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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년 ERC 중견연구자 모집 공고

❏ 국적에 관계없이 전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 연구를 지원하는 ERC(유럽연구위원회) 

2016-17년 중견연구자 모집 공고 발표 (2016.10.20.)  

❍ 2017년 ERC Consolidator Grant (중견연구자 지원) 모집 공고 (2016.10.20.)

- 지원 규모 : 총 320명 연구자에게 5년 동안 최대 2백만 유로까지(약 25억 원) 지원 

- 지원 자격 : 박사학위 취득 이후 7~12년 연구 경력 

- 평가 기준 : 국적, 연구 분야에 관계없이 연구자 및 연구 제안서의 과학적 우수성으로만 평가

※ 연구는 EU회원국 및 준회원국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 제안서 제출 마감 : 2017년 2월 9일

※ 2017년 하반기 심사 결과(Peer Review) 발표

- 제안서 제출 사이트 : 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top/en/home.html

구분 지원서 제출기간 예산 지원규모

Starting Grant 

(신진연구자 지원)

2016.7.26.

~2016.10.18
605백만 유로

5년간 150～200만 

유로

Consolidator Grant 

(중견연구자 지원)

2016.10.20.

~2017.2.9.
575백만 유로

5년간 200～275만 

유로

Advanced Grant 

(경력연구자 지원)

2016.5.16.

~2016.8.31
567백만 유로

5년간 250～350만 

유로

Proof of Concept 

Grant (연구 기획 

지원)

2016.10.5.

~2017.1.19
20백만 유로

18개월간 15만 

유로

출처: 2016년 3분기 ERC 뉴스레터, 2016.
<표 1> 2016-2017 ERC 연구지원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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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ERC(유럽연구위원회)* 개요 

- 설립 목적 : 연구자의 성별, 나이, 국적, 연구 분야에 상관없이 연구가 유럽 내에서 수행된다는 조건 하에 

모든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최고의 과학자, 학자, 엔지니어를 지원함으로써 유럽 내 과학기술의 

우수성 촉진

※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해 2007년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

구분 지원자격 선정규모 지원규모

Starting Grant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경력 2-7년 연간 370여명

5년간 150～200만 

유로

Consolidator Grant 

(중견연구자 지원)
연구경력 7-12년 연간 400여명

5년간 200～275만 

유로

Advanced Grant 

(경력연구자 지원)
연구경력 10년 이상 연간 200여명

5년간 250～350만 

유로

Proof of Concept 

Grant (연구 기획 

지원)

기존 ERC 연구 진행 연간 100여명
18개월간 15만 

유로

출처: 한국연구재단, 2014.
<표 3> 2014-2020 ERC 연구 지원 프로그램 개요 

- 예산 규모 : Horizon 2020('14～'20) 7년간 총 131억 유로(약 19조원)

- 지원 분야 : 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인문사회 등 모든 연구 분야

- 수혜 조건 : 연구 과제는 반드시 EU회원국 및 준회원국 내에서 수행

출처:

1)2017 ERC Consolidator Grant call launched

https://erc.europa.eu/sites/default/files/press_release/files/ERC_Highlight-2017_Consolidator_Grant_call_launched.pdf (10.20)

2)ERC 개요: http://www.haneurope.or.kr/member/kr/staticContent/ercSituation.do

3)https://erc.europa.eu/sites/default/files/publication/files/ERC-Newsletter-Autumn-2016.pdf

참고:

1) KIC-유럽 동향정보 2015-03

2) KIC-유럽 동향정보 2015-13

3) KIC-유럽 동향정보 20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