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ZON
EUROPE
: EU 연구혁신프로그램(2021-2027)

프로그램 지원 가이드
: 협약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일반사항
[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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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일반 사항
•협
 약 관련 문서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출 및 관리: Funding and Tenders Portal*
• 협약 과정의 전자화를 통해 절차의 간소화, 문서의 통일성 및 투명성 확보
*ec.europa.eu

1) 전체 협약 절차 및 소요시간
과제 승인 및 협약서
작성 요청

공고 마감

제안서 제출

제안서 검토 및 평가

협약서 서명

협약서 작성

최대 5개월
최대 8개월

•과
 제 협약은 정해진 기한까지 완료되어야 함.
•E
 C의 과제 승인 및 협약서 작성 요청 통지 문서에 협약완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협
 약 완료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1

협약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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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약서 작성 순서
과제 담당관(PO: Project Officer)

과제 승인 및
협약서 작성
요청

협약서 준비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협약서 내용
검토

연구책임자
서명

EU 측 서명

협약 개시 서명
(참여기관)

과제비 지급

참여기관 등록 및 기관 대표자 지정 등

3) 과제 제안서와 협약서의 차이
•협
 약서는 승인된 과제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연구 내용의 수정은 불필요
•협
 약 관련 법률 및 회계 의무사항 적용에 대한 검토 및 수정 필요
•연
 구 윤리 및 보안 안전성에 대한 검토 및 수정 필요
•과
 제담당관(PO: Project Officer)은 협약서 내용의 적법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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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작성 세부사항
1) 협약서 작성을 위한 필요사항
•기
 관별 행정관리 대리인(LEAR: Legal Entity Authorized Representative) 등록 (1명)
•주
 관연구책임자(PCoCo: Primary Coordinator Contact) 등록
•참
 여기관별 1명의 참여연구자 등록
•기
 관별 법적 대리인(LSIGN: Legal Signatory) 등록 (1명)
•기
 관별 회계 서명인(FSIGN: Financial Signatory) 등록 (1명)

2) 협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내
 용 반복 지양: 협약서 상 실행계획표(Part A)와 실행내용(Part B)간 동일 내용 반복 지양
•연
 구윤리 및 보안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반영 필요
- 관련 사항에 따라 협약 완료 전 연구실행계획 변경 필요
- 필요시, 국가/지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첨부 요구
•협
 약완료 기간 준수
- 문제 발생시, 지체 없이 알리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
•과
 제담당관(PO)과 지속적인 협업 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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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구성 및 주요 기준
1) 사업비 인정 기준
•실
 제 투입비용 (예상 경비 비인정)
•사
 업기간 내 지출 (예외: 최종 보고서 작성 경비)
•협
 약서 내 명시된 예산 내 지출
•협
 약서 내 명시된 사업 목적 및 수행에 부합하는 지출
•지
 출 계좌 기록 확인 및 지출 증빙 등이 가능하며 일반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지출
•수
 행국의 세금, 노동, 사회보장 관련 법규 준수
•자
 금의 효율적/합리적 운영 (기회비용이 높은 지출 우선)
•다
 음의 지출은 불인정
- 이자
- 환전으로 인한 손실
- 공제가능한 부가가치세

2) 항목별 주요사항
대구분

소구분

주요사항

고용인

고용계약을 근거로 노동을 수행하는 자

프리랜서
인건비

파견자
중소기업대표
개인참여연구자
위탁연구비

장비구매

구매 경비

고용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표준협약서 Article

타기관에서 일시적으로 파견한 자

기타 용품 구매 및
서비스 활용비
제3자 연구지원경비

6.2.A. 참조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대표
기관을 대표하지 않는 개인 참여연구자
참여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위탁 경비

여비

비고

표준협약서 Article
6.2.B. 참조

여행경비, 숙박비, 일비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제반시설 구매
소모품 구매, 번역/디자인/인쇄 경비, 지적재산관 관련 경비,

표준협약서 Article
6.2.C.참조

회계보고증명서(CFS) 관련 경비 등
제3자에 대한 경연대회 상금, 각종 보조금 등
표준협약서 Article

기타 경비
내적 제반 경비

간접비

참여기관이 직접 생산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서비스 및 제품, 제반

6.2.D.참조

시설 등에 대한 경비 (Horizon Europe 신설)
직접비(위탁연구비, 제3자 연구지원경비 제외)의 25%

표준협약서 Article
6.2.E.참조

EU 표준협약서 참조 :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common/guidance/aga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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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Europe : 추가 및 변경 사항
•성
 평등실행계획(GEP: Gender Equality Plan) 구비 의무화 (2022년)
- 시스템상 성평등실행계획 구비 여부 명시
- 관련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가진단 실시 (자가진단항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상에 성평등실행계획 미구비로 표시되며 경우에 따라 과제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성평등실행계획(GEP) 구비 관련 정보 입력창 예

•참
 여기관이 국제기관(International Organization)으로 분류/등록된 경우, 동 기관이 유럽국제연구기관
(IERO: International European Research Organization)인지에 대한 명시 필요
- 과제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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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일반 사항
•협
 약 관련 문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통해 제출 및 관리: Funding and Tenders Portal
•사
 업비 사용실적은 유로화(€) 기준
•중
 간 보고(평균 12-18개월 단위) 및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보고 원칙

1) 사업비 지급 방식
•사
 업비 선지급
- 협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지급 (지급액=“사업비/중간보고 기간 수 – 보증 펀드 5%”)
•중
 간 지급 (기간별 지급)
- 중간 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 지급 (최대 사업비의 90%)
•최
 종 사용실적 보고 후 정산
- 최종 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 지급 (잔여 사업비 등)

2) 보고서 제출 예시
1차 중간 보고서 제출

1차 사업기간

2차 중간보고서 제출

2차 사업기간

※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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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사업기간

최종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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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 세부사항
1) 중간 보고서 내용
•각
 참여기관별 회계보고서(Financial statement : 협약서 Annex 4 양식 활용)
•사
 업비 사용처 및 위탁 내역 등 설명
•사
 업비 지급 요청

2) 최종 보고서 내용
•최
 종 회계보고 요약본
•사
 업비 정산금 지급 요청
•회
 계보고 증명서(CFS: Certificate on the Financial Statements) (필요시)
- 사업비가 43만 유로 이상인 경우 (H2020 : 32만5천 유로 이상)
- 참여기관당 1개의 증명서 필요 (협약서 Annex 5 양식 참조)
- EC에서 인정한 외부 독립기관 발행
- 소요 비용은 사업비 내 청구 가능

3) 보고서 제출 절차
보고서 제출 요청
알림

모든 참여기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제출

연구책임자 승인 및
제출

EU 측 검토 및 승인

사업비 지급

기관별 사업담당 회계 서명인(PFSIGN) 서명

- 기관별 사업담당 회계 서명인(PFSIGN: Project Financial Signatory) 지정 필요: 기관별 법적대리인
(LSIGN), 기관별 회계 서명인(FSIGN)이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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