탁 연구기관 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과제 등록)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협약이 체결되면 다음의 주요 협약내용을 

OSOS에 등록한다. 다만 협약내용 중 관리기관이 OSOS에 직접 등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라 판단되는 항목(연구원, 실행예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

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비관리계좌 등 과제 정보에 관한 사항

   2. 비목별 실행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참여연구원의 인적정보, 참여율, 참여기간, 인건비지급조건 등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4. 과제의 고유 계정번호는 세부관리기관, 과제협약연도, 계약번호(4자리)순으로 조합하

여 과제별로 별도 관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연구원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합산 참여율이 100%를 초

과하지 않도록 OSOS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협약의 변경) ①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연구수행 

중 다음의 사유로 연구협약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연구기간내에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울 경우



   2. 연구책임자를 연구과제 수행 중 국·내외 기관으로 6개월 이상 장기 파견할 경우

   3. 지원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한 경우

   4.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기관, 연구비, 참여기업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② 지원기관으로부터 자체승인 사항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OSOS를 통하여 신청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참여연구원을 변경할 때에는 참여일 이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기관 승인 사항은 신청 접수 시점으로부터 지원기관 승인 요청일까지 6일 이내, 산

학협력단장의 승인 사항은 신청 접수 시점으로부터 연구책임자 통보일까지 4일 이내에 조

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및 각종 보고서를 협약서상

의 제출기한까지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비의 집행

제13조(연구비 입금) ①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연구비관리계

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② 연구비관리 계좌는 산혁협력단 연구관리부서에서 전담 관리 한다. 또한 관리 책임자는 

연구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연구비 계좌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자는 연구비의 입금 확인 후 OSOS에 해당과제 입금 등록을 하

여야 하며, 등록한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집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어 연구비를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는 OSOS에서 입금예정연구비

의 50% 범위 내에서 지체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체연구비 대출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해당과제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에서는 OSOS에

서 지체연구비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연구 중단 등의 특별사유에 의해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연구비 상환

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연구책임자는 지체연구비 상환이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와 상환계획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상환 기한 연장

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4조 (연구비 카드 사용 및 관리) ① 원활한 연구수행과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연

구비카드(법인카드를 포함)를 발급받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와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연구비카드 담당자의 확

인 후 전담 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카드의 발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카드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카드의 연구목적 외 사용, 연체이자 발생,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후 2주 이내에 osos를 통하여 관리기관에 지급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산학협력단장은 카드대금 결제일 이내에 청구되지 않아 미청구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과제 연구비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⑦ 연구비 관리자는 연구비 카드 오류집행이 있는 경우 R&D카드시스템 또는 OSOS에서 

신청 절차를 거쳐 취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비 청구 및 지급

제15조(연구비 청구 및 지급)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항목별 예산에 따라 연구비카드로 집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로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

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모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OSOS를 이용하여 청구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하며, 연구 

기간 내 사용된 연구비를 연구 종료 후 청구하고자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 연구비를 OSOS에 전표 등록하여 청구하고, 연구비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한다. 단, 산학협력단 분원(소)이 설치된 경우 소속 분원(소)으

로 제출한다. 

   1. 인건비

     가. 관리기관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급 및 학위), 은행계좌번호, 월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간 등을 제출 받아 

OSOS에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한다. 

(비참여연구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산학협력단장은 실행예산과 연구원 정보 등을 확인한 후 해당연구원의 계좌로 지

급한다.

   2. 연구장비·재료비는 연구물품 및 재료 구입 시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르되, 지원기관

에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과「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위탁연구비

     가. 위탁연구기관은‘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연구비

를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산학협력단장은 위탁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라 처리하되, 위탁연구기관의 청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비를 지급하여

야 한다.

   4. 여비 등 기타 경비의 지급은 실행예산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원기

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서 정

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연구비 청구 시 비목별 증빙서류는 별표4에 따른다.

제16조(연구비 지출)①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의 지급 청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지출항목별 청구액, 실행예산과 지출증빙서류 등을 검토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청구된 연구비의 적정성(예산과목, 지출내용 등)을 확인한 후 OSOS를 

통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 청구하고, 관련 자료 원본은 과제별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

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 기준 5일이내에 OSOS를 통해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별표 3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기준에 따라 연구비 지급을 반려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의 종료 및 정산

제17조(연구비 정산)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되면 관리기관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비 관리자는 연구비 정산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 종료를 통보받은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여 지

원기관으로 제출한다.

  ③ 연구비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산한다.

   1.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용실적보고서 예산 확인

   2. 사업계획서 내 변경승인내용, 편성기준, 비참여연구원, 연구기간 외, 연구목적 외 사용 

여부

   3. 연구비 카드 사용 원칙 비목 검토

   4. 연구비 불인정 금액 포함 여부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정산 시 부적정 집행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내역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⑤ 협동·위탁 연구비는 다음에 따라 정산한다.

   1. 협동·위탁연구기관장은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및 증빙서류 사본

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정산 검토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협동·위

탁연구기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발생이자) ①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에 편입함을 원

칙으로 하되,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산입 사용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총 

연구비(위탁·협동연구비 제외)×0.1%(은행이자율)×0.5(소멸지수)÷입금횟수”에 해당하

는 금액을 산입 사용하거나 반납한다. 단, 입금연구비가 당초 계약연구비보다 작은 경우 

입금된 연구비 기준으로 산출식을 적용하여 산입 사용하거나 반납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한 반납기준 산출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연구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의 이자[(입금된 연구비(위탁·협동연구

비 제외)×0.1%(은행이자율)×0.5(소멸지수)÷입금횟수)]×(연구수행기간÷12개월(365일))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한다.

제19조(연구과제 종료)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기간 종료일 및 연구비 집행 

현황(기기· 장비, 연구비 잔액 등)을 OSOS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여 연구책임자

가 기한에 따라 연구비 정산마감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의 승인 등 특별

한 사유로 연구 기간 내 사용된 연구비를 연구 종료 후 청구하고자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미집행 잔액과 이자의 처리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 처리하거나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제20조(연구비 관리기록의 유지 및 비치보관)① 연구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OSOS에 첨부하여 관리하고, 원본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기관에서 보관한다. 다

만, OSOS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원본이 상이할 경우 혹은 첨부되지 않은 증빙으로 인한 책

임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 연구비 관련 증빙서류는 지원기관에 따라 과제별, 비목별로 편철하여 연구과제 종료일

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보관 및 취급기간을 명시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연구비결과물·연구성과의 관리)①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장비 등의 연구물품은 구

입과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자산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연구물품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22조(연구비결과물·연구성과의 활용)①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성과로 발

생한 모든 권리를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권리의 사용 및 양도에 대한 계약의 주체가 

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학술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권의 소유, 양도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을 경



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연구비 관리자의 재정보증 및 변상․환수 책임) 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을 담당하는 

연구비 관리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

른 보험료는 관리기관의 간접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한다.

  ② 연구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③ 연구비 관리자간의 책임의 한계는 연구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① 실행예산서제출, 실행예산변경신청, 연구보고서제출 및 연구비의 정산 등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OSOS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② 국내·외 지원기관에서 이해상충 등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도록 명시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1. 9.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내과제의 관리) ① 교내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연구과제(이하 “교내과제”라 한

다)의 경우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업 주관부서의 기준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기준에 따

르고, 주관부서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따른다.

  ② 교내과제의 협약은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교내 연구과제 연구비의 집행 등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을 분임 지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교내과제에 관한 적용례) 교내과제 관리 지침의 제정․공포 전까지는 부칙 제2조에 따

라 관리하며, 부칙 제2조는 교내과제 관리 지침을 제정․공포한 날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2008년 이전의 과제에 관한 경과조치)연구 개시일이 2008년도 이전인 연구과제는 서울

대학교 종합행정정보시스템(SIS)의 연구비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보호) 연구비 관리자는 연구원 인적사항 등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1.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 세부 내역 비고

일
반
사
항
검
토

지원내용 ᆞ지원사업 지원분야가 공모 분야와 일치 여부 확인

신청자격

ᆞ연구책임자의 신분과 직급이 신청자격에 부합 여부 
확인

ᆞ연구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상한제도 (3

책 5공) 등 제한사항 저촉 여부 확인

ᆞ연구참여자가 참여제한 제재조치 대상자 여부 확인
  (NTIS에서 재확인)

ᆞ연구기관의 지원계획 확인

연
구
비
사
전
검
토

예산서
작성

ᆞ총괄표와 세부명세서의 비목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인건비

ᆞ지급 대상에 따른 내․외부 인건비 계상의 적정성 확인 
및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단가 적용 여부

ᆞ 인건비 참여율 100% 초과
  (반드시 개인별로 DB에서 초과여부를 확인)

ᆞ인건비 직급별 월 상한선 이내 계상

연구수당
ᆞ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 포함) 의 20% 이내

위탁연구비 ᆞ지원기관별 위탁연구비 계상기준 확인

간접비 ᆞ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율에 의한 간접비 계상 확인

참여기업

부담금

ᆞ참여기업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비율의 

적정성 여부 확인

기타
ᆞ그 외 정부 및 지원기관 등 지침에 따라 각 비목별 연

구비 편성액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별표 2) 연구협약변경의 절차 및 제한 기준
  ◦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 절차 및 제한 기준을 적용함

구분 지원기관
승인사항

산학협력단
승인사항 변경 시기 및 절차

연구기관 변경 ○
ᆞ사유발생(연구책임자 이직 등) 즉시 연구비 집행 중

지 및 지원기관 협약변경 담당부서에 협약변경신청 
및 연구기관 변경 승인 요청

연구책임자변경 ○ ᆞ지원기관 협약변경 담당부서에 협약변경신청 및 연
구책임자 변경 승인 요청

연구책임자의 
국외연구수행 ○ ᆞ6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기관 협약변경 담당부서에 

협약 변경 신청 및 국외연구수행 승인 요청

연구기간 변경 ○ ᆞ지원기관 협약변경 담당부서에 협약변경신청 및 연
구기간 변경 승인 요청

연구원변경 ○ ○

ᆞ사전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제외)OSOS시스템
→과제변경관리→연구원변경

ᆞ지원기관의 해당사업 승인이 필요할 때 연구원 변경
신청 및 변경 승인요청
※ 변경 완료일 : 인건비지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 참여연구원 정보 변경은 일부 관리기관 재량으로 변
경 가능

연구비의 이월 ○
ㆍ계속과제의 직접비를 다음연도에 포함하여 
사용할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 -> OSOS에 반
영

예산
(비목)
변경

인건비 ○ ᆞ사전에 OSOS시스템→과제변경관리→실행예산변경

연구기자재 ○

ㆍ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이상 
기자재 구입 혹은 변경
ㆍ지원기관의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협약변경신청 
및 협약변경 승인요청(연구기관으로 위임됨)

학생인건비 ○
ㆍ증액시 사전에 지원기관 승인 요청
ㆍ지원기관 승인→OSOS시스템→과제변경관리
→실행예산변경

그 외 직접비 ○ ᆞ사전에 OSOS시스템→과제변경관리→실행예산변경



(별표3)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구분 비목 부적정 집행

초과증액 

및 신설

학생인건비 ᆞ지원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의 증액

연구수당
ᆞ연구계획서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설하여 집행
ᆞ연구계획서보다 증액집행

위탁연구비
ᆞ당초계상이 안된 비목을 신설하여 집행
ᆞ20%이상 미승인 초과집행

간접비
ᆞ(증액이 불가능한 비목)증액 집행한 경우
ᆞ당초계상이 안된 비목을 신설하여 집행

비참여
직접비

연구수당

ᆞ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계획 및 변경하지 않은 인력에 대
한 여비,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 

목적 외 집행 전 비목 ᆞ연구와 관련 없는 출장, 개인경비 집행

개인성경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ᆞ사적 용도의 학회등록비, 선물비, 평일 점심 식대

기간 외 집행 전 비목 ᆞ지원기관 승인 없이 연구기간 외 집행

종료시점 

집행

연구장비·

재료비

ᆞ연구비소진을 목적으로 연구종료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 기
자재 구입

증빙 불비 및 

불인정

직접비 ᆞ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나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연구수당

ᆞ기여도평가 등 합리적 기준없이 지급
ㆍ인건비 감액시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ᆞ연구책임자 단독 지급



비  목 세목 세세목 계좌이체 카드사용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OSOS상 부속명세서,연구원 본인

계좌 원칙 (인건비지급명세서 작

성)

 

외부인건비

 • 근로소득자인 경우 고용 또는 근

로 계약서, 타 기관 소속자인 경

우 참여계약서 또는 보완서약서, 

소속이 없는 경우 참여계약서

 • 연구원 본인계좌 원칙

학생 

인건비
학생 인건비

• 인건비 지급명세서, OSOS상 부속

명세서, (인건비지급명세서 작성)

연구원 본인계좌 원칙 

연구장

비재료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시작품 제작비

❏ 연구 물품 구매

 • 연구책임자 재량 구매 :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세금계

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 

    산단 중앙구매 요청 공문, 검수

조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

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2천만원이상 조달청 공개입찰(G2B) 

시 추가서류 : 계약서

 ※ 시설/공사/유지보수 등 관리기

관에서 공개 입찰하는 경우는 관

리기관  내부품의서 또는 공문 

추가 첨부

  - 수의계약(산학협력단/관리기관) 

시 추가서류 : 수의계약 사유서 

및 계약서, 산단 승인공문

❏ 전산처리비

① 결과보고서 ② 전자세금계산서 

③ 거래명세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통장사본

❏ 연구 물품 구매

 • 연구책임자 재량구매 : 

검수조서, 견적서, 거래

명세서

 

❏ 전산처리비

  ① 거래명세서, ② 조사

결과보고서 

연구활

동비
국외여비

• 국외 :

  ① 출장명령서(연구책임자인 경

우 소속 단과대 승인 공문 또는 

공무 국외여행 승인 공문

• 국외 :

 ① 출장명령서(연구책임

자인 경우 소속 단과대

학 승인 공문 또는 공무

(별표4) 연구비 비목별 집행 방법 및 증빙서류 목록



비  목 세목 세세목 계좌이체 카드사용

  ② 학회/행사/초청 등 증빙 서류

  ③ 인보이스

  ④ 보딩패스 (탑승일 및 탑승시

간 확인용

  ⑤ 환율표

  ⑥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로대체 가능)

  ⑦ 귀국보고서 (하나의 출장에 

대해 출장자가 다수인 경우 하

나의 귀국보고서로 대체 가능, 

귀국보고서는 출장 이후 반드시 

OSOS상 탑재)

  ⑧ 숙박비 세부사용  내역서

  ⑨ 숙박비 개인카드 사용 시 카

드 전표

국외 여행 승인 공문)

 ② 학회/행사/초청 등 증

빙 서류

 ③ 인보이스

 ④ 보딩패스(탑승일 및 

탑승시간 확인용)

 ⑤ 환율표

 ⑥ 여권사본(출입국사실

증명서로 대체 가능)

 ⑦ 귀국보고서(하나의 출

장에 대해 출장자가 다

수인 경우 하나의 귀국

보고서로 대체 가능, 귀

국보고서는 출장 이후 

반드시  OSOS상에 탑

재)

 ⑧ 숙박비 세부사용 내역

서

 ⑨ 숙박비 개인카드 사용 

시 카드 전표

• 운임은 연구비/법인카드 

사용원칙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활용내역서 (일시, 장소, 

전문가 소속/성명, 내용, 금액, 계

좌번호, 전문가 자필서명 포함)

 ※ 국외전문가인 경우는 외화 송

금이 원칙이며, 보딩패스 또는 여

권사본 추가, 단 부득이한 경우로 

연구책임자의 선지급일 경우 사

유서, 자필 서명영수증 첨부

 

도서구입비  •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행사개최비

 ① 행사개최내역서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성명, 내용)

 ② 거래명세표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통장사본

 ⑥ 행사개최 관련 증빙서류

 ① 행사개최내역서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성명, 

내용)

 ② 거래명세서

 ③ 행사개최관련증빙서류

학회등록비

 ① 학회등록비영수증 ② 학회일정

표

 ③ 이체확인서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통장사본

 ① 학회일정표 등의 증빙

서류



비  목 세목 세세목 계좌이체 카드사용

연구개발

서비스활용비

 ① 조사결과보고서 ② 전자세금계

산서 ③ 거래명세서, ④ 사업자등

록증, ⑤ 통장사본

※ 시험분석료는 런닝타임 기록부, 

소모품 사용량 기록, 사용자가 서

명한 기록부 등 해당 사용 내역 

첨부

 ① 거래명세서, ② 조사결

과보고서 

※ 시험분석료는 런닝타임 

기록부, 소모품 사용량 기

록, 사용자가 서명한 기록

부 등 해당 사용 내역 첨

부

연구과

제추진

비

국내여비

• 국내 : 출장명령서, 운임 영수증, 

숙박비영수증, 학회/행사/회의 등 

증빙 서류

• 국내 : 출장명령서, 운임

영수증, 숙박비영수증, 

학회/행사/회의 등 증빙

서류

회의비

 • 회의록 (회의일시, 장

소, 인원, 참석자 소속/

성명 기입)
수용비 및 

수수료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식대

 • OSOS상 부속명세서(식

대 또는 기타지급명세서)

 ※ 부속명세서 작성시 인

명수, 장소 기입
연구수

당
연구수당

 • 연구수당 지급신청서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
위탁연

구개발

비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기관의 연구비 청구 공문 

 • 전자세금계산서

간접비 간접비
 • 간접비 회계세출 예산과목 및 OSOS 간

접비/증빙서류 목록에 따름

 • 간접비 회계세출 예산과목 및 

OSOS 간접비/증빙서류 목록에 

따름

※ 위 서류 외에,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정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구비하여야 함

※ 단일금액 100만원 이상 연구비카드 사용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과제는 전자세금계산

서 필수 첨부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팀-1107(2011.7.6.)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