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전달해 드려요.

카드뉴스 [제22-17호]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소속 전임교원

연구회별 본교 전임교원 3~5명, 외부전문가 1명 (필수)

2022.10월 ~ 2023. 1월 (4개월)

지원대상

내·외부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기획보고서 제출

※ 연구회 참여교원은 2개 이상의 학부 또는 단과대학 교원으로 구성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학과별 공문 참조

선정방법

총 5개 연구회 선정 (연구회 당 500만원 지원)

KNU연구회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규모

연 구 회 

구성요건

결 과 물

사업기간

신청방법

주요일정

2022
9.1.(목) ~ 9.16.(금)

사업공고 및 접수 마감

2022
9.19.(월) ~ 9.30.(금)

신청서 평가 및 선정 안내

2022        2023
10.4.(화) ~ 1.31.(화)

사업운영

추진역량(연구비 등 실적) 30%

추진계획서 50%, 파급효과 20%

정량평가

정성평가

KNU연구회 지원사업

산학협력단에서 융복합 연구 등 대학의 연구환경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KNU연구회 지원사업”과
“신진연구자 R&D연구회 지원사업” 공고 안내를 드립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산학협력단 산학경영지원부 산학진흥팀 정예슬

      033-250-6085          ys2758@kangwon.ac.kr

본교 임용 5년 이내 전임교원 (춘천, 삼척 포함)

연구회별 전임교원 3~5명

2022.10월 ~ 2023. 1월 (4개월)

지원대상

내·외부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운영 결과보고서 및 연구사업 제출계획안

연구회 참여교원은 2개 이상의 학과(부) 소속 신진(임용 5년 이내) 전임교원 3인 이상 참여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학과별 공문 참조

선정방법

총 4개 연구회 선정 (연구회 당 300만원 지원)

신진연구자 R&D연구회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규모

연 구 회 

구성요건

결 과 물

사업기간

신청방법

주요일정

2022
9.1.(목) ~ 9.16.(금)

사업공고 및 접수 마감

2022
9.19.(월) ~ 9.30.(금)

신청서 평가 및 선정 안내

2022        2023
10.4.(화) ~ 1.31.(화)

사업운영

※ 사업목표 40%, 운영계획 40%, 기대효과 20%

※ 필수요건

신진연구자 R&D 지원사업

Q. KNU연구회 지원사업의 경우 연구회에 외부전문가 참여가 필수인가요?

A. 네 필수입니다. 대학 내 참여자 외 외부기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Q. 사업비는 어느 용도로 쓸 수 있나요?

A. KNU연구회는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신진연구자R&D연구회는 운영수당, 회의비, 일반수용비 등의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자문료(계좌입금)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지급하여 드리는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또는 대학 법인카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주요 문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