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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EU의 산업, 경제 및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 EU 회원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o

이러한 환경은 EU가 혁신적이고 경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번영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임

□ EU는 연구, 혁신 및 교육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EU 생산 부문의 탄력성 향상,
경제 및 사회 시스템 변화의 촉진을 목표로 함
o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어려운 현재의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연구, 혁신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보다 강화하고 있음

o

EU의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은

o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로 기대함

EU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역량과 첨단기술을 해결책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의 글로벌 혁신 리더를 목표로 함

□ EU의 과학적 성과는 영국의 EU 탈퇴, 중국의 부상, 디지털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고려해야함
o

EU와 중국이 과학적 성과물 측면에서 세계적 리더인 반면, 미국은 과학적 성과물의
질적인 면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o

특히, 중국 과학자들의 출판량은 지난 20년 동안 EU에서의 출판량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각종 지표에 따르면, EU는 운송,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주도, 특허
출원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건강, 바이오 경제, 식품
및 보안 부문에서 선두 역할을 함
o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임

o

이에 EU의 과학적 리더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연구 결과로부터 온
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식 가치화 문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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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1 배경
□ EU의 산업, 경제 및 사회는 배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섬
o

이러한 환경은 EU가 혁신적이고 경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번영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임

o

EU의 기후 중립성과 디지털화를 이루기 위해 연구, 혁신 및 교육을 필요한 핵심 요소로
고려함

□ 현재 COVID-19 대유행처럼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o

EU 및 EU 집행위는 전염병에 대처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 연구, 혁신 및 교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 EU는 EU 생산 부문의 탄력성을 증대시키고 경제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와 사회 경제적
시스템 변화를 촉진을 목표로 연구, 혁신 및 교육의 핵심역량에 중점을 둠
o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어려운 현재의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연구, 혁신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o

EU의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은

o

EU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로 기대함

EU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역량과 첨단기술을 해결책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의 글로벌 혁신 리더를 목표로 함

□ 과학, 연구 및 혁신 성과(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Performance: SRIP)

2020 보고서는

EU와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조사하고 지난 몇 년간 과학,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EU의 성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함
o

SRIP 2020은 광범위한 핵심 내용과 새로운 추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함

o

또한 연구와 혁신이 동시에 운영되는 매우 복잡한 현실과 교육 및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해 언급함

- 2 -

□ 본 보고서는 EU의 연구 개발, 정보통신 기술 분야 투자와 과학 기술 혁신 성과를
중점으로 함

2

연구 개발 분야 투자(Investment in R&D)

2.1 핵심 지표(Key Figures)
□ 주요 내용
o

EU는 세계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국제적 R&D 총비용의 약 20%를 지출함

o

GDP의 2.19%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나, EU 목표인 3%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비율이며, 특히 민간 분야 투자에서 뒤처지고 있음

o

EU R&D 투자는 특정 국가인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61%를 차지함

o

R&D 집약도(Intensity)가 2000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증가한 EU 회원국은 24개국에 달함

o

EU 회원국은 단계적으로 사회 및 환경 문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
<그림 1> EU의 연구 개발 관련 핵심 지표

□ 핵심 지표와 정책 방향
o

EU의 R&D 정책은 관련 분야의 투자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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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U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도전과제의 범위, 규모 및 긴박성을 고려할 때, R&D 관련
투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
해야 함

o

지난 수년간 R&D 관련 세금 특혜는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를 투자의 방향 전환에
어떻게 활용할지 평가해야 함

2.2 EU R&D 관련 투자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 주요 국가들이 R&D 지출을 늘리면서, 글로벌 R&D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o

이는 글로벌 R&D 환경에서 EU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R&D 지출의 거의 20%를 차지함

o

2017년 EU는 전 세계 R&D 지출의 17%를 차지했으며1), 2000년 22% 수치에 비해
감소함(그림 22))

o

글로벌 R&D 지출에서 EU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주요 이유로는 중국의 점유율
이 2000년 5%에서 2017년 24%로 거의 5배로 급속한 증가에 기인함

o

2000년 이후 미국 R&D 지출 점유율의 감소는 EU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는데, 2000년
37%에서 2017년 26%로 감소함

o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선진국의 점유율은 2000년 18%에서 2010년 15%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약 12
%로 거의 일정함


1) R&D 비용은 2010년 환율 기준 PPS€로 계산함.
2)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ECD, UNESCO.
Notes:(1) GERD in PPS€ at 2010 prices and exchange rates. (2) Japan+South Korea+Singapore+Chinese Taipei. (3) Brazil+Russian
Federation+India+South Africa.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xlsx.

- 4 -

<그림 2> 글로벌 국가들의 R&D 관련 투자 변화: 2000-2017년

□ EU는 Europe 2020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R&D 투자 강화3)이며, 이는 세계 R&D
환경에서 EU가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함4)
o

GDP의 3%를 R&D에 투자하려는 EU의 목표와 각 회원국의 추가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년 동안 R&D를 위한 지원은 꾸준히 증가함

o

또한 R&D 집약도(intensity)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 실험과 같은 R&D 지원
관련 포트폴리오가 복잡해지고 R&D 영향 평가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EU의 R&D 지출은 2000년 이후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으나, Europe 2020의 목표인 3%
수치 보다 낮으며, 특히 대부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o

EU 수준에서 R&D 집약도는 2000년 1.81%에서 2018년 2.19%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까지 목표였던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집약도가 매년 10% 이상 증가해야함

o

EU의 GDP 대비 R&D 집약도는 한국(4.53%), 일본(3.26%) 및 미국(2.83%)보다 낮으며, 중국
은 2000년 이후로 R&D 집약도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EU와 비슷한

3) The R&D objective set at the EU level is expressed in terms of R&D intensity which measures the share of GDP invested in
R&D.
4) At the 2002 Barcelona Summit, the European Council agreed that the EU should set the objective of devoting 3% of its GDP
to R&D activities by 2010. In 2010, this target became one of five headline targets in the Europe 2020 Strategy to be
achieved by 2020(European Commiss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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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임(그림 35))
<그림 3> R&D 집약도 변화: 2000–2018년

□ EU의 R&D 집약도는 규모가 큰 몇몇 국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이데, 2018년
EU R&D 지출의 61%가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서 수행됨6)
o

다른 EU 국가의 R&D 지출은 2000년 이후 5% 증가(그림 47))하였으나, 독일만 고려해도
다른 24개 회원국을 합친 것과 거의 같은 R&D 지출을 차지, 이를 통해 EU R&D
집약도는 이 세 국가의 가치에 의해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음

o

이에 따라, 야심 찬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이대로 특정 국가에 존속한다면 EU
R&D 집약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Source: Eurostat(online data code: rd_e_gerdtot),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Notes: (1)South Korea: There is
a break in series between 2007 and the previous years. (2)Japan: There is a break in series between 2008 and the previous
years and between 2013 and the previous years. (3)United States: (i) R&D expenditure does not include most or all capital
expenditure; (ii) There is a break in series between 2003 and the previous years. (4)China: There is a break in series
between 2009 and the previous year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2.xlsx.
6) The levels of R&D expenditure in Germany, France and Italy play an important part in aggregate EU R&D intensity.
7) Source: Eurostat (online data code: rd_e_gerdtot) Note: (1)France: break in series between 2010 and the previous year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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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U의 R&D 투자 분포: 2000년과 2018년 비교

□ R&D 집약도는 24개 회원국에서 2000~2018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은 국가별 2020 목표 달성을 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o

EU 회원국의 국가별 R&D 집약도는 루마니아의 0.5%부터 스웨덴의 3.3%까지 범위가
다양함

o

이러한 큰 차이점은 산업 전문성, 학술 연구 환경의 질과 대규모 통합 기술 시장에
대한 접근성으로 설명할 수 있음8)

o

이미 2020년 목표에 도달 한 세 국가는 독일(3.13%, 목표 3%), 덴마크(3.03%, 목표 3%),
키프로스(0.55%, 목표 0.5%)임

o

특히, 초기 수준의 R&D 집약도가 가장 낮은 많은 국가가 가장 큰 진전을 이룸

- 체코, 키프로스, 그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및 폴란드의 R&D 집약도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5% 이상 증가한 반면9), 초기 R&D 집약도가 가장 높은 스웨덴과 핀
란드의 집약도는 오히려 감소함10)(그림 5)11)

8) van Pottelsberghe, 2008.
9) In 2000, the R&D intensity in Cyprus was 0.23 %, Greece 0.56 %, Estonia 0.6 %, Hungary 0.79 % and Poland 0.64 %.
10) In 2000, the R&D intensity in Sweden was 3.91 % and Finland 3.25 %.
11) Notes: (1)HR: 2002-2017; EL, LU, SE: 2003-2017; MT: 2004-2017. (2)CZ: A target (of 1.0%) is available only for the public
sector. (3)IE: The national target of 2.5% of GNP has been estimated to equal 2.0% of GDP. (4)LU: A 2020 target of 2.45%
was assumed. (5)PT: A 2020 target of 3.0% was assumed. (6)DK, EL, FR, IT, LU, HU, NL, PT, RO, SI, SE: Breaks in series
occur between 2000 and 2018; when there is a break in series the growth calculation takes into account annual growth
before the break in series and annual growth after the break in series. (7)DE: new 2025 target of 3.5%. CZ: new 2030
target of 3.0%. (8)Values in italics are estimated or provisional.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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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U 회원국의 R&D 집약도 목표와 현황

□ 공공 R&D 지출은 EU에서 수행된 전체 R&D의 약 33%를 차지하는 반면, 민간 기업
부문은 2018년 전체 R&D 지출의 66%를 차지함
o

연구, 개발 및 혁신은 4대 주요 기관인 기업, 정부, 고등 교육 및 민간 비영리 부문에서
수행되었으며(Eurostat, 2018)12), 그림 6은 2018년에 이들 부문에서 수행한 유럽의
R&D 지출 비율을 나타냄

o

공공 R&D 지출은 정부 및 고등 교육 부문에서 수행한 R&D 지출의 총계이며, 민간
R&D 지출은 기업과 민간 비영리 부문의 합계를 나타냄13)

12) Expenditures by these four sectors are measured by BERD, GOVERD, HERD and PNPRD respectively.
13) In Europe, the private non-profit sector as an R&D performer is quite small (0.9% of GERD); consequently, when analysing
private R&D expenditure, we usually only take business enterprise R&D expenditure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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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행 기관별 R&D 지출 비율

□ 지난 20년 동안 EU 비즈니스 R&D 집약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공공 R&D 집약도는
GDP의 약 0.7%로 유지됨(그림 714))
o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EU 민간 부문 R&D 집약도는 중국, 미국, 일본 및 한국과
같은 다른 주요 경제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히 낮은 편임

o

반면, 이 4개국 중 한국만이 EU보다 공공 부문 R&D 집약도가 높음

<그림 7> 2000~2018년도 사이의 GDP 대비 민간 및 공공 분야 R&D 비율

14)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nline data code:
rd_e_gerdtot) Note: (1)Public equals to GOVERD plus HERD.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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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 부문 R&D 지출의 비율이 4% 하락했지만, R&D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공공 R&D 지출의 20%를 약
간 넘는 비율을 차지함
o

중국 R&D 부문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는 공공 부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중국의 세계 공공 R&D 지출 비중은 2000년 6%에서 2017년 19%로 증가, 미국의
비중은 26%에서 20%로 감소함(그림 815))
<그림 8> 2000년과 2017년 공공 부문 R&D 지출 비율 비교

□ EU는 2018년 기준 GDP의 0.72%를 공공 R&D 부문에 투자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R&D 집약도 중의 하나로 꼽힘
o

공공 분야 R&D 집약도는 EU가 미국, 일본, 중국보다 더 높은데, 2018년 공공 R&D
집약도는 미국 0.66%, 일본 0.63% 및 중국 0.49%를 나타냄

o

EU 보다 공공 R&D 집약도가 높은 유일한 주요 경제국은 한국이며 GDP의 0.83%를
차지함(그림 916))

15)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ECD, UNESCO
Notes: (1)The % shares were calculated from estimated values for total GERD in current PPS€. Public equals to GOVERD
plus HERD. (2)Japan+South Korea+Singapore+Chinese Taipei. (3)Brazil+Russian Federation+India+South Africa.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8.xlsx
16)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nline data code:
rd_e_gerdtot) and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Notes: (1)South Korea: There is a break in series between
2007 and the previous years. (2)United States: (i) R&D expenditure does not include most or all capital expenditure; (ii)
There is a break in series between 2003 and the previous years. (3)Japan: There is a break on series between 2008 and the
previous years and between 2013 and the previous years. (4)China: There is a break in series between 2009 and the
previous year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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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00 – 2018년도 사이의 공공 부문 R&D 집약도 변화 추이

□ 공공 R&D 집약도의 추세는 각 회원국 별로 매우 다양함
o

이미 비교적 견고한 공공 R&D 시스템을 보유한 회원국으로 특히 덴마크, 벨기에,
독일 및 오스트리아(그림 1017))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옴

o

에스토니아와 체코는 공공 R&D에 집중하여, 현재 EU 평균보다 집약도가 높음

o

2007년 이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그리스, 라트비아, 몰타도 공공 R&D 집약도에서
강한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8년에는 EU의 평균보다 낮았음

o

공공 부문 R&D 집약도가 EU 평균보다 훨씬 낮은 일부 회원국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및 헝가리는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연구 및 혁신(Research & Innovation: R&I)
역량을 구축하기보다는 최근 몇 년 동안 공공 R&D에서 예산을 삭감함

17)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ECD and
UNESCO
Notes: (1)US, JP, CH, KR, CN, TR, IL: 2017; BA, MD, UA: 2016. (2)MD, UA: 2007-2016; CH, JP: 2008-2017; MK: 2015-2018;
EL, PT: 2008-2018; RS: 2009-2018; ME: 2011-2018; BA: 2012-2016; (3)US: R&D expenditure does not include most or all
capital expenditure. (4)JP, CN, BE, DE, FR, LU, NL, PT, RO, SI, IS, RS: Breaks in series occur between 2007 and 2018; when
there is a break in series the growth calculation takes into account annual growth before the break in series and annual
growth after the break in serie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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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공 부문 R&D 집약도

□ 세계 비즈니스 R&D 환경에서 중국은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 R&D 지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EU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o

2000년 EU는 미국과 글로벌 비즈니스 R&D 지출의 2/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공동
점유율이 절반도 되지 않음

o

2000년 이후 EU가 글로벌 비즈니스 R&D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로 감소, 미국은
15% 감소한 반면, 중국은 4%에서 26%로 상승함(그림 1118))

18)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ECD and
UNESCO
Notes: (1)The % shares were calculated from estimated values for total GERD in current PPS€. (2)Japan+South
Korea+Singapore+Chinese Taipei. (3)Brazil+Russian Federation+India+South Africa.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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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세계 비즈니스 R&D 지출 비율: 2000년과 2017년

□ 공공 R&D 집약도와 달리 EU의 비즈니스 R&D 집약도는 다른 주요 국가인 중국,
미국, 일본 및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임
o

중국과 한국은 2007년 이후 비즈니스 R&D 집약도가 매년 4%, 4.7%씩 증가하면서
지속적이고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임

o

2018년 한국의 기업 R&D 집약도는 3.64%, 일본 2.59%, 미국 2.05% 및 중국 1.69%를
나타냄(그림 1219))

19) Source: Eurostat (online data code: rd_e_gerdtot),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Notes: (1)South Korea: There is a break in series between 2007 and the previous years. (2)United States: 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 (BERD) does not include most or all capital expenditure. (3)China: There is a break in series between
2009 and the previous year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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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00~2018년 비즈니스 R&D 집약도 변화

□ 최고의 R&D 시스템을 보유한 EU 회원국,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및 벨기에 등의 일부만이 미국, 일본, 스위스 및 중국과 같은 주요 세계 경제의 민간
R&D 집약도와 비슷한 성과를 이룸
o

반면, 비즈니스 R&D 집약도는 2007년과 2018년 사이 폴란드, 불가리아, 그리스, 슬
로바키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함

o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의 비즈니스 R&D 집약도는 2018년 국가 GDP의 1% 미만으로
유지되었으며, EU 평균보다 훨씬 낮았음(그림 1320))

20)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ECD and
UNESCO
Notes: (1)US, JP, KR, CN, CH, TR, IL: 2017; BA, MD, UA: 2016. (2)MD, UA: 2007-2016; CH: 2008-2017; EL, ES, SI: 2008-2018;
RS: 2009-2018; ME: 2011-2018; BA: 2012-2016; MK: 2015-2018. (3)US: R&D expenditure does not include most or all capital
expenditure. (4)CN, IT, LU, NL, RO, SI, UK, IS, RS: Breaks in series occur between 2007 and 2018; when there is a break in
series the growth calculation takes into account annual growth before the break in series and annual growth after the
break in serie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3.xlsx

- 14 -

<그림 13> 2007~2018년도 비즈니스 R&D 집약도

□ EU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비즈니스 R&D 집약도를 이룬 것은 경제 부문의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음
o

EU 산업에서 ICT 제품 및 서비스, 의료 산업 등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하이며21), 자동차 및 기타 운송 등의 중간 수준의 R&D 집약 부문은 약
40%를 차지함

o

이와 반대로 미국 기업의 R&D 투자의 80%와 중국 비즈니스 R&D 투자의 절반 이상이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에 있음(그림 1422))

21) Based on the 2019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Hernández et al., 2019) which covers more than 90 % of
business spending on R&D (BERD) worldwide.
22)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the 2019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Notes: (1)R&D spending corresponding to the top global 2 500 companies. (2)ICT producers: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technology hardware and equipment. ICT services: software and computer services. Automotive: automobiles and
parts. Services: leisure goods, personal goods, banks, life insurance, non-life insurance, financial services, real estate
investment and services, media, general retailers, food and drugs retailers, healthcare equipment and services, support
services, travel and leisure. Energy: alternative energy, oil and gas producers, oil equipment, services and distribution,
electricity. Other: chemicals, general industrials, industrial engineering, household goods and home construction, construction
and materials, industrial transportation, mining, industrial metals and mining, food producers, tobacco, forestry and paper,
beverages, fixed line telecommunications, gas, water and multi utilities, mobile telecommunications. (3)EU corresponds to the
EU Member States shown in the dataset.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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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가 및 지역별 경제 부문 구성 요소의 R&D 지출 비율

□ 글로벌 포지셔닝 측면에서 EU는 자동차 부문의 R&D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항공
우주 및 방위, 그리고 산업 공학 분야에서 강력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o

미국 기업은 ICT 서비스의 글로벌 R&D 점유율에서 71%, ICT 생산자에서 41%, 제약 및
생명 공학 분야에서 48%를 차지, 이 세 가지 분야는 모두 R&D 집약도가 높은 부문임

o

글로벌 비중이 가장 큰 EU 부문은 자동차(47%), 항공 우주 및 국방(37%)이며, 중국은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R&D의 28%로 이 분야의 투자에서 선두를 차지함(그림 1523))

23)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the 2019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and EIB Investment report 2019-2020
Notes: (1)R&D spending corresponding to the top global 2 500 companies. (2)ICT producers: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technology hardware and equipment. ICT services: software and computer services. Automotive: automobiles and
parts. Services: leisure goods, personal goods, banks, life insurance, non-life insurance, financial services, real estate
investment and services, media, general retailers, food and drugs retailers, healthcare equipment and services, support
services, travel and leisure. Energy: alternative energy, oil and gas producers, oil equipment, services and distribution,
electricity. Other: chemicals, general industrials, industrial engineering, household goods and home construction, construction
and materials, industrial transportation, mining, industrial metals and mining, food producers, tobacco, forestry and paper,
beverages, fixed line telecommunications, gas, water and multi utilities, mobile telecommunications. (3)EU corresponds to the
EU Member States shown in the dataset. (4)Asia excl. China includes Japan, South Korea, Singapore, Twain and Malasya.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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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경제 부문별 R&D 지출의 지역별 분포

□ 최신 EU 산업 분야 R&D 현황에 따르면 EU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에 대한
R&D 전문성을 강화함
o

반면에 ICT 산업, 항공 우주 및 방위 및 화학 분야에서 글로벌 R&D 점유율이 감소함
(그림 1624))

o

ICT 부문에서 EU 기업의 글로벌 R&D 점유율 감소는, 이러한 산업으로의 중요한
부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함

o

2009년과 2018년 사이에 ICT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 R&D 투자 비중은 10.7%에서
15%로 증가, ICT 생산 업체의 경우 22.9%에서 23.6%로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를 통해 EU 기업이 아닌 미국과 중국의 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24) Source: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and DG Research and Innovation, The 2019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Note: Shares computed for 386 EU28 and 1 264 non EU28 companies for witch R&D, Net Sales and
Operating profits data are available for the all period 2009-2018.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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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09년과 2018년 경제 분야별 EU 28개 기업의 글로벌 R&D 점유율

2.3 EU의 비즈니스 R&D 투자의 주요 경쟁국 대비 뒤처짐 현상
□ R&D 지원금은 5가지 주요 기관인 기업, 국내 정부, 고등 교육 기관, 민간 비영리
부문 및 해외 국가에서 지원하며, 그림 1725)은 EU의 R&D 자금의 비율과 2018년에
이러한 투자가 수행된 곳을 나타냄
o

전체적으로 공공 부문은 EU와 민간 부문의 R&D 지출의 33%보다 약간 적은 지원금을
조달함

25)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nline data code:
rd_e_gerdfund).
Stat. link: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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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U의 R&D 자금 출처 비율

□ 유럽의 전체 공공 R&D 지원을 평가할 때 국내 정부 투자 외에 세금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26) 및 EU 예산의 자금도 포함되어야 함
o

많은 회원국에서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의 상당 부분이 현재 R&D 세금 인센
티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반면, 대부분 회원국은 주로 Horizon 2020 프로그램과 유럽 구조 및 투자 펀드를 통해
지원하였음

□ 연구 집약도가 다소 낮은 국가에서는 공공 부문이 주요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R&D 투자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은 편임
o

반대로, 연구 집약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비즈니스 부문이 주요 자금원이며, 기업은 공공
정책이 유리하고 충분한 인적 자원과 우수한 연구 역량이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음

o

따라서 민간 부문의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는 주로 기대 수익률과 투자 기본
조건에 달려 있음

o

그림 1827)은 기업, 정부 기관, 기타 국가 및 기타 국가 소스로 분류된 R&D 자금

26) Government-financed R&D includes only direct funding of R&D through grants, loans and procurements that governments
give to private firms. Indirect government funding through R&D tax incentives is not recorded in government-financed R&D.
27)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nline data
code:rd_e_gerdfund) and OECD. Notes: (1)UK, IL : 2016. (2)US: R&D expenditure does not include most or all capital expenditure. (3)IL:
Defence (all or mostly) is not included.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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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며, 그림 1928)는 나머지 국가에서 유럽 집행위의 R&D 자금 비율을 나타냄
o

국내 정부와 EU의 투자를 합산하면, 라트비아, 키프로스 및 리투아니아에서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R&D의 비율이 매우 높음

o

공공 부문은 그리스,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및 스페인의 주요
투자원임

28)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nline data
code:rd_e_gerdfund) Note: (1)TR: 2015; UK: 2016.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1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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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017년 부문별 R&D 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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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자국 이외에서 유치한 R&D 투자 현황

□ 유럽 집행위의 R&I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R&I에 대한 공공 자금의 6.6%를
책임지고 있으며 다른 경쟁 자금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
o

예산은 지난 프로그램 동안 엄청나게 증가하였는데,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를 통해 제안된 약 1,000억 유로 예산은 현재 보다 매우 증가한 수치임

o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과 함께 EC는 많은 회원국에서 R&I 기금의 중요한 출처임
(그림 2029))

29)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nline data code:
rd_e_gerdfund) Note: (1)TR: 2015; UK: 2016.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2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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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국가별 공공 부문 R&D 지출 중 EU 집행위에서 지원하는 비중

□ EU 회원국은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R&D 국가 예산 할당을 늘리고 있는 추세임
o

그림 2130)은 유럽 수준에서 에너지 관련 R&D(GBARD)31) 정부 예산 할당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시민, 보건 및 환경 관련 R&D에 대한 예산 할당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국방 관련 R&D 예산은 많이 감소한 편임

30)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nline data code:
gba_nabsfin07)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21.xlsx
31) As GBARD measures only direct budget provisions, it does not account for the R&D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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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07-2018년 기간 동안의 정부 예산 할당 변화

□ 비즈니스 R&D 집약도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다른 주요 경제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임
o

비즈니스 R&D 지출의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는 예상 투자 수익이며, 기대수익을 개선
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는 별도로 정부는 R&D 세금 인센티브를 더 많이 사용함

- 직접 자금(보조금, 대출, 조달) 및 간접 지원(R&D 세금 인센티브32))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R&D에 대한 총 공공 지원은 EU에서 2007년 GDP의 0.13%에서 2017년 GDP의 0.2%로
크게 증가함
o

그림 2233)는 R&D 세금 인센티브의 더 많은 사용을 통해 2007년과 2017년 사이에
대부분 회원국에서 기업 R&D에 대한 공공 지원 수준이 증가한 것을 나타냄

o

특히,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및 불가리아에
서 기업 R&D에 대한 전체 공공 지원금이 크게 증가함

32) Following the Frascati manual (OECD, 2015), we only focus on expenditure based tax relief, such as: R&D tax credits, R&D
allowances, reduction in R&D workers’ salary taxes and social security and accelerated depreciation of R&D capital.
33)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stat (online data code:
rd_e_gerdfund) and OECD (R&D tax expenditure and direct government funding of BERD) Notes: (1)Estimated direct public support for
business R&D includes direct government funding, funding by higher education and public sector funding from abroad. (2)US: 2014 for tax
incentives only; AU: 2015; FR: 2016 for tax incentives only; RO, UK: 2016; EL: 2015. (3)CH, TR: 2008; CN, MT: 2009; DE, EL: 2011. (4)The
following countries have no tax incentives for R&D: BG, DE, EE, HR, CY, LU, CH. (5)Elements of estimation were involved in the
compilation of the data.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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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07과 2017년의 GDP 대비 비즈니스 R&D 부문의 공공 지원

□ 2017년 EU의 R&D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는 기업 R&D에 대한 모든 공공 지원의
55%를 차지함
o

이로 인한 EU의 세수 손실 수준은 2007년 GDP의 0.04%에서 2017년 0.11%로 2007년
이후 거의 세 배가 되었음(그림 23)34)

o

EU와 비교시 
한국과 일본에서 세금 인센티브 사용 비율은 높고 안정적이며, 중국은
비즈니스 R&D에 대한 간접 지원을 약간 늘렸지만, 여전히 EU보다 낮은 수준임

o

EU 내 R&D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국가 수는 2000년 12개에서 2018년 21개로 증가함35)

o

이러한 간접 지원 방식에 따른 세수 손실의 추세는 회원국 간에 매우 다양한데,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및 이탈리아의 비즈니스 R&D에 대한 공공 지원 차원에서의 세금
인센티브는 매우 높음

34) Source: OECD (R&D tax expenditure and direct government funding of BERD) Notes: (1)US: 2014; FI: 2014; EL, FR: 2016.
(2)CN: 2009; EL: 2011. (3)EU was estimated by DG Research and Innovation. (4)BG, DE, EE, HR, CY, LU, CH have no tax
incentives for R&D.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1/figure-51-23.xlsx
35) Appelt, S., Galindo-Rueda, F. and González Cabral, A. (2019), Measuring R&D tax support: Findings from the new OECD
R&D Tax Incentives Database,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No. 2019/06,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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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07년과 2017년의 GDP 대비 R&D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회원국의 R&D 세금 인센티브 사용을 높이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올바른 도구인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o

보조금 및 대출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한 R&D 결과36)를 도출
하는데 효과적이나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음

o

일부 국가에서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
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함

- 벨기에37)의 경우 친환경적인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도입함
o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 인센티브 제도만으로 민간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 가능성과 체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38)

o

따라서 국가 개혁과 EU 정책 간의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 R&D 지출에
대한 공공 지원 관련 상위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6) Ognyanova, D. (2017), R&D tax incentives, How to make them most effective? Working Paper Series September, European
Commission.
37) https://www.oecd.org/sti/rd-tax-stats-belgium.pdf
38) Moreover, while its effect of increasing R&D efforts is undeniable, recent analysis of existing evidence on the impact of tax
incentives points to its limited impact on innovation (Mitchell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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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의 범위, 규모 및 긴급성 때문에 R&I 투자 비율(수량

및 품질)뿐

아니라 이러한 투자의 전반적인 방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정책이 필요함
o

이를 바탕으로 EU 경제와 사회가 상호 연결된 광범위한 시스템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음. 즉, 에너지, 농산물, 건강, 이동성, 생산 및 소비와 같은 시스템에는 모두 함께
변화를 수행해야 할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함

□ EU의 R&D 부문에서 GDP의 약 2% 수준은 목표치 3% 비해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
o

특히, 민간 투자 측면에서 주요 경쟁국과 비교 시 R&D 투자가 적고,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한국은 EU와 미국을 모두 능가하는 비율로 투자를 하는 상황,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EU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월당할 위험이 있음

3

ICT 분야의 투자(Investment in ICT)

3.1 핵심 지표(Key Figures)
□ 주요 내용
o

EU는 주요 경쟁국과 비교 시 ICT 분야에 적게 투자하는 편임

o

EU의 ICT 생산 관련 분야가 전체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감소하였으나 ICT
집약도가 매우 높은 분야가 노동 생산성 개선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
였으며, 이는 미국을 상회하는 수준임

o

EU 경제에서 ICT 분야의 차지 비율은 4% 정도로, 이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o

전반적으로 ICT 분야 인력 고용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ICT 서비스가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EU의 ICT 관련 특허 점유율 상황은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o

기업의 디지털화는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EU 회원국 간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o

ICT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ICT R&I는 친환경 ICT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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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U의 ICT 관련 핵심 지표

3.2 EU의 ICT 분야 투자 감소
□ ICT 자본 심화는 지난 10년 동안 비록 그 기여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함
o

2016년 OECD39)는 GDP 가치 대비 ICT 가치의 저평가를 지적하였으며, 더욱이 연구에
따르면 ICT가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남

o

생산성에 대한 주요 영향은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발생하였고 ICT의 확산은 이제
안정된 것으로 보임

o

Van Ark(2016)40)는 현재 EU가 ICT의 구축 단계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 이는 ICT 기
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배포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ICT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보류’될 수 있음을 의미함

o

그림 2541)은 2000년과 2008년, 2009년과 2017년 사이의 GDP 성장에 대한 ICT 자본
심화의 기여도를 비교한 것임

o

이 기여도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으며, 마찬가지로 Adarov와 Stehrer (2019)42)는 일

39) OECD (2016), Stimulating digital innovation for growth and inclusiveness: The role of policies for the successful diffusion of
ICT,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5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jlwqvhg3l31-en
40) van Ark, B., de Vries, K. and Erumban, A. (2019), Productivity & Innovation Competencies in the Mids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Age: a EU-US Comparison, Discussion Paper 119, October 2019: doi:10.2765/106835
41) Source: OECD Productivity Database Note: (1)ICT capital includes computer hardwar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computer and software database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1.xlsx
42) Adarov, A. and Stehrer, R. (2019),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 the Growth Performance of the EU, Japan and the US,
wiiw Research Report No. 442, October 2019.

- 28 -

본, 미국 및 EU 전체에서 ICT 자산의 성장 감소를 언급함

□ EU에서 2009~2017년 기간 동안 스웨덴,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탈리아, 핀란드 및 그리스에서 가장 낮았음
o

아일랜드는 최근 몇 년 동안 ICT 자본의 기여도가 실제로 증가한 유일한 EU 회원국이
며, 미국은 증가세가 적은 국가 중 하나임
<그림 25> 2000-2008과 2009-2017의 ICT 투자가 GDP 증가에 이바지한 정도

□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노동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크게 이바지
한 ICT 집약적 부문에서 유럽이 미국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o

Van Ark 외 연구진은(2019)43)에 따르면 19개 EU 회원국과 미국에서 시간에 따라 디지털
사용 및 디지털 생산 부문이 노동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남

o

전반적인 디지털 생산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EU와 미국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그림 2644)) 최근 몇 년 동안 EU에서 디지털 사용 부문의

43) van Ark, B., de Vries, K. and Erumban, A. (2019), Productivity & Innovation Competencies in the Mids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Age: a EU-US Comparison, Discussion Paper 119, October 2019: doi:10.2765/106835
44) Source: van Ark et al. (2019), Conference Board calculations using data from Eurostat; BEA; BLS Notes: (1)EU aggregate is
based on 19 countries and euro area aggregate on 16 countries, as data for BG, EE, IE, HR, CY, LV, LT, LU and MT were
not available for the entire period. Taxonomy for the identification of sectors defined as in Bart van Ark et al. (2019).
Labour productivity growth concerns the growth of output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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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는 특히 2013~2017년 기간에 증가한 것으로 보임
o

실제로 디지털사용 부문은 EU의 노동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반대로
미국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디지털사용 부문의 역할이 매우 현저하게 감소함

o

특이한 점은, 미국의 디지털 생산 부문은 EU의 경우처럼 거의 감소하지 않았음

<그림 26> 디지털 생산과 디지털(최대/최소) 사용 부문의 노동 생산성 향상 및 기여도

□ EU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ICT에 대한 투자가 낮은 편임
o

하지만 최근에는 GDP 상의 ICT 투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o

그림 2745)은 국가별 ICT 투자의 변화(ICT 장비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총
합)를

o

나타냄

EU 총계에 대한 추정에 따르면 유럽은 국제 경쟁국, 특히 미국과 일본보다 GDP 대비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2.xlsx
45) Source: OECD (Capital formation by activity ISIC Rev4) and Eurostat (online data code: nama_10_gdp) Notes: (1)DK: 2015. LV,
NO: 2016. (2)DK, EE, EL, PL: 2015. IE, ES, LV, PT, SE, NO: 2016. (3)EU value estimated with the available countries. The
number of countries is not the same in both categorie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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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율이 낮음
- 실제로 2017년 EU는 GDP의 약 2%를 ICT에 투자한 반면, 미국은 거의 3.5%, 일본은
3%를 투자함
- EU의 GDP에서 ICT 투자 비중이 2017년 증가하였으나 일본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감소함
o

가장 많이 투자한 회원국은 네덜란드, 스웨덴 및 체코로 GDP의 약 4%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GDP에 대한 ICT 투자 비중은 포르투갈, 그리스 및 슬로바키아를 제외
한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증가함
<그림 27> 2010년과 2017년의 국가별 GDP 대비 ICT 투자 비교

3.3 EU 내 ICT 분야 현황
□ 2000년 이후 유럽 경제에서 ICT 부문의 비중은 GDP의 4% 정도에서 정체되어 한국,
일본 및 미국보다 훨씬 낮은 기여도를 나타냄
o

대부분 주요 경쟁국에서는 ICT 부가가치가 다소 정체되었으나 중국에서는 2000년
이후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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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U 내 ICT 부문의 비중은 2000년과 2018년 사이에 GDP의 3.9%로 안정된 반면, 한국은
8.5% 이상, 일본과 미국에서 약 6%로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임(그림 2846))

o

중국의 ICT 부가가치는 2000년 GDP의 3.7%에서 2018년 4.9%로 크게 증가함

<그림 28> 2000, 2009, 2018년도 지역별 GDP 대비 ICT 부가가치 비율

□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GDP 대비 ICT 부가가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약간 감소함
o

ICT 서비스는 ICT 부문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 그림 2947)는 2007년과 2018년 사이의
국가별 ICT 부문(제조 및 서비스)의 발전을 보여줌

o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GDP 대비 거의 12%에 해당하는 ICT
점유율을 나타냄

o

ICT 점유율이 가장 낮은 회원국은 그리스, 리투아니아 및 포르투갈임

o

ICT 제조는 헝가리, 아일랜드 및 핀란드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함

46) Source: DESI report ICT Sector and its R&D Performance, PREDICT project Notes: (1)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ICT, as
defined in the PREDICT project, was used.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ICT allow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non-EU
countries. (2)CN: 2016, JP: 2017.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4.xlsx
47) Source: DESI report ICT Sector and its R&D Performance, PREDICT project Notes: (1)Th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ICT,
as defined in the PREDICT project, was used. (2)IE: 2014; NO, CH: 2015.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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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07년과 2018년 ICT 제조와 서비스의 국가별 GDP 대비 ICT 부가가치

□ ICT 부문은 한국이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EU,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음
o

EU에서 ICT 부문 고용 비중은 2007년과 2018년 사이에 상승함

o

국가 경제와 ICT 부가가치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한국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이는 2018년에도 국가 전체 고용의 약 4.5%에 달하는 고용 기여도 측면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그림 3048))

o

ICT 제조업의 규모도 중요한데, 일본은 2007년에 비해 점유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ICT 부문에서 경제 활동 인구의 약 3%를 고용하여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함

o

미국, EU 및 중국은 ICT 부문이 전체 고용 시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하여 인지함

o

2018년에 EU의 ICT 고용 점유율은 미국의 약 2.8%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인 약
2.5%를 기록, 중국의 2%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임

o

EU와 미국에서는 ICT 서비스가 ICT 부문의 주요 고용 주체인 반면, 중국에서는

48) Source: DESI report ICT Sector and its R&D Performance, PREDICT project Notes: (1)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ICT, as
defined in the PREDICT project, was used. (2)CN: 2016; JP: 2017.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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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제조 부문이 주를 이룸
<그림 30> 2007년과 2018년 ICT 제조와 서비스의 국가별 ICT 고용 비율

□ ICT 부문의 고용은 2007년과 2018년 사이에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증가함(그림
o

3149))

몰타, 에스토니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및 아일랜드는 전체 고용의 4% 이상으로 ICT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음

o

반면, 2018년 그리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및 벨기에는 ICT 고용 부문의 역할이
2.5% 미만으로 가장 낮았음

o

앞서 언급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이는 경제 구조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o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를 제외한 다른 모든 EU 회원국은 2007년과
2018년 사이에 ICT 부문에서 고용 점유율이 유지되었거나 증가함

49) Source: DESI report ICT Sector and its R&D Performance, PREDICT project Notes: (1)Th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ICT,
as defined in the PREDICT project, was used. (2)NO, CH: 2016.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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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07년과 2018년 국가별 총고용 대비 ICT 고용 비율

□ ICT 부문에서 EU의 R&D 집약도는 다른 경쟁국,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임
o

그림 3250)는 2000년, 2007년 및 2018년 주요 경쟁국에서 ICT 부문의 부가가치 대비
R&D에 대한 기업 지출의 변화를 나타냄

o

ICT 부문은 2000년 이후 R&D 집약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한국에서 R&D 집약
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약간 증가함.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8년에는 여전히 EU보다 높음

o

EU 내 ICT 부문의 R&D 집약도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에서 가장 높고, ‘혁신
리더 국가’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와 ‘강력한 혁신국가’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2018년 ICT 산업의 R&D 집약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o

스펙트럼의 하단에는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및 루마니아가
차지함(그림 3351))

50) Source: DESI report ICT Sector and its R&D Performance, PREDICT project. Notes: (1)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 as % of value added.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ICT, as defined in the PREDICT project, was used.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ICT allow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non-EU countries. (2)CN: 2016; JP: 2017.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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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00, 2007, 2018년도 ICT 분야 비즈니스 R&D 집약도: 주요 경쟁국

<그림 33> 2018년 ICT 부문 비즈니스 R&D 집약도: EU 회원국

51) Source: DESI report ICT Sector and its R&D Performance, PREDICT project. Notes: (1)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 as % of value added.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ICT, as defined in the PREDICT project, was used. (2)CH: 2015;
IE: 2014; NO: 2016.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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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부문은 EU보다 미국, 한국 및 일본에서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그림 3452)는 2007년과 2018년 주요 국가별 ICT 부문의 노동 생산성 진화를 비교한
것임

o

2007년에 비해 모든 국가가 이 부문에서 생산성 수준이 증가했지만, EU는 거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o

2018년 노동 생산성은 미국에서 가장 높았고 한국, 일본 및 EU가 그 뒤를 이음

o

중국은 노동 생산성이 10년 넘게 상당히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ICT 부문은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그림 34> 2007년과 2018년 ICT 부문 노동 생산성

52) Source: DESI report ICT Sector and its R&D Performance, PREDICT project. Notes: (1)GDP per person employed in current
PPS€. (2)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ICT, as defined in the PREDICT project, was used. The operational defintion of ICT
allow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non-EU countries. (3)CN: 2016; JP: 2017.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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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ICT 부문의 혁신성 측면에서 다른 주요 경제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보임
o

그림 3553)은 ICT 관련 특허 출원 점유율 변화를 기준으로 ICT 부문의 혁신성을 나타냄

o

이러한 점에서 중국, 한국, 미국, 캐나다, 인도 및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은 모두 EU를
앞섬

- 예를 들면, 2016년 중국의 ICT 관련 특허 비율이 52%인데 반해, EU는 17%로 낮은
비율을 보임
o

또한 EU 전체에서 ICT 특허 비율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국과 인도에서는
점유율이 증가함

o

2016년 EU에서 ICT 관련 특허의 비중은 스웨덴(43%), 아일랜드(36%), 핀란드(36%)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는 ICT 부가가치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o

ICT 특허 비중은 라트비아(4%), 슬로베니아(7%), 이탈리아 및 체코(9%)에서 가장 낮음

53) Source: OECD (Patents by technology) Notes: (1)Domains covered are: telecommunications, consumer electronics, computers,
office machinery, and other ICT. (2)Patent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PCT, at international phase, designating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Patent counts are based on the priority data and the inventor’s country of residence.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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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00, 2007, 2016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협력 조약) 특허
신청서 중 ICT 관련 특허 비율

□ 상위 50대 특허 출원 기업 중 거의 절반이 ICT 관련 부문이며 주로 아시아에 위치
한 반면, EU는 두 회사로 대표됨
o

그림 3654)은 세계적으로 특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R&D 집약적 투자 기업 중,
ICT 관련 기업(특히 컴퓨터와 전자 제품 분야)이 매우 적극적인 특허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

54) Source: OECD and Joint Research Centre-OECD, COR&DIP© database v.2., 2019 Note: Data concerns IP5 patent familie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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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14~2016년 사이의 ICT 부문 특허 출원 상위 50대 기업 및 해당 국가

o

50대 특허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ICT 관련 기업이며, 일본, 한국, 중국 및 대만에
본사를 둔 아시아 기업이 선두에 있고 Ericsson(스웨덴)과 Infineon Technologies(독일)가
유럽의 대표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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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U 내의 디지털 능력의 차이 변화
□ 디지털 경쟁력은 EU의 '혁신 리더(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국가들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국가 혁신을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o

동시에 디지털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2014년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의 디지털 경쟁력 진화를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지수(DESI: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를 발표

- 여기에는 연결성, 인적 자본, 인터넷 사용, 디지털 기술 통합 및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수준을 포함함
<그림 37> 2019년 DESI 지표와 2014~2019년 사이의 증가율

□ 2019년 D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의 '디지털 리더'는 핀란드, 스웨덴과 네덜란드임
(그림 3755))
o

반면,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그리스는 디지털 발전이 가장 낮은 편임

o

전반적으로 모든 EU 회원국은 2014년과 2019년 사이에 디지털 능력을 향상한 것으로

55)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European Commission, DG
CNECT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2019) Note: (1)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 is a composite index
that tracks the evolution of digital competitiveness. The index is the average of the five main dimensions: connectivity,
human capital, uses of internet,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digital public service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1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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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중요한 것은 일부 후발국에서 EU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로 디지털 능력을 개선
하고 있다는 것임

3.5 친환경 ICT를 향한 노력
□ ICT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음
o

동시에, 경제의 디지털 변혁으로 촉진되고 있는 ICT의 환경 영향을 줄여야 함

o

2009년 권고 사항56)에서 EU 집행위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을 목적으로 ICT의 잠재력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ICT’프레임워크를
제안함

o

실제로 ICT는 저탄소(또는 제로) 탄소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GeSI(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57)는

ICT가 프로세스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촉진하여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약 15%까지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함
o

결과적으로, ICT는 우리 경제의 여러 측면의 '스마트 화'(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스
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정부, 스마트 비즈니스, 스마트 빌딩 등)를

가능하게 하여 부문 전반에

걸친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많은 스토리지 및 컴퓨팅 용량이
필요해짐
o

정교한 통신 장비, 인프라 및 모바일 장치의 사용도 에너지 소비 증가의 요소임

o

EU 디지털 전략 보고서58)를 보면 오늘날 ICT 부문이 전기 사용량의 5~9%를 차지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 이상을 차지함

o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4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o

R&I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재생 가능
하고 에너지를 기반으로한 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ICT를 위한 근간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임

o

56)
57)
58)
59)

그림 3859)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CT의 잠재적 영향의 도식화임
https://ec.europa.eu/information_society/activities/sustainable_growth/index_en.html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2015), Smart 2020: Enabling the low carbon economy in the information age.
EU Digital Strateg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0_281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2015) and presentation by Richard Labelle (2014)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54/figure-54-1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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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CT는 녹색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나(그림 왼쪽) 이를 사용하려면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고 컴퓨팅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R&I를 통한 솔루션은 환경 영향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의
해결책으로 기대함
<그림 38> ICT 부문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의 개념도

4

과학, 지식 교류, 혁신 분야 성과

4.1 과학 분야 성과
□ 중국과 공동으로 EU는 전 세계 과학 성과물 점유율에서 선두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함
o

전 세계 인구의 7%를 차지하는 EU는 세계 R&D 비용의 20%와 전 세계 과학 출판물의
21%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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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EU의 점유율은 2000년 30%에서 2018년 21%로 감소함(그림 3960))
<그림 39> 2000~2018년 사이의 국제 과학 출판물 점유율

o

중국은 첨단 과학 분야의 주요 경쟁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국의 과학 출판물 세계
점유율은 2000년 5.8%에서 2018년 20.9%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그림 4061))

- 영국을 제외한 EU와 공동으로 중국이 세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함
o

더욱이 중국의 세계 R&D 지출 비중은 2000년 5%에서 현재 20% 이상으로 증가, 이는
R&D 집약도가 이미 EU를 추월했음을 의미함62)

60)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Notes: (1)Data produced by
Science-Metrix based on Scopus database. Fractional counting method used. (2)BRIS includes Brazil, Russian Federation, India
and South Africa. (3)Developed Asia economies includes Japan and South Korea. (4)Figures correspond to the latest year,
2018.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1/figure-61-1.xlsx
61)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Notes: (1)Data produced by
Science-Metrix based on Scopus database. Fractional counting method used. (2)Developed Asia economies includes Japan and
South Korea. (3)BRIS includes Brazil, Russian Federation, India and South Africa.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1/figure-61-2.xlsx
62) European Commission (2019a), China - Challenges and Prospects from an Industrial and Innovation Powerhouse, Br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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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2000년과 2018년 과학 출판물 세계 점유율 비교

o

동시에 미국의 과학 출판물 세계 점유율은 2000년 29%에서 2018년 16.9%로 떨어졌으며,
이 하락으로 미국은 2000년 26.9%에서 2018년 20.8%로 떨어진 EU63) 보다 낮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 동안 BRIS 국가64)는 점유율을 6.4%에서 11.3%로 높음

□ 미국은 그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인용도가 높은 과학 출판물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두를 유지, 그 뒤를 이어 유럽이 2위를 유지하나 중국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급등하는 추세임
63) 2000년과 2018년 모두 영국을 제외한 점유율
64) Brazil, Russia, India and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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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U는 피인용도가 높은 상위 10% 간행물 비율이 22.7%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함(그림 4
165))

o

그러나 중국 과학 분야의 상위 피인용 출판물은 2000년 2.9%에서 2016년 18.9%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EU 및 미국의 출판물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음

o

미국의 경우 상위 10% 피인용 출판물의 비율이 2000년 41.8%에서 2016년 25.7%로
급격히 감소하여 EU와 비슷한 수준임
<그림 41> 2000년과 2016년 주요 국가 세계 상위 10% 피인용 과학 출판물 비율

o

2000년과 2016년 사이에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상위 10% 피인용 과학 출판물의 세계
점유율이 감소했지만 스페인은 1.8%에서 2.4%로 증가함(그림 4266))

65)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Note: (1)Data produced by
Science-Metrix based on Scopus database. Scientific publications within the 10 % most-cited scientific publications worldwide
as % of total scientific publications of the country; fractional counting method. (2)BRIS includes Brazil, Russian Federation,
India and South Africa. (3)Developed Asia economies includes Japan and South Korea. (4)Figures correspond to the latest
year, 2018.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1/figure-61-3.xlsx
66)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Notes: (1)Data produced by
Science-Metrix based on Scopus database. Scientific publications within the 10 % most-cited scientific publications worldwide
as % of total scientific publications of the country; fractional counting method. (2)Developed Asia economies includes Japan
and South Korea. (3)BRIS includes Brazil, Russian Federation, India and South Africa.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1/figure-6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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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000년과 2016년 세계 상위 10% 피인용 과학 출판물 비율

□ EU 내 대부분 국가에서 R&D 집약도와 과학 분야 성과물의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보여줌
o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및 독일은
연구 개발에 대한 공공 투자 수준이 EU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줌(그림 4367))

67) Source: Eurostat (online data code: rd_e_gerdtot), OECD and Science-Metrix using data from the Scopus database Notes:
(1)Scientific publications within the 10 % most-cited scientific publications worldwide as % of total scientific publications of
the country; fractional counting method. (2)CH: 2015.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1/figure-61-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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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든 지중해(이탈리아 제외)와 중부 및 동유럽 국가는 R&D 투자수준과 과학적 우수성에서
모두 EU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3> 2016년 상위 10% 피인용 출판물과 공공 R&D 집약도 투자의 상관관계

o

미국은 공공 R&D 집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EU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높은 반면
일본과 한국은 공공 투자와 비교해 과학적 수준이 낮음

o

동시에 중국의 과학적 질은 약간 낮은 R&D 집약도에도 불구하고 EU 수준에 근접함
(그림 43)

□ 여러 EU 회원국이 공공 부문 연구 시스템의 효과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필요한 정책 개혁을 도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o

2013년과 2016년 사이 EU28)의 연구 우수성은 연간 3.2%의 성장률로 증가함

o

그러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영향력 있는 국가 R&I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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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o

유럽 
연구 분야(ERA) 우선순위는 이를 반영, 과학과 사회 혁신을 통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 연구 시스템과 풍부한 R&I 정책 조합을 요구함

□ EU 회원국은 UN SDG(Sustainable
o

Development Goals)

활동에 다수 참여하고 있음

그림 4468)은 유럽이 UN SDGs 관련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주로
연구자들이 SDG에 대한 이해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 및 문제를 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상충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나타냄

* 이 수치는 SDG와 직접 관련된 논문, 즉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제목,
초록 또는 키워드가 있는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함
o

이를 보면, 북미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기여도가 낮으며, 설문 조사에 참여한
SDG 논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은 유럽 국가들 간에서 이뤄짐

o

또한 유럽은 북미와 가장 큰 협력자이며(북미 내 협력보다 더 큰 수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외부 협력자임

o

아프리카, 아랍 국가 및 라틴 아메리카는 북미보다 유럽과의 공동 저자가 더 많았음

□ 과학 출판물의 분야 중, '건강, 인구 통계학적 변화 및 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함
o

주요 과학 출판물 중에 '건강, 인구 통계학적 변화 및 복지' 관련 사회적 과제에 대한
출판물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지만, 2005~2009년과 2014~2018년 사이 EU가 차지하는
비율은 64.4%에서 56.3%로 감소함

o

그러나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EU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증가하였는데, 중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음

68) Source: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2019: 10) Note: (1)The figure is a pair-wise matrix showing the number of SDG
papers authored by researchers in countries within each regional pair represented by the intersection of the row and
column.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1/figure-61-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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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SDG 핵심 활동과 출판물 관련 지역 간 협업 현황

4.2 지식 교류 분야 성과
□ 연구원들의 부문, 분야 및 국가 간에 이동은 연구 기관, 비즈니스, 비영리 조직 및
공공 부문 사이의 지식 확산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함
o

이러한 이동성은 지식의 빠른 흡수 및 가치화를 가능하게 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연구원의 경력에도 도움을 줌

o

그러나 이동성 패턴은 과학 기술 분야 인력 이동성, 연구자의 국제 이동성, 부문 간
이동성 측면에서 EU 회원국 간에 차이가 있음

o

숙련자 및 학계 교수들의 비이동성 현상은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켜 산업화 및 주변
지역 그리고 국가의 경제를 더욱 약화할 수 있고69), 모든 EU 국가 R&I 시스템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음

o

이는 기업, 대학 및 정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제 및 부문 간 이동의 촉진 및
방해 요소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인적 자원 이동은 지난 10년 동안 EU 수준에서 약간만 증가
69) Iammarino, S., Rodriguez-Pose, A. and Storper, M. (2018), Regional inequality in Europe: evidence,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9(2), https://doi.org/10.1093/jeg/lby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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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전체 R&I 근로자 중 적은 부분을 차지함
o

2007년과 2018년 사이에 과학 기술 인력의 이동성은 EU에서 7.8%로 약간 증가, 대
부분의 국가는 10%에서 5% 사이에 정체됨

o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실망스럽고 그림 4570)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여줌

o

전반적 이동성 감소는 이동성이 높은 북부 국가(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
웨이)와

이동성이 낮은 동부 및 남부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모두에서 발생함
o

반면,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프랑스, 
독일 및 스위스에서 이동성은 매우 증가함
<그림 45> 2010년과 2018년 전체 직장 이동 인구 중 과학 기술 분야 비율

□ 연구원의 국제적 이동성과 관련하여, 성과가 높은 국가의 연구자 유입 비율과 소규모
R&I 국가의 이동성은 큰 차이가 있음
o

국가와 지역의 인적 교류는 계속 불균형한 상태이며, 몰타, 그리스 및 아이슬란드의

70) Source: Eurostat (online data code: hrst_fl_mobsex). Notes: (1)Shows the movement of individuals between one job and
another from one year to the next. It does not include inflows into the labour market from a situation of unemployment or
inactivity. (2)HRST: People with tertiary education and/or employed in science and technology.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2/figure-62-1.xlsx

- 51 -

2020 EU의 과학, 연구 및 혁신 성과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EU 2020)

연구자는 해외 지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아주 높고 또한 외국 연
구자 유입도 적은 실정임
o

동시에 북유럽 국가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은 연구자 유입 비중이 매우 높고,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키프로스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진들의 높은 유입과
이동성을 나타냄(그림 46과 4771))
<그림 46> 국제적 연구원 이동성 현황

71) Source: European Commission, MORE3 study (2016)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2/figure-6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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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그림 48의 Zoom 부분 표시

□ EU에서 기업이 자금을 지원하는 R&D에 대한 공공 지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회원국 간
에는 중요한 격차가 있음
o

기업과 학계 간의 협력은 종종 민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R&D에 대한 공공 지출의
비율로 측정됨

o

그림 5072)은 지난 10년 동안 EU에서 이러한 유형의 협력이 약간 증가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협력이 급격히 감소함

- 네덜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및 세르비아는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나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증가세를 기록함
o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종류의 협력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EU 평균은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면서 3위를 차지함

- 국제적 비교를 통해 EU의 유리한 조건이 확인되었지만, 일부 회원국 사이의 급격한
차이와 감소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72)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Data: Eurostat (online data code:
rd_e_gerdfund), OECD. Notes: (1)Public expenditure on R&D financed by business enterprise does not include financing from
abroad. (2)SI, UK, IS, IL: 2016. (3)DK, LU, NL, AT, SE, NO, RS: 2009; EL, ME: 2011. (4)US, JP, CN, CA, BE, FR, NL, RO, SI,
IS, RS: breaks in series occur between 2008 and 2017.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2/figure-62-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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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2008년과 2017년 GDP 대비 민간 부문 R&D에 투입된 공공 자금의 비율

□ EU는 국제 과학 협력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 이외에도 미국 및 일본 모두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냄(그림 4973))
o

EU의 국제 과학 공동 출판 점유율은 2000년과 2018년 사이에 거의 두 배인 24.6%에서 43.7%로
(EU 내 협력 포함)

o

증가, 미국은 18.7%에서 38.3%로, 일본은 15%에서 30.3%로 증가함

한국과 중국도 국제 공동 출판물 비중을 각각 21.2%에서 28.9%로, 14.8%에서 22%로
증가, 이는 국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함

o

이는 Marie-Curie Skłodowska Actions(MSCA)와 같은 특정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자금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럽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o

그러나 EU 회원국 협력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통해 여러 동유럽 국가(루마니아, 불가
리아, 폴란드)가

여전히 낮은 수준의 국제적 노출 및 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73)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Data: Science-Metrix based on
Scopus database Note: (1)EU average includes intra-EU collaboration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2/figure-62-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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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000년과 2018년 전체 과학 출판물 중 국제 협력 출판물 비중

4.3 혁신 분야 성과
□ EU의 IOI(Innovation

Output Indicator)에

따르면, EU는 주로 PCT 특허 출원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혁신 성과물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에 뒤처져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느린
진전을 보임74)
o

종합 지표는 혁신 성과물을 측정하기 위해 네 가지 구성 요소
동에 대한 고용,

③

지식 기반 상품 및 서비스 거래,

①

특허,

②

지식 집약적 활

④

고성장 기업의 혁신성을 집계함

- 이 수치는 EU가 처음으로 미국을 앞선 결과를 낸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는
다른 지표이며, EIS에는 투자 및 프레임워크 조건 등 몇 가지 다른 요소를 포함함
o

EU가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좋지 않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및 덴마크와 같은 일부
EU 회원국은 여러 혁신 지수에서 국제 경쟁 국가와 같거나 더 나은 실적을 보임

- 예를 들어, 최신 글로벌 혁신 지수75)의 상위 10개 국가에는 5개의 EU 회원국을 포함
하며, 스웨덴은 EU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냄
o

최신 EIS에 따르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및 네덜란드가 혁신을 주도함

74) For the last release of the Innovation Output Indicator see Vertesy and Damioli (2020).
75)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 (2019);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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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I에 따르면 EU 내에서 아일랜드가 최고의 성과를 냈고 스웨덴, 룩셈부르크 및 헝가리
가 그 뒤를 이음
o

반대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그리스가 지수 하단에 위치, 리투아니아와 루마니아가
그 뒤를 이음

o

혁신 산출 지표는 유럽 북서부와 남동부 사이의 혁신 격차가 있으나(그림 5076)), 헝가리,
몰타 및 체코 등 총수출에서 첨단기술 제품의 비율이 높고 기업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
하는 국가는 예외임

o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혁신 성과물이 향상되었고, 몰타 및 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특허
출원 및 혁신적인 고성장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히 개선, 그리스는 지식 집약적
서비스 수출 약화와 기업 혁신의 부진으로 혁신 성과가 크게 후퇴함

o

일부 회원국은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는데, 핀란드, 독일 및 덴마크는 일부 혁신 리더의
성과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음
<그림 50> EU 혁신 지표

76) Source: European Commission, DG Joint Research Centre (Vértesy and Damioli, 2020). Note: (1)EU: Two sets of values are
available: values for worldwide comparison and values for European comparison. The values for worldwide comparison are
shown on the graph. The value for European comparison for 2018 is 101.7.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3/figure-6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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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에 대한 투자로 인한 기술 혁신은 어느 정도 R&I 수행자의 특허 활동에 반영됨
o

2017년 EU는 전 세계 PCT77) 특허 출원의 20%를 차지, 이는 2000년 30% 점유율에서
감소한 수치임(그림 5178))

o

PCT 특허 출원의 비율은 주로 일본 및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나,
미국, EU 및 영국과 같은 서방 국가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임

o

특히, 2016년 중국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약 2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
특허 출원의 강국으로 부상함

o

미국이 PCT 특허 출원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2000년 40%에서
2017년 23.5%로 매우 감소함
<그림 51> 2000~2017년 사이의 세계 PCT 특허 출원 점유율

□ 그러나 전체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실적으로 볼 때, 중국의 실적은 미국, EU 및
아시아 선진국의 실적보다 훨씬 낮음
o

특허 출원 건수를 인구수로 정규화하면 일본과 한국의 PCT 
특허 출원은 시간에 따라
현저하게 향상됨(그림 5279)). 2000년에 한국이 미국, 유럽 및 캐나다에 뒤처졌으나

77) Patent Cooperation Treaty.
78) Source: OECD (Patents by technology) Note: (1)Patent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PCT, at international phase, designating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Patent counts are based on the priority date, the inventor’s country of residence and
fractional count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3/figure-63-2.xlsx
79)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based on OECD (Patents by
technology), Eurostat and World Bank data Notes: (1)Patent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PCT, at the international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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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이들 국가보다 훨씬 앞섬
o

최근 몇 년 동안 EU의 실적은 일본, 한국, 미국과의 격차가 증가하면서 정체된 상황이
나 캐나다보다는 앞섬

□ EU 내에서 성과는 회원국마다 상당히 다르며 혁신 격차가 분명히 드러남
o

북유럽과 서유럽이 주로 실적이 좋으며 동유럽과 남유럽의 실적이 좋지 않음

o

하지만, 이러한 실적의 차이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으며, 특허는 제조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련이 있음. 즉, 제조 관련 업체가 서비스 부문 회사보다
특허를 더 많이 출원하는 경향이 있음80)

o

크로아티아와 핀란드를 제외한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다른 모든 EU 국가의 실적이
향상됨

o

특히, 핀란드는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핀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 출원
기업인 노키아(Nokia)의 약화와 관련이 있음

o

반면,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및 몰타와 같은 국가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2014년 ‘특허 박스’와 같은 특허 출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로 고등 교육 부문에서 특허 출원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임81)82)

o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의 경우 지적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특허 출원을 촉진한 것으로 보이며83),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 등 다른 국가들도 상당한
개선을 나타냄

designating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Patent counts are based on the priority date, the inventor’s country of
residence and fractional counts. (2)MK: 2016.
80)
81)
82)
83)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3/figure-63-3.xlsx
EPO and EIPO (2019), IPR-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15), RIO country report 2015: Portugal.
European Commission (2014), a Study on R&D Tax Incentives.
European Commission (2015), RIO country report 2015: Lithu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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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2000, 2010, 2017년도 별 인구 백만 명당 PCT 특허 출원 수

□ 특허 품질의 척도로서 ‘EPO에 가장 많이 인용된 특허 출원 1%’에 따르면, 한국, 캐
나다, 일본이 EU보다 앞선 반면, EU는 중국과 미국보다 앞섬(그림 5584))
o

2000년대 초반 최고의 성과를 거둔 일본은 점유율이 크게 감소함

o

EU 내에서 루마니아가 1위를 차지, 스페인과 벨기에가 그 뒤를 이었으며, 하위에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차지함

o

시간에 따라 핀란드만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키아에 대한 과
도한 의존 때문일 것으로 보임

o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및 포르투갈은 2000~2004년 이후 가장 많이 개선됨

84) Source: DG Research and Innovation, Chief Economist - R&I Strategy & Foresight Unit Notes: Data produced by
Science-Metrix using data from EPO Patstat Spring 2019 database. A minimum of 30 patent applications for a given country
and period are required to calculate a score. Fractional counting method was used. Five-year window used in the
calculation. Data is calculated with five-year average to reduce volatility.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3/figure-63-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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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국가별 상위 1% 인용 특허 점유율

o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은 기업이 R&I에 대한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로85), 혁신적 기업은 비혁
신적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지적 재산권을 사용함

o

혁신적인 기업의 IPR 사용 정도는 EU 국가마다 다르며, 독일의 경우 거의 60%의 혁신
기업이 IPR을 사용하는 반면, 루마니아에서는 점유율이 10%를 약간 넘음

o

이는 각 국가의 주요 경제 부문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IPR 점유
율이 높은 국가에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조 등의 IPR 집약적 부문이 많은 반
면, 점유율이 낮은 국가는 주로 도매, 소매 무역 등의 서비스가 경제의 주를 이룸(그림
5486))

o

인센티브 및 IPR 강제 조항 등의 IPR에 대한 국가별 정책은 IPR 점유율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4년 체코는 기업의 IPR 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함87)
85)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7), Protecting innovation through trade secrets and patents: determinants for
European Union firms.
86) Source: Eurostat - Community Innovation Survey 2016 (online data code: inn_cis10_ipr). Note: (1)EU value estimated with the
available 20 EU countries.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3/figure-63-14.xlsx
87) EC-OECD STIP COMPASS, https://stip.oecd.org/stip.html

- 60 -

<그림 54> 혁신 및 비혁신 기업 사이의 IPR 사용율 비교

□ 2016년 EU 기업의 48%가 2014~2016년에 혁신 활동을 보고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5.7% 감소한 수치임
o

혁신 기업의 점유율도 감소하였는데, 독일, 루마니아 및 폴란드는 혁신기업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그림 5588))한 반면, 리투아니아는 2010년과 비교 시 상당히 개선됨

o

벨기에는 혁신 기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국가(거의 70%)이고 포르투갈과 핀란드가 그
뒤를 이음

o

모든 국가 중에서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70%이상 점유율의 최고 성과를 나타낸 반면, 루
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및 헝가리가 혁신 기업의 점유율이 가장 낮았음(30% 미만)

o

수치를 보면 혁신적인 기업의 비율은 포르투갈, 그리스 및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예외 국가를 제외하고 유럽 북서부와 남동부 간의 혁신 격차를 보여줌

o

혁신 기업의 비중은 국가의 경제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하이테크 제조 및 지식 집약적
서비스(ICT 및 금융)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혁신 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

88) Source: Eurostat - Community Innovation Survey 2016 and 2010 (online data code: inn_cis10_type and inn_cis7_type). Note:
(1) EU estimated and not including EL. EL: 2012.
Stat. link: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srip/2020/parti/chapter63/figure-63-1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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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지며, 이러한 예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있음
<그림 55> 2010년과 2016년 총 기업 수 대비 혁신 기업 비율

5

결론

□ EU의 과학적 성과는 영국의 EU 탈퇴, 중국의 부상, 디지털화 및 SDGs에 대한 새로운
초점을 포함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함
o

EU와 중국이 과학적 성과물 측면에서 세계적 리더인 반면, 미국은 과학적 성과물의
질적인 면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과학자들의 연구관련 출판량은
지난 20년 동안 EU의 출판량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연구진들의 이동성은 여전히 
지식 확산의 요소이지만, EU의 국제적 이동성 패턴과 부문
간 이동성 패턴은 국가 간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음
o

일반적으로 R&I 성과가 높은 국가는 연구진들의 유입과 유출이 더 많은 경향이 있으며,
R&I 시스템의 규모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EU는 공공-민간 공동 출판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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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공공 연구에 대한 민간 자금 지원의 경우 EU 국가 간에 큰 격차로 인해 글로벌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o

협업 패턴은 몇몇 대기업이 국제 및 부문 간 협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o

유럽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R&I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o

디지털화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지리적 접근성이 여전히 혁신적인 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업계와 학계 간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강화
해야 함

□ 전반적으로 EU의 혁신 성과물은 일본과 미국에 계속 뒤처져 있는 상황임
o

미국에 비해 EU는 하이테크 제조 제품과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를 수출에 강하나,
고용 및 특허 출원 측면에서는 약세를 보임

o

일본과 한국은 특허 출원과 첨단 제품 수출을 주도, PCT 특허 출원 측면에서 EU와
미국은 일본과 중국 등의 국가에 점유율을 잃고 있으며 중국의 급성장은 EU에 경쟁
압력을 가하고 있음

o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EU 지적 재산권 정책 지원, 과학 산업 상호 협력 촉진 및 지식 평가 정책 개선에
대한 추가 노력이 필요함

□ EU 내의 혁신 격차가 고착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o

북서부 유럽은 대부분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지만 남동부 유럽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임

o

근본적으로 EU 회원국별 경제 구조의 차이가 혁신 성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나, EU는 국가 혁신 시스템의 개선을 지원하고 지식 순환을 촉진을 통해 회원국
간의 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o

궁극적으로 혁신 격차를 해결하는 것은 EU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경쟁력 있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2010년과 2016년 사이에 EU에서 혁신 기업의 비율과 혁신 매출액이 감소함
o

EU 기업의 약 절반이 혁신적이며, 주로 제품 또는 프로세스 부문 혁신에 대한 비율이
높으며, EU의 중소기업의 절반이 혁신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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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혁신 집약적 부문의 창출을 장려하고 회원국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 EU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 EU가 운송,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주도하며, 특허 출원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반면, 미국은 건강, 바이오, 식품 및 보안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함
o

전 분야의 중국 점유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SDGs 해결을 위해 혁신과
기술 진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EU는 지속적으로 과학적 리더십에 투자해야 하며
연구 결과로부터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식 가치화의 문화 장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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