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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2차 공고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3. 우리 센터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출산?육
아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지원하는 「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05.20. ~ 2019.06.14. 기간 중 2차 참여기업을 신청?
접수할 예정입니다.
4. 이에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과학기술분야 대체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상세 신청자격은
공고문 등 참조)에서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 1부
2) 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신청요강 1부
3) 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신청서(참여기관) 1부
4) 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신청서(참여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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