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 이름 내선 이메일 분야 장소

과제
관리

원효선 7425 whs@ssu.ac.kr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벤처관
111호

박면진 7109 mjpark70@ssu.ac.kr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부

이민행 7452 lmh81@ssu.ac.kr
한국연구재단(교육부), 

정부용역

하동일 7426 godislove@ssu.ac.kr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창업 및 연구마을 지원사업

이대건 7424 dglee@ssu.ac.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용역 등

서수연 7422 onelove@ssu.ac.kr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분야), 

BK21+, 지자체용역, 기타 R&D 등

회계
관리

한기석 7423 sorazi@ssu.ac.kr
연구비 카드 관리 및
연구비 지급 회계처리

김건우 7421 kkwk1004@ssu.ac.kr 결산 및 세무보고 등



파트 이름 내선 이메일 분야
(연구자의 연구비 신청 및 정산 지원)

장소

공과대학

이지은 7427 61@ssu.ac.kr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화학공학과, 건축학부

벤처관
111호

곽규리 7443 kkr@ssu.ac.kr
전기공학부, 기계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IT대학

조은혜 8351 ceh@ssu.ac.kr
전자정보공학부 일부, 
스마트시스템 SW학과,

글로벌미디어학부, 소프트웨어학부

김성미 7434
kimsm87@ssu.ac

.kr
전자정보공학부, 컴퓨터학부,

교내연구-후속연구

인문사회 김혜은 7463 hekim@ssu.ac.kr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베어드교양대학

기타 신사라 7445 ssarah@ssu.ac.kr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법과대학, 기타 등

연구자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연구자 연구집중도 향상



One-stop service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및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사 석사 박사 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수료생은
연구생 등록 필수)

연구장비 및
재료비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약 및 재료 구입비, 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국외출장비, 문헌구입비, 세미나참가비
-인쇄ㆍ복사ㆍ인화 슬라이드제작비
-전문가활용비, 논문게재료 및 논문심사비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비
-특허정보 조사, 정보 DB사용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출장여비, 국내출장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환경유지비
-야근 및 특근식대 등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
탁 수행 시 소요되는 경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학술활동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인건비

전문인건비
-박사급 연구원과 전임연구인력에게 지급되
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사 석사 박사 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
를 수료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수료
생은 연구생 등록 필수)

직접비

장비ㆍ재료비

-재료 및 시약,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과 사용료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에 관한 관련 부대경비

학술연구비

-국내외 출장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ㆍ복사ㆍ인화 슬라이드제작비
-네트워크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특허정보조사비 등

학술활동수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or 장려금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학술활동지원비, 성과활용지
원비



비목 변경내용

인건비
•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장비 · 시설비

• 건당 3천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

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

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부가세 포함)이상의 연구장비

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위탁연구비 • 위탁연구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 연구수당,  간접비 원래 계획 대비 증액 불가



구분 변경내용

인건비 변경 • 원래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 시

비목예산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RCM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

• 환경산업기술원 과제, 농림부 지원사업 과제 등

구분 변경내용

학생 인건비 변경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비목예산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등







※ 개인정보제공및 활용동의서추가



※ 학생인건비유용에관한 감사 강화

-> 운영현황점검 시, 기관의점검 및 관리실적자료 제출 의무화



※ 과제책임자별 당해년도 학생인건비의 60% 이상 집행



1.  연구기기및 장비는 최종(단계) 종료2개월전 구입완료 (기기장비가도착되어 검수완료)











구분
시내

(근거리)

시외
교통비

시외(당일)* 시외(숙박)

식비 일비 식비

숙박비

일비
철도 선박 항공 버스

실비
상한액

할인정액

교수,
부교수

대중
교통
실비

(식비X)

실비
(KT특실)

실비
(페리호
-특등)

실비
(비즈니스)

품의서
제출

실비
(우등
고속)

실비
(상한:

10,000/1식,
30,000/일)

20,000 30,000

실비
(상한: 

120,000)
96,000 45,000

조교수

실비
(페리호
-1등)

실비
(이코노미)

실비
(상한: 90,000)

72,000 40,000

박사
이상

실비
(KTX

일반실)

실비
(상한: 60,000)

48,000 35,000

그 외
연구원

실비
(상한: 55,000)

44,000 30,000



구분 지역등급 교통비(항공) 식비
숙박비

일비
실비상한액 할인정액

교수, 부교수

가

실비
(비즈니스석)
품의서 제출

110 실비 (상한: 250) 200 45

나 90 실비 (상한: 200) 160 45

다 70 실비 (상한: 160) 128 45

라 60 실비 (상한: 115) 92 45

조교수

가

실비
(이코노미석)

100 실비 (상한: 220) 176 40

나 80 실비 (상한: 160) 126 40

다 60 실비 (상한: 120) 96 40

라 50 실비 (상한: 95) 76 40

박사이상

가 90 실비 (상한: 150) 120 35

나 70 실비 (상한: 125) 100 35

다 50 실비 (상한: 90) 72 35

라 40 실비 (상한: 75) 60 35

그 외
연구원

가 80 실비 (상한: 150) 120 35

나 60 실비 (상한: 120) 96 35

다 45 실비 (상한: 80) 64 35

라 35 실비 (상한: 70) 56 35























사용기간 1-3월 4-6월 7-9월 10-12월

신고기간 4월 5일까지 7월 5일까지 10월 5일까지 1월 5일까지



유선 or 이메일로
행정서비스 신청

연구자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

보고 및 연구자
지원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