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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시장, 유럽연합
유럽연합 출범 60주년

□
의 극복
ㅇ 2017년 3월 25일,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EU)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EU 탄생의
모태가 된 '로마조약' 서명 6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유럽의 단합을
강조한 '로마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이탈리아 로마)
European Paradox

(2017. 3. 25) >
▪ "EU는 대담하고, 미래를 내다본 시도“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뭉쳤고, 유럽은 우리
공동의 미래“
▪ "EU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함께 행동
하되, 필요하면 다른 속도와 강도를 취할
수 있다":
→ 각 회원국 형편에 맞는‘다양한 속도’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유럽 통합 노력 추진 의지 천명
< 로마선언문

ㅇ 中, 美와 더불어 세계 3대 거대 경제시장으로 성장한 유럽연합은 출범초기부터
공동체 정책개발의 핵심수단으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통한 단일시장 구현과 경쟁력
향상에 집중
ㅇ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유럽연합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일궈
냄에도 상품화에 성공적이지 못하며 이를 가리켜 유럽의 패러독스
라고 함
- 구조적 특성상, 꾸준히 확대되는 회원국과 이들 회원국간 기술/시장의 편차로 인하여,
과학기술 R&D에 주력하는 유럽연합의 혁신정책은 유럽의 패러독스 극복에 집중
ㅇ 유럽연합은 출범부터 現 융커(Junker)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단일시장 구축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과학기술 R&D투자 확대․강화뿐 아니라
이들 성과가 제품과 서비스로 상품화되어
세계 3대 거대 경제공동체를 구현해 온 정책적
노력의 과정을 주목하고자 함
(European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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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출범과 추진경과

□ 세계 대 시장 유럽연합
ㅇ EU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세계 GDP 랭킹 2위, 2017년 GDP에서 미국을 앞질러
中, 美와 더불어 세계 3대 거대 경제시장으로 성장함
3

,

< Global GDP share >

< 2017 GDP - 미 CIA World Fact Book >
1위
중국
$23.1조
2위
EU
$19.97조
3위
미국
$19.36조

(출처: EC)

< EU 통계국 2018.2.14. >

2017 4사분기 EU GDP는 3사분기 대비 0.6%
상승, 2016 4사분기 대비 2.7% 상승

(출처: EC)

(출처:Eurostat, UN, EC)

ㅇ 유로(€)는 전세계 시장에서 현재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이며, EU는 저개발국가와
인도주의적 제3세계 기부에서 전체 원조의 반이상을 감당하는 세계 최대 원조국
<주요 국제 통화 시장 점유율 비교 >

(출처:IMF, EC)

< 저개발국 및 인도주의적 기금지원 비교 >

(출처:OECD, EC)

ㅇ 유럽연합의 이러한 국제 경쟁력은 6개 유럽 국가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27개국
으로 연합국을 이루기까지 60여 년에 걸친 지속적인 정책적 협업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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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결성과 추진경과
ㅇ 1941년 알티에로 스피넬리의 「자유롭고 하나된 유럽을 위하여」 벤토텐
선언문*은 1,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내 전쟁 종식 시민운동으로 확산, 유럽
연합 구성의 모티브가 됨
* Altiero Spinelli, Ventotene Manifesto “For a Free and United Europe”

ㅇ 최초 유럽연합의 모태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등 6개국이 창설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ㅇ 이들 6개국을 중심으로 유럽공동체(Europe Community)를 결성하며 이후
주변국들이 합류, 1993년에 현재의 ‘유럽연합(Europe Union)’으로 확대 개편됨
- 2002년에는 본격적인 단일시장 공동체 기반을 위해 유로(€)화가 도입됨
- 2013년 크로아티아 합류로 28개국까지 확장, 2016년 브렉시트 결정으로 2019
년부터 공식적으로 27회원국으로 구성됨
유럽연합의 결성 및 추진 경과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창설
<

1951
1967

>

6개국 중심으로 '유럽공동체(EC)' 결성

2007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합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합류
'유럽연합' 으로 확대 개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합류
12개 회원국내 EURO화 도입
에스토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 12개국 합류

2013

크로티아 합류하여 28개국 구성

2016

영국 탈퇴 결정 (2019년.3월 탈퇴예정)

1973
1980
1993
199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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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정부조직 & 회원국 현황
ㅇ 유럽연합은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입법, 행정, 사법기구를 구성하며 각 회원국
정상으로 구성된 유럽정상이사회(European Council)산하에 전문 기구를 구성함
ㅇ 벨기에 브뤼셀에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설치되고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대표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실질적인 정부기능을 수행

□

< EU 기구 조직도 >

< 유럽연합 회원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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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1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 ICT 혁신정책
과학기술 혁신정책

유럽연합 기본정책 방향
ㅇ 유럽 국가들간 긴밀한 결속을 통한 경제적 상승효과를 추구하여 유럽연합은
출범 초기부터 사회경제적 혁신을 위한 정책적 협의를 지속해 옴
ㅇ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합의는 유럽의 강점인 기초과학기술을 집중 육성하여
순차적으로 산업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혁신정책에 주력함
- 이러한 혁신정책은 크게 혁신정책 저변확대를 통한 유럽혁신정책 수립,
실질적인 혁신을 추진할 기금조성, 유럽형 혁신연합으로 구체화되어짐

□

유럽연합의 혁신정책 1기
ㅇ 1965년 ‘연구 및 혁신 정책(Politiques de la resherche scientifique et technique,
PREST)’이 발표되고 유럽 내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며, 1977년 과학
및 기술분야 공동정책이 발표됨

□

방향

혁신
환경
조성
에
관한
저변
확대

연도

주요내용

1965

연구 및 혁신 정책(PREST)발표

1972

공동연구 정책 수립
과학 및 기술분야 공통정책
발표
European Paradox 제기

1977
1978

(Politiques de la resherche
scientifique et technique)

세부 내용

혁신의 중요성 강조
대학의 역동성 미흡, 전문기술인력부족
유럽특허 제정의 필요성이 파악됨
혁신을 통해 유럽의 국제 경쟁력 제고
혁신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과 산업정책간

혁신주도할 환경적 준비도 미흡 확인



‘유럽연합의 산업적 혁신과 개발계약’ 제안

혁신 정책은 산업연구 진작을 지원해야함 강조



유럽은 연구개발 혁신 결과물의 상품화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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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EU
혁신
정책

미.일과의 경쟁 및 에너지 파동 가운데 ‘성공적인 혁신요구’ 증대

1980

산업발전과혁신에관한위원회
입장발표

1981

혁신정책 준비

1982

역내시장개발 강조

시장을 견인하고 기술지향적 요소를 갖춘 혁신을 지향
지역 및 사회적 자금의 우선 사용
규범, 표준, 공공시장, IPR등에 대한 솔루션 제안
기술혁신정책 실행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착수됨

1993

혁신실행계획 수립

21세기를 향한 도전과 여정으로 ‘성장, 경쟁 및 일자리’ 강조


1995

혁신에 관한 녹서 발간

1996

혁신실행계획 발표


건전한 공동체 혁신 정책은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간 다리

역할





기술연구와 시장간 유기적 작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혁신관련 역량강화 주장(산업, 교육세금, 경쟁, 환경, SME)
연구 및 산업정책과 차별화되며 일련의 정책 및 제도 범위를 커버
하는 EU혁신정책 제안
혁신을 선형 모델로 접근하여 과학적 돌파구와 기술적 성
과를 상업적으로 전환시키는데 미흡함
혁신문화 배양: 민/공 교류 용이하게, 혁신과정 참여자들 관
리, 홍보 및 혁신 촉진
혁신에 좋은 기반 구축: 법제도환경개선, 파이낸싱용이하게
회원국레벨, 유럽 레벨별 적합 리서치 추진

성장, 경쟁,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수립된 혁신을 향한 실행계획을 통해
역내 시장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Framework Programme, FP)이 착수됨
- FP사업은 대표적인 유럽연합의 공동연구프로젝트로 혁신정책 1기에 3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주력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회원국 내 민관컨소시엄의 형태로 진행됨
- 혁신정책 1기에는 FP프로그램을 중점 테마분야와 기능/활동분야 등 두 종류의 프로
젝트로 구성되며 각각 공개입찰로 선정되어 다년 연구프로젝트로 운영됨

ㅇ ‘

<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사업분야 >

1973 ~ 1983
테마별

Framework Programme1

Framework Programme2

Framework Programme3

테마별

테마별

테마별

1983 ~ 1987 / €3.3억

에너지
소재
환경
기후변화
ICT
헬스, 생명공학
식안전
텍스타일

에너지
소재
환경
ICT
농테크
바이오테크

기능별

기능별

훈련/교류
기술이전
정책지원

훈련 및 교류
기술이전
정책적 지원

1987 ~1991 / € 5.4억

1990 ~ 1994 / €6.6억

에너지
소재
환경
교통
ICT
헬스, 생명공학
농업, 수산업, 농테크,
해양과학, 임업,
식안전
사회과학

에너지
표준
측량
환경
교통
텔레마틱스
바이오테크
농수산
사회과학

국제협력
훈련 및 교류
기술이전
인프라

국제혁력
훈련
기술확산

기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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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 유럽연합의 혁신정책 기
ㅇ 2000년 리스본전략 발표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혁신정책은 2기에 들어서며, 이 리스본전략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긴밀한 사
회적 응집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향한 경쟁력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표방
- 이 전략을 통해 유럽연합은 유럽투자은행(Europe Investment Bank)을 설치하고 혁신기금
(120억~150억 유로)이 조성되고 R&D에 대한 투자 확대함
2

,

< 리스본 전략 >

비젼
목표
전략 및 방법론

지식기반경제의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유럽지역 구축
고용: 2010년 취업률 70%(여성 60%, 고령자 50%)
연구/혁신: ERA* 구축, R&D 투자 GERD 3%
경제: 통신시장 개방, 에너지시장 자율화 금융시장 통합
대학연구역량 강화
연구인력 유동성 강화
R&D 프로그램 연계 /조정
지식확산 강화
R&D 인푸라조성/강화
글로벌 개방형 R&D

* ERA: European Research Area
▪ 리스본전략은
EU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에 주력
- 2010년까지 각 국가별 국내 총생산 대비 3%까지 과학기술예산 확대 결정,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세부
시행방안 수립이 권고됨
< 유럽연합 혁신정책 2기 >
방향

연도

주요내용

세부 내용
‘지식기반사회의 혁신’ 발표

혁신
정책
기금

2000

리스본전략

- 혁신은 기업과 연구 정책의 공통 목표
- 혁신은 경제, 산업, 연구 등 전통분야 연계 새 지평을 엶

제도개선, 스타트업 지원, 혁신문화조성, 혁신주역

들간의 효율적 시스템 마련
Investment Bank)
억~150억유로)

EIB(Europe

조성

혁신기금조성(120

유럽혁신정책 추진결과 모니티링
혁신을 위해 정치/산업/사회리더의 의지와 참여 필요성 강조
규제, 표준, 공공조달, 지재권, 혁신 독려문화 제안
우수과학, 산업적 R&D, 과학-산업 연결을 위한 자원 확대
연구용 구조적 자금의 비율을 3배 확대
인적자원, 재정 및 지식의 유동성을 높임
유럽혁신 촉진을 위해 정치적 리더십과 결단 필요
10개 분야 로드맵 제안(교육, 역내시장, 규제환경, IPR, 이해
관계자간 협력, 재정지원제도, 정부역할 등)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지역차원 경쟁력 부각


혁신
기금
확대
조성

Aho Report

2006

EU를 위한 포괄적인 혁신전략
발표

(집행위)

2007
오픈
이노
베이
션
준비

“혁신적인 유럽만들기” 제안
보고서

2008
2009

개념 등장
유럽혁신지역 조성(안)
(이사회)
혁신을 위한 유럽계획
착수요청(이사회)
유럽연합 혁신정책의
오픈컨설팅
(집행위)

Open Innovation

기업내부 인적 자원과 외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혁신

집행위: 세계적 수준의 EU산업과 연구/혁신에 대한 보상
투자 활성화 정책 및 제도적 기반 필요성 지적
컨설팅결과: EU자금프로그램의 간소화, 거버넌스(EU, 국
가, 지역)간 조율 방안 개선, 연구/교육/혁신정책분배 개선,
SME 주력, 사회적 변화 지향 필요성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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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혁신정책 3기
ㅇ 과학기술 R&D투자확대에 불구하고 결과물의 상품화 등 산업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European Paradox는 지속되며 이에‘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의 개념이
도입되고 Europe 2020 전략이 수립됨
ㅇ 이 시기부터 ICT분야가 주력 사업아젠다에 포함되며 유럽대륙 안에서의 단일시장
공동체 뿐아니라 글로벌 역량강화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이 동시에 고려되는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됨

□

< Europe 2020 정책 방향 >

방향

연도

혁신
연합

2010

오픈
이노
베이
션

2014

< 유럽연합 혁신정책 3기 >

주요내용

세부 내용
Innovation Union(혁신연합)

개념 도입
-공동연구의
조건
및
연구/혁신
사업비 접근을 개선하여
Europe 2020 Strategy
혁신
아이디어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제품과 서비스로
for smart, sustainable and
연결되도록
inclusive growth
European Paradox 극복하고자 하나 여전히 연구에서
비즈니스까지를 순차적 모델 접근
에너지, 보안, 교통, 기후변화, 헬스, 노화 등 거대한
유럽혁신동반자관계 구축
사회적 변화에 관계된 기술개발/적용 가속화를 위함
European Innovation
‘유럽을 위한 디지털 아젠다’ & ’세계화 시대를 위한
Partnerships
산업정책‘ 제안, 의회 채택
지식기반 강화, 분산화 줄임
시장 적합한 아이디어발굴
혁신연합 주력사업
사회적/지역적 응집력 극대화
Innovation Union Flagship 
유럽혁신동반자관계
initiative
정책을 외부로 활용
구현하기
투자 자금의 유동성 확보
자금이 실물경제에 도달하도록 : 성공 가능한 프로젝
추가적인 공공민간자본을 연결시킴
Junker집행위, 유럽에 대한 트에
투자환경개선
: ‘규제의 예측성 확대’, 유럽 역내 투자
투자계획발표
장벽 제거, 유럽 내 투자 최적 조건 마련하여 단일시장
재보상, 지식이전 장벽 낮추기, 과학적 연구에 대한 접근 개
방, 연구자들의 이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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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향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
-단일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실제의 비일관성
2015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 및 기술인력 여전히 부족
-포괄적 혁신의 개선 필요
3 O :“Open Innovation, Open Science, Open to the world”
Open Innovation 강조
유럽 연구와 혁신 결과의 자본화 강조
적합한 생태계 조성, 투자 증대, 지식경제 속으로 보다
그리고 혁신수행’ 많은
기업과 지역 유입 재강조
2016 ‘과학, 연구입장발표
애로사항: 제품시장규제, 기업인 장벽, 비즈니스 용이성
혹은 지재권보호, 벤처캐피털 부족,
→ 집행위 입장: EU 전방의 혁신양극화 지속
→ 연구/혁신 DG를 ‘Open Innovation’로 개명
The State of the Innovation
Union
보고서

ㅇ



혁신정책 2기와 3기의 공동연구개발 사업은 기초과학기술 R&D와 IT가 융합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됨
Framework
Programme 4

1994-1998 €13.2억

< 혁신을 위한 공동개발연구 사업 >

Framework
Programme5

1998-2002 € 14.9억

Framework
Programme6

2002-2006 €19.3억

Framework
Programme7

2007-2013 €50.5억

1차 활동-RTD프로그램 1차 활동-RTD프로그램 중점,통합공동체 연구
협력
바이오테크
삶의 품격
생명공학, 유전자, 바이오테크
헬스
바이오메디신, 헬스 헬스, 푸드,바이오테크
푸드품질 & 안전
푸드, 농,수산업, 바이오테크
농업, 수산업
농업, 수산업, 임업
정보사회기술
ICT
텔레마틱스
사용자 편이정보사회
나노테크, 소재, 공정
나노테크, 소재, 공정
통신기술
ICT
교통
우주
IT
미래, 신흥기술
항공, 우주
교통, 항공
산업, 소재 기술
경쟁력, 지속가능성장
지속가능 개발
환경, 기후변화
측량, 시험
환경
에너지
에너지
교통
에너지
시민과 정부
사회-경제과학, 인문학
환경, 기후
인프라스트럭처
정책지원
보안
해양과학 기술
2차 활동
SME지원
아이디어
비핵에너지
국제협력
국제협력
유럽연구위원회
특정사회경제연구
3차 활동
유럽연구분야 조직화
사람
2차 활동
혁신과 SMEs
연구와 혁신
마리 커리 액션
국제협력
4차 활동
연구 인프라
역량
3차 활동
훈련, 교류
인적자원
국제협력
결과의 확산과 적용
과학과 사회
SMEs 지원
4차 활동
유럽연구분야 기반강화
연구인프라
운련, 교류
활동 조율
사회 속 사회
정책의 일관적인 발전
지식의 지역
연구 잠재력
정책의 일관적인 발전
공동연구센터
공동연구센터
공동연구센터*
Joint Technology Initiatives Joint Technology Initiatives Joint Technology Initiatives
혁식과 기술 유럽연구원**

Horizon 2020

2014-2020 €74.8억

산업을 위한 리더십
ICT
나노테크, 소재, 공정
바이오테크
우주
위험금융 접근
SMEs 혁신
사회적 변화
헬스,인구학적 변화, 복지
푸드, 농/임업, 물, 해양
스마트, 그린, 통합교통
기후액션, 환경, 원자재
보안/위생/효율적 에너지
포괄적, 혁신적, 반성적사회
안전 사회
우수과학
유럽연구위원회
마리커리 액션
미래, 신흥기술
연구인프라
사회를 위한 과학
우수성 확산과 참여확대
공동연구센터
Joint Technology Initiatives
혁식과 기술 유럽연구원

* Joint Technology Initiatives
ㅇ 1986 European Treaties에서 민관 조인트 수행 아이디어 등장, 1996 JTI feasibility study 추진, 2007년 설립, 2020년까지 6개 설립 예정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EIT)
ㅇ 2005년 아이디어 제안됨, 지식삼각축(고등교육기관, 연구 및 혁신)을 모두 커버하는 개념으로, 2008년 ㆍKnowldeg and Innovation
Communities(KICs)의 인큐베이터로 설립; 고등교유기관의 민공 파트너쉽, 연구기관,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 전략
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기후, ICT, 에너지, 헬스, 신자원 분야 중심으로 KIC운영, 2016년 food 와 제조업에 KIC 사업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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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 융커(Junker) 집행위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기치 하에 그간의
혁신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유럽연합은 세계 3대 시장으로 발돋움하게 됨

ㅇ 2014

< Europe2020 >

스마트성장: 지식 및 혁신에 기반한 경제구축
지속가능성장: 자원효율적 진환경적 경쟁력 확보
포괄적 성장: 사회적 결속을 활성화하는 높은 고용 경제
경제 거버넌스: 효과적인 경제정책 조성

중점방향

세부목표

추진전략 및
주력사업







고용: 20세에서 64세 사이 인구 75% 고용 창출
연구/혁신: EU 총 GDP 3% R&D 투자
기후변화/에너지: 20/20/20 목표달성
교육: 학업중퇴를 20% 이하, 3차 교육 이수율 40%까지 향상
빈곤퇴치: 극빈층 2천만명 이내
혁신연합
청년 교류, 이동 활성화
유럽 디지털 아젠다

자원효율적 유럽
글로벌화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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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술직업 아젠다
빈곤퇴치 플랫폼

2

유럽연합의 ICT 혁신정책

디지털 단일 시장 정책
ㅇ 유럽 내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 시장의 디지털단일시장화를 통해 연간
415십억유로의 수익과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전략
ㅇ Juncker 집행위원회장은 취임하자마자 디지털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실현을
10대 정책공약(Political Guidelines)의 2번째 공약으로 천명
- 그간, Andrus Ansip 부위원장이 디지털단일시장 분야를 전담하고, 관련분야
집행위원들로 작업반(Project Team)*을 구성하여 전략수립
- 3대 중점분야 및 16개 전략으로 구성된「디지털단일시장전략」 발표
)

□ EU

(‘15.5.6

3대 중점 분야

주요 전략

1
2
3

유럽 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제고

4
5
6
7
8
9

디지털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
과 공정경쟁 시장 조성

10
11
12
13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14
15
16

용이한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신속하고 일관성있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협력규정” 검토
보다 저렴하고 품질놓은 회원국간 전자상거래 배송체계 구축
온라인상에서의 부당한 지리적 차단 종식
유럽 전자상거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금지 우려 규명
현대적이고 유럽에 적합한 저작권제도 구현
방송사의 온라인 전송 확대와 방송 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접근성 제고
회원국간 부가가치세 부과체계 단일화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 절감
EU 통신 규정에 대한 재검토
21세기형 시청각 미디어 프레임워크 마련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 SNS, 앱스토어 등)의 역할 분석
디지털서비스 및 개인정보 관리의 신뢰와 보안 강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유럽의 자유로운 데이타 흐름 계획' 제안
ICT 표준과 호환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술역량 및 전자정부 확대 등 포괄적 디지털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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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디지털싱글마켓이 필요한가?
▪ 유럽의 일일 인터넷 사용자 수 : 315백만명
▪ 유럽 디지털싱글마켓 효과
․ 340십억유로의 추가 성장 가능
․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 역동적인 지식기반사회 전환 가능케 함
▪ 그러나 해결해야 할 장애들이 잔존함
▪ 현재 디지털마켓 현황
․국내 온라인서비스(39%)+美기반 온라인서비스
(57%)+ EU내 국가간 온라인서비스(4%)

□

디지털싱글마켓 3대 중점 분야

 유럽 전역의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제고

▪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 장애요소 해소(역내 규정 조정)
․ EU 국가간 전자거래 시장 현황(2014년)
: 국가간 전자상거래 구매(15%), 국내 구매(44%), 역내 국가간 거래 중소기업(7%)
․ 국가간 전자거래 효과
- EU 소비자들 : 연간 11.7십억 유로 절감 추산
- EU기업 : 57%의 기업이 국가간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추정(동일전자상거래규정적용시)
*소규모 전자거래기업이 자국 규정 적용시: EU 국가간 거래 시 9천유로의 추가 비용 발생
▪ 제품 배송비 조율
․ 배송비가 온라인 구매에 중요 요소로 지적 : 85% 이상의 전자거래구매자
․ 높은 배송비 문제 지적 : 기업의 62%
▪ 지리적 장벽: 국가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52%가 타 국가의 소비자 지원안함 (적은 고객, 적은 매출)
▪ VAT 적용 간소화: 국가별 세법 차이로 총 800억유로의 VAT 비용 발생
▪ 저작권법의 현대화:
․ 현황: 해외에서타국가의콘텐츠소비(3명중1명), 역내타국가로부터콘텐츠소비(5명중1명)
․ 이미지, 영상물 혹은 음원 및 게임 등 디지털소비는 향후5년내 12% 이상 성장 전망됨
 활발한 디지털 네트워크와 디지털 서비스 적합 환경 조성

▪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유럽 데이터보호규정 필요
․ 유럽 72% 인터넷사용자가 온라인개인정보의 지나친 노출 우려함
▪ 고속 브로드밴드 보급
․ 고속 브로드밴드 사용율 저조: 30Mbps 이상 사용 인국 (21.8%)
․ 4G 기술 도입 가속화 : 모바일 서비스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시킴
→ EU전역 GDP: 5년간 0.11%~0.16% 상승 예상 ※4G 접근성: 유럽인구의25%, 유럽농촌지역은4%, 미인구90%이상
 성장 잠래력있는 유럽 디지털경제 및 사회 조성

▪ 빅데이타와 클라우드
․ 클라우드로 저장된 디지털데이타: 2013년 20% → 2020년 40%
․ 상위 100대 유럽제조업체의 빅데이터 활용: 425십억 유로 절감
․ 빅데이터분석 효과: 2020년까지 EU 경제의 1.9% 추가성장(GDP 206십억 유로 상승)
▪ 포괄적인 e 사회
․ 유럽인구 47%가 디지털활용스킬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향후 90%의 일자리는 일정 수준의 디지털활용스킬을 요구함
․ EU 공공부분의 디지털을 디폴트전략으로 추진 시 연간 100억 유로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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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사점

□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의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혁신성과를 이뤄내고 있음
ICT

<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ICT

2017

자체 평가

>

□ 한 협력 확대의 필요성
ㅇ 국내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서, 美, 中 시장 일변도에서 시장다변화를
위해 유럽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유럽연합은 2015년 이후 세계 GDP 급신장을 나타내어 2017년에는 美 GDP를
앞질렀으며 유로화 역시 주요 통화로 달러화 다음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 유럽 역내 국가별, 도시별 특화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R&D 기술, 인력 인프라가
탄탄하게 조성되어서 신기술 공동개발 협력파트너로 최적의 조건을 갖춤
- 유럽연합은 역내 회원국간 개발 편차를 맞추려는 개발지원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있어 다양한 소규모 시장별 국내 기술서비스기업의 진출이 용이
- 유럽의 휴대전화, 가전시장 및 자동차시장에서 나타는 한국제품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국내 기술 및 제품의 패키지형 동반진출의 기회 높음
- 유럽연합은 ICT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5G 등
분야에서 국산 기술 의존도 높음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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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패러독스 극복 과정은 한국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정책 모델
ㅇ 유럽연합은 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천적인 과학기술 R&D에 집중
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없었음을 자조적
으로 평가했으나,
ㅇ 유럽연합 혁신정책의 실행사업인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원천기술 및 기초과학기술 R&D 투자가 추진되고 이는 역내 지역별 다양한
전문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유럽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음
- 지속적인 R&D투자는 안정적인 전문기술인력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우수기술 전문인력을 배출하
고 확보하고 있음
- 역내에서 우수전문인력이 양성될 뿐아니라, 전세계 우수인력이 유럽의 주요
클러스터와 산업생태계로 집결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 The state of Europe 2017” Ato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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