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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원제도 신설 및 변경
산학협력팀에서는 외부 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19.3.1.일 자로 연구자 지원제도를 추가 및 변경 시행한다.
대형과제기획비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안서 지원금, 외국어교열 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연구 마일리지,
특허지원 및 연구비 대여제도는 변경 시행된다. 그중 연구 마일리지 능률성과급은 매년 1~12월의 간접비 납부액과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총점을 합산해 3단계로 나눈 후, 간접비의 9~10%를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해 3월에
지급한다. 또한, 간접비의 10%는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처리(학교법인카드 사용)가 가능하다. 변경된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포탈 공지사항(연구자지원제도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의 7532, 2749, 7754)

식품영양학과 이명숙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우리 대학 이명숙 교수(식품영양학과)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제21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내용은 「빅데이터 구축(항비만 농수산물소재 DB 및 비만/대사증후군
유전체 코호트)을 통한 개인맞춤형식품 개발」 이다. 이날 수상자는 포장 2인, 대통령표창 3인,
국무총리표창 3인, 장관표창 19인이며 여성으로서는 이명숙 교수가 유일하다.

‘교직원 창업 규정’ 개정

新 산학연구지원시스템(바자울시스템)오픈

산학기획팀에서는 교직원 창업규정에서

산학협력팀은 2019.4.1.일 산학연구지원시스템(https://indap.sungshin.ac.kr/rms)을

정하는 창업요건 확인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향후, 창업을

오픈한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교외 과제 관련 자료를 포탈에
입력, 출력, 제출하던 방식을 벗어나 입력, 증빙

희망하는 교직원은 사업계획서,

첨부, 제출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진행 할

다른 그림 찾기 (4개, 정답은 다음호에)

소속학과장(팀장)및 단과대학장(부서장) 수 있다. 신 시스템은 기관별 시스템과 연계하여
의견서, 기타 자료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주요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예정이므로 더욱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체계적인행정처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발행하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간접비 우수 기여자 포상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팀에서는 외부 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간접비 우수 기여자에 대해

2019-1
학술연구조성지원사업 선정

포상을 하였다. 선정 기준은 2014~2018학년도의 간접비 납부 실적이며

연구지원팀은 2019학년도 1학기

인문예술계열 수상자는 양보경 교수(1위, 지리학과), 신영주 교수 (2위,

학술연구조성비지원사업으로

한문교육과), 윤용남 교수(3위, 윤리교육과)이며 자연계열 수상자는 전용필

171건을 선정하여, 10억4천2백만

교수(1위, 바이오생명공학과), 송재민 교수(2위, 글로벌의과학과), 이명숙

원을 지원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교수(3위, 식품영양학과)이다. 수상자에게는 각 1백만 원, 7십만 원, 5십만 원의

장려하고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포상금과 표창장을 전달하였다. 인문예술계열 1위 수상자인 지리학과

시행하는 본 사업은 지난 2018-2에

양보경 교수는 현 본교 총장으로 포상금을 본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7억7천3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171건은 자유과제

인 문 예 술 계 열 및 자 연 계 열 로 구 분 하 여 1 ~ 3 위 까 지 시 상 하 였 다.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 규정’ 개정

107건, 국제학술지 연구과제 23건,

산학기획팀은 2018학년도 제18차 교무위원회(2019.2.26.)를 통해 ‘교외연구비

해외 개인 실기 발표과제 10건,

및 간접비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임교원에 간접비 기여

저서 및 저술 지원과제 3건,

정도를 고려한 포상근거 마련, 간접비 계상기준의 명확화 및 징수비율 변경 등이다.

신임교원 지원과제 7건 및 연구

개정된 간접비 계상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연구비의 16% 이상이며,

우수교원 지원과제 21건이다.

3천만 원 미만의 연구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http://rule.sungshin.ac.kr/rule/ 참조).

‘대학혁신지원사업’ ; 교원, 학생 지적재산권 출원 활성화 지원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의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는다. 그 중 산학협력팀은 『교원, 학생 지적재산권 출원 활성화』를 위해 지적 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특강, 온라인 동영상 강좌 등을 통해 지적 재산권의 이해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 등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협약 체결

2019학년도 1학기 신임교수 임용

연구·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1.31.일
금천구청과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산학기획팀에서는 고선강 교수(사회복지학과)
와 함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면접심사를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Curriculum and Instruction 박사

연구분야: 교육과정 이론 및 개발, 교사교육, 질적연구
대표 논문: School accountability and standard-based education reform
: The recall of social efficiency movement and scientific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60, 80-87 (2018)

진행한 바 있다. 본교는 향후 3년간
(2019.2~2021.12)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족 관 계 , 가 족 돌 봄 ,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아이돌봄지원사업 등)를 위탁하며 3년간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사

연구분야: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대표 논문: "도덕적 의사결정에서 직관과 추론의 역할",
윤리교육연구 제44집, 85-115 (2017)

사업비는 약 77억 원이다.
연구·산학협력단은

기존에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경험을 발전시켜
금천구 센터의 위탁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박사

연구분야: 서비스디자인과 UX트렌드, 사용자심리
대표 논문: Multi-Converging Educational Program for Design with

the usage of 3D Printer,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2(1), 75-87 (2019)

부설 연구소 통합 회의실 마련
연구지원팀은 부설 연구소 활성화를 위하여
2019.4.1.일 부설 연구소 통합 회의실을 마련
하였다(성신관 908호, 운정 B동 626호). 해당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박사

연구분야: 분자미생물공학 기반 식품소재 개발
대표 논문: "Biomimetic magnetoelectric nanocrystals synthesized by
polymerization of heme as advanced nanomaterials for biosensing
application",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114, 1-9 (2018)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지원팀(7570)으로 예약하면 된다.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정답)

연구비관리체계평가 최우수대학(S등급) 벤치마킹; 세종대학교

산학협력팀은 연구비관리체계평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8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S)을 받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방문하였다. 조직 운영,
업무 현황 파악과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발전 성과 공유를 통해 본교에 도입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개선할 예정이다.

연구윤리센터 소식
e-IRB 시스템 도입
기관 생 명윤 리 위원 회 (I R B )에서 는
연구자의 편의성, 신청 절차의
표준화, 업무 신속성, 체계적 보안을
위 하 여 e-IRB시 스 템 도 입 을
결정하였다. e-IRB는 2019년 하반기
오픈 계획으로 업체 시연을 끝내고
선정을 위한 기능평가를 진행 중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재개, 생물안전위원회 신설
최근 실험동물의 보호, 복지가 중요시됨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재개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며 2019년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대학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를 위하여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신설(2019.1.2.)하였고, 생물안전관리 책임자(글로벌의과학과 송재민)와
생물안전관리자(운정통합지원팀전길용)를 위촉하였다. 이에따라 생물 관련 실험 및

유전자 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생물체 연구시설의 관리, 점검을 위한
위원회가개최될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