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길위의 인문학 인문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2020.8.19.(수)

[연구자]
Q. 연구제안서는 누구에게 공개되나요?
A. 연구제안서는 카페에 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출판사)에 한하여 연구자-출
판사 매칭용으로 공개됩니다.

Q. 온라인카페에 올라간 연구제안서는 언제까지 공개가 되나요?
A. 출판사와의 매칭 기간이 끝나면 카페는 폐쇄되므로, 사업 선정결과 공
고일까지만 공개됩니다.

Q. 연구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연구제안서가 모두 온라인카페에 공개되
나요?
A. 신청서 2페이지에 나오는 연구제안서만 온라인카페에 공개합니다. 신청서
1페이지 내용(사업신청서)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Q. 연구자는 연구제안서를 몇 편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A. 연구자는 연구제안서를 2편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연구자는 출판사의 협업제안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출판사가 연구제안서를 보고 출판진흥원으로 협업제안서를 이메일로 제
출하면, 진흥원이 해당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협업제안서를 전달합니다.

Q. 연구제안서의 제출 분야나 주제가 한정되어 있나요?
A. 분야는 역사, 철학, 사회문화, 예술의 4개 분야이며, 지원주제는 “근현대
(1900년 이후)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조명과 이해를 담은 주제”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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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논문에 대한 연구제안서도 가능한가요?
A. 지원 분야 및 주제에 따른 것은 모두 응모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보고서는
대중들이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Q. 출판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아직 책으로 출간되지 않은 연구제안서도 제출
가능한가요?
A. 네, 아직 책으로 출간되지 않았다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보고서
제출 이전에 책으로 출간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관련]
Q. 연구자와 출판사는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연구자는 연구사례비로, 출판사는 연구자의 컨설팅 지원 및 결과 검수
등에 사용합니다.

Q. 연구자와 출판사의 지원금 사용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A. 지원금은 참여연구자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출
판사의 지원금 사용 비율은 30% 내외로 권장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됩니다. 2차 지원금 지급시에는, 지원금 사용 내
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지원처 선정 이후(30%) / (2차)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수 이후(70%)
[출판사 관련]
Q. 온라인카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출판진흥원에 이메일로 사업자등록증과 출판사신고필증을 제출한 후 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 출판진흥원에서 해당 메일을 확인하는 대로 가입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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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판사 1곳당 연구자와의 협업제안서를 몇 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A. 출판사 1곳당 협업제안서는 3개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출판사”의 기
준은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임프린트와 브랜드는 모회
사와 같은 출판사로 처리됩니다

Q. 출판사 1곳당 몇 편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연구제안자와 협의 또는 출판진흥원의 조정을 거친 최대 2건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출판사는 연구제안(연구자)의 자격이 없습니까?
A. 연구제안서는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개인, 단체 등이 제
출할 수 있습니다.

Q.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정해져 있나요?
A. 결과보고서는 종이책 또는 전자책(PDF 형식 가능)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 줄 간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선정된 연구자출판사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Q. 연구결과물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올해 진행되는 ①탐구 단계의 결과물에 한하여 ‘길위의 인문학’ 교육
콘텐츠,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제공(인문360°)

플랫폼

(https://inmun360.culture.go.kr/) 에 공공의 목적으로 무료로 활용됩니다.

[기타]
Q. 내년도 이후의 ②실행 또는 ③심화 단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②실행, ③심화 단계는 전년도 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즉,
①탐구 단계에 참여해야 ②실행 단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
고로 ②실행, ③심화 단계의 경우에는 결과물이 책으로 출간해야 하므로
출판사의 출판지원금 비중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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