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톤디자인 출장비 신청방법

[출장 신청방법]
1. LINC+사업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출장비를 신청한다.
① 로그인(하영드리미 아이디와 패스워드) → 참여프로그램
→ 2018-2학기 캡스톤디자인 → 캡스톤디자인 운영관리

② 하단 예산관리에서 재료비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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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장비 신청서에 출장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한다. (내용 미비시 반려사유가 됨)
④ 출장신청서, 공결확인원 한글파일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 출장신청서, 공결확인원은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 캡스톤디자인 서식모음]에 있음

2. 교수님 승인, 사업단 승인 완료 문자를 확인한다.(팀장에게 문자가 자동 전송됨)
3. 신청서 일정에 맞추어 출장을 다녀온다.
[도내 출장 시 : 현지에서 꼭! 챙겨야하는 서류]
1.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 원본(편의점 영수증도 가능) : 방문일자, 시간, 주소 확인용
2. 현장사진: 시장조사 및 작업하는 사진, 단체사진
※ 셀카, 인물사진 등 출장내용을 알수 없는 사진은 불인정!!

[도외 출장 시 : 꼭! 챙겨야하는 서류]
1. 항공 탑승권(원본) : 팀원 각각 제출
※ 탑승권 원본 미제출 시 출장비 지급 불가
2. 항공 영수증: 탑승권 발급시 영수증도 같이 발급 받으세요.
3. 숙박 영수증
4. 숙박 확인서
- 숙박업체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함
- 투숙일자, 투숙인원(이름), 객실수 기재 필수
5. 현장사진: 시장조사 및 작업하는 사진, 단체사진
※ 셀카, 인물사진 등 출장내용을 알수 없는 사진은 불인정!!

- 2 -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방법]
1.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① 로그인(하영드리미 아이디와 패스워드) → 참여프로그램 → 2018-2학기 캡스톤디자인 → 캡스톤디자인 운영관리

② 하단 예산집행현황에서 출장관리 탭을 누른다.
※ 등록일 또는 신청금액 부분을 클릭하면 결과보고서 작성 팝업창이 뜸

③ 출장 신청내용들을 확인하며 결과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한다.(출장 목적 달성 여부에 맞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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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장 결과보고서 팝업창 하단에 필요한 파일들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여비정산서, 출장 증빙사진, 출장증빙서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는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 캡스톤디자인 서식모음(07~10번)]에 있음

⑤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서명 필수)를 출력하여 증빙자료(원본)와 함께 사업단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도내 출장 결과보고 시 :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용(각 1부) : 결과보고서, 출장증빙 사진, 영수증(원본)
개인별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가리지 마세요)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명필수)
개별정산서(서명 필수)
[ 도외 출장 결과보고 시 :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용(각 1부) : 결과보고서, 출장증빙 사진, 숙박영수증, 숙박확인서
개인별 : 왕복 항공권(탑승권 원본), 항공영수증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가리지 마세요),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명 필수)
개별정산서(서명 필수)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