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전달해 드려요.

카드뉴스 [제22-21호]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청사업

연구 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

생애첫연구

유형1

한우물파기기초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일반트랙)

우수신진연구

유형2

개인
연구

구분

2022.12.1.(목) 09:00 ~

2022.12.12.(월) 18:00

세부사업

10개 내외

123개 내외

15개 내외

400개 내외

150개 내외

1,470개 내외(상/하반기 포함)

200개 내외(상/하반기 포함)

신규선정 과제 수신청 기간

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일반트랙)

생애첫연구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3.6.1.)기준으로 집단연구사업 및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연구책임자는 신청 제한

동일 유형(유형1 또는 유형2)에 연 1회만 신청가능(하반기 중견연구는 유형 1만 공고)

기존에 최초혁신 실험실 수혜를 받은 연구자는 최초혁신실험실    추가지원 신청불가

우수신진연구는 최초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전임교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인건비 계상률 최소 50% 이상(연구책임자 지급 인건비 기준) 참여 필수

상·하반기 중 연 1회만 신청 가능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기존 최소참여율 적용 폐지)공통 사항

사업별 세부사항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는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

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 단,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선정 시, 기 수행 중인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기초연구 과제는 2023.12.31.자로 종료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1015호)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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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간접비 분리지급 시행에 따라 연구비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선정 이후 간접비 별도 지급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채널(http://youtube.com - 한국연구재단 검색), 

('22.11.21.부터 다시보기 가능)

연구자 신청접수 마감시간 이전에 반드시 “접수 완료([제출]버튼 클릭)” 상태이어야 함

※ 해당 기간 내에 접수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사업별 신청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상반기 중견연구사업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신청절차에 따라 과제신청 

그 외 모든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신청절차에 따라 과제신청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설명회 다시보기

전용플랫폼 (http://basic.mlive.kr), ('22.11.17.~11.23.까지 다시보기 가능)

담당자 안내

(리더, 중견, 신진)

(생애첫)

산학협력단 구매협약팀 차소이

산학협력단 구매협약팀 이유진

033-250-6940

033-250-8295

chaso344@kangwon.ac.kr

banana5007@kangwon.ac.kr

(전용플랫폼 다시보기)

(유튜브 다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