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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글로벌스타(Globalstars) 이행 가이드라인

1. 개 요
지난 10년 간 연구개발혁신(R&D&I)의 국제협력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세계 각국은
경제 발전과 글로벌 지식 공유 촉진을 위해 다양한 R&D&I 국제협력 전략을 개발 및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혁신(R&D&I) 국제협력은 유럽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과제로, 유레카 네트워크(Eureka Network)1)는 보다
강화된 글로벌 입지를 기반으로 유럽 기업의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핵심 혁신 매개체
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유레카는 오픈 유레카 글로벌 전략 (Open Eureka Internationalisation Strategy)을 통해
유레카 참여국(Participating Countries)과 유레카 이외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의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R&D를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중점 추진 목표로 선정하였다.
글로벌스타(Globalstars) 사업2)을 론칭하여 유레카 비회원국과의 기존 협력 체계와 더불어
신규 다자간 공동 R&D&I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글로벌스타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유레카 회원국 및 비회원국 간의 파트너쉽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유레카 회원국 및 비회원국 간의 시장지향형 공동 R&D&I 사업 추진을 통해 양측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 사업 모델 구축
◇ 국가펀딩기관(National Funding Bodies, NFBs)과 유레카사무국(Eureka Secretariat)에 효율적
이며 유연한 프로세스 제공
글로벌스타 론칭 이후 현재까지 총 7개의 공고를 진행, 23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바
있다. 동 글로벌스타 이행 가이드라인은 2017년 승인된 네트워크 프로젝트 절차를 기반으로
하며, 지난 몇 년 간 유레카 네트워크 대표단에서 제공한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추후 유레카 글로벌스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1) 유레카(Eureka)는 1985년 유럽 18개국이 설립한 범유럽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로, 2020년 현재 4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가입하여 2018년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승격
2) 유레카 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은 유레카 회원국(정회원국, 파트너국 및 준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연구개발혁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6월 유레카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도입

2. 기본 정보

2.1. 자격 기준
글로벌스타 사업은 최소 3개 국가, 즉, 유레카 회원국(최소 1개 유레카 정회원국 또는 파트
너국 포함)

2개국과 글로벌스타 대상국 1개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 그 외 유레카 네트

워크 프로젝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 민간 목적의 과제를 대상으로 함
◇ 최소 1개의 유레카 회원국(정회원국, 파트너국 또는 준회원국)과 글로벌스타 대상국을 포함
◇ 혁신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최소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의 참여를 기반으로 함
◇ 어느 기관 또는 국가도 전체 프로젝트 예산의 70% 이상 부담 불가

2.2. 국가 선정
글로벌스타 대상국 선정은 유레카 회원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공고를
론칭하는 국가의 수요가 중요시된다. 또한, 유레카 회원국의 국가 전략, 양자협약 및
업무협약(MoU) 체결 여부, 상업적 이익 및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특정 목적에 따라 선정
될 수 있다.
유레카 비회원국이 글로벌스타 공고 참여 의사를 직접 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레카
의장국과 국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NPC(National Project Coordinator)3) 및 정부대표인
HLG(High Level Group)4)의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되며, 유레카사무국은 그 결과를
3개월 내로 요청 국가에 전달해야 한다.
즉, 공고 개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유레카 정회원국 또는 파트너국이 추진
◇ 글로벌스타 대상국이 공고 참여 의사를 표명
또한, 글로벌스타 대상국 펀딩기관과 유레카 회원국 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고 론칭
관련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표 유레카 회원국을 지정해야 한다.
3) 국가 담당자로 각 회원국별로 1명씩 지정되며, 해당국 기업의 과제접수, 평가 및 제반지원을 총괄 관리
4) 각 국가의 고위급 대표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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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정 지역 대상 사업
글로벌스타 사업의 영향력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스타 대상국 특정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 공고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
하는 모든 국가의 상호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글로벌스타 공고 프로세스를
따른다.

2.4. 주제 선정
글로벌스타 공고는 상향식(bottom-up)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공고로 추진 가능
하며, 공고 주제 선정은 모든 참여 국가의 상호동의를 기반으로 한다.

2.5. 컨소시엄 규모
글로벌스타 공고는 최소 3개 국가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며(글로벌스타 대상국 1개국 및
최소 2개국 이상의 유레카 회원국),

2개 이상의 펀딩기관 참여 시 반드시 메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펀딩기관을 선정하여 참여 기업의 모든 펀딩 활동을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
펀딩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 참여국은 한 개의 담당기관을 선정
해야 한다.
다른 유레카 프로그램의 경우 컨소시엄 규모에 대한 상한이 없지만 글로벌스타 사업의
경우 글로벌스타 대상국이 공고에 참여하는 국가 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6. 일정
글로벌스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공고 일정(공고 개시, 평가, 종료)을 따라야
한다. 공고 일정은 공고 개시 전에 모든 참여 국가 간의 동의하에 결정되나, 일반적
으로 공고 종료부터 펀딩까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고 주관 국가인 유레카 회원국은 글로벌스타 대상국과의 모든 협의 과정을 주도
하고, 공고 안내문(Call information document) 초안 작성 및 유레카사무국의 지원 하에 관
련 정보를 글로벌스타 대상국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스타 추진을 위해 권장하는 일정은, 우선 의향서(Declaration of Intent, DoI)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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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 후 참여 국가는 공고 개시 이전에 국내외에 홍보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을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유레카사무국과 사업 참여 국가의 지원을
통해 개최되는 매치메이킹 이벤트 및 웹비나(webinars) 등 일정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글로벌스타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스타 공고 프로세스 개시 : 아래 ②, ③번의 절차에 의해 개시 가능
② 유레카 회원국 또는 파트너국이 유레카 공고 발의
③ 글로벌스타 대상국이 참여 관심의사를 표명하여 발의
④ 유레카 회원국 중 글로벌스타 공고 ‘리드 국가(Lead Country)’선정
⑤ 리드 국가는 유레카사무국에 글로벌스타 공고 추진 의사를 전달하고, 의향서 및
공고 안내문 작성 진행
⑥ 유레카 의장(Eureka Chairperson)과 글로벌스타 대상국 간 의향서 서명 및 유레카
사무국에 전달
⑥ 의향서는 유레카사무국에 의해 유레카 네트워크(NPC 및 HLG)에 공유되며, 유레카
회원국 NPC는 공고 참여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하고, 고위급 대표단인 HLR(High
Level Representative)5)은

2주 안에 글로벌스타 공고 승인

⑦ 공고 안내문은 공고에 참여하는 유레카 회원국과 글로벌스타 대상국 간 합의 하에 작성
⑨ 최종 공식 공고 안내문은 유레카 의장과 글로벌스타 대상국 관련 기관이 서명
⑩ 최종 공식 공고 안내문은 유레카사무국에 전달되며, 유레카사무국은 이를 유레카
홈페이지에 게시

3. 공고 추진
글로벌스타 공고는 모든 유형의 유레카 회원국 참여를 허용하며, 글로벌스타 대상국의
제한적인 자원과 관심분야를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글로벌스타 대

상국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유레카 회원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레카
네트워크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에 관심있는 국가는 내부 협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글로벌스타 공고는 공고 안내문에 명시된 국가의 참여로 제한하며,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글로벌스타 대상국은 일정 수준의 펀딩자금 및 프로젝트 구현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정부대표인 HLG(High Level Group)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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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타 일정>

공고에 참여하는 유레카 회원국은 당국의 가용 예산과 글로벌스타 대상국의 예산
규모 간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리드 국가가 유레카사무국에 글로벌스타 공고 개시에
대한 공식 요청을 하면, 유레카사무국은 이를 유레카 네트워크(HLG 및 NPC)에 1주일
내에 공지하고, 다른 회원국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공고 개시
글로벌스타 공고는 이른바 ‘리드 국가’인 유레카 회원국에 의해 추진되며, 상기
언급한 자격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 유레카사무국은 이를 이행한다.
리드 국가는 공고 개시 전에 유레카사무국에 관련 안내를 하고, 공고 개시를 위한
아래 두 개의 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유레카 의장과 글로벌스타 대상국 펀딩기관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이
서명한 의향서(DoI)
② 공고 안내문(call information document, call text)
상기 두 개 문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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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DoI)

공고 안내문(call information document)

◇ 유레카 네트워크 및 글로벌스타 대상국 간 협의
◇ 공고 주핵심 내용 안내
◇ 유레카 HLG 의장 서명
◇ 공고의 특정 자격 기준·조건 및 중점 추진
분야는 공고 안내문 참조 안내

◇ 파트너 국가의 역할 및 의무 안내
◇ 과제 성과로 창출된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협의사항

◇ 공고 일정(상기 그림 참조)
◇ 참여국 명단 및 국가별 연락처
◇ 중점 추진 분야 명시(필요시)
◇ 특정 자격 기준 명시(필요시)
◇ 국가별 펀딩 절차 및 펀딩 비중
◇ 지원 프로젝트 수
◇ 평가 절차
◇ 과제 성과로 창출된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협의사항

공고 안내문 게시 전, 리드 국가에 의해 유레카 네트워크(HLG 및 NPC)에 사전 공지
되며, 유레카 회원국은 동 공고에 참여 희망 시 한 달 안으로 유레카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그와 동시에 HLG에 글로벌스타 공고 개시를 통지하고, HLG는 2주 안으로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고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고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유레카 회원국은 공고 안내문에 명시된 일정, 즉, 평가
일정 및 계약까지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서명된 의향서와 공고 안내문 최종본은 공고 개시 전 모두 유레카사무국에 전달
되어야 하며, 유레카사무국은 이를 최종 검토하고 유레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5. 공고 관리
글로벌스타 제안서는 공고 안내문에 명시된 특정 양식을 통해 작성하며, 유레카
사무국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다. 동 양식은 기존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동일한 형태로,
접수 절차는 1단계 또는 2단계로 진행되며, 이는 참여국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공고 개시 및 관리는 유레카사무국에 의한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모든 정보는 IT 플랫폼을 통해 NPC에 공유된다.
◇ 1 단계 접수: 유레카사무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식제안서(full project application
form)

접수

◇ 2 단계 접수: 과제 개요서(project outline) 접수 후 유레카 NPC 및 NFB 피드백에 따라
정식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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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 접수 시 NPC 또는 NFB 담당자는 과제 개요서 피드백을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공유하며, 동 피드백은 적격성 검토 결과와 함께 펀딩 가능한 과제의 경우 추천서
(recommendation)를

첨부하며 다음 단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

6. 공고 평가
글로벌스타 과제 제안서는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동일한 절차, 기준 및 방식에
따라 평가되며, 리드 국가가 평가 프로세스 및 관련 활동을 주관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고 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이 두 단계로 진행한다:
◇ 적격성 및 완전성(completeness) 검토: 기본 자격 기준 충족 여부 심사
◇ 평가: 전반적인 과제 수준 평가
적격성 및 완전성 검토 단계를 포함한 평가 절차는 공고 안내문에 자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모든 과제 제안서는 유레카 및 국가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NPC는 유레카
네트워크 과제 평가 방법론(Eureka Network Projects Evaluation Methodology, NPEM)을 참고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첨부한다.
평가 방식은 분산형 방식과 중앙집중식의 2가지 형태로 진행가능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절차를 포함한다:
◇ 사전 지원 및 홍보
◇ 과제 기획 및 파트너링
◇ 과제 모니터링 및 기대효과 평가
◇ 후속 활동 지원

6.1. 분산형 평가
과제 지원자는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젝트 양식과 기타 관련 문서를 유레카사무국에
제출하며, 공고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펀딩기관(NFB)의 추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NFB는 과제 승인 또는 탈락에 합의하고, NPC를 통해 그 결과를 과제 지원자에 전달
하도록 한다. 승인된 과제는 기존 절차에 따라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라벨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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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앙집중식 평가
중앙집중식 평가방식은 유레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독립평가단을 구성
하고, 이를 통한 과제 평가 및 랭킹(ranking)을 진행한다. 즉, 접수된 과제는 유레카의
글로벌 우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독립적인 형태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게 된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분산형 평가방식에서도 활용 가능하나 관련 비용은 각국이
부담해야 한다.
분산형 평가방식과 마찬가지로 최종 과제 승인은 각국 펀딩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최종 승인 시 유레카사무국은 과제 지원자에 이를 전달하고, 승인된 과제는 유레카 네트
워크 프로젝트로 라벨링된다.
글로벌스타 과제 모니터링과 기대효과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방식은 기존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7. 기관(국가)별 역할

7.1. 글로벌스타 리드 국가
글로벌스타 리드 국가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스타 프로
젝트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하고, 공고에 참여하는 다른 유레카 회원국과 유레카
사무국 및 글로벌스타 대상국 간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
◇ 공고 기획, 게시 및 시행 관련 모든 활동 지원
◇ 공고 참여 유레카 회원국, 유레카사무국 및 글로벌스타 대상국 펀딩기관과의 협의 도출
◇ 유레카사무국과 글로벌스타 참여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의향서를 비롯한 모든 공고 관련
문서 준비
◇ 컨소시엄 규모 및 국가별 펀딩 규모를 검토, 적합성 여부 확인 및 글로벌스타 대상국을
위한 대표 연락거점 역할 담당

7.2 국가펀딩기관(NFB)
각국 펀딩기관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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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스타 의향서는 유레카 의장(유레카 네트워크를 대표)과 글로벌스타 대상국의 국가
펀딩기관(또는 동 사업 담당 국가기관)이 서명
◇ 공고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펀딩기관은 자국 펀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된
과제에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를 다른 국가와 공유
◇ 공고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펀딩기관은 공고 일정(평가 기간 등)과 자격 기준을 검토
하고 이에 동의
◇ 과제 진행 시 유레카 회원국 또는 파트너국 NPC의 주도 하에 평가 프로세스 진행
및 과제 모니터링 확인
◇ 자국 과제 지원자의 자격 기준을 검토
◇ 공고 홍보 관련 활동 담당
◇ 과제 평가 시 일관된 평가 시스템 활용
◇ 글로벌스타 공고 지원자 대상 연락창구 역할 수행
◇ 유레카 규정 및 자격 기준, 펀딩 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7.3 유레카사무국
유레카사무국은 유레카 비회원국의 연락처 등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유레카 회원국과
공유하고, 공고 홍보, 관리 및 시행 관련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공고 시행
◇ IT 플랫폼 제공
◇ 공고 안내문 검토, 공고 최종 승인 시 유레카 홈페이지에 게시 및 홍보(필요 시 공고
참여국에 공고 안내문 수정 및 보완 요청)

(2) 사전 지원 활동
◇ 글로벌스타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공고 관련 정보(일정, 펀딩 규정 및 절차, 국가별
연락처 등)

공유

◇ 온라인 과제 지원서 양식 링크
◇ 국가펀딩기관 및 관련 기관 지원을 위한 안내데스크 역할 수행
(3) 공고 홍보 및 파트너링 지원
◇ 필요 시 온라인 세미나 및 온라인 매치메이킹 행사 기획
◇ 필요 시 대면 매치메이킹 및 B2B 행사 등 기획
◇ 필요 시 공고 참여 국가 행사 지원, 유레카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원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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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피칭 행사 등) 추진
◇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4) 기타 지원, 모니터링 및 리포팅(reporting)
◇ 각국 과제 지원자 대상 과제 승인 여부 전달 관련 협조
◇ 과제 탈락 사유 및 승인 조건 등을 포함 과제 평가 결과 공유
◇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젝트 절차를 활용, 과제 모니터링 진행
◇ 기존 유로스타(Eurostars) 최종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과제 종료 리포팅 진행
◇ 기존 유레카 네트워크 시장평가보고 양식 활용, 과제 종료 후 시장평가 리포팅 진행

★

관련문의처: 벨기에 브뤼셀 거점 강주석 소장(T: +32 2-431-0591, E: kangjs@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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