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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유럽연합(EU)은 당시 세계 경제에

지막 사업 기간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

몰아친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 실업률 증가 등

선순위가 높은 주요 과제를 선별, 집중투자하기

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

로 했다는 점이다. 우선 이번 단계의 투자 총액은

기 위해 유럽연합의 연구개발프로그램인 Horizon

300억 유로로, 직전 단계(2016~2017)의 투자 총

2020을 발표했다. Horizon 2020은 2014년부터

액인 170억 유로와 비교해 연간 투자액 기준 약 15

2020년까지 총 8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연구

억 유로(약 2조 원)가 증액되었다. 특히, [그림 2]

개발에 투자해, EU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Excellent Science와

술 연구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분야에서 선

Societal Challenges 부분 예산이 증액된 것이 눈

도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에 띈다. 참고로, Societal Challenges 분야의 경

를 위해 Horizon 2020에서는 3대 우선 과제(우

우 직전 단계 예산 대비 연평균 6.7억 유로가량 증

수과학육성: Excellent Science, 산업리더십 강

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화: Industrial Leadership, 사회적 과제 해결:

또한 Horizon 2020 사업 이후의 EU 주도 연

Societal Challenges)를 선정하고, 과제별 목표 달

구 개발 사업 연계를 위한 체계인 유럽혁신의회

성을 위해 효과적인 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

(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 신설에 약

1)

하고 있다.

27억 유로를 배정했다. 그리고, 총액(Lump-sum)

그리고 지난 10월 말, Horizon 2020의 마지막

Pilot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지원자들의 행정적

단계(2018~2020)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 몇 가

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European Open Science

지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EU 집행위원회가 마

Cloud와 같은 연구 결과 공개 및 지식공유 플랫폼

1) 올봄 발표된 Horizon 2020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결과에서, Horizon 2020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Horizon 2020이 유럽연합이 직면한 도전적 과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도 크다고 대답했다.
(출처: https://ec.europa.eu/research/consultations/interim_joint-undertakings_h2020/consultation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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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orizon 2020 사업의 마지막 단계 투자 계획

자료 :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news/horizon-2020-work-programme-2018-2020)

Horizon 2020 이후 진행될 새로운 연구 개발 프로

그림 2 : Horizon 2020 사업의 사업 단계 별 투자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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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혁신의회 신설
본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EIC2)
의 신설이다. 유럽혁신의회는 혁신적 기업이 사업

개발에 약 26억유로를 배정했다. EU 집행위원회

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는 이러한 Horizon 2020의 마지막 단계 투자가,

시장 창출 및 혁신적 아이디어 개발을 장려하는 것

2) 참고로, EIC는 2020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2012년 이후 시작될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직의 구성이나 기능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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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약 27억 유로(약 3.5

행동, 자원 효율화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기존의 관련 예산 지원

고용 확대와 투자에 약 10억 유로(약 1.2조 원)를

사업 (FET-Open, Horizon Prizes 등)을 EIC의

투자할 계획이다.

관리 범주에 넣어, 혁신활동 지원 창구를 일원화
했다. 또한 모든 연구 지원을 상향식(Bottom-up
proposal)으로 바꿔, 지원 분야와 기술 범위의 제
한을 최소화했다.

3) 유럽 산업의 디지털화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해당 분
야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기술응용 분야(예,
제조업)의 발전, 사회공헌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

정치적·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문제 해결 집중

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로봇, 차세대 통신
기술, 고성능 컴퓨팅 기술 및 IoT 등의 디지털 기
술 개발에 17억 유로(약 2.2조 원)를 배정했다. 또

Horizon 2020의 마지막 단계 사업의 주요 특징
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우선순위

한, 위원회는 추후 이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긍
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 높은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투자다. 투
자액으로만 보더라도 직전 단계에 비해 이번 단계

4) 보안 및 이주

의 투자액은 약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다 (39억 유

EU집행위원회는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자연재

로 → 80억 유로). EU 집행위원회는 저탄소 및 기

해와 같이 국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요인과 이에

후변화, 순환경제, 유럽 산업과 서비스의 디지털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 약 10억 유

화, 보안을 중점 연구 분야로 정하고 각 분야에 대

로(1.2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확실한 리더

EU 집행위원회는 극단적 이데올로기, 이주 등 현

십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재 유럽 사회의 주요 사회과학관련 연구에도 예산
을 배정했다.

1) 저탄소 및 기후변화
EU 집행위원회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R&D 협력 강화

탄소 저감 및 기후 탄력성을 갖추기 위한 연구에
33억 유로(약 4.2조 원)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Horizon 2020 사업의 특징은, EU와 非 EU 국

재생가능에너지와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가와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이다. EU는 연구개발의

저장 솔루션 구축(예, 차세대 배터리) 등의 분야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

2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10억 유로(약 1.2조 원)를 투자해 세계 여러 나라와
30여 개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2) 순환 경제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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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식량 안보 및 재생 에너
지와 관련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R&D 투자 방향도 기존의 추
격형 R&D 전략에서 선도형 R&D 전략으로 전환하
기 시작했다. 내년 R&D 예산안에 따르면, 창의와

경제발전 그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R&D 투자전략 필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 중심 지원을 늘리고,
국민 체감형(복지, 재난 재해 등) R&D 예산이 대
폭 증액되었다. 물론, 투자 총액이나 R&D 예산 증

범국가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계획된

가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

EU의 Horizon 2020과 한 국가의 R&D 계획을 단

입장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두가 만족하는

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두

예산안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이 시

된 우리나라의 R&D 투자 방향의 문제와 개선 노

점은, 시류를 쫓는데 급급한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생각해볼 대목이 있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R&D 리더십을 갖출 수 있

다. 그중 하나는 연구개발의 목적이다.

도록, R&D 투자 전략을 재편하기 위해 더욱 노력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 R&D 투자 목적은 경제

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발전이었다. 즉, 경제 발전을 위해 응용개발 분야
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 단
기간 내 선진국의 기술과 산업을 따라잡는다는 일
종의 ‘시대유효적 어젠다’가 우리나라 R&D 투자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추격
형 R&D 전략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국가 R&D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참고해 볼 만한 사례로 Horizon 2020
을 들 수 있다. Horizon 2020의 주요 목표는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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