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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Horizon Europe(2021~2027) 개요

Horizon Europe은 유럽연합(EU)의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으로 

“더 푸르고, 더 건강하며, 더 디지털화 된 포용력 있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7년간(2021~2027)    

약 €955억 예산 투입계획

     (목표) EU의 과학기술 기반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포함한 

글로벌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

Horizon Europe 프로그램 구성

Horizon Europe의 목표 달성을 위해 3개의 핵심영역(Pillar)을 설정하고, 영역별 추진전략 마련

     (Pillar 1. Excellent Science) EU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과학분야 연구 집중 추진, 

정보 공유 및 데이터 접근성 향상(예산 : € 250억)

     (Pillar 2. Global Challenges & Europe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기존 Horizon 2020의 

핵심 영역인 ‘사회적 과제’ 및 ‘산업 리더십’을 통합한 핵심 영역으로, 사회 도전 과제 부문 연구를 

지원하고 클러스터*를 통한 기술력 및 산업 역량 강화 추진(예산 : € 535억)

          * ① 건강 ② 문화, 창의성, 포용사회 ③ 시민안전 ④ 디지털, 산업, 우주 ⑤ 기후변화, 에너지, 모빌

리티 ⑥ 식량, 바이오 경제, 천연자원, 농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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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lar 3. Innovative Europe)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개발, 새로운 혁신시장 창출, 혁신기업의 성장 등을 촉진(예산 : € 136억)

Horizon Europe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임무지향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사업 

추진1)

      * 2020년 종료된 Horizon 2020의 중간평가를 통해 연구혁신을 위해서는 임무(Mission)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과 도출

     5개 임무 영역(암, 기후변화, 해양/물, 스마트시티, 토양/식품)을 설정하고, 수요중심 접근방식을 통해 

연구과제 추진

     임무영역의 과제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Pillar 2. Global Challenges and Europe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내에서 수행

Horizon Europe 선정 연구혁신 임무(Mission)

임무 영역 주요내용 예산
(‘21~’23)

기후변화 대응
- 기후 적응

∙2030년까지 최소 150개 유럽 지역 사회의 기후 회복력 확보
 ※ ① 기후 회복력을 위한 준비 및 계획, ② 기후 회복으로의 전환 가속화, 

③ 기후 회복에 대한 체계적 실증
€368백만

해양과 물 
복원

∙2030년까지 EU의 해양과 물의 건강성 회복
 ※ ① 해양/수중 생태계 재생, ② 해양/수중 생태계 오염 제로화, 

③ 블루이코노미 섹터 탈탄소화
€344백만

기후 중립적 
스마트도시

∙100개의 유럽 도시의 기후 중립을 향한 체계적 전환을 지원하고, 이 도시를 모든 
유럽 도시의 혁신 허브로 전환하여 유럽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제고

€359백만

토양 건강과 
식량 임무

∙토양 복원 지원을 위해 Living lab 100개와 우수 선도 시설(Lighthouse) 설립 €320백만

암 정복
∙예방, 치료를 통해 2030년까지 300만 명 이상의 삶을 개선하고, 가족을 포함한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 및 삶의 질 제고 지원
€378백만

본 보고서에서는 임무영역 과제수행을 위한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 과제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고자 하며, 국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술범위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 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제3조(기후변화적응기술)에 

의거하여 분류

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European Missions, European Commiss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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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온실가스 감축 분야

가. 저탄소 에너지 생산

‘저탄소 에너지 생산’ 기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태양광)  적용처 확대를 위한 고효율화, 경제성 확보 및 설치 다변화를 위한 시스템 다양화 기술개발 추진

      ※ 관련 프로그램 :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부유식 태양광, 농업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설치 다변화

     탠덤 태양전지 효율 ≥ 29%, 박막 태양전지 효율 ≥ 25%,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 등

     양산 시 비용경쟁력 확보 가능한 PV 신기술 개발

Horizon Europe - ‘태양광’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Novel tandem, high efficiency Photovoltaic 

technologies targeting low cost production with 

earth abundant materials

20지구 내 풍부한 광물을 기반으로 저비용 생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탠덤, 고효율 광전지 기술

- 저비용·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실증

: 태양전지 효율 ≥ 29%

- 경관 및 환경영향 최소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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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Innovative foundations, floating sub-structures 

and connection systems for floating PV and ocean 

energy devices

10
부유식 태양광 및 해양에너지 디바이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반기술, 부유식 하부 구조 및 연결 시스템

- 부유식 태양광 및 해양에너지 디바이스 내구성 향상

: (조건) 풍속 ≥ 25m/s, 해류 ≥ 1.2m/s, 파고 ≥ 14m

- 시스템 구성요소 및 재료 테스트 및 검증

- 재료특성 분석을 위한 전산모델링 도구 개발

Demonstration pilot lines for alternative and 

innovative PV technologies(Novel c-Si tandem, thin 

film tandem, bifacial, CPV, etc.)

45
대체 및 혁신적인 PV 기술에 대한 시범 파일럿 라인(신규 

c-Si 탠덤, 박막 탠덤, 양면, CPV 등)

- 대량생산 시 타당성 및 비용경쟁력 확보 가능한 파일럿 

라인 수준의 PV 신기술 개발 및 실증

Advanced manufacturing of Integrated PV

32통합형 PV의 첨단 제조

- 다양한 디자인의 파일럿 제품 생산이 가능한 파일럿 

라인 규모의 자율형 생산설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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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Novel Agro-Photovoltaic systems

10
새로운 농업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 작품 수확량 향상과 함께 연간 필요 에너지(냉난방, 

급수 등) 자급이 가능한 농업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Novel Thin Film(TF) technologies targeting high 

efficiencies

20

고효율 태양광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박막 기술

- 환경 친화적 박막 기술 개념 개발 및 셀·모듈 아키텍쳐 

최적화를 통한 내구성·효율성 향상 

: 발전효율 ≥ 25%

- LCA를 통한 낮은 환경영향, 개선된 자원효율성 및 

순환성에 대한 증거 제시

Stable high-performance Perovskite Photovoltaics

15
안정적인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전지

- 밴드갭 조정이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및 장치 구현

- 유럽의 태양광 산업경쟁령 강화를 위한 상용화 관련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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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태양열 발전의 효율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개발 및 플랜트 실증

      ※ 관련 프로그램 :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균등화 발전단가(LCOE) 감소를 위한 고효율 CSP(Concentrated Solar Power) 플랜트 실증

     태양광·열 융합 기술 기반 전력·열 동시생산 기술개발

Horizon Europe - ‘태양열’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Novel approaches to concentrated solar power 

(CSP)

9

집중형태양열발전(CSP)에 대한 새로운 접근

- LCOE 감소를 위한 고효율 CSP 플랜트

- 다양한 운전조건(빠른 시동, 종료 및 부하변동)에 대응 

가능한 CSP기술

-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태양광 기술과의 

병합 등)

Innovative components and/or sub-systems for 

CSP plants and/or concentrating solar thermal 

installations

16.5CSP 설비 및 발전소를 위한 혁신적 구성요소 및 하위 

시스템 기술

- 고효율 CSP 설비 발전소를 위한 실증 지원

: 실증 기간 ≥ 6개월

  (조건 : 직사광선, 모든 입사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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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량 확대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관련 프로그램 :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부유식 풍력발전기 설계 및 실증

     풍력단지 발전량 최대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 통합 제어 기술

     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모델링 도구 개발

     풍력기술의 순환성 향상을 위한 복합재료 재활용 기술

Horizon Europe - ‘풍력’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Physics and aerodynamics of atmospheric flow of 

wind for power production

18

전력 생산을 위한 바람의 대기 흐름의 물리학 및 공기 역학

- 풍력단지 위치 선택, 설계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실험 및 대규모 실증 간 격차 해소

- 시스템 안정성 및 출력개선

- Open-access 빅데이터 활용 성능예측용 수치해석 모델

개발

Integrated wind farm control

18

통합 풍력 발전 단지 제어

- 디지털 혁신기술 기반 안정적·탄력적·경제적 풍력발전 

단지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한 O&M 비용 감축 및 전력

생산량 확충

- 오픈소스형 디지털/AI솔루션 개발·배포 및 대형 풍력터빈

(~20MW)개발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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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Wind energy in the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10

자연 및 사회 환경에서의 풍력 에너지

- 풍력설비 누적에 따른 환경 및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한 모델링 도구 개발

- 모델링 도구를 활용한 영향평가 및 최적설비 구축지역 

식별

Innovation on floating wind energy deployment 

optimized for deep waters and different sea basins 

(Mediterranean Sea, Black Sea, Baltic Sea, North- 

east Atlantic Ocean)

50
심해 및 다양한 해역(지중해, 흑해, 발트해, 북동 대서양)에 

최적화된 부유식 풍력 에너지 배치 혁신

- CAPEX 및 OPEX 저감을 위한 부유식 풍력발전기 설계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실증

Demonstration of innovative materials, supply 

cycles, recycling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overall circularity of wind energy technology and 

to reduce the primary use of critical raw materials

40

풍력 기술의 순환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 소재·공급 사이클 

·재활용 기술 실증

- 순환성 향상을 위한 복합재료 재활용 기술 개발 및 대규모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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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생물유래 잔여물 및 폐기물 활용 연소·가스화 및 상업화를 위한 실증 및 통합기술 개발

      ※ 관련 프로그램 :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Horizon Europe - ‘바이오에너지’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Demonstration of large-scale CHP technologies 

for a shift to the use of biogenic residues and 

wastes

10
생물유래 잔여물(biogenic residues) 및 폐기물 사용을 

위한 대규모 CHP 시스템 실증

- 화석연료 기반 CHP의 경제적·효율적 개조 및 대규모 

CHP 시스템 실증 

Efficient and low-emission technologies for 

industrial use of combustion and gasification 

systems from low-value biogenic residues and 

wastes

10생믈유래 잔여물·폐기물 연소 및 가스화 시스템의 상업화를 

위한 고효율·저배출 기술

- 생물유래잔여물 및 폐기물(경제성은 낮지만 지속가능)을 

활용한 연소 및 가스화 시스템 상업화를 위한 첨단 바이오 

연료 유연 시스템 최적화 및 산업 공정 에너지로의 활용을 

위한 시스템 통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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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지열 활용 및 지열저장소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및 실증

      ※ 관련 프로그램 :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Horizon Europe - ‘지열’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Solutions for more sustainable geothermal energy

10

지속 가능한 지열 에너지를 위한 솔루션

- 현재 개발 불가능한 지열(초고온, 초임계, 마그마에 

유사한 열원 등) 활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지열 저장소 개발을 위한 온실가스 포집, 저장 및 재주입 

계획수립

Demonstrate the use of high temperature 

geothermal reservoirs to provide energy storage 

for the energy system

20고온 지열 저장소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실증

- 고온 지열 저장소활용 통합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제어

설비·인프라 개발 및 실증

(최소 2개 이상의 별도 시스템 실증을 통해 일별·주별·

계절별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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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잠재 수력원 활용 신기술 개발 및 운영·유지 관리 디지털화

      ※ 관련 프로그램 :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Horizon Europe - ‘수력’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of digital solutions for existing 

hydropower operation and maintenance

9기존 수력 발전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

-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센서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 개발 

: 기상 및 유동 예측,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등 수행

Development of hydropower equipment for hidden 

hydropower

10
잠재 수력원 활용을 위한 수력 발전 장비 개발

- 지속가능한 수력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소규모 저수지, 

해수 등 경제성이 낮은 수력원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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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 실증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 관련 프로그램 :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Horizon Europe - ‘해양에너지’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Demonstration of innovative rotor, blades and 

control systems for tidal energy devices

10

조력 에너지 시스템용 혁신적 로터, 블레이드 및 제어 

시스템 실증

- 조력 에너지 시스템 구성요소 성능 향상(≥ 20%) 및 실제 

바다조건에서의 장기 실증(12~24개월)

- 고성능 컴퓨팅 및 디지털화 적용 : 데이터 기반 설계, 

디지털 트윈, O&M제어 및 모니터링 등

Demonstration of wave energy devices to increase 

experience in real sea condition

15
실제 바다 조건에서 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한 파력 에너지 

장치의 시연

- 실제 바다조건에서 파력 에너지 장치 시연(12~24개월)

- 파력 에너지 장치 관련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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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원료 대체

‘연·원료 대체’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운송·활용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수소) 메탄기반 수소생산 경제성 확보 및 수소 저장·운송을 위한 첨단소재 개발

      ※ 관련 프로그램

           ①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Cross-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② Digital, Industry and Space -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Horizon Europe - ‘수소’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ross

-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Emerging 

break

-through 

technologies 

and climate 

solutions

Methane cracking to usable hydrogen and carbon

15사용 가능한 수소 및 탄소로 메탄 분해

- 메탄 기반의 경제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 

생산 등

Digital, 

Industry 

and 

Space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1

Advanced materials for hydrogen storage

21

수소 저장용 첨단 소재

- 수소의 장기저장 및 운송을 위한 상업적으로 유용하고 

안전한 새로운 기술 제공

-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비행기, 고정식 저장소 등 

연료탱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소 단기저장을 가능

하게 하여 화석연료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고 수송의 

녹색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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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경제적 바이오연료 생산

      ※ 관련 프로그램

           ① Digital, Industry and Space -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②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③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1

           ④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2 - Innovating sustainable bio-based systems 

and the bioeconomy

     대규모 바이오연료 생산의 경제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

     신조류 활용 혁신기술 개발 및 기후 탄력적인 바이오매스 생산방법 개발을 통한 공급 안정화

     지속가능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Horizon Europe - ‘바이오매스’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Manufacturing technologies for bio-based 

materials(Made in Europe Partnership)

20

바이오 기반 재료 제조 기술

(Made in Europe Partnership)

- 환경발자국이 높은 기존재료를 대체하기 위해 

혁신적인 바이오기반 제품의 적절한 규모 생산시연

- 非바이오 기반 재료에 비해 환경발자국이 현저히 

낮고 지속 가능하며 무독성 및 재활용 가능한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유사하거나 우수한 제품을 

개발

- 최소 3개의 다른 제조가치사슬에서 바이오기반 

재료생산의 혁신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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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Carbon-negative sustainable biofuel production

15
지속가능한 탄소 네거티브 바이오 연료 생산

- 바이오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

-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활용도 증대

- 네거티브 배출형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Innovative biomethane production as an energy 

carrier and a fuel

20에너지 운반체 및 연료로서의 혁신적인 바이오메탄 

생산

- 지속가능한 바이오메탄 생산을 위한 다양한 경로

(화학적, 전기화학적, 발효 등) 실증

Demonstration of cost-effective advanced 

biofuel technologies utilizing existing industrial 

plants

20기존 플랜트 활용 경제적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실증

- 사료 등으로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기존 

플랜트(1세대 바이오연료 플랜트, 제지, 폐기물 처리, 

정유 등 ) 전환 기술 개발

Demonstration of complete value chains for 

advanced biofuel and non-biological renewable 

fuel production

20
바이오 연료 및 非생물학적 재생가능연료 생산을 

위한 완전한 가치사슬 시연

- 다양한 바이오매스 공급원료(잔류물, 폐기물, 산업·

생물학적 이산화탄소, 재생가능 수소 등)와 에너지원을 

활용한 재생가능연료 생산 기술의 경제성, 효율 및 

지속가능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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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Best international practice for scaling up 

sustainable biofuels

9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확대를 위한 국제 모범 사례

- LCA를 통한 바이오연료 대규모 생산의 경제성· 

지속가능성 향상 및 이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Development of algal and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15

해양조류(algae) 및 非생물학적 기원(origin) 기반 

재생가능연료 개발

- 해양조류의 식물성 지질을 활용한 고품질 바이오

연료 개발 지원

- 다양한 합성경로(생화학, 열화학, 전기화학 등) 

기반의 고효율·저배출 해양조류 및 재생가능연료 

개발(최종 생산물이 수소인 경우 제외)

Food, Bio 

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1

Innovating 

sustainable 

bio-based 

systems 

and the 

bioeconomy

Novel, non-plant biomass feedstock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12

산업 부문 응용을 위한 새로운 非식물 바이오매스 

공급원료

- 바이오 기반 생산 플랫폼의 기술경제적 실행 가능성 

입증

- LCA를 통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공급원료 모색

- 토지 의존도를 낮춘 바이오매스 공급원료 활용 연구

- 바이오 기반 미생물 생산 플랫폼의 개발 및 유용

성분의 효율적인 분리/추출 방법 개발

- 非식물 바이오매스 공급원료 기반 밸류체인의 산업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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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 

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1

Innovating 

sustainable 

bio-based 

systems 

and the 

bioeconomy

Contained biomass solutions for sustainable 

and zero-Indirect Land Use Change(ILUC) 

production systems for high value applications

10

고부가가치 응용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간접 토지 

사용 변화(ILUC)를 제로화한 바이오매스 솔루션

- 바이오매스 기반 제품 생산 공정의 고수율화 및 

고부가가치화

- 간접 토지 사용 변화(ILUC)의 위험을 최소화한 

바이오매스 처리 및 활용 공정 개발

- 다중규모 생물반응기 설계 및 공정 기술 개발

Microbiomes for bio-based innovation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6

바이오 기반 혁신 및 환경 부문 응용을 위한 미생물 

군집

- 바이오 기반 혁신(바이오 기반 재료, 생화학 제품, 

환경 부문 응용을 위한 제품 등)을 위한 미생물 

군집의 구조, 기능, 메커니즘 및 잠재력에 관한 연구

- 고가의 복잡한 분자를 비용 및 자원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

- 분자 유전자 지도(molecular cartography) 방법 

개발, 유전자 및 대사 산물의 정량화, 미생물 군집 

인벤토리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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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 

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1

Innovating 

sustainable 

bio-based 

systems 

and the 

bioeconomy

Mainstreaming inclusive small-scale bio-based 

solutions in European rural areas

9

유럽 농촌 지역에서 소규모 바이오 기반 솔루션의 

주류화

- 시장성 있는 바이오 기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가속화

-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오매스/부산물/잔류물의 

잠재량 파악

- 농촌지역에서의 바이오 기반 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제안

Unlocking the potential of algae for a thriving 

European blue bio-economy

18

유럽 블루 바이오경제 번영을 위한 조류(algae)의 

잠재력 발굴

- 산업 부문 응용 공급 원료로써 조류의 잠재력 확대

- 새로운 조류 유래 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조류 배양/가공/제품 생산 공정 개발 및 실증

- 조류 기반 제품과 육지 기반 제품의 환경발자국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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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 

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2

Innovating 

sustainable 

bio-based 

systems 

and the 

bioeconomy

Marginal lands and climate-resilient and 

biodiversity-friendly crops for sustainable 

industrial feedstocks and related value chains

14

지속가능한 산업 공급원료 및 관련 가치사슬을 위한 

한계토지(Marginal lands)와 기후탄력적이고 생물

다양성 친화적인 작물

- 다년생 작물과 같은 신규 산업적 작물 시스템 도입

- 낮은 ILUC로 인증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개발

- 토양침식, 물부족 등의 환경변화에 기후탄력적인 

바이오매스 생산 방법 개발

Sustainable biodegradable novel bio-based 

plastics: innovation for sustainability and end- 

of-life options of plastics

12

지속가능한 생분해성 신규 바이오플라스틱 : 플라스틱의 

지속가능성 및 수명 종료 옵션을 위한 혁신

- 지속가능한 생분해성 신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개발 및 기능성(무독성, 수명주기 특성 등) 강화

- 특정 환경(퇴비화, 혐기성 소화조, 현장 분해 등)

에서의 생분해성(수명종료) 테스트 연구

-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촉매 개발, 전환 효율 향상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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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폐기물 에너지화 및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 관련 프로그램

           ①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Cross-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②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③ Digital, Industry and Space -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④ Digital, Industry and Space -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⑤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1

           ⑥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1/2022

     지속가능한 재활용 기술개발(배터리/폐태양광 재활용 기술/공정 개발, 원자재 처리·정제·재활용 

기술 등)

     폐기물 에너지화 및 자원순환 기술개발

Horizon Europe - ‘폐자원’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ross-

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A 

competitive 

and 

sustainable 

European 

battery 

value chain

Sustainable, safe and efficient recycling 
processes(Batteries Partnership)

30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재활용 프로세스
(Batteries Partnership)

- 2차 원료 사용을 통한 유럽의 원자재 독립성 강화

- 확장 가능한 低탄소발자국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 재활용 공정의 건강 및 안전측면 개선 등

Sustainable processing, refining and recycling 
of raw materials(Batteries Partnership)

21원자재 지속가능한 처리, 정제 및 재활용
(Batteries Partnership)

- 회수 수율, 불순물 제거 및 회수 공정 특성 개선 
및 유연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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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incorporation in 
agriculture and forestry

15농업·임업 및 신재생에너지 간 통합

-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변환하는 공정 혹은 
해당 공정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기술 실증 등

Recycling end of life PV modules

20폐태양광 모듈 재활용

- 태양광 폐기물 규모 예측을 통한 시장잠재력 
추정 및 대용량 폐기물 처리기술 실증

Digital, 

Industry 

and 

Space

Digital, 

Industry and 

Space –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Automated tools for the valorisation of 
construction waste

21

건설 폐기물 가치평가를 위한 자동화 도구

- 건설 및 폐기물 관리 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폐기물을 2차 제품으로 전환

- 복합건설제품의 모듈식 해체를 촉진하여 철거 
후 건설제품 재사용 가능성을 50% 높이고 건설
폐기물의 다운사이클링 감소

Deploying industrial-urban symbiosis 
solutions for the utilization of energy, water, 
industrial waste and by-products at regional 
scale(Processes4Planet Partnership)

28

에너지, 물, 산업 폐기물 및 부산물을 지역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업-도시 공생 솔루션 배포
(Processes4Planet Partnership)

- 에너지, 폐수 및 물의 흐름을 원형으로 만들어 
GHG 배출과 물 배출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달성하는 산업도시 공생(I-US) 개념의 모범적인 
파일럿 솔루션 도입

- 폐기물, 부산물 및 부류를 재사용하여 새로운 
자원 또는 원료로 변환함으로써 산업 폐기물 
발생을 50% 줄이고 관련 GHG 배출량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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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Digital, 

Industry and 

Space –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Hubs for Circularity European Community of 

Practice(ECoP) platform(Processes4 Planet 

Partnership)

2

순환을 위한 ECoP(European Community of 

Practice) 허브 플랫폼(Processes4Planet 

Partnership)

- 새로운 순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H4C(Hubs 

for Circularity)와 I-US(Industrial Urban- 

Symbiosis)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모든 행위자를 

연결하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럼/플랫폼

으로서 유럽실천공동체(ECoP) 확립

Plastic waste as a circular carbon feedstock 

for industry(Processes4Planet Partnership)

39

산업용 순환 탄소 공급 원료로써 플라스틱 

폐기물(Processes4Planet Partnership)

- 쓰레기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플라스틱

(및 기타) 폐기물 대량 처리

- 현재 화석원료 원료(올레핀, 수소, 합성가스 등)

에서 생산되는 재료 대체

- 에너지 공급의 잠재적 변동에 대처하면서 재생

에너지원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개념 개발

- 기존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플라스틱 재활용(또는 

관련 벤치마크)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서 최소 

60%의 GHG 배출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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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Digital, 

Industry and 

Space –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2020

Circular flows for solid waste in urban 

environment(Processes4Planet Partnership)

42.5

고형 폐기물 도시 환경에 대한 순환 흐름

(Processes4Planet Partnership)

- I-US(Industrial-Urban Symbiosis) 개념을 

실제 규모의 데모를 통해 프로세스, 제조 및/

또는 건설업에서 고형 폐기물 순환

- 폐기물, 부산물 및 부류를 재사용, 밸런싱 및 

새로운/2차원료 자원으로 변환함으로써 발생

하는 고형 폐기물을 현재 첨단 기술과 비교하여 

80% 절감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1

Ensuring circularity of composite materials 

(Processes4Planet Partnership)

24.7복합 재료의 순환성 보장

(Processes4Planet Partnership)

- 현재 사용가능한 것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복합재료의 재사용 및 2차 원료의 회수

Identifying future availability of secondary 

raw materials

13.5
2차 원료의 향후 가용성 확인

- EU 및 제3국 2차 원자재(잠재력, 자원추정, 생산 

및 정제)에 대한 지식기반 개선

- EU 2차 자원 회수프로젝트의 상업적 개발촉진 

및 가속화

Developing climate-neutral and circular 

raw materials

36기후 중립 및 순환 원료 개발

- 분리 및 재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분류기술을 

포함하여 수명이 다한 제품 및 도시 광산으로부터 

유망한 원자재 재활용 확대



Horizon Europe(2021~2027)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 “기후변화대응기술” 중심으로

24∕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1

Building EU-Africa partnerships on 

sustainable raw materials value chains

8
지속 가능한 원자재 가치 사슬에 대한 EU-아프리카 

파트너십 구축

- 탐사, 추출, 광물처리, 정제 및 재활용을 포함하는 

EU-아프리카 산업가치사슬의 통합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

Paving the way to an increased share of 

recycled plastics in added value products

23부가 가치 제품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의 비중 증가

- EU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재활용품 정의를 

수립하고 제품의 재활용된 내용물에 대한 관련 

검증방법 개발

Food, 

Bio

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1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health,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to change 

social norms towards zero food waste

12

사회적 규범을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로 바꾸기 

위한 증거 기반 의사 결정

- 식품 손실과 낭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및 혁신 지원

-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예방과 감소를 위한 

조치의 영향 평가 및 성공/장애 요인 분석

-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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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

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1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health,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Research and innovation for food losses and 

waste prevention and reduction through 

harmonised measurement and monitoring

14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 손실과 쓰레기 

발생을 예방·억제하는 연구 및 혁신

- 음식물 쓰레기 측정·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도구 개발 및 신뢰 가능한 데이터 생성

- 1차 생산 단계에서의 식품 손실 규모 측정 및 

예방 방안 식별

- 육지 및 바다의 시스템에서 식품 손실과 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비즈니스 전략 개발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1

Enabling a 

circular 

economy 

transition

Innovative solutions to over-packaging and 

single-use plastics, and related microplastic 

pollution

18

과대포장, 일회용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

- 포장재 및 일회용 플라스틱의 재사용/재활용/

업사이클링 확대 방안 연구

- 더 나은 디자인, 대체 재료(생체 기반 및 생분해성 

포함), 재사용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플라스틱 제품의 LCA 연구(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설계, 재료의 복잡성 감소(사용된 폴리머 

개수 등), 첨가 미세플라스틱 제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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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

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1

Enabling a 

circular 

economy 

transition

Increasing the circularity in textiles, plastics 
and/or electronics value chains

22

섬유, 플라스틱 및/또는 전자제품 가치사슬의 
순환성 향상

 -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에 대한 신기술 솔루션 
시장 보급 확대

 - 업사이클링,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자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가치사슬 전반의 
자원 효율성 향상 방안 연구

 - 순환 사업에서 고급 디지털 기술의 도입 확대

 - 모든 행위자(제조업체, 소매업체, 소비자, CSO, 
공공행정 등)의 순환 사례에 참여 확대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2

Innovating 

sustainable 

bio-based 

systems 

and the 

bioeconomy

EU-China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agricultural 
residues and wastes for circular and 
sustainable bio-based solutions

8

농업 부산물/폐기물의 잠재력 발굴을 위한 EU-
중국 국제협력

- 농업 부산물/폐기물 분야에서 중국 행위자와의 
국제협력 강화

- 지속가능성, 순환자원 이용,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화된 바이오 기반 생산 시스템 구축

- 식품/사료 응용 분야의 농업 부산물/폐기물로
부터 단백질 회수 및 미생물 단백질 생산에 관한 
연구

Enabling a 

circular 

economy 

transition

Integrated solutions for circularity in 
buildings and the construction sector

21

건물 및 건설 부문의 순환성을 위한 통합 솔루션

- 건물과 구성 요소의 수명 연장 및 자원효율성 
향상

- 건축자재, 제품, 건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자재의 
업사이클링 확대

- 철거, 폐기물 방지 및 관리, 재사용·재활용까지 
고려한 건축물 설계 및 제조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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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기술은 에너지의 생산·저장·전달·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산업효율)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자원소비 절감 및 디지털화 

기반 스마트 제조 기술개발 추진

      ※ 관련 프로그램

           ① Digital, Industry and Space -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② Digital, Industry and Space -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③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④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Effic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energy use

     스마트(AI, 데이터, 네트워크 등 활용) 및 녹색 제조(폐기물 제로, 자원소비 절감, 환경발자국 감소, 

재생에너지/수소 활용 등)

     지속가능한 원자재 생산 및 경제성 확보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한 필수화학물질-재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

     공정 열 업그레이드 기술(ex. 열저장 신소재, 폐기물 활용, 신재생에너지 직접 활용 등) 실증

Horizon Europe - ‘산업효율’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AI enhanced robotics systems for smart 

manufacturing(AI, Data and Robotics - Made in 

Europe Partnerships)

28스마트 제조를 위한 AI 강화 로봇 공학 시스템(AI, 데이터 

및 로봇 공학 - Made in Europe Partnerships)

- 안전하고 유연성이 뛰어나며 재구성 가능한 모듈식 

솔루션 제공으로 생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 

신제품의 프로그래밍 작업 및 구성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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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Zero-defect manufacturing towards zero-waste 

(Made in Europe Partnership)

27

폐기물 제로를 향한 무결점 제조(Made in Europe 

Partnership)

- 개선된 제어시스템 및 비파괴검사 방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 실증

- 산업생산의 현장감시를 위한 새로운 진단방법 도출

- 재료의 효율적인 사용, 수리전략 및 생산비용/시간 절감

Laser-based technologies for green manufacturing 

(Photonics - Made in Europe Partnerships)

26

녹색 제조를 위한 레이저 기반 기술(Photonics - Made 

in Europe Partnerships)

- 레이저 기반 테크놀로지의 적용을 통해 친환경적 제조의 

리더로서 유럽 산업 강화

- 데이터 교환을 통해 프로세스를 다용도화, 재구성 및 

효율화함으로써 산업 생산의 민첩성 향상

- 산업생산의 환경지속성을 향상시켜 'First-time right' 

공정을 지향하고, 자원소비를 최첨단 대비 30% 절감

Artificial Intelligence for sustainable, agile 

manufacturing(AI, Data and Robotics - Made in 

Europe Partnerships)

18지속 가능하고 민첩한 제조를 위한 인공 지능(AI, 데이터 

및 로봇 공학 - Made in Europe Partnerships)

- 최첨단 AI 기술을 순환 제조, 재제조 기술 및 시스템과 

통합하여 제품 및 서비스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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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Data-driven Distributed Industrial Environments 

(Made in Europe Partnership)

24

데이터 기반 분산 산업 환경

(Made in Europe Partnership)

- 민첩하고 안전하며 구현이 용이한 5G시스템을 비롯해 

외부 충격에 대한 유럽제조업의 민첩성 향상 및 복원력 

향상, 보다 탄력적인 생산공정 실현

- 데이터감시, 수집 및 데이터분석을 위한 오픈시스템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도구사용 시연

- 산업데이터 및 분산 컴퓨팅 표준화 촉진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2

Circular and low emission value chains through 

digitalisation(Processes4Planet Partnership)

25.3디지털화를 통한 순환 및 저배출 가치 사슬 

(Processes4Planet Partnership)

- 디지털기술의 적용으로 폐기물 감소 실증

- 가치사슬에서 2차 원료 사용의 최적화 실증

Developing digital platforms for the small scale 

extractive industry

15소규모 추출 산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

- 소규모기업, 광업 클러스터 및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애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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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2

Technological solutions for tracking raw material 

flows in complex supply chains(RIA)

13.5복잡한 공급망에서 원자재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

- 공급망 데이터 투명성 개선 및 원자재 흐름 추적을 위한 

기술개발

Sustainable and innovative mine of the future

36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미래 광산

- EU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채굴

기술 개발

- 원자재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방법, 

기술 및 프로세스 개발

Advanced lightweight materials for energy 

efficient structures

20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를 위한 고급 경량 재료

- 재생 가능한 경량 재료의 생산비용 절감 : 기존재료 

대비 비용 25% 저감

- 지속 가능한 바이오 기반 재료가 50% 이상 포함된 경량 

제품

- 최대 30% 경량화, CO2배출량(LCA) 최소 20% 감소

Membranes for gas separations - membrane 

distillation 

21

가스 분리용 멤브레인 -  membrane distillation

- 차세대 멤브레인 재료 : 산업용 플랜트의 녹화를 위한 

스마트 솔루션 제공

- 산업플랜트의 폐기물 흐름을 재활용하기 위한 첨단막 

재료

- 담수자원보존을 위한 산업용 플랜트의 10% 물 발자국

감소

- 차세대 막 적용을 통해 에너지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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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2

Optimised Industrial Systems and Lines through 

digitalisation

15
디지털화를 통한 최적화된 산업 시스템 및 라인

- 산업부문  디지털화 전환 지원 : 산업을 위한 디지털도구

(예 : 클라우드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반 트윈기술, 데이터 

기반 접근방식, AI 기반 및 강화학습솔루션)를 설계하여 

효율성과 제품 품질을 향상하고, 시장 대응 능력 강화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AI enhanced robotics systems for smart 

manufacturing(AI, Data and Robotics – Made in 

Europe Partnerships)

28
스마트 제조를 위한 AI 강화 로봇 시스템

- 안전하고 유연성이 뛰어나며 재구성 가능한 모듈식 

솔루션 제공으로 생산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 

기업, 제조업체 등 사용자가 신기술을 실험하고 유럽산업 

생태계를 통해 데이터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Open- 

Access 파일럿 네트워크 구축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Carbon Direct Avoidance in steel : Electricity and 

hydrogen-based metallurgy(Clean Steel Partnership)

28

강철의 탄소 직접 회피 : 전기 및 수소 기반 야금(Clean 

Steel Partnership)

-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80~95% 감소시키는 철강 분야의 기술 시연

-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효율을 개선

하고 야금 공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활용도 향상

- 실증규모의 탄소 직접 방지(CDA, Carbon Direct 

Avoidance)기술을 통한 철강 생산

- 응답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재생

에너지원의 효율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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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Improvement of the yield of the iron and steel 

making(Clean Steel Partnership)

14
제철 생산성 개선(Clean Steel Partnership)

- 철강 제조공정 잔류물에 포함된 금속 회수 또는 스크랩의 

불순물 제거를 위한 산업테스트 규모 기술 검증, 데모

현장에서 발생한 잔류물의 재활용률 40%, 금속 회수

효율 최대 90%, 광물 회수효율 최대 80% 달성

Reducing environmental footprint, improving 

circularity in extractive and processing value 

chains

36
환경 발자국 감소, 추출 및 가공 가치 사슬의 순환성 개선

- 배출량(CO2 및 기타 배출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채굴 및 가공 방법, 기술 및 프로세스 개발

Design and optimisation of energy flexible 

industrial processes(Processes4Planet Partnership)

39

에너지 유연 산업 프로세스의 설계 및 최적화

(Processes4Planet Partnership)

- 현장에서의 에너지 저장 및 전환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원의 통합에 대한 프로세스 유연성 및 수요 대응향상

-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그리드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도구 개발

- 전체 프로세스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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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Adjustment of steel process production to prepare 

for the transi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Clean 

Steel Partnership)

14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철강 공정 생산 

조정(Clean Steel Partnership)

- 기존 철강 설비의 에너지 및 재료 흐름의 최적화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환으로 화석연료 

기반 탄소 환원제의 사용 감소

- 환원제로서 수소와 바이오매스 이용하는 것에 점진적

으로 적응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

- 화석탄소 관련 배출을 줄이면서 재료 및 에너지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제철소 에너지 소비 절감

- 고급 가스처리 솔루션 실증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2022

Rapid reconfigurable production process chains 

(Made in Europe Partnership)

27.5신속하게 재구성 가능한 생산 프로세스 체인(Made in 

Europe Partnership)

-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디지털 

기반 유연한 제조 프로세스 구축

Products with complex functional surfaces(Made 

in Europe Partnership)

21.5
복잡한 기능성 표면 제품(Made in Europe Partnership)

- 보다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흐름으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기능성 표면을 가진 제품의 시장점유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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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2022

Excellence in distributed control and modular 

manufacturing(Made in Europe Partnership)(RIA)

21.5
분산 제어 및 모듈식 제조의 우수성(Made in Europe 

Partnership)

- 공급망 붕괴 또는 고객 및 사회적 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제조공정 운영을 위한 모듈러 테크놀로지 

개발

Intelligent work piece handling in a full production 

line(Made in Europe Partnership)

21.5

전체 생산 라인에서 지능형 공작물 처리

(Made in Europe Partnership)

- 다양한 제품 및 재료를 높은 정밀도로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과 복원력 및 맞춤성과 민첩성이 뛰어난 생산

라인 개발

- 복잡한 제품을 지능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고급제어 

시스템 구축

- 적시에 납품하고 다운 타임을 단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기대

ICT Innovation for Manufacturing Sustainability in 

SMEs(I4MS2)(Made in Europe Partnership)

30

중소기업의 제조 지속 가능성(I4MS2)을 위한 ICT 혁신

(Made in Europe Partnership)

- 유럽의 제조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중소규모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탄력성 향상

- 선진 디지털 기술사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넓은 

제조 커뮤니티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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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2022

Digital tools to support the engineering of a Circular 
Economy(Made in Europe Partnership)(RIA)

22

순환 경제(Made in Europe Partnership) 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디지털 도구

- 공장의 엔지니어, 기술자 및  오퍼레이터를 위한 다양한 
지원솔루션과 혁신적인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여 민첩하고 
지속 가능하며 대응성이 뛰어난 생산 환경과 공급망 
구축(재료 절약, 수리, 정비, 재제조, 재활용, 재사용 
등의 분야에 특히 중점)

Demonstrate the use of Digital Logbook for 
buildings

9
건물용 Digital Logbook 사용 시연

- 디지털 빌딩 로그북 데이터베이스, 도구 및 소스링크 개선

- 사용자 experience를 통해 접근성 및 포괄성 문제를 
고려하여 디지털빌딩 로그북의 사용 편의성 향상

-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업데이트를 위한 새로운 도구 개발

Raw material preparation for clean steel production 
(Clean Steel Partnership)

14청정 강 생산을 위한 원료 준비(Clean Steel Partnership)

- 저품질 철광석 업그레이드 및 사용을 위한 기술테스트 
및 검증(저탄소 기술 포함)

New electrochemical conversion routes for the 
production of chemicals and materials in process 
industries(Processes4Planet Partnership)

30

공정 산업의 화학 물질 및 재료 생산을 위한 새로운 전기
화학 변환 경로(Processes4Planet Partnership)

- 화학 변환공정에서 전기화학 변환공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공정 전기화

- 재생 가능 전력의 효율적 통합

- 발전관련 배출을 포함한 전체 산업공정에서의 CO2 
배출량 대폭 감소, 기존 생산 경로 대비 에너지 절약, 
자재 절감(폐기물 감소)

- 신 공정 기술 비용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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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2022

Modular and hybrid heating technologies in steel 

production(Clean Steel Partnership)

10

철강 생산의 모듈식 및 하이브리드 가열 기술(Clean 

Steel Partnership)

- 모듈식 난방기술 및 제강공정의 연료가스와 재생에너지원 

전기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난방

- 비화석 코크스를 위한 연료전지, 전해액 또는 대체 

탄소기반 제품의 통합

- 다운 스트림 공정에서 비화석에너지(그린 전기, 바이오

매스, 그린 수소)사용 증가

Integration of hydrogen for replacing fossil fuels 

in industrial applications

(Processes4Planet Partnership)

42.5

산업 응용 분야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수소 통합

(Processes4Planet Partnership)

- NOx 수준을 동등한 가스 기반 솔루션 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면서 산업공정의 CO2 배출량을 현저히 감소

-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 향상

- 현재 화석 연료 수요와 관련하여 개발된 공정의 수소연료 

수요의 현저한 감소

- 비용경쟁력 확보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1

Establishing EU led international community on 

safe- and sustainable-by-design materials to 

support embedding sustainability criteria over 

the life cycle of products and processes

4제품 및 프로세스의 수명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성 기준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 재료에 대한 

EU 주도 국제 커뮤니티 구축

- OECD, UNEP, ECHA 등에서 진행 중인 국제작업에 

따른 지속 가능한 설계에 대한 기준 및 지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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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1

Promote Europe's availability, affordability, 

sustainability and security of supply of essential 

chemicals and materials

28

유럽의 가용성, 경제성, 지속 가능성 및 필수 화학 물질·

재료의 공급 안정성 확보 촉진

- EU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유럽이 화학 물질, 특히 

필수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COVID-19 위기의 여파로 유럽 경제 및 사회 

회복 촉진

- 새로운 공정 강화 기술의 표준화, 모듈화 및 적용을 통해 

공정 개발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화학 산업을 위한 

새로운 모듈식 생산 개념 제공

- 공급망/고객 요구에 더 빠르게 응답하여 제품맞춤화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로 지원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 창출

Safe- and sustainable-by-design polymeric 

materials

19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고분자 재료 설계 

- EU 전역의 재활용 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기회

Safe- and sustainable-by-design metallic coatings 

and engineered surfaces

19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금속 코팅 및 가공 표면 설계

- 금속 사용량을 최소 15% 감소시킨 개선된 2개의 신규 

재료 개발

- 수명이 다한 제품의 회수, 재활용, 정제 및 재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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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1

Development of more energy efficient electrically 

heated catalytic reactors

33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 가열 촉매 반응기 개발

- 주어진 반응에 대한 탄소 발자국의 획기적인 감소(CO2

배출 감소 > 40%, LCA 또는 유사연구로 실증)

- 현저한 프로세스 강화(최신 기존접근법 대비 반응기 

크기 50% 이상 감소) 및 산업 확장성 실증

- 환경성 및 기술·경제적 타당성 검증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Direct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into process 

energy demands of the chemical industry

10
화학산업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직접 

활용

- 기존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통합기술 및 방법론 개발

(예 : 태양에너지 활용 열화학 변환 등)

Effic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energy use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energy 

transition

Full-scale demonstration of heat upgrade 

technologies with supply temperature in the range 

90~160°C

16
90-160°C 온도 영역대의 공급열 업그레이드 기술 실증

-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한 0.5MWth급 공급열 

업그레이드 시스템 실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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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Effic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energy use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energy 

transition

Industrial excess(waste) Heat-to-Power conversion 

based on organic Rankine cycles

14유기랭킨사이클(ORC, Organic Rankine Cycles) 기반 

산업 잉여물(폐기물) 활용 열-전력 변환

- 기존 연구대비 비용 효율성을 개선한 2MW급 ORC 

열-전력 변환 시스템 구현 및 실증

Development and pilot demonstration of heat 

upgrade technologies with supply temperature in 

the range 150-250°C

10공급 온도가 150-250°C 범위인 열 업그레이드 기술의 

개발 및 시범 실증

-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한 5-200kWth급 공급열 

업그레이드 시스템 실증 추진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thermal storage 

for industrial applications

8산업용 고온 축열기 개발

- 중고온 온도 영역대 산업공정을 위한 경제성이 뛰어난 

열저장 신소재 개발

- 단기간(1~2일) 열저장이 가능한 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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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효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감을 통해 건물 전주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반 

에너지 관리 최적화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 관련 프로그램

           ① Digital, Industry and Space -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② Digital, Industry and Space -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③ Culture, creativity and inclusive society - Innovative research on the european cultural heritage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④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⑤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Effic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energy use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리노베이션 공정 최적화 및 경제성 확보

     원자재·폐기물 감소를 위한 혁신적 디자인 및 재료 활용 솔루션 개발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 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 Positive 건물 실증

     디지털 기반 에너지 성능 평가·모니터링·통합관리

Horizon Europe - ‘건물효율’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Digital permits and compliance checks for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15

건물 및 기반 시설에 대한 디지털 허가 및 규정 준수 확인

-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에서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 계획,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의 오류 감소

- 건설공사(예 : 규제, 보건 및 안전, 성능)에 대한 자동화, 

신속화, 정확성, 보다 효율적인 허가

- 건설시 품질과 자원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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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2021

Breakthrough technologies supporting 

technological sovereignty in construction

24

건설 기술 주권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기술

- 다른 산업으로부터 파생된 혁신적인 기술 통합(예 : 적층 

제조, 인간 로봇협업, 건설 활동의 자율 차량, 자율유지 

보수, 진단 및 모니터링)

- 혁신적인 기술의 사용이 자원(원자재, 물 등), 폐기물 감소 

및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 설명

- 작업자와 협력하여 건설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안전성 

입증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2

Building and renovating by exploiting advanced 

materials for energy and resources efficient 

management

21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급 자재를 활용한 

건물 및 개조

- 구성요소 수준에서 에너지 및 CO2 최소 30% 감소

- 단열성 20% 이상 개선

- 기존 솔루션 대비 비용 최소 15% 절감

- 건물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에너지 소비 최소 5% 절감 

실증

- 내구성 및 수명 증가, 유지 관리비용 및 환경발자국 감소

Culture, 

creativity 

and 

inclusive 

society

Innovative 

research 

on the 

european 

cultural 

heritage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Research 

and 

innovation 

on cultural 

heritage 

and CCIs - 

2022

The New European Bauhaus – shaping a greener 

and fairer way of life in creative and inclusive 

societies through Architecture, Design and Arts

6새로운 유럽 바우하우스 - 건축, 디자인, 예술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삶의 방식을 형성

- 유럽 그린딜 목표에 따라 새로운 방법과 재료의 사용을 

강조한 혁신적인 건축 및 설계 솔루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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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Energy 

systems, 

grids and 

storage

Thermal energy storage solutions

30
열에너지 저장 솔루션

- 건물 냉난방 시 전력 부하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듈형·소형·고성능 열에너지 저장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저장기간 ≥ 4주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Innovative renewable energy carrier production 
for heating from renewable energies

10신재생에너지 활용 난방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 운반체 
생산

- 재생 가능한 난방을 위한 경제적·효율적인 에너지 운반체 
생산 촉매 및 에너지 변환 장치 개발

Effic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energy use

Highly 

energy- 

efficient 

and climate 

neutral EU 

building 

stock

Advanced energy performance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10
에너지 성능 평가 및 인증

- 건물에너지 성능 평가의 정확도 향상,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 
개선 및 자동화 등

- 에너지 성능 인증 및 입주 후 성능데이터의 사용자 친화성 
향상

Industrialisation of deep renovation work flows for 
energy-efficient buildings

16에너지 효율적 건물을 위한 리노베이션 공정 산업화

- 에너지 효율적 건물 건설 및 리노베이션 프로세스 상용화 
: 폐기물 30% 감소, 리노베이션 품질 30% 향상, 작업
  시간 50% 감소, 비용 25% 절감

Advanced data-driven monitoring of building stock 
energy performance

10건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개선

- 건물 에너지 관련 데이터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스 구축 지원(제조사 데이터, BIM, 디지털 트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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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Effic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energy use

Highly 

energy- 

efficient 

and climate 

neutral EU 

building 

stock

Demonstrating integrated technology solutions 
for buildings with performance guarantees
(Built4People)

15건물 성능 보장을 위한 통합기술 솔루션 실증
(Built4People)

- 최신 기술 기반 혁신적 통합 기술 솔루션 설계 및 실증
(냉난방 자동화, 제어 기술, 재생에너지 등 통합)

- 해당 솔루션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Cost-effective, sustainable multi-functional and/ 
or prefabricated holistic renovation packages, 
integrating RES and including re-used and recycled 
materials(Built4People)

22

경제적·지속가능한 다기능 또는 조립식 통합 리노베이션 
패키지(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및 재사용·재활용 재료 포함) 
(Built4People)

- 다양한 요구에 대응 가능한 다기능(패시브, 액티브) 및 
확장 가능한 리노베이션 솔루션 개발을 통한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

- 다양한 조건(지리, 환경, 사회, 경제) 下 대규모 실증 수행 
: 실증 횟수 ≥ 3회

Demand response in energy-efficient residential 
buildings

12에너지 효율적인 주거용 건물의 수요 대응

- 수요-응답 솔루션의 잠재적 이점, 신뢰도 및 수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 : 많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모드, 
자산 최적화 기술 등

Renewable-intensive, energy positive homes

12

신재생-집약형 에너지 포지티브 주택

- 에너지 포지티브 주택 구축을 위한 방안 조사 및 실증 
추진(대상 : 신축 건물, 개조 건물, 다가구, 다층 건물 등)

- 냉난방·전력생산용 신재생에너지원 통합 기술, BMS·BAS 
및 구성요소 재활용 기술 등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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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Effic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energy use

Highly 

energy- 

efficient 

and climate 

neutral EU 

building 

stock

Smarter buildings for better energy performance

12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스마트형 건물

- 빌딩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BACS), IoT 등 포함한 
솔루션 개발 및 기존 솔루션 개선

- 에너지절약 및 사용자 만족도 확인을 위한 실증

Designs, materials and solutions to improve 
resilience, preparedness & responsiveness of the 
built environment for climate adaptation 
(Built4People)

15

기후적응 대비 건축환경의 복원력, 준비성 및 대응성 
개선을 위한 설계, 재료 및 솔루션(Built4People)

- 건축환경 기후적응 복원력 등 개선을 위한 혁신적 디자인, 
재료 및 솔루션 개발

- 환경모니터링, 탐지 및 이를 위한 디지털 상호운용 도구
개발 및 배포

- 상기 내용들을 포함한 솔루션의 실증추진 : 다양한 조건
(지리, 환경, 사회, 경제)下 대규모 실증 최소 3회 추진

Smart-grid ready and smart-network ready buildings, 
acting as active utility nodes(Built4People)

18

스마트 그리드 및 스마트 네트워크 지원 건물
(Built4People)

- 전기 및 타 에너지 캐리어간(지역난방 네트워크, 수소 등) 
상호 운영성 및 시너지 향상을 위한 지원 건물 개발 및 
실증

- 그리드 및 네트워크 유연성 확보를 위한 자산으로서 
건물 경쟁력 향상관리기술 개발(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예측 관리 등)

More sustainable buildings with reduced embodied 
energy / carbon, high life-cycle performance and 
reduced life-cycle costs(Built4People)

18내재 에너지/탄소 감소, 높은 수명 및 감소된 전주기 비용
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건물(Built4People)

- 저탄소 제품 활용, 현지재료 활용 등의 혁신적 디자인, 
건설, 개조 등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물 개발 
및 실증 : 실증 시 다양한 환경 하에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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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효율) 수송분야의 저탄소화를 위한 고효율 친환경 기술개발 및 디지털 기반 최적화 추진

      ※ 관련 프로그램

           ①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Clean and competitive solutions for all transport modes

           ②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afe, Resilient Transport and Smart Mobility services for 

passengers and goods

     고효율 장거리 도로운송을 위한 연료전지/배터리 저비용·고효율화 및 초고속 충전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청정 암모니아 선박, 선박용 고출력 배터리 등) 및 차세대 디지털·저탄소 항공으로의 전환

     디지털 기반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및 저탄소화

Horizon Europe - ‘수송효율’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ean and 

competitive 

solutions 

for all 

transport 

modes

Zero-

emission 

road 

transport

Nextgen vehicles : Innovative zero emission BEV 

architectures for regional medium freight haulage 

(2ZERO)

45
Nextgen 차량 : 지역 중형화물운송을 위한 혁신적인 

무공해 BEV 아키텍처(2ZERO)

- N2(3.5~12t), N3(≥12t) 범주에 해당하는 화물운송형 

전기차 검증

- 평균 하루 이동거리 : ≥ 200km, 검증 기간 : ≥ 6개월, 

효율 향상 : ≥ 10%, 기존 대비 하중 : ≥ 90%

Nextgen EV components: Integration of advanced 

power electronics and associated controls(2ZERO)

20

차세대 EV 구성 요소 : 향상된 전력전자 모듈 및 관련 

제어 장치 통합(2ZERO)

- 경제성·효율성·성능 향상을 위한 신규 400V, 800V급 

파워트레인 개발 

: WBG(SiC, GaN) 소재 등 신기술 개발 추진

- 출력밀도 : ≥ 5kW/kg, ≥ 20kW/L, 모듈 비용 절감 

: ≥ 20%, 손실 감소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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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ean and 

competitive 

solutions 

for all 

transport 

modes

Zero-

emission 

road 

transport

System approach to achieve optimised Smart EV 

Charging and V2G flexibility in mass - deployment 

conditions(2ZERO)

25
대량 보급 조건에 최적화된 Smart EV 충전 및 V2G 

유연성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접근 방식(2ZERO)

- 수백만 대 이상 EV 보급에 대처 가능한 최적 스마트 

충전 전략 및 제어 메커니즘 개발

- V2X 등 전기차 관련 인프라 부문 간 상호 이익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합 프로세스 개발

LCA and design for sustainable circularity - holistic 

approach for zero-emission mobility solutions and 

related battery value chain(2ZERO & Batteries 

Partnership)

4

지속가능 순환성을 위한 LCA 및 설계 - 무공해 이동성 

솔루션 및 관련 배터리 가치 사슬을 위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2ZERO 및 Batteries Partnership)

- 경형·대형 무공해 차량(ZEV) 및 배터리를 대상

으로 하는 S-LCA 컨셉 및 도구 개발 : 실제 환경 

기반의 LCI 데이터 구축 등

- ZEV 및 배터리 최적설계 및 관련 가치사슬 지속 가능성 

평가

Aviation

Greenhouse gas aviation emissions reduction 

technologies towards climate neutrality by 2050

25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향한 항공분야 온실 가스 배출 

감소 기술

- 2030년까지 TRL 4 수준에 도달 가능한 기술 개발 : 

전기화된 항공기 및 엔진 아키텍쳐, 금속, 복합재료, 

다기능 항공 구조, 흐름 제어, 비행 제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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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ean and 

competitive 

solutions 

for all 

transport 

modes

Aviation

Next generation digital aircraft transformation in 

design, manufacturing, integration and maintenance

29

차세대 디지털 항공으로의 전환 : 설계, 제조, 통합 및 유지

보수 분야

- 다학문 기반 설계, 최적화, 불확실성 정량화, 모델 기반 

검증·인증, 상업용 항공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신뢰성 측정 방법 등 개발

- 혁신적 디지털 및 환경효율적 제조기술, 복합 제조 및 

건강 평가 방법 등 개발

Enabling 

climate 

neutral, 

clean, 

smart, and 

competitive 

waterborne 

transport

Enabling the safe and efficient on-board storage 

and integration within ships of large quantities of 

ammonia and hydrogen fuels

20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내 암모니아 및 수소 대용량 저장 

기술

- 실제 선박 내 중·대용량  수소기반 연료 저장 및 연료 

활용 가능성 실증

Enabling the full integration of very high power 

fuel cells in ship design using co-generation and 

combined cycle solutions for increased efficiency 

with multiple fuels(ZEWT Partnership)

15

다중연료 사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열병합 발전·복합 

사이클 통합형 초고출력 연료전지 선박 설계(ZEWT 

Partnership)

- 2030년까지 TRL 8 수준(모든 선박에 적용 가능하며 

최소 3MW급 시스템 구축이 가능)의 선박용 고출력 

연료전지 기술 확보 : 내연기관 대비 효율 최소 20% 향상

- 고온 연료전지 폐열 활용(온수, 증기 생산, 공조시스템

(HVAC) 등)을 위한 실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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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ean and 

competitive 

solutions 

for all 

transport 

modes

Enabling 

climate 

neutral, 

clean, 

smart, and 

competitive 

waterborne 

transport

Innovative on-board energy saving solutions(ZEWT 

Partnership)

20

혁신적인 on-board 에너지 절약 솔루션

(ZEWT Partnership)

-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다양한 디지털 

기술, 폐열 회수 시스템, HVAC, 선체 형태 개선, 프로펠러 

유체역학 특성 향상, 고성능 경량재료 등

- 내륙·해상운송 선박에 적용 시 에너지 성능 및 효율성 

향상 검증을 위한 실증 추진 : 

(단독 기술) 최소 10% 이상 에너지 소비량 저감

(통합 기술) 최소 20% 이상 에너지 소비량 저감

Hyper powered vessel battery charging system 

(ZEWT Partnership)

14선박용 고출력 배터리 충전 시스템(ZEWT Partnership)

- 실제 환경 하에서 전기선박용 고속·다중 충전 시스템 

실증 및 성능 검증

: (출력) ≥ 5MW, (실증 사이트 수) ≥ 2개 항구

Assessing and preventing methane slip from LNG 

engines in all conditions within both existing and 

new vessels(ZEWT Partnership)

7
기존 및 신규 선박용 LNG 엔진 내 메탄 슬립 평가 및 방지

(ZEWT Partnership)

- 다양한 LNG 엔진에서의 메탄 슬립 거동 측정, 평가 및 

비교를 기반으로 개선된 내연기관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

- 다양한 운전 시나리오를 고려한 신규·개조 LNG 엔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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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ean and 

competitive 

solutions 

for all 

transport 

modes

Enabling 

climate 

neutral, 

clean, 

smart, and 

competitive 

waterborne 

transport

Digital Twin models to enable green ship operations 

(ZEWT Partnership)

7
친환경 선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트윈 모델 

(ZEWT Partnership)

- 다양한 선박 형태(신규 디자인 및 개조 포함) 및 항구에 

적용 가능한 高범용성 디지털 트윈 모델 개발을 통한 

효율 향상 방안 도출

Proving the feasibility of a large clean ammonia 

marine engine(ZEWT Partnership)

10

대형 청정 암모니아 선박 엔진 타당성 입증

(ZEWT Partnership)

- 청정 암모니아 선박 엔진 실증 및 검증 

: (온실가스 감축) MGO(Marin Gas Oil) 대비 20% 이상  

                             감축 

  (기타 물질 배출량 기준) IMO-Tier III 이하 

  (출력) 최소 10MW

  (실증 추진 목표연도) 2027년

Exploiting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 and 

better optimising large battery electric power 

within fully battery electric and hybrid ships(ZEWT 

Partnership)

16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내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대용량 배터리 전력 최적화 기술(ZEWT Partnership)

- 다양한 선박(IWT, 단거리선박, 유람선, 페리) 탑재용 

전기·하이브리드용 아키텍쳐 및 전력 관리 시스템 개발 

: 고효율 배터리 제어 솔루션, 低무게형 배터리 시스템 등

- 전기·하이브리드선박 실증추진

: (전기선박 목표 항해거리) 최소 300해리 

  (실증 추진 목표연도)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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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ean and 

competitive 

solutions 

for all 

transport 

modes

Enabling 

climate 

neutral, 

clean, 

smart, and 

competitive 

waterborne 

transport

Innovative energy storage systems on-board 

vessels(ZEWT Partnership)

15

혁신적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탑재 선박

(ZEWT Partnership)

- 배터리 이외의 잠재적 혁신 에너지 저장시스템(슈퍼·

울트라 캐퍼시터, 초전도 자기 에너지 저장, 플라이휠, 

플로우배터리 등)의 선박 적용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Exploiting renewable energy for shipping,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potential of wind energy 

(ZEWT Partnership)

18

풍력 에너지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 선박용 신재생에너지 

탐색(ZEWT Partnership)

- 선박 탑재용 풍력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터, 돛, 연, 흡입 

날개(suction wings), 풍력터빈)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 선박탑재용 신재생에너지 실증 추진

: (발전용도 사용 시 에너지 변환효율) ≥ 15%

  (추진력용도 사용 시 변환효율) ≥ 25% 

Transformation of the existing fleet towards 

greener operations through retrofitting(ZEWT 

Partnership)

25
기존 선단 친환경 전환을 위한 개조 기술

(ZEWT Partnership)

- 기존 선박의 부분 또는 전체 전기화 개조 솔루션(메인 

및 보조 추진 시스템의 하이브리드화, 전기 네트워크 

재구성, 전력 관리 등) 개발

: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존 대비 ≥ 3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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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ean and 

competitive 

solutions 

for all 

transport 

modes

Zero-

emission 

road 

transport

Modular multi-powertrain zero-emission systems 

for HDV(BEV and FCEV) for efficient and economic 

operation(2ZERO)

58

효율적·경제적 운영을 위한 HDV(BEV 및 FCEV)용 모듈식 

다중 파워트레인 무공해 시스템(2ZERO)

- HVAC시스템을 포함한 효율적 에너지·열 관리 및 운전·

냉각 시 연료 전지를 활용한 초고속 충전시스템 개발 

: (연료전지 에너지 변환 효율) ≥ 44%, 

  (전기차 tank-to-wheel 효율) ≥ 82%

- 트럭 - 트레일러 조합을 위한 고효율 장거리 HDV 파워

트레인 시연 

: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최소 750km

  (차량 총 중량(GVW)) ≥ 40톤

  (실증기간) ≥ 6개월, (하루 평균 거리) ≥ 500km

- FCEV 파워트레인 관련 연료 전지 및 탱크요소 기술은 

제외

: FCH project와의 중복성 회피 및 협업필요

Nextgen EV components : High efficiency and low 

cost electric motors for circularity and low use of 

rare resources(2ZERO)

20

차세대 EV 부품 : 희소 자원의 순환 및 사용량 저감을 위한 

고효율 및 저비용 전기 모터(2ZERO)

- 간편한 해체, 재활용, 자원 사용량 감소 등을 위한 

design-to-X 접근법 기반 저비용·고효율·고출력 전기

모터기술 개발 및 실증 

: (출력밀도) ≥ 23km/l 및 7kW/kg

  (토크밀도) ≥ 50Nm/l 및 20Nm/kg 

  (손실 감소) 20%, (희소 자원 사용량 저감) 60%, 

  (생산 비용) 6€/kW, (재활용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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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ean and 

competitive 

solutions 

for all 

transport 

modes

Zero-

emission 

road 

transport

New generation of full electric urban and peri- 

urban Bus Rapid Transit systems to strengthen 

climate-friendly mass transport(2ZERO)

25기후친화적 대중교통 강화 위한 차세대 완전 전기형 

도시·도시근교형 버스 시스템(2ZERO)

- 차세대 완전 전기형 버스용 E-BRT 개발

- 차세대 완전 전기형 버스 시스템 인프라 솔루션 개발

: 충전소, 버스 정류장, 전용 버스노선 등을 통합

Stimulating Road Transport research and innovation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in Europe and 

around the World

2
유럽 및 전 세계 대상 도로운송 연구 및 혁신 보급·구현 

촉진

- 회의, 워크숍 등 관련 연구 및 혁신의 보급·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 지원

- 유럽 및 전 세계(특히 신흥국 :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Aviation

Digital aviation technologies for new aviation 

business models, services, emerging global threat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20
새로운 항공 비즈니스 모델·서비스 개발 및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위협과 산업 경쟁력 확보 대응을 위한 디지털 항공 

기술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UAS, 수상비행기 등) 및 서비스

(수색, 소방, 화물 등) 구현을 위한 혁신적 디지털 항공 

기술(AI 등) 개발



Horizon Europe(2021~2027)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 “기후변화대응기술” 중심으로

www.kier.re.kr∕ 53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afe, 

Resilient 

Transport 

and Smart 

Mobility 

services 

for 

passengers 

and goods

Multimodal 

and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for 

passengers 

and goods

New delivery methods and business/operating 
models to green the last mile and optimise road 
transport

15

라스트 마일 친환경화 및 도로운송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운송 방법 및 비즈니스·운영 모델

- 청정 라스트 마일 운송차량(2~4바퀴 차량) 실증 및  제로 
배출형 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 카메라 기반 
객체 추적,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위성항법시스템), AI, CCAM(Connected, Cooperative 
and Automated Mobility) 솔루션 등

- 청정 라스트마일 운송을 위한 물류 허브 및 마이크로 
통합센터 개발 및 실증 : (실증횟수) 최소 3개 도시 혹은 
프로젝트

Climate resilient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infrastructure, with a focus on inland 
waterways

23

내륙 수로 중심의 기후탄력적 및 지속가능한 운송 인프라

- 기후 복원력을 높인 내륙 수로 운송 기반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수위 및 기상이변에 대응 가능하며, 교통관리·
비상감지·인프라 상태 등을 상호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목표 : 극한 기후 및 인재발생시 인프라 80% 활용 가능, 
시스템 지속 가능성 20% 향상, 운송 및 관련 인프라 
내재 활용 재료 30% 이상 향상

Logistics networks integration and harmonisation 
through operational connectivity to optimise freight 
flows and drive logistics to climate neutrality

15

화물 흐름을 최적화하고 물류를 기후 중립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 연결을 통한 물류 네트워크 통합

- 물류 네트워크 기후중립성 향상을 위해 폐쇄형 독립 물류 
네트워크 통합용 네트워크 클러스터 개발 및 물류 흐름 
최적화 추진

- (대상) 중소기업을 포함한 화물 운송 및 물류 회사 등
(목표) 기존자산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 가스 
배출량 20% 이상 감소 잠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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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afe, 

Resilient 

Transport 

and Smart 

Mobility 

services 

for 

passengers 

and goods

Multimodal 

and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for 

passengers 

and goods

Urban logistics and planning : anticipating urban 

freight generation and demand including 

digitalisation of urban freight

15

도시 물류  계획 : 도시 화물의 디지털화를 포함한 도시 화물 

생성 및 수요 예측

- 도시의 데이터 수집 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공공 교통

데이터 공유 장려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지속 가능한 교통계획(SUMP, 

Sustainable Urban Mobility Plans) 및 물류계획

(SULP, Sustainable Urban Logistics Plan)최적화 

방안 수립

: 저공해 구역(LEZ, Low Emission Zones), 스마트 주차  

  및 동적 공간 관리,  교통계획 고도화 방안 수립 등

Smart enforcement for resilient, sustainable and 

more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8

지속가능하며 복원력·효율성을 향상시킨 교통 운영을 

위한 스마트 강화

- 효율적·혁신적·일관적·탄력적 교통 운영을 위한 실시간 

디지털 차량·운전자·화물 정보 액세스 시스템 연구

- CCAM(Connected, Cooperative and Automated 

Mobility) 기술 및 시스템 보급 가속화 기반 마련

Smart and efficient ways to construct, maintain 

and decommission with zero emissions from 

transport infrastructure

10

무배출 교통 인프라 건설, 유지·관리 및 해체를 위한 스마트

하고 효율적인 방법

- 관련 스마트 기술 개발 : 모듈식·표준식·조립식 솔루션, 

3D프린팅, 재활용 및 재사용 기반 자동화 공정, 에너지 

하베스팅, 적응형 조명 시스템, 자체 신호 시스템, 혁신적 

터널 환기 등

- 실증목표 : (실증횟수) 3개 이상, (TRL)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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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afe, 

Resilient 

Transport 

and Smart 

Mobility 

services 

for 

passengers 

and goods

Multimodal 

and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for 

passengers 

and goods

New concepts and approaches for resilient and 

green freight transport and logistics networks 

against disruptive events(including pandemics)

8

파괴적 이벤트(팬데믹 포함)에 대한 탄력적이고 친환경적인 

화물 운송 및 물류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개념 및 접근 

방식

- 동기식(synchro-modal) 접근방식 개발 및 실증 : 선적 

분할 및 병합, 다중모드 일정의 동적 동기화, 중단 시 

재정렬 등

- 중단기형 신규비즈니스 모델 정의 및 비즈니스 / 규제

로드맵 및 권장사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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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적용처 다변화와 상용화 확대를 위한 차세대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및 저탄소 제조공정 확보

      ※ 관련 프로그램 :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Cross-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이동성 확보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위한 고용량·고전압 배터리 개발(리튬, 전고체 등)

     저에너지 소비, 탄소발자국 감소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배터리 제조공정

     디지털 기반 스마트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Horizon Europe - ‘이차전지’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ross- 

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A 

competitive 

and 

sustainable 

European 

battery 

value chain

Advanced high-performance Generation 3b(high 

capacity/high voltage) Li-ion batteries supporting 

electro mobility and other applications(Batteries 

Partnership)

24전기 이동성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고급 고성능 

3b세대(고용량/고전압) 리튬 이온 배터리

(Battery Partnership)

- 더 높은 에너지·출력밀도 달성을 위한 고전압용(4.3~ 

4.5V, ≥ 4.7V) 첨단재료(음극, 양극, 전해질) 개발 등

Advanced high-performance Generation 4a, 4b 

(solid-state) Li-ion batteries supporting electro 

mobility and other applications

(Batteries Partnership)

36전기 이동성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고급 고성능 

4a, 4b세대(고체) 리튬 이온 배터리

(Battery Partnership)

- 더 높은 에너지·출력밀도, 충전속도, 안전성 강화 등 

달성을 위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재 개발

- 低코발트 전극소재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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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ross- 

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A 

competitive 

and 

sustainable 

European 

battery 

value chai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rocessing techniques 

applied to large scale electrode and cell component 

manufacturing for Li ion batteries 

(Batteries Partnership)

20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규모 전극 및 셀 구성 요소 제조에 

적용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처리 기술(Battery 

Partnership)

- 지속가능한 전극 및 전지 제조기술 개발(低에너지 소비, 

탄소발자국 감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배출 저감)

- 無유기용매 기반 전극코팅 기술개발 및 건식 제조 기술 

구현 등

Manufacturing technology development for solid- 

state batteries(SSB, Generations 4a - 4b batteries) 

(Batteries Partnership)

26전고체 배터리(SSB, Generations 4a - 4b 배터리) 제조 

기술 개발(Battery Partnership)

- 산업화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제조 솔루션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전해질, 양극, 음극) 포트폴리오 구축 등

Support for establishment of R&I ecosystem, 

developing strategic forward-looking orientations 

to ensure future skills development, knowledge 

and technological leadership for accelerated 

disruptive technology exploration and uptake 

(Batteries Partnership)

3R&I 생태계 구축 지원, 미래 기술 개발, 가속화된 파괴적 

기술 탐색 및 활용을 위한 지식 및 기술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미래지향적인 방향 개발

(Battery Partnership)

- 모든 유럽 배터리 공급사슬 참여자를 위한 전략적 연구 

접근방식 개발 및 공유

- 배터리 관련 R&I의 KPI설정 및 지속 업데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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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ross- 

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A 

competitive 

and 

sustainable 

European 

battery 

value chain

Sustainable processing and refining of battery 

grade graphite(Batteries Partnership)

10

배터리 등급 흑연의 지속 가능한 가공 및 정제(Battery 

Partnership)

- 고에너지 밀도, 장수명 및 빠른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음극용 흑연 생산을 위한 고수율·低탄소발자국 프로토

타입 실증

- 천연 흑연생산 시 수율향상 및 탄소발자국 억제기술 개발

Interface and electron monitoring for the 

engineering of new and emerging battery 

technologies(Batteries Partnership)

10신규 및 이머징 배터리 기술의 엔지니어링을 위한 계면 

및 전자 모니터링(Battery Partnership)

- 액체 전해질 기반 배터리 계면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 

개발 및 전고체 배터리 계면 연구

- 배터리 계면 열화 현상 규명연구 등

Furthering the development of a materials 

acceleration platform for sustainable batteries 

(combining AI, big data, autonomous synthesis 

robotics, high throughput testing) 

(Batteries Partnership)

20지속 가능한 배터리(AI, 빅데이터, 자율 합성 로봇 공학 등)를 

위한 재료 가속 플랫폼(MAP) 개발 촉진

(Batteries Partnership)

- 배터리 소재 및 계면 개발·최적화를 위한 완전 자율형 

재료 가속 플랫폼(MAP) 구축 : 컴퓨터 모델링, 재료 합성, 

소재특성 측정 등을 통합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성능 

·장수명 배터리 소재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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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ross- 

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A 

competitive 

and 

sustainable 

European 

battery 

value chain

Towards creating an integrated manufacturing 

value chain in Europe : from machinery development 

to plant and site integrated design(Batteries 

Partnership)

15유럽 내 통합된 제조 가치 사슬 구축 : 기계 개발에서 공장 

및 현장 통합 설계까지(Battery Partnership)

- 배터리 셀 제조를 위한 低에너지 소비형 생산 기계 개발

- 배터리 생산공장 효율 향상 및 스트랩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능형 제어 프로세스 개발 등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for High-performance 

and safe-by-design battery systems for transport 

and mobile applications(Batteries Partnership)

15

운송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성능 및 안전한 

설계 배터리 시스템을 위한 차세대 기술

(Battery Partnership)

- 다양한 수송 및 모바일 분야의 전기화를 위한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 기술 개발(대상 분야 : 도로, 수상, 항공, 

철도, 비도로 이동 등)

- 제조, 수리, 해체 및 재활용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 디자인 등

Embedding smart functionalities into battery cells 

(embedding sensing and self-healing functionalities 

to monitor and self-repair battery cells)(Batteries 

Partnership)

15배터리 셀에 스마트 기능 내장(배터리 셀 모니터링 및 

자가 수리를 위한 감지, 자가 치유 기능 내장)(Batteries 

Partnership)

- 센서 및 자가 치유 기능 삽입형 배터리 셀·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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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ross- 

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A 

competitive 

and 

sustainable 

European 

battery 

value chain

Digitalisation of battery testing, from cell to system 

level, including lifetime assessment

(Batteries Partnership)

15수명 평가를 포함하여 셀에서 시스템 수준으로 배터리 

테스트의 디지털화(Battery Partnership)

- 기존 Trial-and-error 방식에서 탈피한 지능적 설계 

기반의 배터리 테스트 기법 개발 : 물리-가상 조합형 

테스트 기법 개발, 배터리 셀 및 시스템 모델링 개선 등

Coordination of large-scale initiative on future 

battery technologies(Batteries Partnership)

3
미래 배터리 기술에 대한 대규모 이니셔티브 조정 

(Battery Partnership)

- 이니셔티브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로드맵 조정

-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기반 구축, 홍보 및 교육 등

Physics and data-based battery management for 

optimised battery utilisation(Batteries Partnership)

15최적화된 배터리 활용을 위한 물리학 및 데이터 기반 

배터리 관리(Battery Partnership)

- 배터리 관리를 위한 새로운 물리학 및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 개발

Streamlined collection and reversed logistics, fully 

automated, safe and cost-efficient sorting, 

dismantling and second use before recycling 

(Batteries Partnership)

15
간소화된 수집 및 역 물류, 완전 자동화된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류, 재사용 이전에 해체 및 재활용 

(Battery Partnership)

- 표준화된 공통 진단 프로토콜, 배터리 진단 정교화 및 

2차 활용·재활용 분류체계 구축

- 배터리 해체 프로세스 안전화 및 자동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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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실가스 처리/흡수

‘온실가스 처리/흡수’ 기술은 온실가스를 포집(捕執)·저장·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활용) CO2의 활용을 위한 비용절감 및 기반기술을 개발·실증하고, 혁신적 

탄소제거 및 Non-CO2 제거기술개발 지원

      ※ 관련 프로그램

           ① Digital, Industry and Space –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②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Cross-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③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CCUS 기술 실증 및 CO/CO2 고부가가치화 기술 비용절감

     탄소제거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DAC 등)

     효과적인 Non-CO2 제거기술 개발

Horizon Europe -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활용’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Climate 

neutral, 

circular and 

digitised 

production 

2022

Valorization of CO/CO2 streams into 

added-value products of market 

interest(Processes4Planet Partnership)

42.5

CO/CO2의 고부가가치화

(Processes4Planet Partnership)

- CO/CO2를 활용하여 산업적으로 관심이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 및/또는 중간체(예 : 폴리머, 수지, 화학 물질, 

식품/사료 성분, 광물 등) 생산(etc. 연료 및/또는 에너지 

운반체 제외)

- 에너지 공급의 잠재적 변동에 대응하면서 RES 

(Renewable Energy Sources)의 100%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 개발

- 동일제품의 기존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최소 60%의 GHG 배출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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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ross- 

sectoral 

solutions 

for the 

climate 

transition

Emerging 

breakthrough 

technologies 

and climate 

solutions

Technologies for non-CO2 greenhouse gases 

removal

15

Non-CO2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기술

- TRL 3 이하 수준의 Non-CO2 온실가스 제거 기술 대상 

R&I 지원 등

Direct atmospheric carbon capture and conversion

직접 대기 탄소 포집(DAC) 및 전환

- DAC 관련 기존 및 신규 소재에 대한 지식 확충

-기존 CCUS 기반 기술 장벽 해결방안 도출 등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CCUS)

Integration of CCUS in hubs and clusters, including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2허브 및 클러스터에의 CCUS 통합(지식 공유 활동 등 

포함)

- 허브, 파이프라인 및 운송 경로와 CCUS 기술 간 통합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등

Cost reduction of CO2 capture(new or improved 

technologies)

30CO2 포집의 비용 절감(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 포집율과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에너지패널티를 줄인 

CO2 포집 기술 개발 및 실증

Decarbonising industry with CCUS

58CCUS를 사용한 탈탄소 산업

- TRL7~8수준의 산업용 이산화탄소 지질학적 저장 및 

활용기술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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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토양/해양 탄소흡수원 관찰·활용·관리 모델링 및 자연기반 탄소제거(CDR) 방법 제안

      ※ 관련 프로그램

           ①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Innovative governance, 

environmental observations and digital solutions in support of the Green Deal 2021

           ②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2

           ③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2

           ④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1

           ⑤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2022

           ⑥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Horizon Europe - ‘탄소흡수원’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Innovative 

governance, 

environmental 

observations 

and digital 

solutions 

in support 

of the Green 

Deal 2021

Innovating 

with 

governance 

models and 

supporting 

policies

Modelling land use and land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10

기후변화 관점에서의 토지 사용 및 토지 관리 

모델링

- 토지 사용 및 관리, 탄소 격리의 경제적/환경적 

모델링 촉진 및 정책 수립에 모델링 결과 활용

- 기후변화와 관련된 농업 및 임업 정책의 토지 

관련 이슈의 공식화, 구현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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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2

Understanding 

biodiversity 

decline

Observing and mapp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s, with particular focus on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14

연안 및 해양 생태계에 특히 중점을 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찰 및 매핑(mapping)

- 생물다양성 예측 모델에 적합한 차세대 데이터 
제공

- 글로벌 생물다양성 관찰 네트워크(GEOBON, 
MBON, GOOS)의 목표 달성

- 탄소 상쇄 및 NDC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생태계의 '블루 카본(Blue Carbon)' 균형 모델 
연구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2

Innovating 

sustainable 

bio-based 

systems 

and the 

bioeconomy

Photosynthesis revisited : climate emergency, 
“no pollution and zero-emission” challenge 
and industrial application

6

광합성 재검토 : 기후 비상, "무공해 및 무배출" 
난제 및 산업부문 응용

- 탄소동화작용 향상 및 바이오매스 수율 향상을 
위한 식물, 조류, 기타 독립영양 유기체의 광합성 
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

- 고부가가치 바이오기반 화합물의 대량생산을 
위한 식물 및 조류의 광합성 경로 최적화 기술 
개발

- 가뭄, 열화 등의 환경 스트레스와 대기오염(특히 
오존)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1

Halting 

emissions of 

pollutants to 

soils and 

waters

Regional nitrogen and phosphorus load 
reduction approach within safe ecological 
boundaries

6

안전한 생태학적 경계 내에서 지역의 질소(N) 및 
인(P) 부하 감소

- 지역/강 유역 규모에서 질소 및 인의 생태학적 
한계값 식별 방법론 개발

- N/P 흐름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 방법론 개선

- N/P 흐름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토양 탄소
흡수원 용량 등)에 대한 과학적 검토



Horizon Europe(2021~2027)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 “기후변화대응기술” 중심으로

www.kier.re.kr∕ 65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

International Research Consortium on 
(agricultural) soil carbon

3

토양 탄소에 대한 국제 연구 컨소시엄

- 토양 탄소에 대한 EU와 국제 파트너 간의 공식
적인 연구 협력 구축

- 토양 탄소 축적량, 토양 탄소 변화 측정 등의 토양 
탄소 균형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

- 토양 탄소 증가(탄소 농업 등)에 관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지식 플랫폼 구축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2

Understanding the oceanic carbon cycle

15

해양 탄소 순환에 대한 이해

- 차세대 탄소 순환 모델에 기여하기 위한 해양 
및 해양 생태계의 잠재력에 관한 연구

- 해양 탄소 순환에 관한 예측가능성 개선 및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연구

- IPCC, IPBES, WOA 등의 주요 지역 및 국가 
이니셔티브에 자문 지원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Carbon Dioxide Removal(CDR) approaches

21

이산화탄소 제거(CDR) 접근 방법

- 확장된 범위의 자연 기반 및 기술적 CDR 방법 
식별

-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한 분석 및 특성화 
수행

Restoration of natural wetlands, peatlands 
and floodplains as a strategy for fast 
mitigation benefits; pathways, trade-offs 
and co-benefits

20습지, 이탄지 및 범람원 복원을 통한 온실가스 
신속 감축 전략

- 습지, 이탄지, 범람원의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정량화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경 및 임업 시행지원에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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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너지 융복합

‘에너지 융복합’ 기술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

저장·전달·소비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전력통합) 재생에너지 연계 그리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관련 프로그램 :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HVDC 기반 송전그리드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 연계 플랫폼 마련

     그리드 운영을 위한 표준, 신뢰성, 안전성 확보

Horizon Europe - ‘전력통합’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Energy 

systems, 

grids and 

storage

Establish the grounds for a common European 

energy data space

32
공통 유럽 에너지 데이터 공간의 기반 구축

- 에너지 데이터 공간(디지털 트윈 등) 개발, 검증 및 시연 등 

: 정보 교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개방형 표준 개발 등

- 'Common European Energy Data Space73'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 시범운영

Laying down the basis for the demonstration of a 

Real Time Demonstrator of Multi-Vendor Multi- 

Terminal HVDC with Grid Forming Capability : 

Coordinated action

1그리드 형성 기능이 있는 다중 공급업체 다중 터미널 

HVDC의 실시간 데모시연을 위한 기반 마련 : 조정 작업

- 모든 이해관계자(HVDC 시스템, 풍력터빈, 해상풍력 

업체 등)가 참여하는 플랫폼 조정 및 구성

- 상호운용 능력 확보를 위한 모델링 도구 호환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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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Energy 

systems, 

grids and 

storage

Interoperability community

5
상호 운용성 커뮤니티

-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 

및 테스트 절차 통일성 강화

- 관련활동 및 표준강화를 위한 IT/ICT 기술 개발

Reliability and resilience of the grid : Measures for 

vulnerabilities, failures, risks and privacy

15
그리드의 신뢰성 및 탄력성 : 취약성, 장애, 위험 및 개인 

정보 보호 조치

- 그리드망 장애(사이버공격, 테러, 인프라망 장애 등) 

발생 예방 기술 혹은 신속한 회복이 가능한 시스템 기술 

실증

Electricity system reliability and resilience by 

design : High-Voltage, Direct Current(HVDC)-based 

systems and solutions

15
설계에 따른 전기 시스템 신뢰성 및 탄력성 : 고전압, 

직류(HVDC) 기반 시스템 및 솔루션

- 미래의 대규모 재생 에너지를 통합할 수 있는 대규모 

HVDC 기반 송전 그리드 기술개발 촉진 솔루션 제안

- 교류전력 그리드와 HVDC 상호연결 시 시스템의 신뢰성 

·탄력성 담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Demonstration of superconducting systems and 

elpipes

15
초전도 시스템 실증

- (육상) 최대 ±100kV, 최대 1GW 전력을 5km까지 송전 

가능한 시스템 실증

- (해상) 최대 ±100kV, 최대 1GW 전력을 100km까지 

송전 가능한 시스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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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Energy 

systems, 

grids and 

storage

Demonstration of advanced Power Electronics for 

application in the energy sector

10
에너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전력·전자장비의 시연

- WBG(wide bandgap) 기반 전력용 반도체 생산, 테스트 

및 검증 지원

- HVDC-MVDC용 SiC 반도체 생산 등 

: (SiC 반도체 주요 목표) ≥ 3.3kV, ≥ 1.5kA

Reinforcing digitalisation related know how of 

local energy ecosystems

4
에너지 생태계 디지털화 관련 노하우 강화

- 에너지 디지털화를 위한 R&I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Next genera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33
차세대 재생 에너지 기술

- 고위험·고수익형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 촉매, 

저장시스템, 융합시스템, 통합 냉난방 시스템, 연료 

생산 등

Real Time Demonstrator of Multi-Vendor Multi- 

Terminal VSC-HVDC with Grid Forming Capability 

(in support of the offshore strategy)

55Multi-Vendor Multi-Terminal 형태의 전압형 HVDC 

기술 실시간 실증(해상 전략 관련)

- 해상 신재생에너지용 전압형 HVDC 기술 위험성 제거를 

위한 실시간 실증(그리드 형성이 가능한 기술수준 요구, 

유럽 최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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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통합) 열병합발전 경제성 확보 및 하이브리드 난방시스템 개발

      ※ 관련 프로그램 : ①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Horizon Europe - ‘열통합’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Cost-effective micro-CHP and hybrid heating 

systems

10

비용 효율적인 마이크로 CHP 및 하이브리드 난방 시스템

- 바이오매스 기반 마이크로 CHP 및 하이브리드 난방 

시스템 개발(예 : 고효율 초임계형 CHP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원)

- 가정·다세대용 하이브리드 난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통합성 개선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Energy 

systems, 

grids and 

storage

Interoperable solutions for flexibility services using 

distributed energy storage

7

분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상호 운용 

가능한 솔루션

-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및 운영이 가능한 혁신적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및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실증(최소 2개 이상)

- 분산에너지 저장시스템을 위한 IoT 기술표준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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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전력 부문간 결합) 에너지 부문 간 통합을 위한 네트워크 최적 운영기술 확보 및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중립 연료 생산기술 개발·실증

      ※ 관련 프로그램

           ①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②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비용효율적인 에너지 융합 네트워크(열-전력) 시스템 실증 및 최적운영 시스템 개발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재생가능 연료 생산 및 실증(인공광합성 등)

Horizon Europe - ‘전력-비전력 부문간 결합’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Energy 

systems, 

grids and 

storage

Energy Sector Integration : Integrating and 

combining energy systems to a cost-optimised 

and flexible energy system of systems

30에너지 부문 통합 : 에너지 시스템을 비용 최적화되고 

유연한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으로 통합 및 결합

- 다양한 지리·기후·경제 환경에 강한 부문간 결합 기술 

개발 및 실증

- 융합 네트워크(예 : 열-전력) 최적 운영기술 개발

Increasing energy system flexibility based on 

sector-integration services to consumers(that 

benefits system management by DSOs and TSOs)

25
소비자에 대한 부문 통합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 유연성 증가(DSO 및 TSO에 의한 시스템 관리 

혜택)

- 데이터 기반 소비자 맞춤형 에너지 융복합 솔루션 제공

- 에너지 서비스와 타분야(건강, 안전, 이동성 등) 간 

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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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Energy 

systems, 

grids and 

storage

Demonstration of innovative forms of storage 

and their successful operation and integration 

into innovative energy systems and grid 

architectures

30
혁신적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그리드 아키텍처와의 통합 

기술 실증

- 최첨단을 뛰어넘는 혁신적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조건 : 기존 인프라와 연결 가능)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Hybrid catalytic conversion of renewable energy 

to carbon-neutral fuels

10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 연료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촉매 전환

- 탄소중립 연료 생산을 위한 촉매 시스템 개발 : 생물학·

화학·전기화학적 촉매 공정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촉매 전환 시스템 등

- 탄소중립 연료 성능 향상

Demonstration of innovative plug-and play 

solutions for system management and renewables 

storage in off-grid applications

10오프그리드(Off-grid)용 시스템 관리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저장을 위한 혁신적인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 실증

- 다양한 기후조건에서 활용 가능한 오프그리드용 혁신적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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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carriers from variable 

renewable electricity surplus and carbon emissions 

from energy consuming sectors

20신재생에너지 잉여 전력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에너지 

운반체 기술

- 신재생에너지 전력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액체연료 

생산 기술 실증

Technological interfaces between solar fuel 

technologies and other renewables

10태양 연료 기술과 타 신재생에너지 간의 기술적 접점 

마련

- 태양에너지 기반의 재생가능 연료 생산 촉진을 위한 

타 신재생에너지와의 융합 기술 개발

Efficient and circular artificial photosynthesis

10
효율적이고 순환적인 인공 광합성

- 광전기화학 또는 생물학적 경로 기반의 새로운 인공 

광합성 기술 개발(수소 생산으로의 연계 기술은 고려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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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후변화 적응 분야

가. 감시·예측

‘감시·예측’ 기술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기후변화 관측 및 진단) 기후변화 영향 이해도 제고를 위한 실시간 관찰데이터 확보 기반기술

      ※ 관련 프로그램

           ①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②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Innovative governance, 

environmental observations and digital solutions in support of the Green Deal 2022

Horizon Europe - ‘기후변화 관측 및 진단’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Improved understanding of greenhouse 

gas fluxes and radiative forcers, including 

carbon dioxide removal technologies

24온실가스 물질교환량 및 복사 강제력에 대한 이해 

향상(이산화탄소 제거 기술(CDR) 포함)

- 온실가스 물질교환량에 따른 지구 시스템 피드백, 

복사강제력 거동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접근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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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Verification and reconciliation of estimates 

of climate forcers

15

기후 강제력 추정치 검증 및 조정

- 온실가스 관련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온실

가스 인벤토리 등의 조정을 목표

-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기타 규제 추청지 검증 

지원

: (검증사례수) 최소 1개 이상의 국가 인벤토리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Innovative 

governance, 

environmental 

observations 

and digital 

solutions in 

support of the 

Green Deal 

2022

Deploying 

and adding 

value to 

Environmental 

Observations

New technologies for acquiring in-situ 

observation datasets to address climate 

change effects

20

기후변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실시간(in-situ) 

관찰 데이터세트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통합 모니터링 및 모델 

데이터 동기화에 필요한 매개변수 실시간 측정

- 기후변화영향의 전지구적 평가를 위한 극지방, 

열대 지방, 사막 지역, 심해 및 고지대의 실시간 

데이터 측정에 관한 연구

- 공기 알레르기 물질 및 기타 대기 에어로졸의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리적, 시간적 

해상도 격차 해결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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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예측) 기후영향 예측 및 예보를 위한 시스템 모델 개발

      ※ 관련 프로그램

           ①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② Civil Security for Society - Disaster-Resilient Society for Europe

Horizon Europe - ‘기후변화 예측’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Development of high-resolution earth system 

models for global and regional climate change 

projections

20
지구 및 지역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고해상도 지구 

시스템 모델 개발

- 고품질 관측 데이터 기반 대기-해양-육상-얼음이 

결합된 지구 시스템 모델 접근법 개발 : 북극과 

남극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포함하며, 관련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 필요

Civil 

Security 

for 

Society

Disaster- 

Resilient 

Society for 

Europe

Disaster- 

Resilient 

Society 

2022

Improved impact forecasting and early warning 

systems supporting the rapid deployment of 

first responders in vulnerable areas 

10

영향 예측 및 조기 경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취약 

지역의 긴급 대응 요원 신속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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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분석·진단

‘조사·분석·진단’ 기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분석·진단하는 기술로 정의

  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이나 산업, 생활환경 등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생태계·삼림 등의 변화 및 잠재성 분석

      ※ 관련 프로그램

           ①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②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2

Horizon Europe -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Let nature help do the job : Rewilding 

landscapes for carbon sequestration, climate 

adaptation and biodiversity support

17

자연이 돕게 하라(Let nature help do the job)

: 탄소 격리, 기후 적응 및 생물 다양성 지원을 

위한 재야생화

- 생태계 복원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탄소격리·

저장,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잠재력 평가 : 육지, 

담수, 해안 및 해양생태계 등의 명확한 기여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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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 데이터 기반 기후 리스크, 취약성 통합평가 모델 구축

      ※ 관련 프로그램

           ①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② Civil Security for Society - Resilient Infrastructure

 Horizon Europe -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2

Safeguarding 

the multiple 

functions of 

EU forests

Strengthening the European forest-based 

research and innovation ecosystem

4

유럽 산림 기반 연구 및 혁신 생태계 강화

-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예측

- 다양한 산림 자원의 미래 가용성 및 수요 분석, 

지속가능성 평가

- 산림 기반 부문 발전을 위한 EU 및 준회원국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Improvement of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in support of climate policies

15

기후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 평가 모델 개선

- 현재 통합평가모델(IAM)의 취약성 강화를 위한 

연구 추진

   : 경제·사회·기술 환경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 반영, 

국가·지역별 적절 데이터 해상도 선정, 정책으로 

인한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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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ivil 

Security 

for 

Society

Resilient 

Infrastructure

Resilient 

Infrastructure 

2021

-Improved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large- 

scale 

disruptions 

of European 

infrastructures

European infrastructures and their autonomy 

safeguarded against systemic risks

20

시스템적 리스크로부터 유럽 인프라 및 자율성 보호

- EU 회원국(MS) 또는 관련국(AC)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취약성 평가 개선

- 유럽 내 위협 및 그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개선 및  인프라 확보

- 상호 연결된 물리적 디지털 유럽 인프라에 대한 

리스크, 취약성 및 복잡성 관련 평가 개선

Disaster- 

Resilient 

Society for 

Europe

Disaster- 

Resilient 

Society 

2021

Enhanced assessment of disaster risks, 

adaptive capabilities and scenario building 

based on available historical data and 

projections

5

과거 데이터 및 예측을 기반으로 재해 위험, 적응 능력 

및 시나리오 구축에 대한 평가 향상

- 부문별 전문지식(예 : 사회과학, 인간 건강, 문화 

유산, 환경 및 생물다양성, 공공 재정관리 및 주요 

경제부문)을 통합하고 주요 취약 그룹 및 자산을 

식별하여 혁신적인 취약성 분석 방법 도출

- 모니터링 데이터, 위성/원격감지정보 및 인공지능의 

활용을 강화, 위험평가의 주요 불확실성 원인과 

이를 줄이는 방법 식별

- 과거/지질데이터, 모니터링, 위험 및 예측 데이터를 

고려한 기존재해 위험 및 복원력 평가와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수준)의 평가 및 미래시나리오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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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저감·사전예방

‘피해저감·사전예방’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건강 부문)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사회·경제적 비용 평가 도구 개발

      ※ 관련 프로그램 : ① Health - Living and working in a health-promoting environment

Horizon Europe - ‘건강’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Health

Living and 

working in 

a health 

-promoting 

environment

Environment 

and health

(Single 

Stage-2022)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costs and 

benefits of action and inaction

60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 조치 및 비조치(inaction)의 비용 

및 이익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의 변화,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기후정책 및 조치에서 건강 관련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 개발

- 기후변화적응 및 완화조치의 건강영향 및 비용편익 

평가를 위한 도구개발

Methods for assessing health-related costs of 

environmental stressors

20

환경 스트레스 요인의 건강 관련 비용 평가 방법

- EU 및 국가 공공기관은 정책영향평가와 정책평가에서 

경제 및 건강 모델링을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이해 

관계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

- 환경 스트레스 요인 또는 이들과 관련된 생활환경에서의 

건강영향의 사회경제적 비용(및/또는 이익) 계산방법 

개선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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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문) 수자원 보호를 위한 관측/모니터링/모델링 기술 업그레이드 및 오염수 처리·방지 솔루션 제공

      ※ 관련 프로그램

           ①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1/2022

           ②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2022

Horizon Europe - ‘물’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1

Protecting 

drinking 

water and 

managing 

urban water 

pollution

Preventing and managing diffuse pollution 

in urban water runoff

10

도시 유출수의 확산오염 방지 및 관리

- 도시 유출수 및 우수 범람에 의한 확산오염의 

출처 및 이동 경로에 대한 연구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저수지 규모의 

포괄적인 도시 유출 및 우수 관리 계획 개발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 배수 시스템 

구현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2

Protecting 

drinking 

water and 

managing 

urban water 

pollution

Securing drinking water quality by protecting 

water sources against pollution, providing 

innovative monitoring and treatment 

solutions and ensuring safe distribution

15

혁신 모니터링 및 처리 솔루션 제공, 안전한 배급 

보장, 식수원 보호를 통한 음용수 품질 확보

- 오염원, 오염 경로, 식수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수생 생태계/토양 보호 솔루션 개발

- 식수원의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의 식별, 통합 

영향 평가 및 예방

- 비용효율적인 식수 처리/소독 기술, 수질 센서 

및 분석 기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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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2

Halting 

emissions 

of pollutants 

to soils and 

waters

Preventing groundwater contamination and 

protecting its quality against harmful impacts 

of global and climate change

12

지구 및 기후변화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수질 보호

- 기후변화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고급 예방 및 완화 전략 개발

- 조기 경고 시스템 활성화 및 혁신 모니터링 전략 

배포

- 지표수, 대수층, 지하수의 오염원, 경로 및 영향에 

대한 이해

- 지하수 품질에 대한 다중 스트레스 요인의 시너지 

효과 분석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

-

Improved understanding, observation and 

monitoring of water resources availability

10

수자원 가용성에 대한 이해, 관찰 및 모니터링 개선

- 수자원의 가용성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수/

지하수의 양과 품질, 물 공급 및 사용, 토지 사용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 변화에 대한 예측도 

향상 및 불확실성 정량화

- 물의 양과 가용성 관련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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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

-

Key oceanic and polar processes driving 

regional & global climate change

15

지역 및 지구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해양 및 

극지 과정

- 주요 해양 및 극지 과정과 관련된 예측 가능성 

증가 및 불확실성 감소

- 해양과 기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 향상 및 

해양-기후/지표의 차세대 관측/모델링에 관한 

연구

-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류(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AMOC))의 지역 및 

글로벌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 남극 핵심 과정과 남극해 순환(Southern Ocean 

circulation)에 대한 이해 및 관찰 향상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2

-

Climate sensitive water allocation systems 

and economic instruments

10

기후에 민감한 물 할당 시스템 및 경제적 도구

- 기후 위험에 기반한 물 할당 계획 및 관리 프로

세스 수립

- 농업, 에너지 및 산업의 물 발자국 감축 방안 설계

- 지능형 물 할당 계획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 개발 

및 디지털 기술 채택 촉진

- 물에 대한 모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가격 정책 확보 



Horizon Europe(2021~2027)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 “기후변화대응기술” 중심으로

www.kier.re.kr∕ 83

(국토·연안 부문) 통합적 자연기반 솔루션 설계·구현, 도시/지역 순환 시범프로젝트 및 기후중립 경제 

달성

      ※ 관련 프로그램

           ① Civil Security for Society - Resilient Infrastructure

           ②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③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1

           ④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1

           ⑤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Resilient, inclusive, 

healthy and green rural, coastal and urban communities 2021

           ⑥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Innovative governance, 

environmental observations and digital solutions in support of the Green Deal 2021

Horizon Europe - ‘국토·연안’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ivil 

Security 

for 

Society

Resilient 

Infrastructure

Resilient 

Infrastructure 

2022

-Resilient 

and secure 

smart cities

Nature-based solutions integrated to protect 

local infrastructure 

5

지역 인프라 보호를 위한 통합적 자연 기반 솔루션

-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개념과 도시 및 

도시지역의 기존 통합 위험관리 계획으로 통합

자연기반 솔루션

- 지역당국과 운영자가 적용하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적응 및 완화 전략

- 새로운 건축자재와 솔루션을 통해 내구성과 

내손상성이 뛰어난 인프라 실현

- 지역당국과 운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여가, 깨끗한 공기, 면역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의 사회적 권한과 환경적 

공동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연기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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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Valuing and 

restor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The economics of nature-based solutions : 

cost-benefit analysis, market development 

and funding

5

자연기반 솔루션의 경제학 : 비용 편익 분석, 시장 

개발 및 자금 조달

- EU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자연기반 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 

NBS)의 광범위한 보급

- NBS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 증진, 투자 촉진 

및 시장 활용 가속화

-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EU 택소노미, EU 적응 

전략, 기후변화적응 미션 홍보 강화 및 교육 개발

Nature-based solutions, prevention and 

reduction of risks and the insurance sector

4

자연기반 솔루션, 리스크 예방 및 감소, 보험 부문

- 자연기반 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 

NBS)의 구현 확장 및 가속화를 위한 정책,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 조건 개발

-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EU 실행 계획, EU 적응 전략(EU Adaptation 

Strategy) 이행 지원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1

Enabling a 

circular 

economy 

transition

Circular Cities and Regions Initiative(CCRI)’s 

circular systemic solutions

21.5

순환 도시 및 지역 이니셔티브(CCRI)의 순환 시스템 

솔루션

- EU 집행위원회의 CCRI 구현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지원

- 도시 및/또는 지역 규모의 순환 및 기후 중립 경제 

달성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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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1

Addressing 

pollution on 

seas and 

ocean

Achieving zero polluted seas and ocean

3

오염된 바다·해양의 제로화 달성

- '2030년까지 깨끗한 유럽 바다 달성' 정책 비전을 
위한 청록색 전환 지원

- 해양 오염 감소, 예방, 완화 및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장애요인 파악 및 모범 사례 개발

Resilient, 

inclusive, 

healthy and 

green rural, 

coastal and 

urban 

communities 

2021

-

Socio-economic empowerment of the users 
of the sea

6

바다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권한 부여

- 연안 지역의 바다 사용자를 위한 환경적, 사회
경제적, 행동적, 문화적, 인구학적 변화 동인에 
대한 연구

- 바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연 
기반 솔루션 설계 및 구현

Innovative 

governance, 

environmental 

observations 

and digital 

solutions 

in support 

of the Green 

Deal 2021

Innovating 

with 

governance 

models and 

supporting 

policies

Environmental and social cross-compliance 
of marine policies

8

해양 정책의 환경 및 사회적 상호준수의무

- 자연 기반 기후변화대응(감축 및 적응)을 위한 해양 
정책의 환경 및 사회적 상호준수의무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의 이익 및 생물다양성 복원/보존 강화를 
위한 해양 정책의 환경 및 사회적 상호준수의무에 
관한 연구

- 무공해를 위한 해양 정책의 환경 및 사회적 상호
준수의무에 관한 연구

European Partnership for a climate neutral, 
sustainable and productive Blue Economy

23

기후 중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생산적인 블루 
이코노미를 위한 유럽 파트너십

- 대서양, 지중해, 발트해, 북해, 흑해에 대한 해역별 
연구 및 혁신 의제의 공동 해결 및 일관된 방식의 
국가 해양 전략 개발 지원

-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기후변화대응, 
오염(부영양화, 소음, 해양 쓰레기 및 유해물질 
등)과 관련된 과학적 기여를 위한 협력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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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수산 부문) 농림축수산 시스템의 기후변화 탄력성/회복성 확보 및 생물다양성 강화

      ※ 관련 프로그램

           ① Civil Security for Society - Resilient Infrastructure

           ②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2022

           ③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1/2022

           ④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2

           ⑤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

           ⑥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Resilient, inclusive, 

healthy and green rural, coastal and urban communities 2021

Horizon Europe - ‘농림축수산’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Valuing and 

restor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mproved science based maritime spatial 

planning and identific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7

과학 기반 해양 공간 계획 및 해양 보호 구역 

식별 개선

- 미래 보호 지역, 복원 지역 및 과학 기반 해양 

공간 계획의 우선 순위 지정

- 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 및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지원

-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중요해역(EBSA) 

설명을 기반으로 한 과학 기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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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Managing 

biodiversity 

in primary 

production

Breeding for resilience : focus on root- 
based traits

16

회복력을 위한 재배 : 뿌리 기반 형질 초점

- 뿌리 기반 형질과 유전형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뿌리의 표현형 적응성에 대한 통찰력 
향상

- 뿌리 기반 형질에 대한 유전학적 자원의 사용 
및 가치 평가 확대

Enabling 

transformative 

change on 

biodiversity

Quantify impacts of the trade in raw and 
processed biomass on ecosystems, for 
offering new leverage point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long supply 
chains, to reduce leakage effects

10

누출효과 감소 및 생물다양성 보존 관점에서 
바이오매스 무역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정량화

-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비가공·가공 바이오매스의 무역의 영향 
분석 및 정량화

- 생물다양성 보존 및 누출 효과(탄소누출 포함) 
감소를 위한 신규 지렛점(leverage points) 
식별

- 생물다양성 친화적인 방식의 바이오매스 생산 
및 소비 패턴 모색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2

Managing 

biodiversity 

in primary 

production

Intercropping - understanding and using 
the benefits of complexity in farming and 
value chains

16

간작(Intercropping) - 농업 및 밸류체인에서 
복잡성의 이점 이해 및 활용

-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활용한 간작 이점의 
규명, 평가, 활용

- 유럽 전역의 다양한 조건에 적용가능하고 
간작에 최적화된 농경법 개발

- 생물다양성, 토양 건강, 수질,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물질 감소 등 간작의 광범위한 이점/효과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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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2

Managing 

biodiversity 

in primary 

production

Monitoring and effective measures for 
agrobiodiversity

8

농업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조치

- 농업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 및 도구 개발

- 관행농업(특히 유럽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등의 영향 평가 
방법 개발

- 농부를 위한 생물다양성 이슈 관련 농업 자문 
시스템 구축

Maintaining and restoring pollinators and 
pollination services in European agricultural 
landscapes

20

유럽 농업에서의 꽃가루 매개자 및 수분 서비스 
유지 및 복원

- 꽃가루 매개자 서식지 복원 및 꽃가루 매개자 
친화적인 정책, 비즈니스 모델, 시장 조건 개발 
지원

- 농업 생존력과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농경법 육성

Boosting breeding for a sustainable, 
resilient and competitive European legume 
sector

14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경쟁력 있는 유럽 
콩과 식물(legume) 부문을 위한 육종 촉진

- 다양한 속성/특성에 대해 개선된 콩과 식물 
품종 연구

- 콩과 식물 육종 방법 및 연구 결과에 대한 
데이터의 가용성 및 개방성 향상

- 비용 효과적인 콩과 식물 육종 방법 개발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감소를 포함한 농업의 
환경서비스 제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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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1

Enabling 

sustainable 

farming

Developing sustainable and competitive 

land-based protein crop systems and value 

chains

9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육상 기반 단백질 

작물 시스템 및 밸류체인 개발

- EU 및 준회원 국가에서 육상 기반 단백질 작물 

생산을 위한 가장 적합한 지역 및 전환 경로 

식별

- 육상 기반 단백질 작물 생산의 사회, 경제적, 

환경적, 기후 및 건강상의 이점과 증가 비용 

분석

- 혁신적인 자문 도구를 통한 육상 기반 단백질 

작물 생산 농부의 역량 향상 및 혁신 생태계 

구축

Enabling 

sustainable 

farming

Digitalisation as an enabler of agroecological 

farming systems

2

농생태학적 농업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디지털화

- 다양한 작물, 농업 시스템 및 토양 기후 조건

에서 농생태학적 농업 시스템 구현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연구

- 농생태학 구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경제적/

환경적/사회적 성과, 장벽 및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

Enabling 

sustainable 

farming

Tackling outbreaks of plant pests

14

식물 해충 발생에 대한 대응

- EU 검역 식물 해충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

- 주요 식물 해충의 예방, 모니터링 및 방제능력 

강화

- EU 및 준회원국의 식물 건강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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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1

Enabling 

sustainable 

farming

Uncovering lock-ins and levers to 

encourage farmers to move to and stay 

in sustainable, climate-neutral and 

biodiversity-friendly farming systems : 

from experiments to systemic mechanisms

12

지속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이며 생물다양성 

친화적인 농업 시스템으로 농부들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 고찰 : 실험부터 체계적인 메커니즘

까지

-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농민 및 소비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 증진

- 지속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이며 생물다양성 

친화적인 농업 시스템 개발을 위한 난제 및 

기회 파악

- 농업시스템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설계 

및 구현

- 행동, 실험 연구 및 시스템 사고 측면에서의 

연구자 역량 강화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health,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Filling knowledge gaps on the nutritional, 

safety, allergenicity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f alternative proteins and 

dietary shift

11

대체 단백질과 식습관 변화의 영양, 안전성, 

알레르기 및 환경 평가에 대한 지식 격차 해소

- 대체 단백질과 식습관 변화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식물, 미생물, 해양 및 곤충 기반 단백질 등의 

대체 단백질의 가용성 및 공급원 증대

- 대체 단백질과 식습관 변화의 최신 정보 파악 

및 기후변화적응 잠재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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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1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health,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xisting and emerging food safety issues

12

기존 및 새로운 식품의 안전 이슈 식별, 평가 및 
관리

- 식품 시스템 전반에 걸쳐 생물학적/화학적 
위험의 감소 방안 고안

- 새로운 식품 관련 위협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향상

- 추세 추적 및 특성화 시스템을 통한 신규 위험의 
장기적 예측 및 예방

- 전체론적 위험 평가, 최적의 통제 조치 등의 
위험 평가 활동에 대한 역량 및 전문성 강화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health,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Increasing the transparency of EU food 
systems to boost health, sustainability and 
safety of products, processes and diets

11

제품/공정/식단의 건강·지속가능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EU 식품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 EU 식품 시스템, 특히 영세 및 중소기업에서의 
투명성 혁신 및 솔루션 보급 가속화

- 수요 중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투명성 혁신 
및 솔루션 개발

- 식품 시스템 추적가능성의 효율성 및 효과 개선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health,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One Health approach for Food Nutrition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FNSSA)

18

식품 영양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FNSSA)을 
위한 원헬스 접근법(One Health approach)

- EU 및 아프리카의 사람, 자연 및 경제성장에 
이로운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응 방안 모색

- 식물영양, 식물 및 동물 건강에 대한 자연 기반 
솔루션 개발

-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확대

- 인간, 동물 및 생태계의 건강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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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1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health, 

sustainability 

and inclusion

EU-China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tegrated pest management in agriculture

6

농업의 통합 해충 관리에 관한 EU-중국 국제 협력

- 통합 해충 관리 관행(기능성 작물 다양화, 
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 생물학적 농약, 
해충의 천적보존 및 강화 등)의 개발 및 구현

- 해충 출현의 예방/모델링/모니터링 기술 개발

- 해충 관리 기술의 리스크 및 환경 영향 평가 
방법 개발

- 농부/재배자의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채택을 
위한 보상/인센티브/교육 확대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2

Enabling 

sustainable 

fisheries and 

aquaculture

Biosecurity, hygiene, disease prevention 
and animal welfare in aquaculture

12

양식업의 바이오안보, 위생, 질병 예방 및 동물 
복지

- 양식업의 동물건강 및 복지에 대한 연구 및 
혁신(R&I) 지원

- 지속가능한 어류 생산을 위한 혁신적인 질병
예방/모니터링/제어/치료 방법 개발

- 양식 조건에 따른 양식 어류의 반응, 성장 및 
건강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Targe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gro-ecological approaches in African 
agriculture systems

28

아프리카 농업시스템에서의 농생태학적 접근

- 아프리카의 다양한 농생태 지역에 적합한 농업 
시스템 전략 모색 

- 다양한 농업 시스템에 대한 농생태학적 관행의 
최상의 조합 식별

- 농생태학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동인/장벽 
파악

- 농업 시스템 전략의 정성적 및 정량적 영향(기후 
중립성, 영양소 흐름 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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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2

Innovating 

sustainable 

bio-based 

systems 

and the 

bioeconomy

Maximising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ynergies in the provision of 

feedstock for bio-based sectors through 

diversification and increased sustainability 

of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s

8

농업 생산 시스템의 다양화와 지속가능성 증대를 

통한 바이오매스 공급원료 제공의 경제적/환경적

/사회적 시너지 극대화

- EU 및 준회원국의 다양한 기후 및 토양 조건에 

최적화된 농업시스템 개발

- 1차 생산 시스템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 식품/비식품 공동 생산, 온실 재배 작물의 

다양화 등 농업 생산 시스템의 다양화

- EU 및 준회원국의 실제 가용 토지 관리 개선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

Demonstration network on climate-smart 

farming – linking pilot farms

23
기후 스마트 농업 실증 네트워크-시범 농장 연결

- 혁신적/스마트 농업 관행에 대한 농민의 참여 

및 채택 가속화

- 기후 중립 농업 접근 방식의 적용 확대

Agroecological approache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resilient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nhanced biodiversity

7

기후변화 저감, 회복력 있는 농업 생산 및 생물

다양성 강화를 위한 농생태학적 접근

- 농장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생물다양성은 

보존하고 향상하는 농생태학적 관행 식별, 평가 

및 제공

- 농부들의 농생태학적 관행에 대한 이해, 채택 

및 구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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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

Resilient livestock farming systems under 

climate change

12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축산 시스템

- 가축, 인구 및 농장 규모의 기후 변화에 대한 

축산업 시스템의 저감 및 적응 능력 개선

- 축산시스템 관련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관행의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

- 가축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 균형 개선, 사료 

등의 자원 사용 최적화, 순환성 개선을 위한 

방법 조사

Agroforestry to meet climate, biodiversity 

and farming sustainability goals

8

기후, 생물다양성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임업

-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농업 

탄력성을 보장하는 농임업 설계

- 새로운 농임업 시스템의 모니터링 방법 및 지표 

개발, 상충관계 및 시너지 분석

- 토양 내 탄소 격리 잠재력 등의 생태계 서비스 

잠재력 평가 방법 개발

- 임농복합경영 시스템의 연구 및 혁신 지원 강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

Fostering the resilience of agricultural 

production : from observation of changes 

to the development of resilience strategies

15
농업 생산의 회복력 조성 : 변화의 관찰에서 

회복력 전략 개발까지

- 기후변화에 의해 식품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파악하는 관측소 구축

- 유럽 식품 안보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전략 및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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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태계 부문) 산림·생태계 모니터링/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생태계 복원 및 탄력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관련 프로그램

           ① Civil Security for Society - Resilient Infrastructure

           ②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2022

           ③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2

           ④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1

           ⑤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

           ⑥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Resilient, inclusive, 

healthy and green rural, coastal and urban communities 2022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Resilient, inclusive, healthy 

and green rural, coastal 

and urban communities 2021

Grasping rural diversity and strengthening 

evidence for tailored policies enhancing 

the contribution of rural communities to 

ecological, digital and social transitions

15

생태학적, 디지털적, 사회적 전환에 대한 농촌 

커뮤니티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의 다양

성 파악 및 맞춤형 정책에 대한 증거 강화

-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기후 및 환경 지표 계산 

등의 농촌 데이터 수집 및 문서화

- 농촌 지역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정책 설계

- 농촌 상황의 다양성, 영토의 기능적 특성, 다른 

농촌/도시 장소간의 기능적 관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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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Europe - ‘산림·생태계’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Understanding 

biodiversity 

decline

European participation in global biodiversity 

genomics endeavours aimed at identifying 

all biodiversity on Earth

20

지구상의 모든 생물다양성을 식별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유전체학 연구에 대한 유럽의 

참여

- 생명관련 국제 바코드의 유럽 노드 생성 및 관리

- 지구 바이오게놈 프로젝트(Earth Biogenome 

Project)와 공통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유럽 허브 구축

- 게놈 기술을 통한 필수 네트워크, 기술, 품질 

표준, 참조 지도 및 분류학적 전문 지식의 개발

- 멸종 위기 종, 생태학적 핵심 종 등의 게놈 

시퀀싱 및/또는 DNA 바코딩을 통한 범유럽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의 향상

- 벌, 나비, 나방, 꽃등에과 등 꽃가루 매개자의 

범유럽 바코딩 연구

Understanding 

biodiversity 

decline

Data and technologies for the inventory, 

fast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of 

endangered wildlife and other species 

groups

10

멸종 위기 야생 동물 및 다른 종 그룹의 인벤토리, 

빠른 식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및 기술

- 종 및 서식지(Birds-Habitats 지침, IUCN Red 

List 중점)의 보존 상태와 생태학적 요구사항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공개)표준화된 데이터, 

지식, 모델 구축

- 야생동물 종에 대한 유럽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식별 기술 등을 활용한 분류학 및 모니터링 

격차 해소

- 꽃가루 매개자, 토양 동물군, 멸종위기 종 

인벤토리의 통합 분류체계(Integrative 

taxonomy)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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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Understanding 

biodiversity 

decline

Understanding and valuing coastal and 

marine biodiversity and ecosystems 

services

16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가치 평가

-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탐사의 

격차 해소, 이를 통한 그린 딜 및 생물 다양성 

전략 이행 지원

- 해양 생물 군집의 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 개발

- 기후변화 취약성을 포함한 해양 건강 예측, 의사 

결정 및 정책 구현

- 침입 외래종의 발견/모니터링 개선,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멸종 위기 종 보존 

모니터링

- 개선된 과학 기반 해양 공간 계획 및 생태학적,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 식별 및 해양 

보호 지역 설계

Understanding 

biodiversity 

decline

Assess and predict integrated impacts of 

cumulative direct and indirect stressors 

on coastal and marine biodiversity,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10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서비스에 

대한 누적 직간접적 스트레스 요인의 통합 영향 

평가 및 예측

- 연안 및 해양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후변화 

적응, 인간 건강 등에 대한 정책입안자 및 실행 

당국의 평가 및 예측 지원

- 침입 종, 해로운 조류 및 해파리 번성에 대한 

더 나은 관리 및 영향 평가

- 해양 전략 프레임워크 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구현

- 급격한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기반 관리 방식 및 정책 조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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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Valuing and 

restor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for an 

evidence-based policy and decision-making

13

증거 기반 정책과 의사 결정을 위한 생태계 및 

서비스

- 생태계 및 서비스의 보호와 복원을 위해 모든 

수준의 공공 및 기업 의사결정에 생물다양성과 

자연 자본 고려

- 생물다양성, 건강한 생태계 및 이의 사회·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증거 및 인식 확보

Valuing and 

restor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coherent 

and resilient Trans-European Nature 

Network

10

일관되고 탄력적인 Trans-European Nature 

Network(TEN-N)의 개발 지원

- EU 토지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최소 10%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주요 원칙 이행에 

대한 회원국 지원

- 유전적 고립 방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의 

이동 허용, 건강한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한 

네트워크 내·외부 생태계 지형 설정

Valuing and 

restor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ssessing and consolidating recent 

scientific advances on freshwater 

ecosystem restoration

0.5

담수 생태계 복원에 대한 최근 과학적 발전 평가 

및 통합

- 혁신적인 복원 접근 방식 구현 및 우선순위 지정

-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퇴적물 및 토양의 탄소 

저장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복원 접근법의 

잠재력 증거 확보

-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 및 관련 투자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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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Valuing and 

restor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Demonstration of measures and 

management fo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restoration and resilience in 

simplified socio-ecological systems

10

단순화된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에서 연안 및 

해양 생태계 복원 및 탄력성을 위한 조치 및 관리 

실증

- 유럽 및 국제 해양 관련 정책의 공식화 및 시행

- 해안, 해양 및 담수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복원 및 보호를 위해 단순한 사회-

생태학적 시스템에서 개입과 접근의 최상의 

조합 개발

Valuing and 

restor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What else is out there? Exploring the 

connection between biodiversity, 

ecosystems services, pandemics and 

epidemic risk

12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전염병 및 전염병 

리스크 간의 연결고리 탐색

- 광범위한 사회, 기후변화 및 글로벌 차원에서 

야생 미생물 군집의 진화와 확산, 생물 다양성 

손실, 생태계 역학 및 전염병 위험과의 관계 

탐구

- 미생물 군집 및 생물다양성 보전/복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예방/완화 조치 개발

- 새로운 병원체 및 숙주의 분자 및 계통 발생 

특성 분석, 새로운 병원체 출현 및 전염병 위험 

예측

- 전염병 예방 및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One 

Health /EcoHealth 개념을 구현하는 새로운  

다학제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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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Enabling 

transformative 

change on 

biodiversity

Biodiversity, water, food, energy, transport, 

climate and health nexus in the context 

of transformative change

5

생물다양성, 물, 식품, 에너지, 수송, 기후 및 

건강 넥서스

- 사회경제 및 환경 아젠다에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방안 모색

- 기후변화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물, 식품, 

에너지, 수송, 및 건강 간의 상호 연결, 생물 

다양성 손실의 근본 원인,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변혁적 변화의 결정인자 

평가

- 생물다양성의 변혁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적 

요인(정책역량, 이해관계자 이익 등) 식별 및 

개발

- 생물다양성 및 기후중립 조치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지침 개발

Enabling 

transformative 

change on 

biodiversity

Policy mixes, governance(including 

financing) and decision-making tools for 

transformative action on biodiversity

8

생물다양성의 변혁적 행동을 위한 정책 조합, 

거버넌스(금융 포함) 및 의사 결정 도구 

- 생물다양성에 필요한 생태적, 기후, 경제적, 

사회적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조합, 

거버넌스(금융 포함) 및 의사 결정 도구 개발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 

및 생물다양성 손실을 환경비용에 반영하는 

세금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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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Interconnecting 

biodiversity 

research and 

supporting 

policies

A mechanism for science to inform 

implementation, monitoring, review and 

ratcheting up of the new 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Science Service')

13

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과학 서비스')의 

실행/모니터링/검토/시정 조치를 위한 과학 

메커니즘

- EU 생물다양성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 

기반 정보 수집 및 연구 기반 제공

- 유럽 생물다양성 지식센터(EC Knowledge 

Centre for Biodiversity)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생물다양성 정책 연구 수행

Interconnecting 

biodiversity 

research and 

supporting 

policies

Impact and dependence of business on 

biodiversity

5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업의 영향 및 의존도

- 기후·환경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의사결정 지원

-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의사결정을 통한 

회복력 강화 및 투자위험 최소화

-

European partnership rescuing biodiversity 

to safeguard life on Earth

20

지구상의 생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유럽 

파트너십

- 생물다양성에 대한 일관된 이니셔티브 구축

- EU 회원국 및 관련국가 간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보완적 연구의제의 공동 작성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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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2

Managing 

biodiversity 

in primary 

production

Protec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genetic resources of high interest 
for biodiversity,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forest reproductive materials

8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적응 및 산림재생물질 
측면에서 산림 유전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관리

- 유럽의 산림 유전자원 배치 및 보존에 관한 
협력 및 지식 공유

- 산림 생태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고유한 나무 
계통의 보존 강화

- 산림 공동체 내에서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Enabling 

transformative 

change on 

biodiversity

Assessing the nexus of extraction, 
production, consumption, trade and 
behaviour patterns and of climate change 
action on biodiversity in the context of 
transformative change

12추출, 생산, 소비, 무역 및 행동패턴과 생물다양
성에 대한 기후변화 조치의 연관성 평가

-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경로가 추출, 생산, 소비, 
무역 및 행동패턴에 미치는 상호영향 평가

-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류차원의 영향 파악 및 
이해 증진

Enabling 

transformative 

change on 

biodiversity

Understanding the role of behaviour, 
gender specifics, lifestyle, religious and 
cultural values, and addressing the role of 
enabling players(civil society, policy 
makers, financing and business leaders, 
retailers) in decision making

10행동, 성별, 생활방식, 종교 및 문화적 가치의 
역할 및 의사결정 참여주체의 역할 규명

-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고, 행동, 생활방식, 
종교,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자연기반 
솔루션(NBS)을 이행하기 위한 접근방안 모색

-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의사결정 참여주체(시민
사회, 교육기관, 정책 입안자, 금융 및 기업 
리더, 소매업체)의 역할 및 영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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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2

Interconnecting 

biodiversity 

research and 

supporting 

policies

Cooperation with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5

생물다양성 협약과의 협력

-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지지 확대 및 유럽의 

리더십 입증

- 생물다양성 협약과 EU 및 관련 국가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전용 메커니즘 지원

-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EU 및 관련 국가의 

일관성 증진

Managing 

biodiversity 

in primary 

production

Resilient beekeeping

12

회복력이 있는 양봉

- 기후변화, 영양분, 병원체, 및 화학물질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양봉의 회복력 강화

- 꿀벌 유전자원의 보존 강화 및 번식 활용

- 야생 꽃가루 매개자에 대한 양봉활동의 영향 

완화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2

Enabling 

sustainable 

farming

Emerging and future risks to plant health

7

식물 건강에 대한 신흥 및 미래의 위험

- 신흥 및 미래 식물 해충에 대한 예방/조기 발견

/감시 등의 대응방안 모색

- 지속가능한 병해충 관리 솔루션 개발

-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세계화의 영향을 포함한 

식물 해충 발생 원인 규명

Enabling 

sustainable 

farming

Ecology of infectious animal diseases

12

동물전염병의 생태학

- 기후변화가 병원체의 생태와 동물 질병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 병원체 진화의 원인, 

숙주 면역 반응, 병원체의 비활성화 등에 대한 

연구

- 동물 질병의 출처 및 확산 경로 규명 역량 향상



Horizon Europe(2021~2027)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 “기후변화대응기술” 중심으로

104∕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Circular 

economy 

and 

bioeconomy 

sectors 

2022

Innovating 

sustainable 

bio-based 

systems 

and the 

bioeconomy

Exploring extreme environments : novel 

adaptation strategies at molecular level 

for bio-based innovation

10

극한 환경 탐색 : 바이오 기반 혁신을 위한 분자 

수준의 새로운 적응 전략

- 기후변화(극한 온도, 가뭄/물 등) 영향에 대한 

육지 및 수생 유기체의 분자, 생리학적, 생태

학적 수준에서의 적응 방식에 대한 연구

- 거시적 규모(스트레스, 염분, 새로운 해충 등)의 

스트레스에 의한 개체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및 결과 분석

Safeguarding 

the multiple 

functions of 

EU forests

Harnessing the digital revolution in the 

forest-based sector

15

산림 부문의 디지털 혁명 활용

- ICT 기술 혁신을 통한 임업 생산성 최적화 및 

생태계 서비스 제공

-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추적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 고해상도 산림 및 생태계 서비스 평가, 자연 

교란 위험 모니터링 및 분석(병해충 및 산불 

포함), 재난 대응 시스템에 관한 연구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1

Increasing 

environmental 

performances 

and 

sustainability 

of processes 

and products

Environmental services : improved 

bioremediation and revitalization strategies 

for soil, sediments and water

11

환경 서비스 : 토양, 퇴적물 및 물에 대한 개선된 

생물학적 정화와 재생 전략

- 토양, 퇴적물, 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한 

오염된 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정화와 재생 

전략 개발

- 미생물 군집 이용 등의 생물학적 정화방법 개발 

및 검증

- 비용 효율적인 생물학적 정화 기술 개발



Horizon Europe(2021~2027)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 “기후변화대응기술” 중심으로

www.kier.re.kr∕ 105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

-

Enhancing science-based knowledge on 

EU forests’, including old-growth forests, 

capacities to mitigate climate change

10

노후 산림을 포함한 EU 산림에 대한 과학 기반 

지식, 기후변화 완화 역량 강화

- 산림의 탄소 저장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 

선택에 대한 연구

- 다양한 산림 관리 체제 및 규모의 지속가능한 

산림 기후 조치/관리 방법 개발

- 위성 기반 원격 감지 기술을 적용한 산림 기반 

감축 기술의 효율화

- 세계 및 지역 기후 모델링에 유럽 산림 통합 

개선

Resilient, 

inclusive, 

healthy and 

green rural, 

coastal and 

urban 

communities 

2022

-

Assessing the socio-politics of nature- 

based solutions for more inclusive and 

resilient communities

12
보다 포괄적이고 회복력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NBS)의 사회정치적 평가

- 취약한 지역사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변혁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NBS 설계 및 기술

-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다양한 유럽에서 

재현성이 높은 NBS의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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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부문) 원자재공급에서 제품생산까지의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구축 및 에너지시스템 모델링

/최적화 도구 개발

      ※ 관련 프로그램

           ① Digital, Industry and Space –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② Culture, creativity and inclusive society – Innovative research on the european cultural heritage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③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Horizon Europe - ‘산업·에너지’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Digital, 
Industry 

and 
Space

Increased 
autonomy in 
key strategic 
value chains 
for resilient 

industry

A digitised, 
resource-effi

cient and 
resilient 

industry 2021

Building innovative value chains from raw 
materials to sustainable products

36

원자재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가치 사슬 구축

- e-모빌리티, 재생에너지, 항공우주, ICT 및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전략적 부문을 위한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핵심원자재 공급망 개발

- EU원자재 공급능력과 부가 가치 향상 및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순환 비즈니스 모델 구축

Culture, 
creativity 

and 
inclusive 
society

Innovative 
research on 

the european 
cultural 

heritage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Research 
and 

innovation 
on cultural 

heritage and 
CCIs - 2022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natural hazards on 
cultural heritage and remediation

1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문화유산 및 복원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농촌 및 외지, 해안, 해양 
문화 경관 등 유럽의 문화 유산 보호에 기여

- 기후변화, 재난 위험 및 오염물질로부터 문화 유산과 
문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 모색

Climate, 
Energy 

and 
Mobility

Sustainable, 
secure and 
competitive 

energy 
supply

Energy 
systems, 
grids and 
storage

Energy system modelling, optimisation and 
planning tools

6에너지 시스템 모델링, 최적화 및 계획 도구

- 기존 오픈 소스 기반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최적화·
계획 도구 개발 및 검증 수행 : 비용, 기술력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다물리적(multi-physics) 모델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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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효과분석·평가

‘효과분석·평가’ 기술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기술로 

정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적응조치의 효과평가) 기후목표를 고려한 기후행동 경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방법 개발

      ※ 관련 프로그램 : ①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Horizon Europe - ‘적응조치의 효과평가’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limate, 
Energy 

and 
Mobility

Climate sciences 
and responses 

for the 
transformation 
towards climate 

neutrality

The contribution of forest management to climate action 
: pathways, trade-offs and co-benefits

18
기후 행동에 대한 산림 관리의 기여 : 경로, 트레이드오프 및 공동 
이익

- 2030 및 2050 기후 목표 및 기타 관련 EU환경법규를 포함하는 
목표를 고려, 유럽산림의 GHG균형을 위한 다양한 경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방법 개발

(기후변화 적응기반) 재해/위기 시뮬레이션/영향평가, 적응정보 관련 접근성 개선, 대중의 행동이해와 

인식제고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관련 프로그램

           ① Civil Security for Society Disaster - Resilient Society for Europe

           ②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2022

           ③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1

           ④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2

           ⑤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2022

           ⑥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Resilient, inclusive, 

healthy and green rural, coastal and urban communities 2021/2022

           ⑦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Innovative governance, 

environmental observations and digital solutions in support of the Green De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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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Europe - ‘기후변화 적응기반’ 분야 관련 공고 주요 내용

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ivil 

Security 

for 

Society

Disaster- 

Resilient 

Society 

for Europe

Disaster-

Resilient 

Society 

2021

Improved understanding of risk exposure 

and its public awareness in areas exposed 

to multi-hazards

5

다중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서의 위험 노출 및 

대중 인식개선

- 고급 재해/위기 시뮬레이션 및 영향 평가

- 여러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에 초점을 

맞춘 장기 다중 위험관리 전략(예 : 기후 적응, 

재난 위험감소 및 예방 및 완화 전략)을 지원하는 

위험 및 탄력성 평가솔루션

- 위험대비 정책 및 계획분야에서 대중의 이해와 

의사 결정 요구를 지원하는 고급 데이터 관리, 

정보 업데이트 및 예측/조기 경고 시스템(위성 

및 현장관찰을 통한 관찰포함),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실시간 데이터 기반 

접근법과 결합된 시뮬레이션

Integrated Disaster Risk Reduction for 

extreme climate events : from early warning 

systems to long term adaptation and 

resilience building

6

극한 기후 발생상황에 대한 통합적 재해 위험 

감소 : 조기 경보 시스템에서 장기 적응 및 복원력 

구축까지

- 극한 기후 사건, 관련 사건(예 : 산불, 가뭄, 홍수, 

폭염 및 폭풍) 및 재해 위험감소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 정책 입안자 

및 지역 커뮤니티간의 협력

- 극한 기후 사건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학습을 위한 커뮤니티 참여 강화

- 더 나은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 및 앱의 잠재력 조사

- 취약지역의 사람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 

및 규제 전략의 비용 편익 또는 비용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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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Civil 

Security 

for 

Society

Disaster- 

Resilient 

Society 

for Europe

Disaster- 

Resilient 

Society 

2022

Better understanding of citizens’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reactions in the event 

of a disaster or crisis situation

10

재난 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시민의 행동 및 

심리적 반응에 대한 더 나은 이해

- 자연재해 및 인공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또는 발생 후 다양한 사회 집단의 행동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

-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윤리적 관점을 포함하기 위한 방법 검토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1

Inter-

connecting 

biodiversity 

research and 

supporting 

policies

Support to processes triggered by IPBES 

and IPCC

5

IPBES 및 IPCC의 활동(지식 생성, 정책 지원, 

역량 구축 등) 파악 및 활용

- IPBES 및 IPCC와 관련된 과학 분야 간의 네트

워킹

- IPBES 및 IPCC의 활동(지식 생성, 정책 지원, 

역량 구축 등) 및 권고사항 파악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022

Valuing and 

restori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Network for nature : multi-stakeholder 

dialogue platform to promote nature-based 

solutions

6

자연 네트워크 : 자연기반 솔루션(NBS) 촉진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대화 플랫폼

- 자연기반 솔루션(NBS) 개발자의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커뮤니티 지원

- 유럽 및 국제표준 개발, NBS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전략적 국제 파트너(CEN/CENELEC 

등)와 협력 강화

- 부문 및 학문 전반에 걸친 NBS 지식 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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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 

systems from 

primary 

production to 

consumption 

2021

Enabling 

sustainable 

farming

Towards an EU approach to assess and 
internalise positive and negative externalities 
of food for incentivising sustainable choices

8

지속가능한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식품의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를 평가하고 내재화하는 유럽의 
접근 방식

- 식품의 외부 비용과 편익을 더 잘 내재화하기 
위한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식품을 가장 유용하고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공정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 비즈니스 모델, 시장 
조건의 개발 및 구현 지원

- 식품의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기후, 생물
다양성, 환경, 사회, 건강, 보조금, 세금 등)의 
식별, 측정 및 평가

Clean 

environment 

and zero 

pollution 

2022

Halting 

emissions of 

pollutants to 

soils and 

waters

EU-China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ature-based solutions for nutrient 
management in agriculture

12

농업 영양소 관리를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에 
대한 EU-중국 국제 협력

- 물, 공기 및 토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영양 관리 
분야의 EU-중국 국제 협력 강화

- 토양 및 수역의 영양소 부하를 줄이기 위한 
잠재적인 새로운 공급원 및 영양소 경로의 식별 
및 관리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

European Partnership Water Security for 
the Planet(Water4All)

10

지구를 위한 물 안보에 관한 유럽 파트너십
(Water4All)

- 모두를 위한 물 안보를 위한 정책, 환경, 경제, 
기술, 사회적 고려사항을 포함한 다국적, 다면적, 
교차 부문적 접근 방식의 포트폴리오 제안

- 수자원 및 생태계의 탄력성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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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1

EU-China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creasing the resilience of forests

10

산림 회복력 향상을 위한 EU-중국 국제 협력

- 산림 적응 분야에서 중국과의 국제 협력 강화

- 조림, 재조림 및 재생 등의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협력

- EU/준회원국/중국 기후변화 핫스팟 산림 부문의 
적응 노력 개선 

Land, ocean and water for 

climate action 2022

Demonstration network on climate-smart 
farming – boosting the role of advisory 
services

20

기후 스마트 농업 실증 네트워크-자문 서비스의 
역할 강화

- 기후 중립 농업 접근 방식의 적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조언 제공

- EU 탄소 농업 매뉴얼 구현 및 탄소 제거에 대한 
제3자 인증체계 구현

- 온실가스 균형, 성과 모니터링, 의사 결정 도구, 
기후 서비스 등을 위한 도구 수집 및 제공

- 유럽   혁신 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EIP-AGRI) 및 AKIS(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네크워크와의 연계 확대

Forestry - European observatory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demonstration network 
of climate smart restoration pilots

15

임업-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유럽 관측소 및 기후 
스마트 복원 파일럿 시범 네트워크

- 유럽   전역의 현재 및 계획된 산림 복원 활동의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 파악

- 산림에 대한 대기오염 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EU 참여 확대

- 산림 복원 사례 분석 및 미래 지향적인 산림 전환

- 유럽 전역의 다양한 산림 조건, 밸류체인,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기후 스마트 복원 시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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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Resilient, inclusive, healthy 

and green rural, coastal and 

urban communities 2021

Inside and outside : educational innovation 

with nature-based solutions

5

내부 및 외부 : 자연 기반 솔루션을 통한 교육 혁신

- 자연 기반 솔루션(NBS)의 주류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프로그램의 내외부 사용 확대(원격학습, 

교실, 자연 내외부 등)

- NBS 관련 유럽의 연구 및 혁신의 지리적/교육적 

영향력 확대

Resilient, inclusive, healthy 

and green rural, coastal and 

urban communities 2022

Integration of marine ecosystem service 

valuati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n 

socio-economic models

9

사회경제적 모델에서 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평가, 

보존 및 복원의 통합

- 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평가, 보존 및 복원의 

통합을 기반으로 해안 부문의 자연 기반/커뮤니티 

주도 사회경제적 모델 개발

- 연안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등과 관계된 

사회 혁신 실험의 과학적 검증, 지원 및 모니터링

Innovative 

governance, 

environmental 

observations 

and digital 

solutions in 

support of 

the Green 

Deal 2021

Deploying 

and adding 

value to 

Environmental 

Observations

User-oriented solutions building on 

environmental observation to monitor 

critical ecosystems and biodiversity loss 

and vulner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20

EU의 중요 생태계, 생물다양성 손실 및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 관찰 기반의 사용자 지향 

솔루션

- 생태계 파괴에 직면한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 관측 데이터서비스 제공

- 지구위험한계선 내 생태계 조건과 자연적/ 

인위적인 압력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 데이터의 습득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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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gramme 주요내용
예산

(€ million)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Innovative 

governance, 

environmental 

observations 

and digital 

solutions in 

support of 

the Green 

Deal 2021

Deploying 

and adding 

value to 

Environmental 

Observations

Preparing for pre-commercial procurement 

(PCP) for end-user services based on 

environmental observation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2

기후 변화 적응 및 감축 분야의 환경 관찰에 

기반한 최종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사전 상업 

조달(PCP) 준비

- 공동, 국가 간 또는 조정된 조달을 수행할 기후

변화대응의 솔루션/서비스 조달자의 임계량 

생성

-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최종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공공 조달자의 공통 요구에 대한 설명 제공

- 공공 부문 수요의 파편화를 줄이기 위한 PCPs 

및/또는 공공 조달 혁신 솔루션

- 환경 관찰 및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분야의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추가 투자

Strengthening 

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s

Developing EU advisory networks on water 

use

8

물 사용 관련 EU 자문 네크워크(advisory 

networks) 개발

- 물 부족, 오염 방지 등 물 사용에 초점을 둔 EU 

자문 네트워크 구축

- 지속 가능한 물 사용에 관한 EU 자문 네트워크 

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활동 활성화

- 회원국 및 지역 AKIS(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s)와의 연계/통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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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요약 및 시사점

Horizon Europe은 EU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포함한 글로벌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임무지향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사업 추진

     5개 임무영역 중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임무영역은 4개(기후적응, 

해양과 물 복원, 기후 중립적 스마트 도시, 토양 건강과 식량 임무)로, EU 차원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

본 기술정책 Focus에서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Pillar 2. Global Challenges and Europe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하위 과제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정리 및 분석

     ‘온실가스 감축 기술’ 관련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저탄소 에너지 생산)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열 생산 효율 향상,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경제성 확보, 

디지털화를 통한 운영·제어 최적화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 (연·원료 대체) 기술 경제성 확보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처리/재활용 기술개발 등을 통한 자원순환 

촉진

         - (에너지 효율) 환경영향 최소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소비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디지털 기반 에너지 관리 최적화 등을 통한 산업·건물·수송 부분의 에너지 효율 향상

         - (온실가스 처리/흡수) CCUS 비용절감 및 기반기술 개발·실증, 혁신적 탄소제거 및 Non-CO2 제거

기술개발과 탄소흡수원을 활용한 자연기반 탄소제거 방법 제안

         - (에너지 융복합) 에너지 부문 간 통합을 위한 전기-열-가스 네트워크 최적운영기술,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중립연료 생산기술 개발/실증 추진

     ‘기후변화 적응기술’ 관련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감시·예측) 기후영향 실시간 관측 데이터 확보 및 예측/예보 시스템 모델 기반기술 확보

         - (조사·분석·진단)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환경 잠재성 분석 및 데이터 기반 기후 리스크 통합평가 모델 

구축

         - (피해저감·사전예방) 기후변화가 각 분야(건강, 물, 국토·연안, 농축수산, 산림·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관리 최적 시스템 구축 및 기후탄력성 확보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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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 분석·평가) 기후목표를 고려한 기후행동 및 정책 수행에 대한 영향 평가방법 개발, 대중 인식

개선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기후적응 기반 마련

EU는 임무중심형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및 

비용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국내에서도 기후시장 창출 및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기후회복력 확보 등의 임무중심적 목표를 설정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개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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