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유럽연합연구회(ERC) 

2019년 사업계획(Work Programme) 발표

(KERC, 2018. 9. 13)

□ R&D 지원을 위해 EU집행위 산하기구로 설립된 

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 ERC)는 전년대비 1.65억 유로 

증가한 20억 16백만 유로의 2019년 지원 계획 발표

ㅇ ERC는 개별 연구자의 경력 등에 따라 크게 5가지* 종류의 선도

연구(Frontier research)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신진연구자 지원(starting grant), 중견연구자 지원(consolidator grant), 우수연구자 지원

(advanced grant), 시너지연구 지원(Synergy Grant), 후속연구 지원(Proof of Concept Grant)

ERC 2019년 사업계획(Work Programme)의 주요 특징

ㅇ 시너지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한해 비회원국의 연구진 참여 가능

ㅇ 지원 프로그램에 한해 단기 18개월 지원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적 부담 경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연구비 일괄 지급

□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 계획

➀ 신진연구자 지원(Starting Grant)

- 제안서 제출 기간 : 2018년 9월 14일 - 2018년 10월 17일 

- 총 지원 금액 : 5억 8천만 유로

- 지원 자격 

: 박사학위 취득 후 우수한 연구 실적과 함께 2~7년의 연구 경력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EU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소재



- 2 -

- 기간 및 규모 : 5년, 최대 150만 유로(50만 유로 추가 요청 가능)

➁ 중견연구자 지원(Consolidator Grant)

- 제안서 제출 기간 : 2018년 10월 24일 - 2019년 2월 7일 

- 총 지원 금액 : 6억 2백만 유로

- 지원 자격 

: 취득 후 우수한 연구 실적과 함께 8~12년의 연구 경력

: 소속기관은 EU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소재

- 지원 기간 및 규모 : 5년, 최대 200만 유로(75만 유로 추가 요청 가능)

➂ 우수연구자 지원(Advanced Grant)

- 제안서 제출 기간 : 2019년 5월 21일 - 2019년 8월 29일 

- 총 지원 금액 : 3억 91백만 유로

- 지원 자격 

: 과거 10년 동안 우수한 연구 실적을 보유(주저자로서 10개 이

상의 우수 논문 및 3개의 단행논문)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EU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소재

- 기간 및 규모 : 5년, 최대 250만 유로(100만 유로 추가 요청 가능)

➃ 시너지연구 지원(Synergy Grant)

- 제안서 제출 기간 : 2018년 9월 14일 - 2018년 11월 8일 

- 총 지원 금액 : 4억 유로

- 지원 자격 

: 2~4명의 연구책임자로 구성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EU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소재

연구책임자 중 1명은 비회원국의 연구기관에서 참여 가능

- 기간 및 규모 : 6년, 최대 1,000만 유로(400만 유로 추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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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후속연구 지원(Proof of Concept Grant)

- 제안서 제출 기간 : 2018년 10월 16일 - 2019년 1월 22일(1차),

2019년 4월 25일(2차), 2019년 9월 19일(3차)

- 총 지원 금액 : 25백만 유로

- 지원 자격 

: ERC 참여 중이거나 과제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하지 

과제의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EU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소재

- 지원 기간 및 규모 : 18개월, 최대 15만 유로



- 4 -

[붙임] ERC Work Programme 2019의 개요

프로그램 구분 지원 자격
지원 기간

및 규모

예산(백만 유로)

2018년 2019년

Starting Grant

(StG)

- 박사후 2~7년 경력

- 주저자로서 최소 1편 이상의 논문 게재

- 전체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EU회원

국 및 준회원국에 거주

- 전체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ERC

project에 할당

5년, 150만

유로(+50만

유로)

581 580(↓)

Consolidator

Grant

(CoG)

- 박사후 8~12년 경력

- 주저자로서 다수의 논문 게재 실적

- 전체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EU회원

국 및 준회원국에 거주

- 전체 근무 시간의 40% 이상을 ERC

project에 할당

5년, 200만

유로(+75만

유로)

550 602(↑)

Advanced

Grant

(AdG)

- 10년 이상 탁월한 학문역량 보유

- 전체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EU회원

국 및 준회원국에 거주

- 전체 근무 시간의 30% 이상을 ERC

project에 할당

5년, 250만

유로(+100만

유로)

450 391(↓)

Synergy Grant

(SyG)

- 2~4명으로 구성된 팀 지원

- EU외 국가 연구원 1명은 팀에 참여 가능

- 전체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EU회원

국 및 준회원국에 거주(EU외 거주 연구

원 1명은 예외 적용)

- 전체 근무 시간의 30% 이상을 ERC

project에 할당

6년, 1,000만

유로(+400만

유로)

250 400(↑)

Proof of

Concept Grant

(PoC)

- ERC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자
18개월,

15만 유로
20 25(↑)

기타 16.13 18.6(↑)
합계 1,851 2,0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