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Program Grant 프로그램 관련 참고자료 [별첨]
○ 2021년 Program 지원일정
- 2020년 3월 Letter of Intent 접수 후 7월 Full application 접수
○ 지원규모 : 팀 구성에 따라 다름
- 4인 팀 : 연 450천 불 × 3년
- 3인 팀 : 연 350천 불 × 3년
- 2인 팀 : 연 250천 불 × 3년

○ 자격요건
- 팀 구성, 국적, 소속
▪ 팀 구성은 국제적으로 함께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구성원을 선호
하며, 2명-4명으로 구성으로 되어야 함(5명의 경우도 신청 가능
하나, 선정 가능성이 낮음)
▪ 또한 이전의 공동연구를 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과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제안해야함
▪ Principal Applicant(총괄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회원국이어야 함
▪ 총괄 연구책임자의 소속은 반드시 Non-profit academic institution
(비영리 교육기관)이어야 함. 하지만 공동 연구자들은 영리단체 소속일
수는 있으나 연구비는 줄어들 수 있음

○ 연구 분야
- 생명과학 분야의 유기체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론연구
- Frontier(선구자)로서 각기 다른 분야와 국적을 갖는 연구자들과 함께
생명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명과학 연구

Ⅲ. Fellowship 프로그램 관련 참고자료 [별첨]
○ 2021년 Fellowship 지원일정
- 2020년 7월 혹은 8월 중 접수 시작 예정, 접수기간은 약 1개월

○ 지원규모
- 장기방문지원(Long-Term Fellowship, LTF) 및 학제간 방문지원
(Cross-Disciplinary Fellowships, CDF) 모두 3년간 체류 국가에 상응
하는 체재비 지원

○ 자격 요건
- 국적
▪ 지원자의 국적이 HFSPO 지원국가인 경우 : 국가 제한 없이 희망
연구기관 선택 가능
▪ 지원자의 국적이 HFSPO 지원국가가 아닌 경우 : HFSPO 지원국에
있는 연구기관만 선택 가능
- 학위 관련
▪ 연구 박사(Ph.D.) 혹은 기초연구 분야에서 Ph.D.에 상당하는 연구경력을
가지고 있는 박사 학위 소지자(Research based M.D. 혹은 Medical
Ph.D.)는 Fellowship 연수 개시 이전에 반드시 학위 수여 필요

○ 논문 관련
- 지원자는 논문의 단독 저자, 주저자 혹은 공동 주저자여야 함
- 논문은 영문이어야 하며, 기타 언어로 발행된 논문은 불인정

○ Fellowship 지원 불가 조건
1) 자리를 제안 받은 호스트 기관 혹은 호스트 국가에서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업무를 시작한 지원자는 지원 불가
2) 가장 빠른 연수 개시일인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호스트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원 불가(지속적 체류 및 단기 체류 합산
기간). 호스트 국가에서 연구 관련(예: 연구직, 공동 연구, 인턴십, 석사
/박사 관련 작업, 객원 연구자 혹은 기술자로 체류한 경우 등) 체류
기간 모두 포함
3)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지속적 체류 및 단기 체류 합산
기간) 제안된 호스트 지도교수 혹은 지도감독관과 함께 작업한 지원자
는 부적격 대상. 호스트 지도감독관이 타 국가로 이동한 경우도 해당
4) 과거 소속 연구기관 지원 불가(해당 기관에서 진행한 적이 있는 프로
젝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프로젝트 진행을 원할 경우)
5)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없음 :
- 이전 공동연구자
- 이전 연구 감독관
- 지원자와 공동 연구 혹은 논문의 공동 저자로 함께 작업한 연구자
6)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가에서 HFSP 펠로우십을 수행할 수 없으며,
지원자의 국적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가가 아니더라도 지원 불가
7) 동일 국가 내 연구기관 이동을 신청 불가
8) 지원자가 타 국가에서 박사학위 혹은 박사 후 과정을 이수했더라도
자국에서의 펠로우십은 신청 불가.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 취득 국가 중 체류 경험(공부 목적 포함)이 없는
국가 혹은 체류 경험은 있지만 유년기에 해당 국가를 떠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이런 경우, 지원자는 Fellowship Office에 부적격 면제 신청 요구 가능
9) 영리 목적 연구기관 지원 불가
10) 펠로우십 중복 신청 불가
11) 과거 펠로우십 선정자는 신청 불가
12) 호스트 지도교수 혹은 지도감독관은 단 한 명의 지원자(LTF 혹은
CDF)만 지원 가능. 다만, 과거 선정자의 멘토와 연구지원 프로그램
(PG 혹은 YI)의 팀원은 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