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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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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novation is a new thing or a new method
of doing something i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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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Improvement) vs 혁신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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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y is the creation of a unique and valuable position,
Involving a different set of activ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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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 And then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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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rus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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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의 4가지 준거
✔ ���������������

•����������������������������������������������
•������������������� 도움
•

✔ �����������

•����������������������������������������������������������
•�������������������-������
✔ ���������������������������

•�����������������
•�����������������������������������������
•�������
✔ ���������������������������

•�����������������������������������������������������������������������������������������
9

10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착륙을 위한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핵심역량과 성과관계

✔ 경쟁결과

✔ 성과

No

No

No

No

경쟁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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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

경쟁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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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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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전략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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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대학혁신전략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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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Model

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 (by Lewis Car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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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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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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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은 Data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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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novation: From Closed To Open

ŵÐſÜã¥ĪkŽ]ùĢā®s|¼
ŒĭİƈõğĢªíĨ

• More is different
• We are smarter than me
18

✔ .;>793:

Openness

가능

TRUST

Transparency

촉진

✔67>4.-0.$1*9260

강화

Diversity
Of Idea
✔66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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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C(전략 캔버스)를 생각하자

Eliminate

ĶSƂÿƀVĞÀĆĤK

Raise

Ģ]ƎƂÿƀVĞÀĆĤK

Reduce

ĿĉÿƀVĞÀĆĤK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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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대학혁신전략의 평가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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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the right things in the right way!!

대학혁신전략과 성과관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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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성과평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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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성과평가결과)의 목적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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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Hierarchy /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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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시스템
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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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전략

성과관리
핵심성과지표
(KPI)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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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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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의 종류

효율성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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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건설 (산출물) → 다리 이용 차량수, 사람수, 화물량, etc
29

✔ �����(fin������c��e)����������
다리건설 (산출물) → 지역경제 활성화, 후생수준 향상,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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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성과지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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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가 고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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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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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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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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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Must Create Value

Which is,
▶︎ �a�������atin���
▶︎ Innovation��

f

f

▶︎ ���ativit���

(Innovation)

(���ativit����oo���ation���onv����n�����)

f

(���)

“ You hav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of Creativity”
34

대학혁신전략과 성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EĕÃŊÃŽuĢ ĿüýńF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 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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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성
– (사례1) 사업계획, 집행, 성과관리 등 총괄부서에서 직접 전 단계 관리·운영(사전)
– (사례2) 추진부서에 자율성을 주되 총괄부서에서의 엄격한 모니터링(사후)

▪ 위원회 구성현황
– (공통 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 (대학별 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총괄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처장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장이 중복되지 않음

▪ 인력구성
– (기존인력) 중장기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한 직원을 총괄부서 배치
– (신규인력) 교육학 분야 박사급 연구원 채용으로 사업운영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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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에서 모든 세부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함
▪ 총장 직속 컨트롤타워(OO학습혁신원) 산하에 사업 실행부서, 행정 지원부서

(학습혁신지원팀) 등 혁신사업과 연관된 부서로 구성하여 사업추진력 제고 및
부서간 연계 ·협력 · 소통 강화
총장
운영위원회(위원장: 교학부총장)
OO학습혁신원(원장: 교학부총장)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

학습혁신지원팀(사업운영 및 사업비 집행 총괄관리)

- 단장 겸 센터장 : 교육공학 전문가

- 팀장(교육학 박사) : 기획 단계부터 참여

사업 실행부서(사업 운영 실무)
-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지원센터 등

성과관리위원회(성과 환류체계 구축 및 운영)
- 위원장 : 교육공학 전문가

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
- 세부프로그램의 성과관리

▪ 총괄부서(기획조정처 전략기획.홍보팀)에서 사업을 직접 관리함
※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홍보팀은 대학종합발전계획, 대학 운영전략, KPI 관리등을 담당 부서임

▪ 기획조정처 산하에 대학혁신과공유센터를 신설

28

사업 운영관리 사례

▪ 총괄부서에서 사업관리를 위한 비용(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세부프로그램 추진 부서에 배정
▪ 총괄부서는 총괄 역할을 하고, 각 추진부서에서 세부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
※ 주기적 감사 및 사업추진 성과현황 모니터링 등 엄격한 사후관리 기능 마련 · 운영
※ 총괄부서와 추진부서 전담직원 1:1 배정을 통해 담당자별 프로그램 전문성강화 및 전담관리

성명
OOO

OOO

직위
교학부총장 겸
OO혁신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단장

OOO

팀장

OOO

차장

OOO

과장

OOO

주임

OOO

주임

OOO

기능주임

주요 담당업무
OO혁신원 업무 총괄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 총괄
학습혁신지원팀 업무총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 사업관리·운영 지원 / 세부 실행 과제 추진/ 계약,입찰 업무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 연구과제 및 교과목 개발 적정성 검토 / 사업 운영위원회 등 각종
심의 및 운영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부) / 대학혁신지원사업 세부 실행 과제 추진 / 대학혁신지원사업
인력 운영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원
예산 및 회계 실무 총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대학혁신지원사업 매뉴얼 지침 계획,
수립 /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 회계점검
클래스룸,교육 인프라 설계 및 시설 구축 /학습데이터누적 시스템구축 / e-Advisor 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학습혁신위원회행정 지원/ 인공지능실무위원회 TFT 행정 지원 / 사업수행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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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자체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 운영
▪ 사업비 집행 관련 표준화된 양식 교내 배포

▪ 대학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으로 사업비 · 성과 등 관리
※ 사업비 비목별, 세부 프로그램별 등 예산 분류 가능(코드번호 부여)
▪ 외부 회계감사 등 다양한 경로의 자체 회계감사로 사업비 집행 적정성

주기적 점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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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사업추진부서의 집행을 전부 확인하는
중앙관리 방식

▪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비 집행 시 총괄부서에 협조결재를 포함한 내부품의
결재를 완료한 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자동 결재선 지정 시스템 구축 예정)
▪ 사업비 집행 제출자료를 총괄부서에서 검증 후 시스템 입력하게 하여 오류

발생 최소화

▪ 각 추진부서에 예산배분을 하고(자율성 부여), 대학 내 엄격한 자체(외부)
감사를 통해 통제함(반기/분기/월 등)
▪ 총괄부서는 사업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점검을 통한 사업 중간점검
실시(사업추진계획 파악 후 미집행 사업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주1회 모니터링, 격월 단위로 각 부서의 회계자료 수합 및 검토, 집행비율 집중 점검

추진부서

재무팀
➡

사업비 집행 결의
부서장 또는 처장 전결

집행사항 검토 및 지불처리

오집행 사항 발견 시, 조치 사항 안내

총괄부서
1:1 전담 관리, 주1회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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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에 대한 중앙 총괄 관리 : 실행과제(AP)의 성과지표별 가중치 및 연차별 달성 기준을
고려하여 기간별 투자규모를 산출하고 예산집행률, 성과달성률, 사업추진율을 중앙에서 총괄 관리

▪

집행실시간 예산집행 모니터링시스템 :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분석환류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예산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비 관리 기능을 탑재하여 중앙에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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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 · 환류체계
- 교내 통합정보시스템 내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또는 별도의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 성과관리센터 신설 및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연구원) 배치
- 세부 프로그램 및 성과지표 별로 관리 담당 부서를 지정
- 부서별 중간컨설팅(자체)을 통한 현황 파악 후 향후 추진계획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등

▪ 성과지표 설정 · 관리
- 자율성과지표 설정 시 대학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설정 · 관리

- 대학 특성과 인재상에 부합하고 해당 대학만의 학생 역량진단 도구 개발

성과지표(핵심, 자율) 관리체계 및 방법
OO대 중장기 발전계획
2030 성과지표

학문단위

행정부서

교무학사 관련 지표

수행 업무 관련 지표

기획처 평가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지표 공유)

기획처 기획팀

OO학습혁신원 학습혁신지원팀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
세부사업단(부서)

월별 점검
세부사업단(부서)
→ OO학습혁신원
학습혁신지원팀
→ 기획처 기획팀

학기별 보고

실적 결산

성과평가

세부사업단(부서)

OO학습혁신원
학습혁신지원팀

기획처 기획팀

→ OO학습혁신원
학습혁신지원팀
(성과관리위원회)
→ 기획처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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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종합정보시스템과 학생역량개발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 학생역량개발시스템은 학생 개인별 프로그램 참여, 핵심역량 진단 및 관리가 가능하여
대학의 성과관리 체계 및 학생의 개인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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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위원회(격 월1회)
- 처장급(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위원장 + 내부위원 + 외부위원 구성
※ 벤치마킹 대학의 경우 부총장급의 위원장으로 구성, 총장이 위원장인 대학도 있음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심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 자체평가위원회(분기/반기, 필요 시)
- 처장급 위원장 + 내부위원 + 외부전문가 + 직원 으로 구성
※ 훈령 제정(10월 중)시 학생도 위원에 포함 예정

-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 주요지표의 달성현황 평가 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각 부서 전달

▪ 성과관리위원회(년/반기)
- 처장급 위원장 + 내부위원 + 외부전문가 + 직원 으로 구성
-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수립 및 성과관리
- 사업 수행 관리 및 결과에 대한 자체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세부 사업계획 대비 실적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총괄조정위원회(각 재정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 처장급 위원장 + 각 정부재정지원 사업단장
- 학내 정부재정지원사업들 간의 중복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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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위원회(반기/분기/월)
- 과장급 위원장 + 관련부서 팀장(급) + 직원 등 으로 구성
- 사업 수행 내용에 대한 공유 및 관리
- 실무자들과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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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개최
- 실무담당자와 관련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목적과 방향,
세부사업 추진 시의 유의점, 사업비 집행의 유의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 사업 규정자료집 제작 배부
- 사업 규정,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등을 수록한 책자 제작, 각 부서 실무

담당자에게 배부
▪ 주기적 실무자 회의를 통한 성과관리
- 학기별 운영 계획 및 성과 공유
- 학기별 성과지표 달성도 확인
- 개선사항 및 성과지표 향상방안 논의

▪ 학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업 세부프로그램 신청
▪ 대학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개설 · 운영(세부프로그램 홍보 등)
▪ 카카오톡(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시간 답변 시스템 구축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개설
▪ 사업 홍보 서포터즈(학생) 운영
▪ 사업 안내 브로셔 제작
▪ 교내 행사 시 부스 운영을 통한 홍보(사업 관련 퀴즈 참여 후 기념품 제공)
▪ 현수막 게시(순환버스 하차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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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현황
- (조직체계) 대부분 사업 추진체계(총괄부서, 실행부서)는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
- (소통부재) 총괄부서와 실행부서(학과 및 학내 기관 등)와의 마찰이 많음
- (인력현황) 직원을 겸직 발령으로 배치함. 사업업무 외에 부서업무도 동시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됨
▪ 개선방안
- (소통채널 공식화) 총괄부서와 실행부서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워크숍 개최

- (인력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만 수행하도록 업무분장, 신규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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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번호) 교육부 훈령 제306호
▪ (소관부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시행일자) 2019년 10월 18일
▪ (훈령구성) 40개 조항
▪ (훈령목적)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훈령 제1조]

▪ (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훈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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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각종 위원회 〮
컨설팅단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대학의 선정

사업공고, 사업신청, 선정평가 및 대학 선정

변경 〮
해지에 관한 내용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협약의 체결 〮

제5장 사업 수행에 대한 수시점검, 자체평가, 연차 〮
종합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이의제기, 자료요청 등
점검 및 평가

제6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사업비목, 계정관리, 집행 및 정산, 이월 허용범위,
수혜제한 등

제7장 보칙

보고의무, 정보의 공개, 유효기간 등

▪ ①대학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실시를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와

분리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 ②대학의 장은 자체평가의 투명성 〮
민주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2.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및 재학생
▪ ③대학의 장은 제22조, 제23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대학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
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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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이자 사용

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잔액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②대학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시작품, 교재

개발저작권,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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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제정
▪ (2019.4.)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1차 개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비목별로 대학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

▪ (2019.6.)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관련 의견수렴
- 권역별 회장교에서 대학의견 수렴 등

▪ (2019.7.)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관련 간담회 개최
- 협의회 실무팀장, 교육부 및 재단 관계자 참석

▪ (2019.10.)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2차 개정

▪ (사업계획 변경[내용 변경] 신설) 성과달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대학 자율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 신설
▪ (사업비 수혜대상 확대)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는 불가하나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
▪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내용 간소화) 개발비와 운영비로
분리하고 내용 간소화
▪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의 비목 이동) 기타사업운영경비에서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이동하여 일원화

▪ (비전임교원 공개임용제도 운영비용 집행 가능) 사업 관련 신규 채용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의 공개임용제도 운영 시 소요비용을 기타사업
운영경비에서 집행가능 하도록 문구 추가

▪ (기타)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과 중복부분 삭제, 단어 일원화, 단순 오타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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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예산 변경[비목 내 변경, 비목 간 변경]만 가능
▪ (개정)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예산변경]과 사업 계획 변경[내용변경]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변경 절차를 명시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예산변경)

사업계획 변경(내용변경)

○ 대학 자체 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 필요에 따른
따라 변경
사업 계획(내용)의 변경은 사업운영위원회
- 주요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대학 자체
(대학 자체 심의 〮
의결기구)의 심의 후 변경
심의 〮
의결기구) 사전 심의 후 변경
* 연차별 컨설팅, 평가 등에서 자문 〮
권고한
-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계획서
등에 의거하여 변경한 사항은 변경 후 사업
- 단, 자율성과지표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운영위원회(대학 자체심의〮
의결기구)에보고
계획 변경은 불가
○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
- 역량강화형의 경우, 정원감축 이행계획
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
관련 내용 변경 불가
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변경사항은 성과(연차,
※ 단,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용’
종합)보고서 제출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으로 편성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부
※ 사업 연차평가 시 적정성 검토 예정
장관과 협의(소관부서: 국립대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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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는 사업책임자 등 개인 명의로는 계좌 개설, 별도 관리될 수 없음
- 교육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내부구성원에게 정책과제

형태로 사업비를 선 교부하고 후 정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중앙
관리 원칙에 위배됨(사업비 계정에 법인카드를 연결하여 카드로 사용)
▪ 사업비는 중앙관리가 원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비, 멘토링
경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활동지원금을 학생에게 선 지급하고 결과보고 시
정산서를 제출 받을 수 있음
- 단, 지원기준 및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산서에는 지출 증빙
서류 구비 필요
- 학생이 아닌 담당교수 등에게는 선 지급 불가

▪ 국고 지원금(발생이자 포함)은 매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대학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이월가능. 원칙적으로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
예) ’19년 장학금 → ’20년 장학금

-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차년도 사업계획, 예산계획 마련 시 포함하여 편성)
※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연차평가 시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연도별 사업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이자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

하여야 함. 단,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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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가능
-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개발 〮
추진되는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
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 가능
- 사업 목적에 부합할 때, 사업 추진을 위한 특강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료,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원고료, 프로그램 관련
학생 공모전 심사비, 현장실습 지도비 등 지급 가능
※ 단, 국립대학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으로 편성필요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는
불가하나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

▪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료,

신규 개설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연구비) 등 지급
가능. 단, 그 중 연구비 지원 시는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Q : 연구비 지원 시 꼭 공모로 추진하여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대학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지정에 따른 기준, 공모 시
단독응모와 복수응모에 대한 기준 등을 수립하여 선정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도 지급 가능
▪ 학생들의 교육 〮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교수법 관련 세미나 등도 지원 가능(단, 자체기준[지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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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자재 구입 시, 어떤 비목으로 사야 하나요?
A : 대학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의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책상 등 기자재가 포함된 전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면
‘교육 〮
연구 환경 개선비’ 비목으로 사용하고, 기자재 구매를 별도 계약절차를
거쳐 구매하면, ‘실험 〮
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비목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 기타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등)
-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능(단, 기존 자체기준이 있음에도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완화 규정을 재 정립 〮
적용하는 것은 불가)
- 대학의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유 〮
무형적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단,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에서 사용하는 문제집 등은 교육 〮
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중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지원비 내에서 일종의 재료비로 구매 후 정산
(정산서는 구비하되, 도서의 중앙관리는 제외)

비목

부적정 집행 사례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성 경비 지급

인건비

- 보고서 작성 수당, 활동비 및 보직 수당, 업무추진비, 각종 회의 수당 등
○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인건비 지급
- 본 사업으로 신규채용 하였으나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 등

○ 휴학생, 교환학생, 미등록학생, 졸업생 등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장학금

○ 재학생 업무보조 장학금 지급 시, 학생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근로시간을
계상하여 장학금 지급
○ 단순 포상형 성격의 장학금(예: 프로그램 참여 시장학금 지급, 고시 합격 시장학금 지급 등)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참여교수 개인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참석 비용, 사업목적과 무관한 외유성
해외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 프로그램 관련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증빙자료 부재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및 동일 〮
부실 교안에 대한 원고료 지급 등

교육 〮
연구
○ 대학 건물 신규 건축, 사업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럭 교체 비용
환경개선비(시설비)

○ 기자재 관리대장 부실운영 및 특정인에 장기대여
실험 〮
실습
기자재구입운영비 ○ 교원의 개인연구활동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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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사상심리연구소

전금주

UNIVERSITY

INNO
VA
TION

http://uis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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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사상체질 기본 이해

52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사상체질 기본 이해

소통을 위한 체질별 변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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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위한 체질별 활용 전략 (일 할때)
특
강

소통을 위한 체질별 활용 전략 (인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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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소통을 위한 체질별 대화 관리

직접적 대화

닫힌 대화

(빠른 대화)

(학자적 대화)

열린 대화

간접적 대화

(긍정적 대화)

(느린 대화)

소통을 위한 체질별 언어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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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위한 체질별 마음의 긍정적 욕구
특
강

예(禮)인

의(義)인

예의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지(智)인

인(仁)인

지혜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

소통을 위한 체질별 마음의 부정적 욕구

비(鄙)인
무례한 사람

나(懦)인
나약한 사람

박(薄)인
경박한 사람

탐(貪)인
욕심 많은 사람

56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소통을 위한 체질별 나의 태도 전략

1소양

2태양

3소음

4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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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2태양

3소음

4태음

1소양

3소음

4태음

1소양

2태양

58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4태음

1소양

2태양

3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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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강

대인관계 긴장

일하기 싫음
직무상 긴장
실수가 잦음
업무만족도 저하
부정적 사고
불평, 걱정
불안, 짜증

대인 기피
친한 사람만 교류
혼자만 있음

심리적 긴장
신체적 긴장

질병,
체력
만성
수면

60

건강
부족
피로
부족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스스로
사건에 대한
해석 바꾸기

사
상
심
리
연
구
소

인지 전략

음식 치료

파트너를 정해
서로 지지해 준다.

체질에 맞는
음식 섭취

지지적 정신 치료

이완 및 명상 훈련
운동 등
행동 전략

체질별 질병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대체적으로 신장
과 방광이 약하
여 신장질환, 방
광질환, 전립선
질환, 생식기질
환, 요도염,요통
등을 조심해야
한다.(강한 위장
기능과 위열로
인하여 위염, 위
암도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간기
능이 약하여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경우 급성 간장질
환을 조심해야 하
며 소화불량, 식
도경련, 허리디스
크, 해역증 등을
조심해야 한
다.(때로는 폐열
로 인하여 폐,기
관지계통에 질환
이 오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위장
기능과 심장기능
이 약하여 소화불
량, 위하수, 위산
과다, 복통, 위장
병, 신경성 질환,
불면증 등이 생기
며 냉병을 조심해
야 한다.(때로는
신장열이 많은 관
계로 신장질환이
간혹 생길 수 있
다.)

대체적으로 폐장,
대장,심장이 허하
여 심장병, 고혈압,
중풍, 감기, 기침,
폐렴, 기관지염,
천식, 대장염, 변
비,습진, 우울증
등(때로는 간이 좋
아서 술을 많이 마
시는 사람은 때로
는 지방간, 간염,
간암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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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별 운동 방법

특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명상과 요가와 같
은 집중력과 인내
심을 기르는 운동
이 좋다.-하체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너무 무리
한 운동은 금해야
한다.(열을 너무
내면 안된다).-자
전거타기,등산,
축구,계단오르기
…

하체가 부실한 편
으로 수영이 최고
로 좋다.-허리부
분을 강하게 하는
운동도 효과적이
다.그리고, 너무
급격한 운동은 삼
가는 것이 좋다.자전거타기, 등산,
축구, 윗몸일으키
기…

체조나 산책, 조
깅과 같은 가벼
운 운동이 좋
다.-특히, 땀을
많이 흘리면 어
지럽고 힘이 빠
지므로 조심, 상
체와 심장을 발
달시키는 운동
이 필요하다.-줄
넘기,조깅, 체조,
팔굽혀펴기, 수
영…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운동이 효과
적이다 .-땀을 흘
려야 간열도 내리
고 체지방도 줄일
수 있으므로 약간
격한 운동을 통해
서 땀을 많이 배출
하는 것이 중요하
다.-농구,축구, 장
거리 등산..

강

체질별 장부 맛사지 방법

소양인

태양인

하복부의 방
광이 있는 부
분과 배뒤쪽
신장이 있는
부분을 맛사
지 하는 것이
좋다.

상복부 오른
쪽 부분의
간이 있는
자리를 가볍
게 맛사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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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인

상복부 왼
쪽 부분의
위가 있는
자리를 많
이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
다.

태음인

폐(가슴)부분
을 자주 두드
려 주고 대장
부분도 자극
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체질별 운동 방법

소양인
명상과 요가와 같
은 집중력과 인내
심을 기르는 운동
이 좋다.-하체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너무 무리
한 운동은 금해야
한다.(열을 너무
내면 안된다).-자
전거타기,등산,
축구,계단오르기
…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하체가 부실한 편
으로 수영이 최고
로 좋다.-허리부
분을 강하게 하는
운동도 효과적이
다.그리고, 너무
급격한 운동은 삼
가는 것이 좋다.자전거타기, 등산,
축구, 윗몸일으키
기…

체조나 산책, 조
깅과 같은 가벼
운 운동이 좋
다.-특히, 땀을
많이 흘리면 어
지럽고 힘이 빠
지므로 조심, 상
체와 심장을 발
달시키는 운동
이 필요하다.-줄
넘기,조깅, 체조,
팔굽혀펴기, 수
영…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운동이 효과
적이다 .-땀을 흘
려야 간열도 내리
고 체지방도 줄일
수 있으므로 약간
격한 운동을 통해
서 땀을 많이 배출
하는 것이 중요하
다.-농구,축구, 장
거리 등산..

체질별 음식 관계

유익
한
식품

해로
운
식품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돼지고기, 오리
고기, 굴, 호박,새
우, 복어, 수박,
참외, 딸기,바나
나, 검은팥, 배추,
녹두, 오이, 가지,
게등

새우, 조개,포도,
메밀,붕어, 앵두,
배추, 감, 냉면, 시
금치, 모과, 게, 송
화가루, 순채나물,
등

닭고기, 명태, 엿,
미꾸라지, 조기, 대
추, 사과, 귤, 복숭
아, 고추, 겨자, 대
구, 레몬, 마늘, 멸
치, 부추, 생강,파,
감자, 토마토 등

쇠고기, 미역, 호두,
은행, 토란, 도라지,
콩, 밀, 율무, 고사리,
땅콩, 더덕, 두부, 마,
무우, 밤, 잣, 옥수수,
수수, 연근 등

닭고기, 개고기,
엿, 꿀, 인삼, 겨
자, 사과, 조기,
찹쌀 등

마늘, 술, 은행, 우
유, 버터, 밤, 커
피, 콩, 호도,설탕,
무,고추, 돼지고
기, 소고기, (모든
육류가 대체로 해
롭다.)

메밀, 배추, 배, 수
박, 참외, 오이, 고
돼지고기, 게, 조
구마, 밤, , 팥, 우유, 개류, 생굴, 우렁
돼지고기, 게, 오징
이등
어, 딸기, 맥주, 밀
가루, 바나나, 보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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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별 유익한 탕과 물

소양인

특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강

탕

물

돼지국밥,
뼈다귀탕,
오리탕,
자라탕.

해물탕,
붕어탕,
……..

조금 차가운 시원한 물
물(진한 보
(보리차)
리차)

삼계탕,
추어탕,
메기탕,
장어탕.

사골곰탕,
도가니탕,
추어탕,
장어탕.

따뜻한 물
(숭늉)

약간 미지근
한물

체질별 유익한 술, 보석

소양인

차
술
보
석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보리차, 구 오가피차,유
기자차,결명 자차,솔잎차, 인삼차,꿀 오미자,율무
차,레몬차,
자차.
녹차
차,칡차,커피.
생강차.
맥주,
포도주.

맥주,
포도주.

은,
백금

진주
목걸이

소주,
정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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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특성(일반)-1

태양인-욕심 많은 아버지

소음인-철든 딸

· 하늘의 태양처럼 보스가 되는 것에 관심

· 분석적이고 현실적이고 통합적임

· 약속과 키 포인트를 중시

· 모든 일의 순서를 알고 정밀함

· 독선적인 경향을 보임

· 현실적으로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함

· 겉 모습을 중시하고 활발한 성격임

·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에 관심을 둠

· 아주 급하게 사고하고 솔직함

· 결과를 빨리 성취하고 욕심이 많음

소양인-철없는 아들
· 목적이 보이면 열정적으로 달려감

· 결과를 중시하고 정보를 중요시

· 신중하게 의사결정하고 자존심이 강함

태음인-욕심 없는 어머니

·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함

· 약간은 이상적이면서 급함

· 물처럼 욕심 없이 흘러가려고 함

· 창의적인 사고에 좋은 특성을 가짐

· 자타일여 사상을 가짐

· 칭찬을 하면 더욱 일을 잘 해 나감

· 항상 스타가 되기를 바람

유형의 특성(여가)

태양인-보스형

· 자신의 일에서 보스가 되어 모든 것을

· 인내심과 참을성이 강함

· 안정 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함

소음인-자존심형
· 자존심 하나로 버티어 온 삶으로 자신만의

주도 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 많음
· 모든 일을 빠르게 판단하고 돈에 관심
· 현실적인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므로 일과
관련된 사람과 만나는 것을 중시함
· 강하고 폭발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한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짐

조용한 취미를 가짐
· 남과 잘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보내는
경향이 많음
· 외로운 독고탁 같은 성향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려고 애씀
· 아주 약한 운동이나 혼자서 여가를 즐김

소양인-희망형

태음인-애정형

·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수다를 떨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을 선호함
· 방송처럼 화려함을 늘 꿈꾸는 이상가임
· 일단 재미있는 삶을 살려고 하고 어린이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련한 여가를 즐긴다
· 이상적이고 활동적인 취미 활동을 선호함

· 노자와 장자의 사상처럼 자연과 더불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함
· 애정이 많고 소심한 편이라서 가까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경향 많음
· 한번 마음을 열면 사람을 믿는 편이며
정에 약한 것이 특징임
· 편안하고 안정된 여가 활동을 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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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특성(장점)

특
강

태양인

소음인

· 단순, 과감, 때로는 무식으로 활동적임

· 일에 완벽성이 있어서 타인의 신임을

·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원한 성격
·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는데 신속성 보임
· 갑자기 다혈질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뒤끝이 전혀 없는 것이 특성임

쉽게 얻을 수 있음
· 너무 침착한 나머지 실수가 없음
· 뛰어난 현실주의자, 실리주의자
· 한번 목표를 삼으면 끝을 보는 인내심

소양인

태음인

무엇인가에 재미만 붙이면 일을 매우 잘
해내는 특성이 있음
· 연예인처럼 약간 화려함을 추구함
· 이상적인 꿈을 꾸며 낭만적인 면이 많음
· 무엇인가를 시작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시원하게 잘 해 나감

· 세속에 욕심이 없어서 이상주의자라는
소리도 가끔 들음
· 타인을 도우며 기뻐하며 지원적임
· 타인이 상처 받지 않도록 애쓰는 어머니형
· 항상 일에 있어서 다음을 걱정하는
생각 깊고 사려 깊고 안정적인 성실성 있음

대인 갈등 상황 시 패턴(약점)

태양인

소음인

인해서 자신 스스로 화가 남
· 의견 대립 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타인과 대화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때가 있음
· 일을 너무 빨리 재촉해서 타인을 혼란에
빠트리게 할 수도 있음
·너무 단수화 시키므로 세밀한 부분에서
실수가 많음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기 쉬움
· 너무 자존심을 세워서 언제나 혼자 남아
외로움을 당할 수 있음
·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타인의 부담을 살수도 있음
· 매사에 분석적이라서 인간미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

· 말이 너무 앞서서 용두사미형으로 보여
타인의 신뢰를 잃어 버릴 수도 있음
· 매사를 수박 겉 할기 식으로 하는 경향
때문에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음
· 너무 창의적이다 보니 현 문제에 대한
분석에서 많은 실수가 초래됨
· 너무 발산하는 성향이라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현실의 이익보다 너무 멀고 큰 목표를

· 세상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욕구로

소양인

· 자기 표현이 부족해서 남이 자신을

태음인

가지므로 인해서 현실성이 결여됨
·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용해서
홀로 많이 고민함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음
· 너무 사람들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인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음
· 지나치게 수용적이어서 타인에게
이용당해 마음이 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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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
유형별 갈등 시 행동경향(자신)

태양인

소음인

· 갈등에 대한 승리를 위해 자신의 유리한 힘을

· 갈등해결 시 너무나 많은 힘을 소진하는 경향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혼자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다.
· 갈등해결 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크게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혼자 있으려고 한다.

· 갈등 시 겉으로는 타인에게 순응하나, 속으로는

갈등의 승리를 위한 방법으로 모색한다.

· 일어난 갈등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서서히 해결하려고 한다.

소양인

태음인

· 말로서 일단 해결하려고 한다.
· 때로는 감정적인 공격도 행한다.
·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하므로
끝에 가서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 협상하려
는 경향이 있다.
·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때로는 다투는 경향이
많다.

· 갈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갈등상황을 오래 동안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 갈등을 최대한 줄여서 내가 손해 보더라도
좋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 그 동안 쌓아온 좋은 관계를 지키려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향이 있다.

유형별 갈등 시 선호하는 해소 방법(자신)
태양인

소음인

· 스포츠나 등산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행동으로
갈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다.
· 갈등 시 폭발하는 자체로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 홀로 외로이 고민하며 혼자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도 한다.

·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논리적으로 밝혀서
그로 인한 합리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한다.
·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바라며, 갈등의 해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 침묵을 지키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독서나
전략을 구상한다.

소양인

태음인

· 많은 대화로서 해결하려고 한다.
·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분출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알려서 자신의 처지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서 자신의 선의를 인정 받으려는 경향이 많다.
·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해소하기도
한다.

· 갈등상황을 회피해서 갈등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 잠을 많이 자거나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 많은 감정이 쌓인 후에는 크게 태풍처럼
폭발하므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 갈등상황을 그냥 따르기도 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합리화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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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최적의 스트레스관리 방법(자신)

특
강

소양인 :

문제를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자.

태양인 :

상황을 받아 들이고 최적의 협상방법을 찾는다.
명상이나 산책도 하면서 자신을 비우자.

소음인 :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버리고
보다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하자.

태음인 :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많은 이들에게

조언과 요청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특성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대 표

외강내유

외강내강

외유내강

외유내유

업무양식

일을 벌린다

일을 벌린다

일을 마무리한다

일을 마무리한다

말 먼저

행동 먼저

꼼꼼히

넓게 포용

성 격

민첩하고 명쾌, 발랄
성격이 비교적 날카로움
급하고 화를 잘 냄

비교적 드믄 체질
과단성이 있고 창조적
강직함
이로 인해 융화 단점

성격이 내성적
온순, 세심, 잔재주 많음
매사에 소극적
우유부단한 단점

마음이 너그러움
체격이 듬직
일을 꾸준히 추진
자기 의사 표현 부족

대 화
스타일

긍정적이며
자기 말을 많이 한다.
농담을 썩어서

큰소리로 말하며
단정적으로
직선적으로

조용하게 말하며
먼저 말하지 않는다.
약간은 부정적으로

겸손하게 말하며
불분명하게
돌려서 암시적으로

즐기는 삶
(자기보상)

움직이는 삶
(실천,행동)

원칙적인 삶
(목표,목적중시)

헌신적인 삶
(의미추구)

자신을 돕는다

타인을 통제한다

자신을 통제한다

타인을 돕는다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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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교육혁신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 AI(

(Peter Ferdinand Drucke)

)

(Thomas Frey)

(Klaus Schwab)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인류가 경험한 산업혁명과는 또 다른
차원일 것이고 혁신의 발전과 전파 속도,
그로 인한 충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것

2020년에는
대학 캠퍼스가
사라질 것

Sharing Education
on Telepresence
HY-LIVE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은
20년 내에
문을 닫을 것

(Alvin Toffler)

미래는 언제나
늘 빨리 다가올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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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교육혁신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haring Education
on Telepresence
HY-LIVE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존 대학교육의 권위가 재편성되고 교육의

1st

2nd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

4th

3rd

 대학 수업의 50% 이상이 온라인 교실과
AI를 통한 개별 맞춤교육으로 가능
-

그렇다면 대학의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Tutorial 교육 방법
이 온라인을 통해 구현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교육환경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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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을 통해 취득한 학점 ∙ 학위도 적극
적으로 인정
-

미국 4차산업 기업(구글, 애플, 아마존 등)들이
Global MOOC를 통해 Micro-degree를 인정함

변화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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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교육혁신 동향
사
례
발
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haring Education
on Telepresence
HY-LIVE

스마트교육 기술발전에 따른
역량 중심 교육 방법의 변화

<출처 : 중앙일보 톡톡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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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교육혁신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학습 환경 : Active Learning Forum™

[ALF™ 수업 기본 화면]

[ALF™ 협력학습 화면]

[ALF™ 학생 참여도 화면]

[ALF™ 설문조사와 투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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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교육혁신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haring Education
on Telepresence
HY-LIVE

VR/AR : 경험 학습의 구현
VR을 활용한 교육적 효과는 학습 몰입을 2배로, 학습성취도를 30%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Simulate Technical Skills

Soft – Skills

- 위기상황 대응
- 상품 설치 및 수리 등

- 세일즈/서비스 스킬
- 코칭 스킬 등
Applications :

Applications :
•
•
•
•
•

•
•
•
•
•

Emergency response
Product installation or repair
Administrative processes
Healthcare procedures
Etc.

Sales and service skills
Coaching skills
Diversity and inclusion
Onboarding
Etc.

-출처: EON Re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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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교육혁신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교육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haring Education
on Telepresence
HY-LIVE

홀로그램 : 미래 기술과 교육의 결합으로 ‘에듀테크(edutech)’혁명 견인
[강의실의 종말] 호주 강의실, 한 복판에 심장이 뛰고 달이 돈다
세계 우수 학교에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실감형 학습이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급부상 중임

현실 공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차단되는 가상현
실(VR) 헤드셋(HMD)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개발한 홀로렌즈는 현실 세계에 가상 정보를 입혀
상호작용이 가능

'호주 캔버라 그래머 스쿨‘, 지난 2016년 이후로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중·고교생(전체 250명)의
생물·화학·물리·수학 등 수업에 적용

기업에서도 교육용 도구로 VR 장비를 도입.
최근 월마트는 미국 내 전체 5000개 매장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VR 헤드셋 1만7000개 보급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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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발
표

Telepresence 기반

HY-LIVE 개발 및 운영

02.
02. 추진배경
HY-LIVE 개발 및 운영
Global 교육혁신 “멕시코 몬테레이공과대학교＂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대학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Sharing Education
on Telepresence
HY-LIVE

국내대학 교육에도 텔레프레즌스를 활용한다면?
[출처] SK텔레콤 5GX ‘드림프로젝트’편 광고

텔레프레즌스란

초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IT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

실시간으로 멀리 떨어진 강의실에서도

양방향 수업
- 7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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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

교육혁신 성공사례 'HY-LIVE'소개

UNIVERSITY
INNOVATION

02.
02. 추진배경
HY-LIVE 개발 및 운영
HY-LIVE는 2019-1학기 ‘생활속의화학’ 핵심교양강좌를 3개 강의실에서 LIVE로 진행한 바 있으며,
2019-2학기에는 AI관련 교과목(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Sharing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R-Py computing)을 서울 및 ERICA 캠퍼스에서
on Telepresence
동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HY-LIVE

HY-LIVE ?

What is

세계 최초 Telepresence기반
‘온라인 수업’과 ‘홀로그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새로운 강의 방식으로 한양대학교가 최초로
개발한 강좌입니다
운영 강좌

☞ 5강좌 운영 (교양 및 전공)

적용 학기

☞ 2019-1학기 및 2학기

수강 인원

☞ 총 620명 수강

Telepresence기반 ‘HY-LIVE’ 수업 실제 운영

☞ 6개 강의실
(서울) 5개 / (ERICA) 1개

강의실 구축
스튜디오 구축
중계 구축

☞ 2개 STUDIO
☞ 2개 중계 조정실

HY-LIVE
촬영스튜디오 구축

“교육 모델 특허” 출원
“화상 디자인” 출원
HY-LIVE “상표권” 출원

HY-LIVE

강의실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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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HY-LIVE 개발 및 운영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2018학년도에 구축한 HY-LIVE 1.0모델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9-2학기에 HY-LIVE 2.0모델을 런칭하였습니다.

HY-LIVE 2.0 모델 인프라 고도화
2019년 STUDIO 2개, 강의실 6개 운영
STUDIO
(HY-LIVE 2.0)

Classroom
(HY-LIV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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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HY-LIVE 개발 및 운영
사
례
발
표

Telepresence기반 HY-LIVE 2.0 구현을 위해
촬영스튜디오 및 송출 중계실, 강의실이 실시간 LIVE로 연결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haring Education
on Telepresence
HY-LIVE

HY-LIVE 2.0모델 실제 강의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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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추진배경
HY-LIVE 개발 및 운영
Telepresence기반 HY-LIVE 2.0 모델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교수자가 실시간으로 다수의 학생과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haring Education
on Telepresence
HY-LIVE

HY-LIVE 2.0 모델 상호작용
HY-LIVE 수업의 다양한 상호작용

모바일 활용한 학습 참여

“현장 전문가”를 강의실로

상호작용 APP 수업 활용
“전문 실험실”을 강의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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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추진배경
HY-LIVE 개발 및 운영
온라인수업과 홀로그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새로운 강의 방식인
“HY-LIVE”강좌가 실감형 교육 혁신의 성공사례로
각종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Sharing Education
on Telepresence
HY-LIVE

HY-LIVE 2.0 모델 교육혁신 소개
한양대 교육혁신 “HY-LIVE” 특집 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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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2. 추진배경
HY-LIVE 개발 및 운영
Telepresence기반 HY-LIVE 2.0 모델은 기존의 E-Learning강의에 비해
실시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학생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HY-LIVE 수업 사례 소개

현재 HY-LIVE 5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과목은 서울 및 ERICA캠퍼스 4개 강의실에서
동시에 개설되어 LIVE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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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03. 공유 교육 확산
한양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 5G Telepresence 기반 “HY-LIVE” 2.0모델
고도화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Sharing Education 실현을 위해
Sharing Education
국내외 대학간 컨소시엄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on Telepresence
HY-LIVE

국내외 HY-LIVE 컨소시엄 제휴 추진
서울-ERICA (2019-2학기)

해외 컨소시엄 제휴 추진

HY-LIVE ‘생활속의화학’ 양 캠퍼스 동시 개설
‘AI+X Nanotrack’ 교과목 양 캠퍼스 동시 개설
HY-LIVE 인프라 Share

‘SEU-한양대’ HY-LIVE 플랫폼

맞춤형 개발 제휴

사우디아라비아 SEU 제안서 제출 (2019.05)
UC Berkeley 제안서 제출 (2019.09)

• 스튜디오 및 강의실 / 교과목 공유

국내 컨소시엄 제휴 추진

(Global Hub)
한양대학교

(미국)
UC Berkeley

(설명회) 국내 HY-LIVE 플랫폼 공유 체계 제안
(2019-하반기 개최 예정)
• 본교 운영사례 및 확대적용 방안 발표
• HY-LIVE 플랫폼 공유 희망 대학 신청서 접수
(학점인정 컨소시엄 참여대학 우대)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개발 사업 참여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2019년2학기 HY-LIVE 강의실 구축 예정)

전국단위 HY-LIVE Networking 구축
인력 Training 및 구축/운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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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Electronic Univ.
(멕시코)
몬테레이공대

HY-LIVE 교육 모델 구축 협의 중
교육 모델 운영 Know-how 컨설팅 (H/W 및 S/W)
상호 MOU 체결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부록Ⅰ
총괄협의회 향후
일정 안내
총괄협의회 사무국

UNIVERSITY

INNO
VA
TION

http://uis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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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협의회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부
록
Ⅰ

1. 추진 방향
◦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간 교류와 협력 등을 통해
공동 발전 모색
◦ 사업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대학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율적인 대학 혁신 추진 동력 확보
◦ 대학교육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방향성
제안 및 교육정책•개발추진

2. 주요 사업별 추진 계획
1) 협의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 강화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홈페이지 개설•운영
◦(목적)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다양한 사업 정보를 관계 기관,
학교, 학생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 홍보 효과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웹사이트 구축
- 협의회 운영 조직, 연간 협의회 운영계획 및 추진 사업 알림
-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의회 관련 질의응답 운영
- 대학별 사업계획서 및 성과 공유
☞ 홈페이지 주소: http://uis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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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협의회 향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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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혁신지원사업 영문명 및 로고 제작
◦(목적) 현재 공식적인 사업 영문명 및 로고가 부재하여 각 대학이
사업 성과물 등에 임의로 작성·사용 중으로 공식 영문명칭
및 로고 필요
- 영문명: 가칭-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UISP)
◦(내용)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로고(영문명 포함)를
제작하여 사업 홍보 등에 활용
※ 공모전을 통한 로고 모집 → 총괄협의회 위원회와 연구재단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2)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
■ 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목적) 대학과 대학, 협의회와 대학, 재단과 대학 간의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사업 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노하우 공유 기회를 제공
◦(일정) 2019. 10. 30.(수) ~ 10. 31.(목)[1박 2일]
◦(규모) 약 500명 내외
◦(장소) 제주도 메종글래드 호텔

■ 산학협력 EXPO 행사 지원
◦(목적)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
◦(일정) 2019. 11. 6.(수) ~ 11. 8.(금)
◦(장소) 일산 KINTEX 제1전시장 4홀
◦(참여 형태) 독립부스로 구성
◦(주요 내용) 전시위주로 구성
※ 참여 대학의 성과전시보다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알리는
목적으로 부스 구성 및 운영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제안)
※ 부스 한쪽 면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43개교의
이름과 로고를 전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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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포럼 및 성과 자료집 발간
부
록
Ⅰ

◦(목적)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우수성과 공유
◦(일정) 2020. 1월 중순 예정
◦(규모) 약 700명 내외
◦(장소) 미정 (BEXCO, 대전ICC, COEX 중 택일)
◦(자료집 발간) 권역별 협의회가 수집하고 종합적인 검토 후
자료집 발간
※ 12월 중순 경 각 권역 협의회에 관련공문 보낼 예정
※ 권역별 성과 자료집 발간을 지원하고, 각 권역별 성과 자료집을
바탕으로 전체 성과자료집 발간(경비지원방법 : 권역별
회장교에서 계획안 제출 → 해당 학교별로 학교 기관카드 사용 후
7일 이내 정산·비용 청구 → 비용 지급)
※ 대학혁신지원사업 권역별 성과포럼 개최 및 성과 자료집 발간 지원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울경남권 및
Ⅱ유형권의 6개 권역별 개최)

■ 대학혁신지원사업 협의회 웹진 발간
◦(목적) 사업 홍보 웹진을 발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성과, 각종 행사(회의, 포럼, 워크숍 등)에 대한 대외적
홍보
◦(내용) 연 4회 이상 인터넷 상으로 발송 및 보급
◦(진행상황) 웹진 의뢰 <㈜충청비즈>, 11월 초 창간호 발간 예정

3) 사업의 방향성 제안 및 교육정책 개발·추진
■ 대학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개최
◦(목적)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 제안 및 교육정책의 틀 제시
◦(일정) 2019. 11월 ~ 2020. 1월 중
◦(장소) 추후 결정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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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개발 주제별 워크숍 개최
◦(목적) 발전협의회에서 제시된 교육정책의 세부 주제별 교육정책
개발 및 추진
◦(일정) 2019. 11월 ~ 2020. 1월 중
◦(장소)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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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붙임1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2차 개정내용(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부
록
Ⅱ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목적

 목적

◦ 이 기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정함으로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
내에서 집행 가능
◦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중앙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삭제

관리하여야 함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

<----------------------------- 부당 ---------------->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 (좌동)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좌동)

◦ 생략
◦ 생략

◦ 국립대학의 경우
운영에 관한 법령

◦ 생략
◦ 생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
및 관련지침과 동 지침을 따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과 관련지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 -

 사업비 이월

현행

 사업비 이월

개정

◦ 사업비의 잔액 및 이자는 연차별 사업연도 종료 ◦ 국고 지원금 발생이자 포함 은 매년 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대학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의
이내에서 전문
삭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가능

현행과 같음

생략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예산변경)

◦ 사업비 비목 내 변경

◦ 대학 자체 지침 규정 등 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
대학 자체 지침 규정 등 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계획
수정

주요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

◦ 사업비 비목 간 변경

사전 심의 후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대학 자체 심의 또는 의결
◦

기구 사업운영위원회 의 심의 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정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 등에 의거
하여 변경한 사항은 변경 후 사업운영위원회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 에 보고

◦ 사업비 집행계획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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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사업 계획 변경(내용변경)

신 설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 필요에 따른 사업

계획 내용 의 변경은 사업운영위원회 대학
심의ㆍ의결 기구 의 심의 후 변경

자체

단 자율성과지표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역량강화형의 경우
변경 불가

정원감축 이행계획 관련 내용

◦ 사업 계획 내용 변경사항은 성과 연차 종합 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 인건비

1.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 교원 및 전담직원 의 ◦
인건비 퇴직금 대 보험 포함

대 보험료

- 3 -

현행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
∎
∎
∎

◦ 좌 동

<주요 집행제한 항목>
(생 략)
(생 략)
(생 략)
신임교원 연수비용

▪
∎
∎
∎

2. 장학금

개정

<주요 집행제한 항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2. 장학금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학기 중 등록된 자 에 한해

◦

장학금

지급 가능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부적격자(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생 략)
∎ (생 략)

UNIVERSITY
INNOVATION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부적격자(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생 략)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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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3. 교육ᆞ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교육ㆍ연구과정 개선비 및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3. 교육ᆞ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사업 목적 관련 교육과정 개선 등 교육ㆍ연구

운영비

부
록
Ⅱ

프로그램 개발비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삭제

대한 내ㆍ외부 전문가 강의료,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
연구비) 등 지급 가능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

삭제

지급 가능

- 5 -

◦

현행

학생

개정

교육활동비ㆍ실험실습비ㆍ연구활동비ㆍ산학 ◦ 사업 목적 관련 교육ㆍ연구프로그램 운영비

협력비
학생의 교육ㆍ연구ㆍ실습활동 관련 소요비용, 사업
목적 관련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현장실습, 공동

학생 교육활동비ㆍ실험실습비ㆍ연구활동비ㆍ산학
협력비

교육과정 참여 등) 운영비용
신 설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삭제

위치이동

<주요 집행 제한 항목>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학원 수강료, 단순 외국어ㆍ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 경상비 성격의 경비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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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경비, 효과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상금) 등

성이 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 봉사 수혜대상에게 직접지원하는 현금,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
용(상품권) 등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 중복ㆍ이중지원 성격의 경비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

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4. 교육ᆞ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 강의실

실험실

4. 교육ᆞ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ㆍ

연구 환경 개선에 한 하여 편성ㆍ집행 가능
강의실

실험ㆍ실습실의 내부설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냉난방시설

삭제

정보화 등 환경개선비
시간강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비

삭제

사업 행정실 탕비실 등의 설비환경 개선

삭제

교육ㆍ연구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

삭제

하는 기자재 구입 비용 포함
삭제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7 -

◦

현행

개정

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단 연도별 사업비의

좌 동

범위 내 집행 가능
를 초과할 수 없음

<주요 집행제한 항목>

<주요 집행제한 항목>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5. 실험ᆞ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육ㆍ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ㆍ실습 기자재 등 구입

5. 실험ᆞ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 좌 동

및 리스ㆍ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

삭제

서류에 첨부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
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UNIVERSITY
INNOVATION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한국
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자체 계획변경 후
집행 가능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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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

총
괄
협
의
회

UNIVERSITY
INNOVATION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현행

개정

취득가격 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
는 취득 후
일 이내에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 하여 관리

등록하여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부
록
Ⅱ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
용하여 관리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대학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제한 항목>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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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주요 집행제한 항목>
∎ (현행과 같음)

6. 기타사업운영경비

◦ 기타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여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술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6. 기타사업운영경비

◦ 기타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여비는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능

◦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는 학생들의
교육ㆍ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
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 도서구입비는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성격의 도서 구매 가능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됨

◦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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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지급 가능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개정안 안내
현행

개정

UNIVERSITY
INNOVATION

및 사용료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 홍보비는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 성과 홍보

총
괄
협
의
회

목적으로 집행 가능
대학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등
◦ 회의비는 대학 자체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각종 행사경비는 사업 효과 제고 등 사업 관련 목적의
활동 부대경비로 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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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주요 집행 제한 항목>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삭제>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 (좌동)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삭제>

∎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삭제>

∎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삭제>

∎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 물품 직접 지원

∎ ----------------------------(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대학 브로셔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광고,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선정

(리플릿), ----------------------------------------------------------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좌동)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 (좌동)

∎ (좌동)

∎ 주류 구입 비용
출장비 등

[별표]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ㆍ집행 기준
구분
1.

계상ㆍ집행
기준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

[별표]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ㆍ집행 기준
비고

구분

- 기존 교직원에 대
한 급여 지급 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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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ㆍ집행
기준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비고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UNIVERSITY
INNOVATION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현행

인건비

부
록
Ⅱ

2.
장학금
3.
교육ㆍ연
구 프로
그램 개발
운영비

4.교육ㆍ
연구환경
개선비

건비(퇴직금,
및 성과급

4대보험

개정

포함)
가

인건비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
력 조교 등 에 대한 보수

2.
-<생략>

-<생략>

장학금
3.

-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
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
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시간강사 관련 근무 환경개
선비 포함)

- 교원의 개인 연구
활동지원불가

교육ㆍ연
구 프로
그램 개발
운영비

- <생략>

4.교육ㆍ
연구환경
개선비

5.실험실
습
기자재
구입

5.실험실
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생략>

- <생략>

6. 기타
사업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

- 여비,
원비,

인건비(퇴직금,
함) 및 성과급

4대보험

포
불가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
력 조교 등 에 대한 보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 교원의 개인 연구
활동, 학술활동 지
원불가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
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
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강사 관련 근무 환경개선비
포함)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

- 여비,(삭제) 도서
구입비, 일반수용

운영비
교육활동지
학술활동지

6.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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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비, 홍보비, 회의
비, 각종 행사경비
등

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
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운영
경비

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
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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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
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개정안 안내

개정

Ⅰ

개정

제정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목적

◦ 이 기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계정관리 및 회계연도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 계좌 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월 일부터 다음연도 월 말일까지로 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년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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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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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부
록
Ⅱ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금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과 관련지침 동 지침을 따름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름

◦ 대학은 사업연도 종료 후 전문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를 제출함
 사업비 이월

◦ 국고 지원금 발생이자 포함 은 매년 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대학이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이월 가능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사업비 부당 집행 방지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대학에서는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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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수혜 대상

◦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가능

총
괄
협
의
회

기존 교직원 급여지원은 불가하며 아래의 경우에 집행 가능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 등)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세부 사업 관련 특강 또는 비정규 강의 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사업비 지원

◦ 대학은 사업계획서 내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 >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4.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6. 기타사업운영경비
※ 세부 집행기준은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을 참조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경상경비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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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예산변경)

부
록
Ⅱ

◦ 대학 자체 지침 규정 등 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
주요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 사전 심의 후
변경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한 사항은
변경 후 사업운영위원회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 에 보고

◦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 계획 변경(내용변경)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 필요에 따른 사업 계획 내용 의 변경은
사업운영위원회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기구 의 심의 후 변경

단 자율성과지표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역량강화형의 경우 정원감축 이행계획 관련 내용 변경 불가

◦ 사업 계획 내용
제출하여야 함

변경사항은 성과 연차 종합 보고서 제출 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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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 교원 및 전담직원 의 인건비 퇴직금

대

보험료 포함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
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2. 장학금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학기 중 등록된 자 장학금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부적격자(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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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ᆞ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사업 목적 관련 교육과정 개선 등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비

부
록
Ⅱ

◦ 사업 목적 관련 교육ㆍ연구프로그램 운영비
학생 교육활동비ㆍ실험실습비ㆍ연구활동비ㆍ산학협력비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학원 수강료, 단순 외국어ㆍ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 경상비 성격의 경비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상금) 등
- 봉사 수혜대상에게 직접지원하는 현금,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등

∎ 중복ㆍ이중지원 성격의 경비
-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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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ᆞ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범위 내 집행 가능 단 연도별 사업비의

를 초과할 수 없음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
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5. 실험ᆞ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육ㆍ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ㆍ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ㆍ임차에 소요
되는 경비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

취득가격 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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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업운영경비

◦ 기타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
록
Ⅱ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주류 구입 비용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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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
비목

1. 인건비

집행 기준

계상ㆍ집행기준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포함) 및 성과급
불가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조교 등
에 대한 보수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
2. 장학금

3.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비고

-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집행 불가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 학술활동
지원불가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토지
매입비는 집행 불가(단, 기존 건
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가능)

4.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
연구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강사 관련 근무 환경개선비 포함)

5.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
서에 대한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필요
-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되는 실험․실습 장비․기자재 구입 및 리스․
시 한국연구재단 사전승인 필요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
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
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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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계정관리 및 회계연도
◦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회계에 별도 계정
계좌 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 계좌 을 설치하여 대학 회계에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비 중앙관리
◦ 사업비는 사업책임자 등 개인 명의로는 계좌 개설, 별도 관리될 수 없음
- 교육과정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내부구성원에게 정책과제 형태로
사업비를 선 교부하고 후 정산하는 형태의 운영방식은 중앙관리 원칙에 위배됨
(사업비 계정에 법인카드를 연결하여 카드로 사용)
◦ (예외사항) 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비, 멘토링 경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학생에게 선 지급하고 결과보고 시 정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음
- 단, 지원기준 및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산서에는 지출 증빙서류 구비 필요
- 학생이 아닌 담당교수 등에게는 선지급 불가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월 일부터 다음연도 월 말일까지로 함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활동경비는 당해연도에 정산되어야 하므로
사업연도 말에는 미처리되는 지출내역이 없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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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모든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
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년간 보관하여야 함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후 지출
사업비 집행의 세부 사항은 대학이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금

◦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과 관련지침 동 지침을 따름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름

카드사용이 불가한 가맹점의 경우 법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증빙 사용가능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은 사업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 발급 운영

◦ 대학은 사업연도 종료 후 전문기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정산보고서 를 제출함

연차별 사업종료 후 개월 이내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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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비 이월

부
록
Ⅱ

◦ 국고 지원금 발생이자 포함 은 매년 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대학이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받아 이월 가능

이월이 승인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연도별 총 사업비의

이내에서 이월 가능 이월 승인 금액은

차년도 사업계획 예산계획 마련 시 포함하여 편성
동일 비목으로 이월만 허용

년 장학금

년 장학금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이자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단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라. 사업비의 부당 집행 방지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대학에서는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조치
대학에서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재단에서는 별도의 조사 가능
부당 집행금액 환수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 가능
마. 사업비 수혜대상

◦ 사업비의 수혜대상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등에 참여
하는 자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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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직원 급여지원은 불가하며 아래의 경우에 집행 가능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 등)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료 포함)

▪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세부 사업 관련 특강 또는 비정규 강의 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개발
신규 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 가능

추진되는 강좌를 담당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할 때 사업 추진을 위한 특강 등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료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원고료 프로그램
관련 학생 공모전 심사비 현장실습 지도비 등 지급 가능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는
불가하나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
바. 사업비 지원
◦ 대학은 사업계획서 내 재정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 >
1. 인건비
3.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2. 장학금
4.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6. 기타사업운영경비

※ 세부 집행기준은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을 참조

- 4 -

105

총
괄
협
의
회

UNIVERSITY
INNOVATION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경상경비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부
록
Ⅱ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입시 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등 관련 경비는
기존과 같이 교비로 수행
경상성 경비 평생교육원

어학교육원 등 대학 부속

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보직자 업무추진비 등 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사.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예산변경)
◦ 대학 자체 지침 규정 등 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
주요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
후 변경

사전 심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 등에 의거하여 변경한 사항은
변경 후 사업운영위원회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 에 보고

대학의 예산 변경은 대학 자체 지침 절차 에 의하여
사업운영위원회 사후보고 혹은

변경 후 대학

대학 사업운영위원회 사전심의 후

변경 모두 가능함
다만

세부 프로그램 간 예산 이동은 사업계획 내용 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가능함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절차 수행 필요

※ (대학지침 _예시) ◯◯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절차
◦ 세부 프로그램 내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

비목 내 변경 : 팀장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운영위원회 보고
비목 간 변경 : 실장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운영위원회 보고

◦ 세부 프로그램 간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시
- 2천만원 이내 변경 : 처장전결로 내부결재 후 변경, 사업운영위원회 보고
- 2천만원 이상 변경 :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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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예산 변경사항 및 증빙 심의이력 등은 연차별 사업 종료 개월 전
재단에서 요청 시 공문으로 제출 필요
국립대학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승인을 득한 내용 변경 시
담당 소관부서인 국립대학정책과 와 협의하여야 함
아. 사업 계획 변경(내용변경)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 필요에 따른 사업 계획 내용 의
변경은 사업운영위원회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기구 의 심의 후 변경
단 자율성과지표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역량강화형의 경우 정원감축 이행계획 관련 내용 변경 불가

연차별 컨설팅 평가 등에서 자문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대학이 판단하기에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 내용 이 변경이 추가적
으로 필요한 경우는 대학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능
다만 자율성과지표의 목표값 산출방식 등과 자율성과지표 달성에
수반되는 프로그램 내용 변경은 불가
역량강화형의 경우 정원감축 이행계획에 대한 내용 수정 불가
◦ 사업 계획 내 용 변경사항은 성과 연차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종합 보고서 제출 시

당초 계획 대비 변경내역 변경사유 증빙 심의이력
보고서 혹은 종합보고서 제출 시 별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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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
록
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

1.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 교원 및 전담직원 의 인건비 퇴직금
보험료 포함

대

동 사업을 위해 교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포함 및 전담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해당 절차 공개
채용 특별채용 등 는 대학의 기준과 판단에 따름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을 증빙하여야 함 채용계획 계약서 등
사업 관련 신규 채용 비전임교원 강사 포함 의 공개임용제도 운영 시
소요비용은 기타사업운영경비로 집행가능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대학원생 조교 대규모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활동 등 인건비 지급 가능
다만 교육 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로 활용하는 보조인력
진행요원 등 보수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가능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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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학기 중 등록된 자 장학금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부적격자(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 불가
사업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은 지원 불가
3. 교육ᆞ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사업 목적 관련 교육과정 개선 등 교육ㆍ연구프로그램 개발비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전문가 강의료
신규 개설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 원고료 정책연구비 등
지급 가능 단 그 중 연구비 지원 시는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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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관련 교육ㆍ연구프로그램 운영비
학생 교육활동비ㆍ실험실습비ㆍ연구활동비ㆍ산학협력비

부
록
Ⅱ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

학생의 교육 연구 실습활동 관련 소요비용 사업목적 관련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 현장실습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운영비 등 교육 연구프로
그램 운영비 지원 가능
학생들의 교육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교수법 관련 세미나 등도 지원 가능
다만 대학은 자체기준 지침 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교육
연구과정 개선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 결과보고서 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주요 집행제한 항목>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학원 수강료, 단순 외국어ㆍ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 경상비 성격의 경비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상금) 등
- 봉사 수혜대상에게 직접지원하는 현금,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등

∎ 중복ㆍ이중지원 성격의 경비
- LINC+, BK21플러스,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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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ᆞ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강의실 실험ㆍ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강사 근무환경
사업 행정실 등 환경개선비에 집행가능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 및 사업운영인력 직접사용 목적의 기자재

구입비용 포함

년 사 업비 총액의 최대
범위 내 집 행 가 능
를 초 과할 수 없 음
사업비 의

예를 들어 사업비 총액
년 간

억 원

억 원

단

연도 별

년 대학의 경우 시설비는

억 원 집행가능하나 단일연도에는 최대

억 원 집행 가능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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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ᆞ실습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육ㆍ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ㆍ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ㆍ임차에

부
록
Ⅱ

소요되는 경비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

취득가격
이내에

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일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기자재 구입 시에는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ㅇ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기자재에 적용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ㅇ 심의시기 : 홀수달 심의신청·접수, 짝수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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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대학에서 자율부여한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 구입연월일 등
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정보가 있는 스티커 혹은 바코드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구입

6. 기타사업운영경비
◦ 기타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 주류 구입 비용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능
대학의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유 무형적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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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부
록
Ⅱ

비목

1. 인건비

대학혁신지원사업 비목별 계상ᆞ집행 기준
계상ㆍ집행기준

비고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
(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조교
등 에 대한 보수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

2. 장학금

3.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교육ㆍ연구
환경
개선비

5.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6. 기타
사업운영
경비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 집행 불가

-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
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
하는 비용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 학술활동 지원
불가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토지매입
비는 집행 불가(단, 기존 건물과 건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
되는 경비(강사 관련 근무 환경개선비
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
포함)
는 지원가능)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필요
-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
활용되는 실험․실습 장비․기자재 구
한국연구재단 사전승인 필요
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
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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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양식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

연구시설

장비의 개요

구 분

내용

신청개요

사업유형

자율협약형/역량강화형

신청일자

2019.07.00.

신청대학

OO대학교

한글
시설장비명
영문
소속

이름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담당자
제작사 및 모델명

취득방법

구축비용

구 매

단가

임 대

수량

제작의
뢰

총금액

연락처
모델명

자체제작

’19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이메일

기 타

’19년
자체부담
금액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적용환율

’19년 8월
’19년 10월

구축일정
구축장소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

시설장비 용도

분석

시험

교육

○

주요사양

-

○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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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분

부
록
Ⅱ

내 용
○

사업 연구 의
부합성

○

시설장비의
활용성

○

시설장비의
적정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시설장비
운영의

성명

최종학위
소속부서명

○

계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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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

1. 인건비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성 경비 지급
▶ 보고서(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 활동비 및 보직 수당, 업무추진비
▶ 사업 운영위원회 수당 등 사업 관련 각종 회의 수당
▶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각종 수당성 경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인건비 지급
▶ 급여규정 및 근로계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 본 사업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

2. 장학금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 휴학생, 교환학생, 미등록학생, 졸업생 등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재학생 업무보조 장학금 지급 시, 학생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근로시간을 계상
하여 장학금 지급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
▶ 단순 포상형 성격의 장학금(ex.프로그램 참여 시 장학금 지급, 고시 합격 시 장학금
지급 등)

3. 교육ᆞ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관련 부적절한 지원금 지원
▶ 참여교수의 개인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참석 경비
▶ 사업목적과 무관한 외유성 해외 프로그램 운영
▶ 해외 탐방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선발절차 및 결과보고서 부재
▶ 교육활동, 학술활동 등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이후 활동보고서 혹은 결과보고서,
정산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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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교과목에 대한 교안개발비 이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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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강의교안과 동일한 교안에 대한 교안개발비 지급
▶ 공개 콘텐츠의 내용을 일부 발췌ᆞ편집한 교안에 대한 교안개발비 지급

4. 교육ᆞ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 대학 건물 신규 건축
▶ 사업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럭 교체 비용

5.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시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입찰 진행
▶ 수의계약 체결시, 지정구매사유서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
▶ 기자재 관리대장 부실운영 및 특정인에게 장기대여
▶ 학생의 학습을 위한 실험실습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교원의 개인연구활동을 위한
기자재 구입

6. 기타 사업 운영 경비
▶ 사업 홍보와 무관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골프공, 핸드크림 등의
기념품을 홍보비로 구매

7. 기타 공통
▶ 사업비 중앙관리 위배

▶ 지출증빙 부적절
- 개인카드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증빙에 의하여 집행
-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증빙서류 부재
▶ 법령 및 자체기준 미준수
- 대학 내부 기준이 있음에도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완화 규정을 재 정립ᆞ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행(수의계약 한도를 넘는 물품 구매
시에도 수의계약 추진)
▶ 사업추진 결과물에 대한 부적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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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 조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이라 함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장관 이라 한다 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지원대학 이하 대학 이라 한다 이라 함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국고지원금 이라 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관리운영비 라 함은 전문기관이 제 조제 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사업 총괄책임자 이하

사업책임자 라 한다 라 함은 대학의 장이 지정 또는 임명한 처 단 장급

지위를 가진 자로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의

제3조(사업유형의 구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유형 자율협약형

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

개선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 역량강화형

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 항 각 호의 사업유형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 운영 체계
대학의 선정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사업은

총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년 월 말일까지로 한다

년 단위로 추진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별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다음

연도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차 사업

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규정의 적용범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계획의 수립)

장관은 매년도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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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대학이 제 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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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

장관은 사업의 평가 관리 지원 등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수시점검 선정평가 성과평가 연차평가 종합평가 세부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 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제 조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 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제 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대학과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의 평가 성과관리 사업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사업의 평가 관리 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및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교육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과 제 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 개정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제 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관리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제8조(사업관리 전담조직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제 항의 전담조직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관리위원회)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 관리 지원 업무 중 주요 사항 등을 심의

사업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학계 경제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사업의 평가 제재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2 -

120

인 내외로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개정안 안내

UNIVERSITY
INNOVATION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선정평가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컨설팅단)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과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컨설팅단은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컨설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학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
대학의 성과관리에 관한 자문
대학에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항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 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단의 컨설팅 결과를 제 조에 따른 연차
평가와 제 조에 따른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수행주체)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본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대학의 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사업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조정이 가능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대학본부 교무위원급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 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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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대학의 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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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체 구성)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및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대학의 선정
제14조(사업의 공고)

장관은 지원 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일정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5조(사업의 신청) 제 조에 따라 대학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및 대학 선정)

전문기관의 장은 제 조에 따라 신청한 대학에 대하여 제 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형 자율협약형 대학의 경우에는 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선정결과로 갈음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 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대학
선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대학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문

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제17조(협약의 체결)

장관은 제 조에 의하여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협약 기간 및 협약 당사자
사업계획 및 성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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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 항에 따른 협약을 제 조에 따른 사업
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대학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과의 협약사항에
따라 평가 관리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18조(협약의 변경)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사업의 컨설팅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제 호에 따라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제 호 제 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학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추진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대학이 제 조제 항에 의한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학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대학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대학에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장관에 의하여 사업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부도 법정관리 폐업 폐교 등의 사유로 대학에 의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학이 사업비의 유용ㆍ횡령 또는 부정 비리 발생 등 중대한 법령 및 협약위반을 한 경우
대학의 허위자료 제출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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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록
Ⅱ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해지된 대학의 장에게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받은 국고지원금 발생이자 포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 전담직원 퇴직금 등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받은 국고지원금을 다른 대학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20조(수시점검)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지표 및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 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자체평가)

대학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실시를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와 분리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자체평가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학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및 재학생
대학의 장은 제 조 제 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연차평가)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

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연차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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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

제23조(종합평가)
평가를 실시한다

종합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지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관은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
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

제25조(이의제기)

제 조에 따른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종료사업의 사후 점검)

장관은 동 사업으로 통합 개편된

사업의 사후 점검 방안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 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점검 결과를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평가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자료 등의 요청)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업 책임자 등의 출석 요구
대학에 대한 현지방문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8조(사업비)

UNIVERSITY
INNOVATION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제 조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의 지출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
장학금
- 7 -

125

총
괄
협
의
회

UNIVERSITY
INNOVATION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자 워크숍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 연구 환경 개선비

부
록
Ⅱ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기타 사업운영경비
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와
대학의 재학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국고
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간의
교류 사업홍보 공동사업 자율컨설팅 등의 다양한 활동추진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비 계정관리)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교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국고지원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월

일부터 다음 연도

월 말일까지로

하되 장관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집행 및 정산)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대학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

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업 기본계획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매년도 사업비 확정 전 대학의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수립

의결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 전 선집행한 예산은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회수하지 않는다
대학의 장은 매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사업을 수행한 대학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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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준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사업비는 제 조제 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집행 후 잔액

이자잔액 포함 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이월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
전문기관에 이월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

일 전까지

조제 항에 따른 동일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 항에서 정한 이월범위를 조정하여 승인
하거나 차년도 국고지원금 교부 시 전년도 이월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비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이자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대학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 시작품 교재개발저작권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 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사업비의 일부 지급)
이전에 국고지원금 중 일부를

대학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연차평가
분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 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대학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 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부 발생이자 포함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비 관리자의 의무)

대학의 장은 본 규정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관리 운용 및 기록 보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35조(수혜제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실적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대학정보공시 지표값 오류 등 대학의 부정ㆍ비리가 확인된 경우 제 조에
따른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평가 시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대학의 입시ㆍ학사비리 총장
이사장 및 대학의 주요 보직자가 연루된 부정ㆍ비리 사안의 경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ㆍ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 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제 항 제 항에 따른 부정ㆍ비리 사안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 기간 중 발생한 제 항 제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정ㆍ비리 사안을 확인한 경우 현장점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제 항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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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Ⅱ

제7장 보칙
제36조(지침의 제정)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제 항에 따른 지침을 제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보고의무) 대학의 장은 장관 및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 현황 실적
및 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의 공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과
전문기관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40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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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국고지원금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제
구분

인건비

계상ㆍ집행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에 지급 가능
장학금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조제 항 관련

비고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 교원
강사 포함 및 전담직원 의 인건비 퇴직금
대 보험료 포함 및 성과급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조교 등 에
대한 보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ㆍ
ㆍ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불가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집행 불가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 학술활
동 지원불가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 연구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
되는 경비 강사 관련 근무 환경개선비
포함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투자
토지매입비는 집행 불가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가능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 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 실습 장비 기자재 구입
및 리스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필요
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 한국연구재단 사전승인
필요
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에 따라 관리
운영

기타
사업운영
경비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
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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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단 사업과 무관한 대학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집행불가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은
집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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