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 우수 학생 연구인력 지원 확대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2차]
연구지원과에서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연구력 증진을 위한 학부생·대학원생 대상
국내외학회 발표 및 참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운영기간 : 2021년 5월 ~ 2022년 1월 (9개월)
❍ 지원대상 : 본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수료생 지원 불가
-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자격 : 본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내·외 학술발표대회에서 논문, 포스터 발표로 참여하는 대학(원)생(구두·포스터 발표자, 공저자 지원 가능)
※ 국외 학술발표대회는 온라인 개최만 지원가능
- 국내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국내개최 국제·내 학술발표대회, 학술행사, 심포지엄 등에 참가하는 대학(원)생
- 초대전·초청연주·초청공연 등 국내 미술전, 디자인전 등(예·체능계)의 출품은 학술발표대회 발표와 동일하게 적용

❍ 지원내용

-

대학(원)생에 대한 국내(외) 학술행사 발표 및 참가를 위한 등록비 및 교통비(20만원 이내)
(※논문 게재료 등은 지원 대상 아님)

-

연구동향소개발표회(2022. 1. 개최예정) 발표자(구두·포스터 발표자만 참여 가능)에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지원 금액
a. 학회 등록비 및 교통비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일비, 식비 미지원, 온라인 학회는 등록비만 지급)

국내 학술행사 발표자
(구두·포스터·공연·전시 발표자)

대학원생

국외 학술행사(온라인) 발표자
(구두·포스터·공연·전시 발표자)

학부생

b. 국내외학술대회 연구동향소개 발표회 포상금 지급
발표방법

포상금액

구두발표

200천원 ~ 400천원

포스터발표

100천원 ~ 200천원

- 평가기준 ① 발표내용의 우수성
※ 신청서 평가 후 선발

② 연구내용의 파급효과
③ 연구동향소개의 우수성
※ a, b 중복지원 가능

국내 학술행사 공저자 및 참가자
※ 신청서 평가 후 선발

a. 학회 등록비 및 교통비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일비, 식비 미지원, 온라인 학회는 등록비만 지급)

「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 신청기간
구 분
2차
모집

세부사항

신청기간

• 공고일 ~ 6. 16.(수) 까지

선정일자

• 2021. 7월 초(개별안내 예정)

학회 참가기간

• 선정일 ~ 2021. 12월

※ 3차 모집 : 9월 중(예정)

❍ 신청방법 : 제출 서류의 파일명을 변경하여 이메일(kay0126@uos.ac.kr) 제출
※ 파일명 : 예시) 제출서류 명_학과·부_이름 (프로그램 신청서_경영학부_김시립)

신청 시 제출서류
• 「우수 학생 연구인력 지원확대」 프로그램 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도교수 추천서(지도교수가 포함된 학회발표
초록으로 대체 가능)

• 학술행사 활동 계획서
•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신청서
•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 재학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논문발표 수락서(발표자의 경우)

❍ 참가자 제출서류 (대상자에 추후 양식 안내)
구 분

활동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 학술행사 참가 증명서류(참가확인서 혹은 네임텍 등)
• 초록집 또는 팜플렛 사본

국내학술대회 직접참가자 제출서류

• 학술행사 발표자료(발표자만 해당)
• 학술행사 참관기(첨부 서식 활용, 사진 첨부 필수)
• 민간경상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민간경상보조금 지출증빙 첨부지
※ 지출증빙 : 사업자지출증빙현금영수증 또는 개인카드(신용,체크)영수증
• 학술행사 참가 증명서류(참가확인서 등)
• 초록집 또는 팜플렛 사본

국내외학술대회 온라인참가자 제출서류

• 학술행사 발표자료(발표자만 해당)
• 학술행사 참관기(첨부 서식 활용, 화면 캡쳐 등 증빙가능 자료 첨부 필수)
• 민간경상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민간경상보조금 지출증빙 첨부지
※ 지출증빙 : 사업자지출증빙현금영수증 또는 개인카드(신용,체크)영수증

국내외학술대회 연구동향소개발표회
발표자 추가제출 서류

• 국내외학술대회 연구동향소개발표회 발표자료(추후 안내 예정)

❍ 문의사항 : 연구지원과 이건아(☎ 02-6490-6394)

2021. 6.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