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산학협력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0월 산학협력단 R&D교육센터 교육시행 안내

산학협력단 R&D교육센터에서 2021년 10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와
연구행정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연구자(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행정직원(산학협력단, 대학(원), 센터,
연구소, 교육연구단, 사업단, 교수개인연구실 소속 직원)
2. 신청방법: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로그인→[운영지원]-[교육관리]-[수강신청등록]
→ 과정명 클릭 후 신청
※ 신청상태가 "선발"인 경우만 교육 수강 가능
3. 교육과정
대상

교육명

교육일시

[필수교육]

2021. 10. 6.(수)

임금･인건비･4대 보험

13:00~17:00

*

실무 (3차)(온라인)

(4시간)

[필수교육]

2021. 10. 7.(목)

임금･인건비･4대 보험

13:00~17:00

실무 (4차)(온라인)

(4시간)

연구자
및
연구행정
직원

[필수교육]
연구행정

2021. 10. 19.(화)

신규진입자를 위한

14:00~16:00

SRnD 실습중심

(2시간)

맞춤형 교육(온라인)
[필수교육]

교육내용
◦ 4대보험 가입대상자 및 제외대상
◦ 4대보험료 원천공제 로직
◦ 4대보험 연말정산 및 퇴사 시 정산

14:00~16:00

(온라인)

(2시간)

신현 범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세무사/공인노무사

◦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세무법인 다솔위드)

◦ 일용직 및 단시간근로자
◦ 출산휴가, 육아휴직
◦ SRnD시스템 사용 안내
- 신규 사용자의 공통(권한관련) 메뉴 사용방법

권미연 주임

- 연구과제관리 업무흐름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산학협력단)

- 연구비 청구관리
·
업무흐름 및 시스템 사용방법

2021. 10. 21.(목) ◦ 세금계산서 및 전용카드 등록

e나라도움 집행관리

강사

◦ 집행정보등록 및 집행요청
◦ 보조금 이체 및 관리

e나라도움 전문강사
(e나라도움 교육사업단)

4. 교육방법: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 활용)
5. 교육신청기간: 2021. 10. 1.(금) 부터 각 교육별 신청기한(붙임1 참조) 이내
6. 유의사항
- 교육 중 웹캠 활성화 및 교육생 교육 모습 화면 유지 필수
-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 시 수료
* 교육담당자에게 사전 승인되지 않은 교육이탈 및 교육 미참여는 교육시간 이수와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
* 온라인 교육환경이 마련된 장소에서 학습(업무, 출장 등과 겸하여 교육 수강 시 미수료 처리)
- 교육 종료 후 온라인 설문조사 작성 후 제출

붙임 1. 10월 교육일정 1부.
2. 교육 신청 방법 1부. 끝.

서 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수신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실장,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장, 산
학협력단 연건분원장, 교육기구(학과(부)), 대학주관연구소, 본부주관연구소,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 국가지원연구센터, 혁신공유대학사업단, 본부부속시설
팀장

박영미

협조자

부장

실장

2021.9.29.
전결

백승숙

도희현

시행 운영기획실-55922 (2021.9.29.)

접수

()

우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942동 5층
전화 02-880-2066

전송

/http://snurnd.snu.ac.kr

/ ympark@snu.ac.kr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