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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원 조건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공고

지원
기준

국내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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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B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

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대상국가 : 스페인(기업 참여 필수)

지원규모 : 최대 5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모두 참여 가능)

국내 참여연구개발기관 자격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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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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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지원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구개발기관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비율 코로나특별지침적용시

중소중견기업이아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65%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80% 이하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67% 이하

그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10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연 구 개 발 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부담비율 코로나특별지침적용시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기업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외 필요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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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2

한-스페인 양자 과제의 경우,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나, 아래의 특정 분야를 우대함(우대가점 2점 부여가능)

Bio including Health1

Green technology including Energy2

Smart city and Transportation3

ICT4

Nanotechnology, Materials5

New Production Technologies6

Aerosp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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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기준3

한-스페인 양자 과제의 경우,
다자공동R&D 유레카 네트워크(Network) 기반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유레카 네트워크
과제구성 룰(Eligibility Rule)을 따라야 함

제품·프로세스·서비스의연구개발을목적으로하여야함1

민간목적의사업이어야함2

컨소시엄은유레카회원국2개국이상을반드시포함하여야함3

컨소시엄은두개이상의독립된기관을포함하여야함4

한국가,한기관에전체연구개발비의 70%이상을배정하여서는안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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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개요1

한-스페인 다자 네트워크기반 공고

EUREKA 사무국 수행기관 KIAT

국내 공고 (2월14일)
SMART SIMPLE 접수
(영문연구개발계획서,
4.28(목), GMT 18:00)

EUREKA 한-스페인
Network call 공고(2.14)

국내 선정 확정

국내 협약

선정 확정 (~11월)

국내 평가
(6~8월 중)

K-PASS 국내접수
(국가별 접수, 5.13(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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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개요1

SMART SIMPLE 온라인 접수 (4.28(목) GMT 18:00시 까지)1

K-PASS 온라인 접수 (5.13(금) 한국시간 18:00시 까지)2

2단계 접수 절차

1. 메인파트너가 SMART SIMPLE 계정 우선 생성

https://eureka.smartsimple.ie

2. 공동 수행기관 INVITE 후 내용 작성 완료

3. 모든 기관 전자서명 후, 제출(submit)

4. pdf로 다운로드 후, 국내접수 시 활용

1.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접수

https://k-pass.kr

2. 4.28일까지 접수한 SMART SIMPLE 계획서가 영문사업계획서가 됨
※ SMART SIMPLE 접수(온라인) 완료 기관에 한하여 국내접수(온라인) 가능, 사업비 변경 불가능

https://eureka.smartsimple.ie/
https://k-pa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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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1

사업계획서접수 사전검토 서면검토위원회
(필요시) 

현장실사
(필요시)

협약체결및
정부지원연구개
발비지원

평가결과확정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발표평가)

평가지표2

종합평점 70점 이상 – “지원대상”(절대평가)

평가지표 : 시장성(40),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국제공동 협력전략(10)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기술성 : 과제기획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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