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교육센터 12월 교육 일정

<산학협력단 R&D교육센터, 2021. 11. 23.(화)>

교육명 교육일시 교육내용 강사 신청(취소)기간

2022년도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예산편성 

방법

(1차)
2021. 12. 7.(화)

10:00~12:00
(2시간) ◦ 간접비 개요

◦ 예산편성 방법 및 유의사항
◦ SRnD 예산편성 메뉴 사용법

구민정 사원
(산학협력단)

~ 12. 3.(금)

(2차)
2021. 12. 8.(수)

10:00~12:00
(2시간)

김민경 대리
(산학협력단)

~ 12. 6.(월)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분쟁

2021. 12. 14.(화)
14:00~17:00

(3시간)

◦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분쟁
◦ 특허권자 및 방어자의 대응 방안과 그 사례
◦ 손해약의 산정과 그 사례

신양일 변리사
(산학협력단)

~ 12. 10.(금)

SRnD시스템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2021. 12. 16.(목)
10:00~12:00

(2시간)

◦ 연말정산 기관담당자 주요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 안내

◦ SRnD 연말정산시스템 사용방법
  - 산학협력단 사업장 및 관리기관 

사업장별 사용방법 안내
◦ 주요 오류 입력사항 안내

오채은 세무사
(산학협력단)

~ 12. 14.(화)

연구행정 
신규진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2021. 12. 21.(화)
14:00~16:00

(2시간)

<1교시>
◦ 연구 관련 제 규정 안내
◦ 연구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비 예산편성 및 비목별 집행방법
◦ 연구비 사용 시 유의사항 및 정산방법

김경옥 팀장
(산학협력단)

~12. 17.(금)

2021. 12. 22.(수)
14:00~16:00

(2시간)

<2교시>
◦ SRnD시스템 사용 안내
 - 시스템 기본, 권한신청, 권한위임
 - 연구과제 신청, 연구원 등록, 협약 변경
 - 세목별 연구비 청구·지출

박영미 팀장
(산학협력단)

※ 교육방법: 실시간 온라인 교육 (ZOOM 활용)



q 2022년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예산편성 방법 (온라인)

 ❍ 교육구분: 필수교육

 ❍ 교육대상: 산학협력단 직원, 관리기관 직원

 ❍ 교육내용

 

교육일시 교육내용 강사

2021. 12. 7.(화)
10:00~12:00 (2시간) ⦁ 간접비 개요

⦁ 예산편성 방법 및 유의사항

⦁ SRnD 예산편성 메뉴 사용법

구민정 사원

(산학협력단)

2021. 12. 8.(수)
10:00~12:00 (2시간)

김민경 대리

(산학협력단)

q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분쟁 (온라인)

 ❍ 교육구분: 필수교육

 ❍ 교육대상: 연구자, 산학협력단 직원, 관리기관 직원

 ❍ 교육내용

 

교육일시 교육내용 강사

2021. 12. 14.(화)
14:00~17:00(3시간)

⦁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분쟁

⦁ 특허권자 및 방어자의 대응 방안과 그 사례

⦁ 손해액의 산정과 그 사례

신양일 변리사

(산학협력단)

q SRnD시스템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온라인)

 ❍ 교육구분: 필수교육

 ❍ 교육대상: 연구자, 산학협력단 직원, 관리기관 직원

 ❍ 교육내용

 

교육일시 교육내용 강사

2021. 12. 16.(목)
10:00~12:00(2시간)

⦁ 연말정산 기관담당자 주요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 안내

⦁ SRnD 연말정산 시스템 사용방법

 - 산학협력단 사업장 및 관리기관 사업장별 사용방법 안내

⦁ 주요 오류 입력사항 안내

오채은 세무사

(산학협력단)



q 연구행정 신규진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온라인)

 ❍ 교육구분: 필수교육

 ❍ 교육대상: 연구자, 산학협력단 직원, 관리기관 직원(경력 1년 미만)

 ❍ 교육내용

교육일시 교육내용 강사

2021. 12. 21.(화)
14:00~16:00(2시간)

 <1교시>
⦁ 연구 관련 제 규정 안내
⦁ 연구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비 예산편성 및 비목별 집행방법
⦁ 연구비 사용 시 유의사항 및 정산방법

김경옥 팀장
(산학협력단)

2021. 12. 22.(수)
14:00~16:00(2시간)

 <2교시>
⦁ SRnD시스템 사용 안내
 - 시스템 기본, 권한신청, 권한위임
 - 연구과제 신청, 연구원 등록, 협약 변경
 - 세목별 연구비 청구·지출

박영미 팀장
(산학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