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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A (Marie Skłodowska-Curie Actions) 
인력교류 프로그램 개요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1991~1994년)

2019년도 예산 : 약 9억 3천 5백만 유로

총 예산(2014~2020) : 61억 6천만 유로

4억 7천만 유로

2억 9천 5백만 유로

8천만 유로 9천만 유로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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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2019년도 예산
(백만 유로)

개인단위 지원
가능 여부

프로그램명 내용

295

9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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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A 인력교류 프로그램은 지원자(기관 혹은 개인), 수혜대상 연구자의 경력(신진 혹은 중견) 등에 따라 

4가지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

 

 

 

 

 

 

연구혁신 분야의

우수인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국가 혹은 

국제 프로그램 지원

참여기관의

연구혁신부문 관련

연구자 및 직원  

 

 

 

 

 

 

 

 

 

 

 

 

 

 

 

 

개별연구자가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하며, 선정된

연구자에 한해

2년까지 지원

(GF의 경우, 복귀 후

1년간 추가 지원)

1~12개월 동안

개별연구자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혁신과제를 수행하며, 

파견 후 복귀한 연구자 

및 직원은 학습 결과를 

보고해야 함

 

 

 

 

 

MSCA
 인력교류 프로그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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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기업가 정신을 갖춘 차세대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준 높은 공동연구 및 박사과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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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술분야(주로 기업)의 박사과정 교육 참여를 통하여 연구자의 연구 트레이닝, 기업가 능력 배양 등을 통

한 유럽의 창조성 및 혁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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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프로젝트 계획서 제출일자 직전 시기에 적어도 12개월 이상 연구경력의 공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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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프로그램 내용

지원가능 분야

연구비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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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프로그램 내용  

지원가능 분야

연구비 지원범위

Co-Funding of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grammes
(CO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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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자 참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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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공고 후 객관적인 선정 단계를 통해

신진연구자를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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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Letter of Commitment)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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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기관 참여

(파트너기관 소속)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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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같은 제3국 파트너기관은 자체 펀딩을 통한 재정적 기여가 가능함

확약서(Letter of Commitment)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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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AXESS 홈페이지(https://euraxess.ec.europa.eu/)를 통해 
전반적인 정보 확인

채용공고(JOBS & FUNDING)게시판에 접속하여 공고찾아보기
(SEARCH FOR JOB OFFERS) 선택

공고검색 페이지를 통해 연구분야, 국가, 프로그램 등 검색

공고 별 상세 내용 확인 및 지원(APPLY) 버튼 클릭 후 지원절차 확인

공석공고 확인

채용공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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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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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대응자금

(Matching-fund)

지원 절차

• 2019년도 한-EU 공동연구사업 추진일정

- 신규과제 공모 : 2019년 4월/10월(예정)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9년 6월/11월(예정)

- 연구개시 : 2019년 7월/12월(예정)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미주구주협력팀 한승미 연구원 

(전화 : 02-3460-5626, 이메일 : hsm0212@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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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H2020-MSCA-ITN-2019

•토 픽 : MSCA-ITN-2019 : Innovative Training Networks

•활동형태 :   MSCA-ITN-2019 (MSCA-ITN-ETN), MSCA-ITN-2019 (MSCA-ITN-EID),  
MSCA-ITN-2019 (MSCA-ITN-EJD)

•예 산 : €470,000,000

•공 고 일 : 2018.09.13.

•마 감 일 : 2019.01.15.

•공고번호 : H2020-MSCA-IF-2019

•토 픽 : MSCA-IF-2019 : Individual Fellowships

•활동형태 :   MSCA-IF-2019 (MSCA-IF-EF-CAR), MSCA-IF-2019 (MSCA-IF-EF-RI), 
MSCA-IF-2019 (MSCA-IF-EF-ST), MSCA-IF-2019 (MSCA-IF-EF-SE), 

MSCA-IF-2019 (MSCA-IF-GF)

•예 산 : €294,490,000

•공 고 일 : 2019.04.11.

•마 감 일 : 2019.09.11.

•공고번호 : H2020-MSCA-RISE-2019

•토 픽 : MSCA-RISE-2019 : Research and Innovation Staff Exchange

•활동형태 : MSCA-RISE-2019 (MSCA-RISE)

•예 산 : €80,000,000

•공 고 일 : 2018.12.04.

•마 감 일 : 2019.04.02.

•공고번호 : H2020-MSCA-COFUND-2019

•토 픽 :   MSCA-COFUND-2019 
: Co-funding of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grammes

•활동형태 :   MSCA-COFUND-2019 (MSCA-COFUND-DP),  

MSCA-COFUND-2019 (MSCA-COFUND-FP)

•예 산 : €90,000,000

•공 고 일 : 2019.04.04.

•마 감 일 : 2019.09.26.  2019년 4월 기준

Innovative Training Networks (ITN)

Individual Fellowships (IF)

Research and Innovation Staff Exchange (RISE)

Co-funding of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grammes (COFUND)

2019년도 EU측

MSCA 프로그램

공고(Call)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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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unding of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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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ull-time Equivalent 기준) 이상인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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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support/n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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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스위스,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조지아, 터키, 튀니지, 페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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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형태 활동 내용과 지원 내용

Inducement Prize, Recognition Prize, Debt and Equality Facility, 

Technology Readiness Level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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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 Tenders의 Electronic Proposal Submission에

연구계획서 제출

서류작성 및 제출은 ECAS* 전자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Funding & Tenders에서 신규 계정 신설

방법1. Funding & Tenders에서 프로그램 모집공고 확인

방법2. 온라인 매뉴얼에서 지원자에 알맞은 프로그램 검색 후 정보 확인

프로젝트 파트너 물색 및 컨소시엄 구성(최소 3개 기관으로 구성)

연구책임자는 EU 회원국만 가능하므로, 한국측 연구자는 파트너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트너를 검색

- 단, MSCA 프로그램의 경우 중 RISE, ITN 사업만 해당

소속기관 9자리 고유번호(PIC*) 발급

-   발급전, 지원자는 소속기관의 등록여부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신규 기관등록 해야 함 

제공된 온라인 양식에 맞추어 연구계획서 작성(PI)

- 한국측 참여연구자는 담당 부분에 대해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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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019년 공고 개시 및 접수 진행 중

Horizon 2020 

2019년도 공고 현황

공고 구분

총 세부 연구주제(Topic) 수 : 200개(2019년 4월 12일 기준)

 현재 공고 중 연구주제 : 174개

 추후 공고 예정 연구주제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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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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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검색, 프로젝트 및 결과, 

중소기업 참여정보 등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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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프로그램 등 검색 기능 지원 

Horizon2020 프로그램,  

분야(Focus Area), 우선순위 등 

카테고리 별 공고 검색 필터 

제3자(third parties)를 위한 H2020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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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공고제목, 공고ID, 마감일자 등 분류 기능 지원

공고문 검색, 프로젝트 및 결과, 

중소기업 참여정보 등 안내 제공
공고제목, 공고ID, 공고번호, 

연구활동 형태(Types of action), 

연구 프로그램 종류, 공고개시 상태, 

공고일자, 마감일자 등 확인

공고개시 상태

�공고 예정 

�공고 중 

�공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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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주제 개요

사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 

안내문서(PDF), 사업년도, 공고제목,

공고ID, 해당 공고 내 연구 주제(topics), 

예산(budget) 정보 제공

세부 내용

- Topic Description : 세부 주제별 내용 요약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 범위(Scope)

�기대효과

�활동형태(공고관련 주요내용)

- Conditions and documents : 연구주제 관련 조건 및 문서

�예산지원 대상국가

�지원조건, 계획서 형태 및 분량

�평가방법, 평가 및 협약체결 시기

�활동형태별 평가 양식 등 문서 제공

- Partner Search : 파트너 검색

- Submission service : 온라인 제출

�제출 정보 제공 및 접수 사이트 이동 

-   Get support : 온라인 매뉴얼, FAQ, NCP 

홈페이지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안내

- Call information : 공고 세부정보

- Call updates : 공고관련 최신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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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earch 기능 소개

Partner Search 탭을 통해, 해당 공고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목록 검색

기관명, 기관유형, 국적 등 상세 정보 확인 후 해당기관 컨택

기관명 요청일자 국적

참여 요청 혹은

참여 제공

해당기관 컨텍

해당 공고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목록

기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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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한내 제출된 서류에 대해 신청기준(Admissibility Criteria) 및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에 대한 검토 실시

•  MSCA 경우, 학문분야에 따라 기 구성된 8개의 심사단 중 하나로 배정됨 

-   단, ITN의 European Industrial Doctorates(EID)나 European Joint 

Doctorates(EJD)의 경우, 별도의 다학문 심사단 (Multidisciplinary Panel)이 

구성됨

•  최소 3명의 전문가가 EU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점수 및 평가의견 부여

•  해당 평가결과는  Participant Portal을 통해 지원자에게 개별통보 

(Individual Evaluation Report, IER)됨

•  개별 평가자 및 조정관(주로 EC 사무관)이 평가위원회(Consensus Group)를 

구성하여 평가점수를 조율하고, 공동 평가의견을 작성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검토위원회(Review Panel) 구성

•   검토위원회에서 1, 2차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과제 간 

순위 결정

- 필요시 평가결과 수정, 동점 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할 수 있음

•  Panel Report 작성 및 EC 제출 

- 필요시 EC에서는 연구책임자(Coordinator)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예비 심사결과 통보 

- 피평가자에게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 (Evaluation Summary Report, ESR) 송부

•  최종선정 전, EC에서 평가결과 최종검토 및 자체 평가 실시 

-   기지원된 사례가 있거나, EU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정책에 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부 될 수 있음

•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과제 리스트 도출 

-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명단(Reserve List)을 작성하여 예산발생시 추가 지원

•  EC-연구책임자(Coordinator) 간 협약(Grant Agreement, GA) 체결

•  GA 체결 후 과제별 연구비 지급(총 연구기간에 따라 연구비 지급 횟수 상이)

분과별 

심사위원회 구성

(MSCA만 해당)

<1차 심사>

전문가  

개별평가

<2차 심사>

평가위원회 

평가

<3차 심사>

검토위원회 

평가

예비 

심사결과 

통보 

EU 집행위 

점검 및 

최종선정

요건검토

협약체결 및

연구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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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P 분야 이름 연락처 파견기관/소속기관

National NCP coordinator (EU Office)

김유식
yskim17@mofa.go.kr

+32-2-661 0048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김면중
lui@k-erc.eu, lui@nrf.re.kr

+32-2-880 3901
한-EU 연구협력센터/한국연구재단

National NCP Coordinator (Domestic)

김종덕
jdkim@nrf.re.kr

+82-2-3460-5603
한국연구재단

전호석
ho@nrf.re.kr

+82-2-3460-5730
한국연구재단

Marie Sk odowska-Curie actions on skills,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Domestic)
한승미

hsm0212@nrf.re.kr 

+82-2-3460-5626
한국연구재단

SMEs 박천교
seanpark@kiat.or.kr 

+32-2-431 059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럽사무소국

European Research Council

김형하
kimhh@kriss.re.kr 

+82-42-868-536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만석
kikimsp@korea.kr

+82-2-2110-23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uture and Emerging Technolgies

김정욱
kjwcow@kiat.or.kr

+82-2-6009-32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황종운
hwang@kist-europe.de

+49-681-9382325
KIST-유럽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권오천

ockwon@etri.re.kr 

+32-2-880 3912

한-EU연구혁신센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pace 이은정
monicalee@kari.re.kr

+82-42-860-2148
항공우주연구원

Nanotechnologies, Advanced Materials and 

Advance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송재용

jysong@nrf.re.kr

+82-42-869-7730
한국연구재단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배광희
khbae@kribb.re.kr

+82-42-869-4600
생명과학연구원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Marine and Maritime Research and the 

Bio-Economy; & Biotechnology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류호정
hjryu@kier.re.kr

+82-42-860-3174
에너지기술연구원

Climate Action,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

•연구의 탁월성( Excellence)

•영향력(Impact)

•  연구 추진 및 사업관리의 우수성/효율성 

(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Implementation and th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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