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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오 스프링 플러스 펠로우십 프로그램 

- TECNIOspring PLUS Mobility Programme – 

 

TECNIOspring PLUS는 국제 모빌리티 프로그램으로 숙련된 연구자들에게 모빌리티를 장하기 위해 EU(H2020 – 

Marie Sklodowska-Curie Actions)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카탈루냐 정부에 소속된 무역 투자청 

사무소에서 코디네이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 TECNIOspring PLUS Mobility Programme 개요 

응용연구 분야에 해외석학을 초청 및 파견하여 공동학술연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연구를 하여 카탈루냐 지역 산업분야에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TECNIOspring의 특징입니다. 카탈루냐정부 무역투자청에서  마리 퀴리 펠로우십(Marie Sklodowska-

Curie Actions)을 통하여 EU(유럽연합)와의 공동펀드로 출자한 이 펠로우십은 2년 동안 Researcher들에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완수한 Researcher는 TECNIOspring PLUS Fellow이면서 동시에 Marie Curie 

Fellow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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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펠로우십 분류 

프로그램은 경험있는 연구자들에게 두가지 종류의 fellowship을 제공합니다:  

 INCOMING 

Researcher 초청 프로그램 

OUTGOING + RETURN 

Researcher 파견 프로그램 

대상 한국 연구소 소속 Researcher 한국 연구소 및 기업 연구소 

지원내역 TECNIO 센터 혹은 카탈루냐에 위치한 기업에서 연구 

수행 

스페인 거주 연구자로서 한국으로 파견(1년)  

기간 2년(카탈루냐) 1년(한국) + 1년(카탈루냐*) 

*TECNIO 센터 혹은 카탈루냐에 위치한 기업 

펠로십 

자격 요건 

Researcher 초청 프로그램은 박사학위 취득 + 4년 

연구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8년의 연구 경력을 갖고 

있으며 전문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자, 

응용연구분야 1년 또는 기술이전 경험(R&D 프로젝트, 

특허라이선스, spin off), 팀 관리 경험 

Researcher 파견 프로그램은 박사학위 취득 또는 4년 

연구 경력, 응용연구분야 또는 기술이전 경험(R&D 

프로젝트, 특허라이선스, spin off) 

펠로십 

지급 내용 

체제비: 58,500 유로/년간 

연구비: 8,640 유로/년간 

항공비: 960 유로/년간 

체제비: 49,798 유로/년간(한국)+58,500 유로/년간(카탈루냐) 

연구비: 8,640 유로/년간 

항공비: 960 유로/년간 

특징 프로그램은 연구자들의 커리어 개발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기업가정신 트레이닝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기술이전 트레이닝  

-파견 근무 및 짧은 방문 

-대중 참여 활동에 참가 

-Fellow 커뮤니티 간 네트워킹 활동 

 

 

3. TECNIO 센터 설명 

TECNIO 란 카탈루냐 정부가 발급하는 자격으로, 지식 및 기술 전달 과정에 있어서 차별적인 응용 

기술의 제공자 및 기관임을 증명합니다. 현재 TECNIO 기관들은 카탈루냐 무역투자청 사무소를 통해 

(Catalonia T&I Agency) 주정부 공인을 받았습니다. 

TECNIO 센터 기관 리스트: http://comunitats.accio.gencat.cat/web/tecnio/cercador_en  

 

 

4. 연구 분야 선택 및 펠로우십 지원 방법 

7대 전략 산업 : 에너지산업, 식품산업, 산업시스템, 친환경 교통수단, 의학산업, 경험기반산업, 디자인 

기반산업. 

6대 핵심 기술 : ICT, 나노기술, 신소재, 광학기술, 바이오기술, 제조기술. 

http://comunitats.accio.gencat.cat/web/tecnio/cercador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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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05월 2018년 

신청마감:   07월 2018년 

지원서 평가 기간:  08월 2018년 ~ 11월 2018년 

최종 합격자 발표:  11월 2018년  

펠로십 시작 사인:  11월 2018년 ~ 02월 2019년 

 

*세부 지원 내역 및 추진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2018년 공석 

‘2018 공석’은 단체들이 TECNIOspring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본인들의 공석 및 잡 오퍼를 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다음 웹 페이지에 이미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http://www.catalonia.com/en/innovate-in-catalonia/tecniospringplus/tecniospringvacancies.jsp  

 

7. 담당자 연락처 

프로그램과 관련 및 기존 요청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아래와 같이 보시는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www.tecniospring.eu.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하기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탈루냐정부 무역투자청 한국사무소  

호세 세라노 과장  

02-782-8280 

jserrano@catalonia.com  

 

 

좀더 자세한 사항은 영문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Attach 1 - Catalonia Connects (한국어) 

Attach 2 - Catalonia T&I Innovation Leaflet (한국어) 

Attach 3 - TECNIOspring PLUS Programme Presentation (영어) 

Attach 4 - TECNIOspring PLUS Guide Applicants (영어) 

Attach 5 - TECNIOspring PLUS Quick Start Guide for Researchers (영어) 

Attach 6 - TECNIOspring PLUS FAQs (영어) 

Attach 7 - TECNIOspring PLUS CV & Project Description Form 2018_Draft (영어) 

Attach 8 - TECNIOspring PLUS Latest results statistics 2017 (영어) 

 

카탈루냐 정부 무역투자청 한국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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