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투자연구교육센터
투자분야 연구사업 공모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투자연구교육센터(Investment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IREC)는
2020년도 투자분야 연구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① 본 센터는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 내에서 투자 상품의 공급자적인 측면과 수요자적인 측면에 대
한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학문적, 실무적 연구를 수행함을 목표로 함.
②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 자격 : 국내외 관련 연구자
② 지원 분야 :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 투자상품, 전략 등 투자론 분야 관련 연구
③ 지원금액 : 과제 당 1,000만원
과제 선정시 30%, 연구과제 발표시 30%, 발표후 2년이내 학회지 게재시 40%
④ 지원과제수: 5편 이내

3. 응모 및 선정
① 제출서류: 연구사업 신청서, 연구계획서 각 1부
② 제출기한 : 2020. 8. 18 ~ 2020. 9. 29. (도착분에 한함)
③ 제출방법 :

이메일 (snu.irec@gmail.com) 또는 우편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투자연구교육센터

담당자 윤경아(우: 08826)

④ 선정기준
연구센터 외부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사업 선정위원회의 double blind system으로 평가된
결과로 선정.
선정위원회는 ‘과제의 한계와 예상되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후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임.

- 투자연구센터의 연구사업 목표와의 부합정도
- 연구의 목적적합성, 연구과제의 시의 적절성
- 연구의 독창성
- 정책 제언 및 공익 기여도

⑤ 선정 및 통보: 2020. 11. 3. 개별통보

4. 연구결과보고
① 최종보고 : 연구결과의 완성된 연구논문 2부와 논문내용을 담은 파일을 제출
② 보고시한 : 2021년 7월 30일
③ 연구내용의 변경
- 최초 응모 시에 본 센터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야 함. 단, 연구진행과정 중 부득이 연구의 제목과 내용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본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논문발표 및 게재 :
- 최종 보고된 논문은 2021년 9월 경 센터가 개최하는 연구사업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해야 함.
- 선정자는 연구논문을 국내외 유수 학회지에 심포지엄 발표 후 2년 이내에 출간하여 센터
에 결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문의 :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투자연구교육센터장 채

준(02-880-6929),

담당자 윤경아 (02-880-6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