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과학기술 정보
쓰촨성, 간접비용 지출비율 최고 60%까지 인상 

2019.09.18.  지역정보



쓰촨성 
간접비용 지출비율 

최고 60%까지 인상

   

  

배 경

 최근 쓰촨성(四川省) 재정청, 과기청은「쓰촨성 과기계획 

프로젝트 전문자금 관리방법」(이하 약칭‘방법’)을 발표하고, 

쓰촨성 과기계획 프로젝트 중 간접비용 지출이 가능한 항목을 

명시하고 지력(智力) 밀집형 프로젝트, 특히 수학 등 순이론

기초 연구프로젝트의 간접비용 심사확정 비율을 대폭 인상했다.



쓰촨성, 간접비용 지출비율 최고 60%까지 인상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3

쓰촨성, 간접비용 지출비율 최고 60%까지 인상

1 「쓰촨성 과기 프로젝트 전문자금 관리방법」의 주요내용

  첫째, 응용기초 연구계획, 중점 연구계획(중대 과기 전문프로젝트), 그리고 우수 청년과기

인재와 혁신팀, 혁신 창업 리더형 인재, 청년 잠재형 우수 대학생, 소프트사이언스, 연구개

발형 플랫폼 프로젝트 및 기술사업화 시범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재(再)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의료기구 등에서 지출 가능한 간접비용은, 직접비용에서 설비 구매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일정 비례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 확정한다. 즉, 500만 위안(포함)

이하의 부분은 20%, 500만 위안~1,000만 위안(포함) 부분은 15%, 1,000만 위안 이상 부분은 

13%로 한다. 

  둘째, 소프트사이언스, 응용기초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집적회로 설계 등 지력 밀집형 

프로젝트의 간접비용은 프로젝트 전문자금 총액에 따라 실사 확정하며 500만 위안(포함) 이상

의 부분은 최고 40%, 500만 위안~1,000만 위안(포함) 부분은 최고 35%, 1,000만 위안 이

상 부분은 최고 30%으로 한다. 

  셋째, 수학 등 순이론 기초연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전문자금 총액의 60%를 기준으로 

심사 확정한다. 

  ※ 간접비용이란, 프로젝트 조직 실시 과정 중 진행 업체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에서 지출하기 어려운 

관련 비용을 가리킨다. 주로 프로젝트 연구에 제공되는 기기 설비 및 건물, 생활용수,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를 포함한 관련 관리비용의 보조금 지출 그리고 과기연구 인원의 성과급 장려 지출 등을 포함한

다.

KO
STEC   

  K
O

STEC   
  K

O
STEC



지역 과학기술 정보

4  

  쓰촨성 성급 과기계획 프로젝트의 간접비용 지출비율 인상은 과학연구 인원들의 혁신능력을 

자극하고 “병목”관건 기술 공략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 “과학기술 황무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도전성을 격려하기에 보다 많은 새로운 연구성과를 창출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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