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내선번호 담당자 내선번호

전임교원(정년트랙) 교내 연구비 지원 이재호 4027 이재호 4027

전임교원 국내ㆍ외 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 이재호 4027 이재호 4027

전임교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이재호 4027 이재호 4027

전임교원 영어논문 교정 지원 이재호 4027 이재호 4027

부설연구소 설립, 소장 임면 및 연구위원 위·해촉 이재호 4027 - -

부설연구소 간접비 지원금 집행 이재호 4027 이재호 4027

부설연구소 국내ㆍ국제 학술회의 개최 경비 지원 이재호 4027 이재호 4027

연구책임자(ㄱ~ㅁ) 학생인건비 지급 고아라 5391 고아라 5391

연구책임자(ㅂ~ㅇ) 학생인건비 지급 나정원 5691 나정원 5691

연구책임자(ㅈ~ㅎ) 학생인건비 지급 윤예지 5689 윤예지 5689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ERC 이민혜 5690 김아리 5385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CRC 이민혜 5690 윤예지 5689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이민혜 5690 윤예지 5689

이공분야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이민혜 5690 김아리 5385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기본연구지원사업) 임세화 4028 윤예지 5689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기본연구지원사업 제외) 임세화 4028 고아라 5391

원천기술개발사업 임세화 4028 나정원 569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임세화 4028 나정원 5691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임세화 4028 나정원 5691

BK21플러스사업 이민혜 5690 조광일 5693

국제협력사업 정원정 5692 고아라 5391

학술·인문사회사업 정원정 5692 이재호 4027

인문한국(HK)지원사업 정원정 5692 이재호 4027

LINC+ 박선아 5392 이종미 5698

교육·인력양성사업 정원정 5692 이재호 4027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신산업창조프로젝트사업 이민혜 5690 윤예지 56958

교육부 기타 교육부 [산하기관 포함] 정원정 5692 고아라 539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산하기관 포함] 정원정 5692 김아리 5385

외교부 외교부 [산하기관 포함] 정원정 5692 김아리 538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산하기관 포함] 정원정 5692 윤혜지 5687

산림청 산림청 [산하기관 포함] 정원정 5692 윤혜지 5687

기타 국고 기타 국고
※ 임세화 4028 박수진 5683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임세화 4028 김아리 5385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박효훈 5389 김미호 539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박효훈 5389 이혜은 569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박효훈 5389 김미호 5390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포함] 박효훈 5389 김아리 5385

미래부 ICT R&D - NIPA, IITP 이종미 5698 김미호 5390

기타 미래부(舊 지경부) 박효훈 5389 김아리 5385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효훈 5389 이혜은 569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효훈 5389 김미호 5390

미래창조과학부 (구 교과부) 기타 미래부(舊 교과부) [산하기관 포함] 정원정 5692 고아라 539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포함] 이종미 5698 나정원 569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포함] 이종미 5698 윤혜지 5687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조광일 5693 박수진 5683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오승환 5387 박수진 5683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조광일 5693 박수진 5683

기타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포함] 조광일 5693 박수진 568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포함] 박효훈 5389 윤혜지 56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포함] 박효훈 5389 윤혜지 5687

환경부 환경부 [산하기관 포함] 박효훈 5389 윤창연 5694

기상청 기상청 [산하기관 포함] 박효훈 5389 윤창연 5694

특허청 특허청 [산하기관 포함] 박효훈 5389 김아리 538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포함] 박효훈 5389 김아리 5385

일반산업체 기업 R&D 및 비R&D 박선아 5392 윤창연 5694

외부 연구비

교내 지원 구분

/

외부사업 주무부처(전문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

한국연구재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ICT 및 구 지경부)

중소기업청

※ 기타 국고 :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및 그 산하기관

전임교원 지원금

부설연구소 운영 지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 업무별 담당자 및 교내 전화번호
2017.10.01. 기준

연구협약

(계약체결)

연구관리

(연구비집행관리)
구분

(교내/외부)

업무 내용

(사업 분야)



예결산ㆍ제예금명세서 및 일반관리비ㆍ간접비원가계산

ㆍ세무신고ㆍ학교기업ㆍ직원교육
신수경 5307

일계ㆍ자금일보ㆍ연구비수입처리ㆍ세무신고 이선경 5303

회계제반업무관리ㆍ세무신고 김진희 5308

자금운용ㆍ계좌관리ㆍ세금계산서 발행 이규아 5305

인사ㆍ급여ㆍ4대보험ㆍ세무신고ㆍ문서접수 노수연 5306

인사ㆍ급여ㆍ4대보험ㆍ퇴직연금 이선경 5308

물품검수 및 등재ㆍ공동활용연구장비 운영수익관리 변주용 5309

산하기관/센터 수익 및 지출 관리 박주언 5413

안전관리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산학협력관) 박주언 5413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ㆍ열람청구ㆍ정보시스템보안 변주용 5309

산학협력기획ㆍ기술이전사업화ㆍ창업지원 서준경 5304

발명상담ㆍ기술이전사업화ㆍ대학 지식재산(IP) 역량강

화 지원사업
김재태 5696

BT/NT/ET분야 발명상담ㆍ특허설계 지원 및 기술이전ㆍ

지식재산권 관리ㆍ전담특허사무소 관리ㆍ해외권리화 지

원ㆍ발명인터뷰 및 공공 IP 활용 지원 및 연계사업

이영오 5699

IT분야 발명상담, 특허설계 지원 및 기술이전ㆍ대학기술

지주회사 및 자회사 관리ㆍ학교기업 지원ㆍ보유특허 진

단 지원사업

이관백 5416

IT분야 발명상담, 특허설계 지원 및 기술이전ㆍ결산 및

통계ㆍ대학 기술경영 촉진 사업(TMC)ㆍ제품단위 포트폴

리오 구축 지원사업ㆍ연구성과 확산 및 대외협력(MOU)

ㆍ문서접수

한이슬 5700

창의적자산실용화지원사업ㆍ지식재산권 연차 관리 이예슬 5414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신민아 5415

   R&D 정책동향 정보 수집 및 분석

   신규사업공고

   대형국책사업지원

규정ㆍ통계

연구진흥 간접비 연구책임자 지원제도 우성웅 5388

대외 평가 연구비관리체계평가 신원선 5692

감사 외부연구비 일상감사/자체회계감사/정기감사/비정기감사 오다정 5695

감사 외부연구비 일상감사/자체회계감사/정기감사/비정기감사 윤아름 5854

연구과제 기획지원 일반연구과제 기획지원(디자인, 편집) 김시내 5686

일반연구과제 기획
우성웅

신원선

5388

5692

연구기획팀 업무별 담당자 및 교내 전화번호
2017.10.01. 기준

TLO

업무 분장 업무 내용 담당자 내선번호

회계

인사

산학협력팀 업무별 담당자 및 교내 전화번호
2017.10.01. 기준

업무 분장 업무 내용 담당자 내선번호

관재

산학지원팀 업무별 담당자 및 교내 전화번호
2017.10.01. 기준

업무 분장 업무 내용 담당자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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