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Seoul National University-Hokkaido University
JOINT SYMPOSIUM SATELLITE SESSION
SEED FUNDING PROGRAM

2022 서울대-홋카이도대 공동 심포지엄
학술교류 분과세션 개최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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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Purpose

홋카이도대학교 연구진과의 분과세션 개최지원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 기반 마련
양교 연구 경험 및 지식의 공유를 통한 상호 가치 창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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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The SNU-HU joint symposium is designed to develop existing and new research
collaborations between the two universities while facilitating greater mutual
understanding among SNU-HU academic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joint
research, seed funding will be granted to SNU researchers who hold satellite
sessions with researchers from HU University. We hope to create mutual value
through sharing experience and knowledge and also to establish new partnerships.

사 업 명: 서울대-홋카이도대 공동 심포지엄 학술교류 분과세션 개최지원
주요내용: 홋카이도대학교 연구진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 및 공동 분과세션 개최를
위한 지원금 지급
주

제: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A regional focus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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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Overview

Host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 동 주제 내에서 분과세션 주제 자유선정 가능

개최기간: 2022. 11. 10. (목) ~ 11. 12. (토)
※ 선정된 분과세션 참가자는 2022. 11. 10.(목) 저녁, 및 11. 11.(금) 오전에 진행되는 공동 심포
지엄 환영만찬과 총회에 필수 참석
※ 분과세션은 11. 11.(금) 오후에 자체적으로 진행

개최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등

Symposium Topic: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A regional focus
Date: Nov 10th, 2022 ~ Nov 12th, 2022
* Representative researchers from each session must participate in the Welcome
Dinner (Nov 10th) and the Plenary session (Nov 11th).
* Satellite sessions are held individually on Nov 11th.
Ve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Main Campus (TBC)

지원금액: 팀당 2,500천원 이내 (총 5개 팀 선정)
- 양교 학생의 참가독려를 위해, 학생참가자를 포함시키는 세션 대상으로는
지원 금액 증액 예정
- 홋카이도대에서 공동으로 참가하는 연구팀에게도 비슷한 금액의 매칭펀드 제공 예정

Amount of funding: KRW 2,500,000 per team (up to 5 teams)
* Similar amount of funding will be granted to the matching team from Hokkaido University.
* Having student participants are strongly recommended, and there will be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for sessions with student participant.

지원대상 발표 및 지원금 지급: 2022년 9월 중순

Announcement of selection: mid-September 2022

신청자격: 본교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full-time SNU faculty members
How to Apply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8월 26일(금)까지
- 신청방법
ㆍ 책임교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

* Deadline: August 26 (Fri), 2022
* Applicants must submit the attached application form [Form 1] to their college
administration office.
*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each college must collect the applications and submit
them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through electronic document system.

ㆍ 소속 대학(원): 제출 서류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국제협력본부로 제출
- 제출서류: [Form 1] 분과세션 개최지원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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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the funding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대표연구자 명의 계좌로 지급
- 집행가능항목
ㆍ 분과세션 개최 준비를 위한 행사비 (장소대여, 자료 인쇄, 장비 대여, PPT 디자인,
사전 간담회, 행사 식비, 행사용 소모품, 통ㆍ번역료 등)
- 집행불가항목

* The funds will be deposited into the account of the applicant.
* Allowable expenses: rent (venue, meeting equipment, etc.), printing & ppt
designing expenses, stationeries, meeting expenses (meals, light refreshments),
translation or interpretation expenses, etc.
* Unallowable expenses: purchases after the event date, manuscript fees, any kind
of labor cost or allowance, tour expenses, purchase of parking tickets, alcoholic
beverages, assets (such as machinery, furniture that can be owned.), etc. (If
there is anything unclear, please consult the program manager beforehand.)
Final Report (Form 2)

ㆍ 강사료, 수당 등의 인건비, 사후 간담회, 원고료, 관광 비용, 주차권, 주류, 기계/비품
구입비용 등은 집행 불가

* Deadline: Nov 25 (Fri), 2022
* The original copy must be submitted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Bldg.
No. 152, Gwanak Campus) before the deadline.

결과보고서 제출
Additional Notes

- [Form 2]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2022년 11월 25일 (금) 까지 국제협력본부에 원본 제출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 The management (planning,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satellite sessions shall
be conducted individually by applicants.

- 분과세션 기획·준비 및 운영은 각 신청 연구팀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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