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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첨단소재 개발 관련 정책

EU 산업기술 R&D 정책

가. EU 그린딜에 따른 산업기술 R&D 정책의 변화
2019년 12월 발표된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유럽의 첨단소재 분야 R&D 정책 및 기술개발 트렌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인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6대 분야별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산업의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은 청정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
술의 상용화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R&D 정책을 추진중이다. EU는 ‘Horizon 2020(2014-2020년)’부터 저탄소 에너
지 기술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유럽 그린딜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에너지, 산업(순환경제), 건축, 수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R&D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나. Horizon Europe
‘Horizon 2020’의 후속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EU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을 목표로 전체 약 96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글로벌 문제 해결과 EU 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건강, 문화·창조·
통합사회(Culture, Creativity and Inclusive Society), 디지털·산업·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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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ndustry and Space), 안전한 시민사회(Civil Security for Society),
기후·에너지·모빌리티(Climate, Energy and Mobility), 식량·생태경제·천연자원·
농업·환경(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비핵화를 위한 공동연구센터(Non-nuclear direct actions of
the Joint Research Centre) 분야 R&D에 총 53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그 중에서도 디지털·산업·우주 연구개발 클러스터에 약 153억 유로를 지원하며,
세부적으로는 첨단소재, 제조기술, 양자기술을 포함한 핵심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차세대 인터넷, 첨단 컴퓨팅 및 빅데이터, 순환 산업(circular
industries), 저탄소 및 청정산업, 위성을 포함한 우주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림 1❙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분야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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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첨단소재 R&D 지원 현황

가. EU 첨단소재 R&D 정책
EU는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간 융합 및 통합 촉진을 위해 6개 산업분야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KETs)을 지정했는데 여기에 첨단소
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 핵심기반기술은 첨단소재, 첨단제조기술, 생명과학기술,
마이크로/나노공학 및 포토닉스, 인공지능, 디지털 보안 및 연결(Security and
Connectivity)로 구성되어 있다.
⚫ ‘Horizon 2020’에서의 첨단소재 분야 지원은 산업기술 및 기반기술의 개발 및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R&D 프로그램인 LEIT(Leadership in Enabling and
Industrial Technologies)를 통해 추진되었다. LEIT 프로그램의 지원 분야에는
전술한 핵심기반기술 6개 분야 외에도 천문/우주, ICT 등이 포함되었다. 후속
정책인 ‘Horizon Europe’에서는 두 번째 파트인 ‘글로벌 도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의 6개 클러스터 중 ‘디지털, 산업, 우주’를 통해 첨단소재 분야가 지원될
예정이다.

❙그림 2❙ Horizon Europe 두 번째 파트 ‘글로벌 도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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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첨단소재 R&D 네트워크 M-Era.Net
EU 첨단소재 지원사업의 기획과 관리는 ‘M-ERA.NET’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M-ERA.NET은 소재분야 EU 다자공동 R&D 펀딩 네트워크로 EU 25개 회원국과
5개 관련국들의 첨단소재 분야의 EU 연구개발 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2012년 FP7 ‘M-ERA.NET(From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o
innovation for Europe)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Horizon
2020’의 공동기금 지원을 받은 ‘M-ERA.NET 2(ERA-NET for materials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올해 3월부터는 그 후속으로
‘M-ERA.NET 3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2026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 : EU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유럽 국가간 산업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시작했다. 1984년 FP1를
시작으로 FP7(2007-2013년), 이후 Horizon 2020(2014-2020년), Horizon
Europe(2021-2027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 ‘M-ERA.NET(2012-2016년)’는 EU 국가를 비롯해 총 29개 국가의 47개 R&D
공공자금 지원 기관이 참여했으며, 에너지,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재료(Materials), 나노사이언스(Nanosciences), 나노기술(Nanotechnologies)
분야 93개 프로젝트에 약 7,160만 유로의 공적 자금이 지원되었다.
⚫ ‘M-ERA.NET 2(2016-2022년)’는 기존의 M-ERA.NET 지원 분야에
추가적으로 EU 저탄소 에너지기술을 위한 소재 분야 로드맵(Materials Roadmap
Enabling Low Carbon Energy Technologies (SEC(2011)1609))의 시행에
발맞추어 특히 저탄소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생산 기술을 포함하였다. ‘M-ERA.NET
2’에는 34개국 총 52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존의 지원 분야 외에 3D 프린팅,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탄소포집 기술 등 172개 프로젝트에 약
5,20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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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ERA.NET 단계별 컨소시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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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EU 첨단소재 R&D 전망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M-ERA.NET 3(2021-2026년)’는 표면처리, 코팅,
복합체, 적층제조, 통합소재 모델링 등과 같은 기존의 첨단소재 분야를 포함하여
첨단 배터리 기술과 ‘유럽 그린딜’의 주요 산업정책에 필요한 소재 기술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소재부문 혁신을 통해 EU의 ‘순환경제 액션플랜(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의

이행과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1년 R&D
공모 사업(Call 2021)의 경우, 미래의 배터리 기술 관련 소재 개발을 주요 목표로
❙

5

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저장 기술을 통해 전기 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 개발목표 7(적정 가격의 청정한 에너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ERA.NET 3’에는 25개 EU 회원국과 4개 후보국, 6개 비EU 국가의
50개 기관의 참여로 발족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도 파트너
로서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4,545만 유로가 지원될
계획이며, 이 중 ‘Horizon 2020’을 통한 EU 지원금 규모는 1,500만 유로이다.
최종적으로는 총 1억 5,000만 유로 상당의 공적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민간
투자 5,000만 유로를 포함, 총 2억 유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유럽 각 국은 신소재 개발 및 재활용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 첨단소재
관련 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에 M-ERA.NET은 경량 및 내구성이 강화된
제품, 에너지 및 재료 소비 감축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대체하는 소재, 유지·재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위한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설·수송·산업 분야 등에 필요한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저장·운송, 최종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성능 저비용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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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기술개발 사례

센서 중심의 기능성 소재

가. 환경분야 응용을 위한 GeSi 나노입자로 기능화 된 고광전도 산화 필름
(High photoconductive oxide films functionalized with GeSi
nanoparticles for environmental applications – PhotoNanoP)

❙그림 4❙ GeSi 나노입자로 기능화된 광 전도성 산화막을 활용하여 도로의 미끄러운 정도를 감지

⚫ 이 프로젝트는 광전도(photoconductive, PHC) 특성을 가진 새로운 첨단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목표는 0.6&#8211;1.2μm 스펙트럼 범위에 대한
감광성을 갖는 PHCGeSi(광전도 게르마늄 규소) 필름을 개발하기 위해 GexSi1-x
나노입자를 통해 기능화한 산화막(TiO2, SiO2)을 얻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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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광전도 필름의 구조 및 형태에 따른 스펙트럼 감도 예측이 가능한 광전도
특성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여, 나노입자 크기와 조성, 농도의 변화를 통해 스펙트럼
범위 및 감도 제어가 가능한 GexSi1-x 나노입자 기능화 산화 필름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위해 PHCGeSi 필름 기반의 광학센서를 제작하여 도로의
미끄러운 정도를 스펙트럼 차이에 따라 구분(아스팔트 상태 : 건조/젖음/얼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 현재

다양한

미끄러운

도로

조건을

측정하기

위해

InGaAs

및

Si

광검출기(Photodetector)가 사용되고 있으나, 동 연구에서 개발된 PHCGeSi 필름은
λ> 1.1μm 파장 영역에서 Si 민감도를 넘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이며
현재 광검출기보다 저렴하게 생산 가능하여 산업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된다.
❙표 1❙ 프로젝트 개요
공모 주제

Functional Materials focusing on Sensors(Call 2014)

주관기관

National Institute of Materials Physics, Romania

지원국가

Romania, Iceland

사업비(기간)

€601,800 (36개월)

세부정보

2

https://infim.ro/en/project/high-photoconductive-oxidefilms-functionalized-withgesi-nanoparticles-forenvironmental-applications-photonanop

혁신적인 표면처리, 코팅 및 인터페이스

가. 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Transparent Perovskite Solar Cell)
⚫ 이 프로젝트는 전력변환효율(PCE)이 13% 이상이고 내구성이 높은 대면적 반투명
6인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발전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태양광발전
모듈은 건축 자재로 직접 사용될 수 있으며, 실리콘 태양전지와 함께 겹쳐 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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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변환효율이 18~25%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반투명 태양전지 소자 사진, 출처: Holst Centre (TNO)

- 본 연구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에 칼륨 이온을 결합하고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에
쌍극 이온 후처리법(dipolar ion post-treatment)을 사용하여 개방회로전압(OCV)
손실을 효율적으로 줄여 대형 밴드갭 장치의 성능을 15.34%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정공수송층(Hole Transporting Layer, HTL)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를
대체하고, 대면적 반투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및 모듈 제조를 위한 기술이
시연되었다. 전지와 모듈 제조를 위한 슬롯 다이 코팅(Slot Die Coating) 공정, 그리고
전자수송층-차단층(Electron Transport Layer-Blocking Layer, ETL-BL) 공정을
위한 공간분할형 원자층 증착(Spatial Atomic Layer Deposition, sALD)이 개발
및 구현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공정을 이용해 6x6인치 기판에 생산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성능이 스핀코팅을 이용해 3x3cm 기판에 생산된 레퍼런스 장치의 성능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적 성과가 크다.
❙표 2❙ 프로젝트 개요
공모 주제
주관기관
사업비(기간)
세부정보

Innovative Surfaces, Coatings and Interfaces (Call 2016)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620,000 (36개월)
www.clearpv.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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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합 바이오의약품의 다운스트림 공정을 위한 새로운 구조화된 크로마
토그래피 컬럼 – NESSIE (New Structured Substrates for
Downstream Processing of Complex Biopharmaceuticals)

❙그림 6❙ 고해상도 3D 프린팅을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서포트 예시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바이러스 정제 공정을 개선하여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를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 최근 세계적인 COVID-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러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어, 바이러스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 아데노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유전자 또는 백신 항원을 전달하는 훌륭한 벡터이며, 현재
대부분의 백신은 실제로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면역을 얻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전달한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생산을 위해서는 인간에게 사용되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높은
순도로 정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바이러스의 정제는 매우 높은 비용이 든다.

- 이 연구에서는 초고해상도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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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여 분리 성능을 개선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첫 번째
크로마토그래피 서포트(아래 그림 참조) 생산에 성공했으며 곧 아데노바이러스 정제를
테스트 할 예정이다. 본 과제는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이 의료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프로젝트 개요
공모 주제
주관기관
사업비(기간)
세부정보

3

Innovative Surfaces, Coatings and Interfaces (Call 2016)
SINTEF, Norway
€792,866 (36개월)
www.sintef.no/projectweb/nessie

적층제조를 위한 소재

가. 건설 분야 적층제조공정을 위한 새로운 건설자재 및 제품 설계(New
construction materials and product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디지털 제조(Digital Fabrication)는 건설현장에서의 인적 노동을 줄이면서
건축설계의 자유와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신기술로 건설업계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술이다. 이 프로젝트는 건설 분야 3D 프린팅 가능한 소재와 적층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7❙ 건설 분야 적층제조 활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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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및 시멘트 적층재 생산, 3D 콘크리트 프린터의 H/W 및 S/W 개발, 현재와
미래의 건축 공정에 3D 프린팅 적용 기술 등을 개발했다. 여러 3D 프린팅 장치를
개발하고, 이에 최적화된 다양한 3D 프린트용 소재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3D 콘크리트
인쇄를 위한 체적유량제어 압출기(volumetric flow-controlled extruder)가
개발되었고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쳤다.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지닌 3차원 물체의
인쇄가 이뤄졌으며, 인쇄 경로를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툴이 개발되었다.

-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프린팅용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에 사용될 최적화된
시멘트와 결합재의 개발이었다. 이러한 결합재는 건설 산업에서 고품질의 신속하고
실현가능하며 효율적인 적층 생산 공정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적층생산
공정을 가능케 하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소재 개발의 중요한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에상된다.
❙표 4❙ 프로젝트 개요
공모 주제
주관기관
사업비(기간)
세부정보

4

Materials for Additive Manufacturing (Call 2016)
TU Berlin, Germany
미공개 (39개월)
www.bauproaddi.eu

의료용 소재

가. 골모세포(Osteolast)와 지지체(scaffold)를 결합한 대형 골결손 치료용
3차원

환자맞춤형

골조직

개발(Development

of

3-D

patient-tailored bone tissue engineered products combining
osteoblasts and scaffold for the repair of massive bone defect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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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3주차에 관찰된 광물화된 구형 부착물(globular accretion)의 침착(左),
지지체 공극 내의 콜라겐 섬유 생성(右)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골결손 재건을 위해 환자맞춤형 3D 생체흡수성 미세다공성
생체세라믹 지지체에 골모세포를 결합한 맞춤형 골조직 제품 개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제품은 골재건을 위해 향상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지체의 형태는 결손된 뼈 부위를 최대한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이를 위해 3D 재구성 알고리즘을 이용해 골 결손부의 CT-scan 영상을 분석하고,
정상 뼈의 형상에 기초하여 뼈의 결손 부위를 정확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인쇄할 형상의
3D 비트맵을 만들었다. 세포들이 지지체의 물리화학 및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골모세포와 다양한 생체세라믹 지지체의 조합들에 대해 시험하였다. 또한
바이오 세라믹 함량뿐만 아니라 적층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다공성이 다른 3D 비결정형
지지체 조각을 인쇄하여 세포 접착, 생존, 증식 및 군체형성 관련 생체역학적 특성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세포의 군집형성과 특성 등에 대해 체외실험을
진행하였다.

- 이 연구를 통해 환자 맞춤형 3D 골조직 제품 제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골재건 및
생체 적합성 특성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골결손 재건을 위한 세라믹 재료 및 적층
제조 공정에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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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로젝트 개요
공모 주제
주관기관
사업비(기간)
세부정보

5

Materials for Health Applications (Call 2013)
Bone Therapeutics, Belgium
€800,108 (24개월)
벨기에, 영국

다기능 소재

가. 직접 알칼리 에탄올 연료전지용 재생 가능한 나노구조 전극 및 멤브레인
소재 설계(Designing new renewable nano-structured electrode
and membrane materials for direct alkaline ethanol fuel cell)

❙그림 9❙ 직접 알칼리 에탄올 연료전지를 위한 촉매 및 나노멤브레인 개발 개념도

⚫ 연료전지는 연료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므로 대체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직접 알칼리 에탄올 연료전지(Direct Alkaline Ethanol Fuel Cell, DAEFC)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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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한 소재의 설계 및 제조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다당류와 무기물질을 활용한 백금(Pt)을 쓰지 않는 양극촉매와 나노복합 멤브레인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당류 기반 나노복합체 멤브레인의 활성 성분으로
그래핀을 활용했다.
-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제한하는 현재의 기술적 장애물(비용, 성능 및 내구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장애물을 중심으로 연구계획이 수립되었다. 기존 연료전지의 비용 절감은
고활성 에탄올 산화반응(Ethanol Oxidation Reaction, EOR) 촉매와 귀금속을 쓰지
않는 산소환원반응(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촉매의 개발을 통해
달성했다. DAEFC의 성능 문제는 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밀도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효율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이온교환 멤브레인의 설계를 통해 해결하였다. 여기에는
바이오 기반의 다당류 중합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새로 합성된 (N) 도핑 및 그래핀
산화물(Graphene Oxide, GO) 나노 필러에 대한 매트릭스 역할을 하여 멤브레인
이온 전도도, 열 및 기계적 안정성을 향상시켰으며 교차 연계된 멤브레인을 통해
에탄올 크로스오버를 방지하였다.

- 본 프로젝트를 통해 에탄올을 전력으로 직접 변환하는 직접 알칼리성 에탄올 연료전지를
위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였고, 미래 청정 에너지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프로젝트 개요
공모 주제
주관기관
사업비(기간)
세부정보

Multifunctional materials (Call 2016)
University of Maribor (UM), Slovenia
€859,918 (39개월)
http://nanoelmem.fs.um.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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