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학 R&D 교육

대학 신진 연구책임자 국가R&D 수행의 첫걸음!
제1차 신진 연구책임자 R&D 기본 과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R&D인력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출연(연) 다음으로 국가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핵심 주체이나 이를 수행하는
R&D인력, 특히 국가R&D를 처음 수행하는 대학 내 연구책임자(교수)에 대한 체계적인
R&D교육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KIRD에서 신진 연구책임자의 R&D성과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여 국가
R&D를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처음으로
R&D에 참여하시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R&D기획 및 연구계획서 작성에 초점을 맞추어
과정을 구성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연구책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과학기술정책동향 및 국가 R&D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연구주제를 도
출할 수 있다.
정부부처별 R&D과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가 R&D 참여 시 필요한 연구윤리 마인드 및 연구비 관리 포인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구원(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교육기간

2016. 02. 25(목) (1일, 5시간)

교육장소

(서울) 강남 토즈타워점 5층

교육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예정) 중인 전국 대학
신진 교수 (임용 3년 이하)

교육인원

40명

교육비

전액 무료(국비 지원)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미래인재연수팀 임재원 부연구위원 (043-251-7093 /jwlim@kird.re.kr)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미래인재연수팀 유용연 연구원 (043-251-7086/yyyoo@kird.re.kr)

일

시 : 2016. 2. 25(목) 12:30 ~ 18:00

교육장 : (서울) 강남 토즈타워점 5층
시간
12:30∼13:00

교육내용
30분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국가 R&D사업의 이해】

2/25
(목)

• 국가과학기술정책 이해
• 정부R&D 투자 현황 및 방향 소개
• 주요 R&D부처별 사업체계 및 연구관리 체계 이해

13:00~14:00

60분

14:00~16:00

【R&D기획 및 연구계획서 작성 노하우】
120분 • 과제 선정을 위한 R&D기획, 연구계획서 작성 노하우
• 선정평가 이해 및 발표 핵심 포인트/노하우 등

16:00∼17:30

90분

【연구책임자 필수 마인드】
• 올바른 연구비 집행 및 관리 핵심 포인트
• 연구책임자에게 필요한 연구윤리 의식 등

17:30∼18:00

30분

【설문조사】

＊ 교육 내용과 강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16. 1. 26(화) ~ 2016. 2. 22(월)
2. 신청방법 : www.kird.re.kr 접속 → 회원 가입 → 로그인 → 해당 과정 신청
3. 비

고 : 수강신청 결과는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문 의 처 : 043-251-7086 / yyyoo@kird.re.kr

• (06240)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4-4 (역삼동 827-3)
• 전화 : 02-3454-0116

토즈타워점

강남역 1번 출구 이용 시
1.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캠브리지건물> 끼고 우회전
2. 100m 직진 후 <아이스크림 안경>(첫번째 사거리) 끼고 좌회전
3. <쭈꾸미불낙> 끼고 우회전 (이당족발 옆)
강남역 2번 출구 이용 시
1. 2번 출구로 나오셔서 100m 직진
2. <크리스피 도넛> 끼고 좌회전
3. 미니스톱 편의점 사거리 지나서 <쭈꾸미불낙> 끼고 우회전(약 200m)
지하철 이용 시
- 강남역 1, 2번 출구
버스 이용 시
- 지선버스 : 3412, 4412, 8541, 3422
- 간선버스 : 421, 643, 140, 144, 145, 402, 420, 440, 462, 360
- 광역버스 : 8001, 8251, 8201, 1151, 8131, 8311, 8241, 8111, 8101, 8121, 5500-3, 3100,
1100, 3030, 1005-1, 6800, 9600, 9700, 1560, 1550, 9503, 9711, 9404, 9500, 9501,
9711, 9408, 9409, 9510, 9802
- 마을BUS : 서초03, 서초09, 서초10, 서초11
주차장 위치
- 건물 내 별도 주차 공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