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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한국경제는 전반적 경제 활력의 저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 편중된 산업구조 및 고도화 지체, 수출역량 감소, 수출과 성장의 괴리,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 매우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의 위기를 줄이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
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들도 기술진보, 세계화, 인구구조의 변동 등으로 성장
과 분배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
중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빈부격차의 확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나
타나고 있으며,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도 큰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외적 도전과 위험에 맞서서 혁신성장으로 앞서가고 있
는 EU 및 회원국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산업정책,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1권에서는 산업정
책과 일자리 창출에 관련하여 ‘Europe 2020’을 살펴보고, 2권에서는 EU 및
회원국 중소기업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urope 2020’ 전략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키고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회
복시키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장기 구조개혁 비전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Europe 2020’ 전략이 2020년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는 아직 유보적이지만, EU의 전략이 ‘성장과 포용’을 기치로 스마트 성장, 지속
가능 성장,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
엇보다도 우리나라가 EU의 성장전략과 유사하게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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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Europe 2020’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상기 EU의 전략 중 산업정책 및 일자리 관련 이니셔
티브를 중점으로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을 시도한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일
자리 문제는 산업구조의 전환과도 관련이 있는데, 산업구조의 전환에는 단기적
인 금융･재정 정책의 조정뿐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하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가 유럽의 정책경험을 통해서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으
로 사회 필요에 부응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중소기업법, 경쟁력 프로그램, 금융지원 및 국제화지원, 표준화 등 EU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정책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
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정책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경
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중소기업을 통한 혁신성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본원의 유럽 현지모니터링 사업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헌신
과 노력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다룬 제1권은 인
천대학교 이명헌 교수, 건국대학교 주상영 교수, 한양대학교 한홍열 교수, 강원
대학교 정준호 교수, 그리고 오스트리아 WIFO의 Martin Falk 박사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제2권의 중소기업정책 분야는 본원의 김흥종 선임연구
위원, 오태현 전문연구원, 이현진 전문연구원이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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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의 정재현 박사,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과장, 본원의 조동희 부연
구위원,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기여한 본원의 정성춘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드
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가적 경제정책의 성공에 커
다란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원장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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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EU가 2010년에 제시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추진체계, 산업정책의 성격과 수단,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수행되었다. Europe 2020이 제시된 배경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
화의 도전 및 자체 내의 사회적 변화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
시아가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EU는 현행 지정학 및 지경학적 조건
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내
적으로는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측면의 문제, 즉 고령화와 이민 문제가 EU 차원에서 악화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 이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
러한 가치 이면에는 지식과 혁신전략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는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 면에서는 경제 및 재정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EU 수준에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연성적인 개방형 조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파
트너십을 통한 참여의 확대 등이 수반되었다.
산업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수평적 접근에 기반한 유럽
의 산업정책이 Europe 2020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혁신과 경쟁정책 중심의 수평적 접근을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별 특
수성을 감안하는 소위 ‘Matrix형’ 정책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의 산업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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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자본시장(pseudo capital market)의 기능’, 즉 자본을 비롯한 생
산자원을 특정 산업 분야에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EU의 산업
정책은 ‘정보시장’의 제공과 R&D의 촉진을 통한 혁신기반의 제공에 높은 중점
을 두고 있다.
Europe 2020의 7대 이니셔티브 중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으로 대표되
는 EU의 신산업정책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 및 산학연관과 시민이 혁신 주체로 나서는 생태계 기반의 개방형
혁신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EU의 산업정책이 필
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시행체계와 관련해서 여
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들 간에
명확한 권한과 조정의 부재, 그에 따른 파편화와 시너지 효과의 실종, 산업정책
의 특성에 기인한 EU와 회원국들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의 문제, 회원국 간의
역사와 경제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정책 형성과 실행에서의 불균등한 역량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urope 2020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는 우선
순위 영역으로 네 가지, 즉 노동시장 작동 개선, 고용에 적합한 숙련 부여, 일자
리 질과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EU 당국이 구상하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노사의 공
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었다. 또한 기존 정책, 법규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서 그 기반 위에서 EU 수준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입법조치를 취해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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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 행해진 중간평가는 ‘이 이니셔티브가 고용정책과 관
련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Europe 2020의 고용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European Employment Guideline)’이 제시
되고 각 회원국의 개혁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유러피안 세메
스터’의 틀 속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래 EU28개국의 고용상황은 여러 포괄적 지표면에서 호전되고 있다. 하
지만 EU 노동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즉 고용률의 북고남저(北高南低) 현
상,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저조한 고용률, 노동시장의 분단, 수요와 공급 사이의
매칭 비효율화, 실질임금 상승 저조(低調), ‘노동빈곤’ 계층 증가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EU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정책 접근방법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이른바 수평적인 접
근만을 유일한 접근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행해졌
던 특정 산업을 선별하는 수직적 접근방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수평적인 접근
이 선호되고 있지만, 산업 특성, 지역의 제도적 특성, 정책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 접근이 선호될 수도 있다. EU의 사례에서 보듯
이 수평적인 접근이 가지는 편향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과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의 산업 및 혁신 정책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계로서의 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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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연구, 시민 등 모든 이들이 혁신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
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수평
적이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이 상호 교차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평판의 기제
가 선별 기제로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둘째 논점과 관련해서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
요하다. 단순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혁
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은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
랫폼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이나 역량 제공자, 이해관계의 조정자, 혁신성과
들을 구매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달자, 그리고 기존의 자금지
원을 지렛대로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
우 국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쟁우위와는 거리가 먼, 소위 희망사항
과 장밋빛 환상이 담긴 ‘급진적 구성’이 대체적으로 선호된다. 그러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국가나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화’나 ‘다각화’ 같은 다양한 경로들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로들은 범
용 기반기술과 기존 산업들 간 인터페이스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간의
융·복합을 고무하는 것, 즉 범용기술을 결합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
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EU 2020’ 전략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규모의 유지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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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반하는 포용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제조업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지는 다방면의 문
제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련노동 부족과 설비투자 저하 등으로 산
업기반이 약화된 지역에서는 결국 지역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 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동정책의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대표들 사이의 자율성을 가진 사
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유연안정성 주제와
관련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정
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체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교육훈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체계의
항시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높은 정책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Europe 2020의 구체적 시행 내용과 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네 가지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첫째 주제는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과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그
효과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들의 효과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이 구조변동에 의한 문제들
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투자지원책이 긍정적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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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경우도 있었다.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 근거는 이론의 여지가
남았다. 또한 대학 신설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책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성과는 오랜 적
응기간이 지난 후에나 거둘 수 있다.
둘째 주제는 EU의 혁신지향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의 재원
배분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EU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영역
으로 성장시켰다. 여기에는 이민,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이 포함된다. 대
부분의 프로그램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주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고연령대
그룹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중요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별 인구학,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정책이 여성의 가정 외부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임을 시사한다. 교육수준 향상, 출산 횟수 감소, 워킹맘들과의 접촉,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조세정책 수립 시 부소득자
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
으로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구성을 개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되
는 정액 급여는 여성의 근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
한 공공지출 확대는 특히 신흥 유럽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EU 2020 전략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
로 EU28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EU 2020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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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EU
2020 전략과 여타 국가별 가족친화적 정책이 여성 고용률 확대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넷째 주제는 대학과 기업 간의 다양한 연계방식이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공동 제공, 기업의 학생 직무실습, 이원적 교육 프로그
램, 성인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급속한 기술 변
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직무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이
므로, 앞으로 이러한 형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성인학습은 EU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EU 집행위원회는 성인들을
위해 보다 유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학습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
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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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진보, 세계화, 인구
구조의 변동 등으로 성장과 분배 간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
장의 이중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경제의 양극
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도국의 추격으
로 인해 선진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적 차원에서 조정되고 있다. 또한 기
후와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에 대한
갈등과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그에 연이은 유럽의 재정위기는 기존의 성장전략에 대한 재
고를 앞당긴 방아쇠로 작용했다.
이러한 배경과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EU는 ‘Europe 2020 전략’
을 제안했다. ‘Europe 2020 전략’은 담대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의 완전한 회복과 역내 회원국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를 한다. 이를 위해 경쟁력
제고, 생산성 제고, 성장잠재력 제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 회원국 간 경제적 성
과의 수렴이라는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EU가 글로벌 금융위기
의 관리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복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장기 구조개혁 비전이다.1) 이처럼 성장과 포용을 아우르는
성장전략이 EU 차원에서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urope 2020 전략’은 크
게 주목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성장과 포용을 모두 담고 있는 ‘Europe 2020 전략’은 2020년에 끝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이 전략의 종료 기간은 얼마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난 성장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EU의 성장

1) European Commission(20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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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유사하게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Europe 2020 전략’이 가지는 함의는 현재
진행형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포용적 성장이라는 ‘Europe 2020’의
기본 목표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Europe 2020 전략’이 한국경제에 가지는 함의는 적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는 3대 우선목표로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
성장,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이들 우선목표를 달성을 위한 7대 핵심 선도사
업과제(flagship initiative)를 설정하였다.2) 전술한 바와 같이, EU의 ‘Europe
2020 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회원국의 경쟁력 제고
를 겨냥하고 있다. 이 전략은 산업경쟁력 향상, 성장잠재력의 확충, 사회적 불
평등의 완화, 그리고 회원국들 간 경제적 성과의 수렴 등 중장기 과제들을 포함
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EU가 기존의 정책기조에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EU
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일종의 포괄적인 ‘성장전략’이다. 본 전
략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
가’의 문제의식을 일정 정도 공유하고 이를 미리 제시했다는 점에서 ‘Europe
2020 전략’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으로 생
각된다.

표 1-1. ‘Europe 2020’의 3대 목표와 7대 선도과제
우선목표

내용

핵심 이니셔티브

스마트 성장

지식 및 혁신기반 경제

혁신연합, 청년 움직이다, 디지털 아젠다

지속가능 성장

자원이용효율, 녹색경제, 경쟁적 경제

자원 효율적 유럽,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高고용에 기초한 경제, 사회, 지역적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빈곤에 맞서는 유럽

통합

플랫폼

포용적 성장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d), p. 3을 요약·정리하여 저자 작성.

2) European Commission(2010d),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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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2020 전략’은 리스본 전략을 계승하는 것이다. 리스본 전략이 세
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지만 이
역시 세계화, 인구변화, 지식사회라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도전에 적극적으
로 대처함으로써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다. 비록 성공적인 결과
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리스본 전략’은 EU가 다양한 도전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유럽 공동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시민들을 위해 성장, 공정,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여 EU
를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곳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시도라는 점을 평
가할 필요가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리스본 전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전략 중에서 산업정책 및 일자리 관련 이니셔티브를 중점으로 분석하고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rope 2020’이 이 정책영역과 관련
해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있고, 다양화된 산업기반을 위한 산업정책 확립, 다양한 정책수단(규제, 조달,
경쟁법, 산업표준 확립, 중소기업 정책 등)들을 결합하는 수평적 접근법 개발,
중소기업 기업환경의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둘째, 기술과 일자
리 관련해서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추진, 스마트 규제를 위한 법률적 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역량 강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참여를 통
한 교육훈련 협력의 틀 발전 추동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의 배경에는 유럽의 구조적 취약성, 즉 경제성장의 지체, 낮은 고
용율,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유럽과 같은 거대 경제권이 이와
같은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고 있는 경험은, 이행과정
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경제에 매우 많은 시사점
을 줄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전반적 경제활력의 저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 편중적 산업구조와 고도화 지체, 수출역량 감소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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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성장의 괴리 등 매우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장기침
체의 위기를 줄이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를 위
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Europe 2020 전
략’의 성공 및 실패의 측면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양적
인 면에서는 2000년 이래 고용률이 꾸준히 개선되어왔으나 6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중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실업률은 4% 내외로 OECD 주요국
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 유지되어왔으나 비정규직, 불완전 취업상태의 자영업자
등의 광범위한 존재로 인해서 ‘체감 실업률’은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
대의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10% 내외가 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정책과제로
자리 잡았다.
일자리 문제는 산업구조의 전환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산업구조의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 재정 정책의 조정뿐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가가치 규모, 생산성은 제조업 분야에서 빠르게 신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고용능력의 일정한
유지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산업정책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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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Europe의 정책경험을 통해서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의 배경 위에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아직 지역, 사회
서비스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EU 내에서도 산업구조가 상당히 다
른 국가들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여건에 맞는 정책방향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 일자리의 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 파트너 간 대화와 협력 모
델에 대한 시사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는 단순한 수요-공급
의 원리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격의 교육, 훈련, 산학협력, 노사교섭 등의 주체
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EU 및 성과가 좋은 회원국들은 이러한 측면을 중시하
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4. 연구의 목적과 보고서 구성
이 연구에서는 Europe 2020에 대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
한 답을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제2장부터 제5장을 구성하였다.
첫째는 Europe 2020 전략의 거시적 목표와 수단체계에 관한 질문이다. 즉
이 전략을 제시하게 된 배경이 되는 사회, 경제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전략 수행을 위
한 추진체계가 어떠했는가? (제2장)
둘째는 Europe 2020은 산업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어떤 특징과 의미가
있는가이다. 특히 개념적으로 대립되는 수직적 접근과 수평적 접근 사이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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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피려 한다. (제3장) 전통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
아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특정한 산업을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해서 육성하려는 수
직적 접근방식이 자주 선택되었다. 반면 유럽 국가들, 특히 EU 수준에서는 수평
적 접근, 즉 시장실패를 교정한다는 개념에 입각해서 산업성장의 일반적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이 선호되어왔다. 그러한 EU의 경험과 그를 둘러싼 논의를 살핌으
로써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Europe 2020의 7대 정책
이니셔티브 중에서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과 관련한 질문이다. EU의 새로운
산업정책의 기본적 프레임워크는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 정책수단의
내용은 어떠한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4장)
넷째는 EU가 가장 중시하는 고용 문제와 직결된 이니셔티브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와 관련한 질문이다. 즉 이니셔티브가 출발하던 시점의 고용상황은 어떠
했는지, 그리고 이니셔티브의 정책체계는 어떠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제5장) 특히 이 같
은 검토를 하는 가운데 EU에서 강조되어온 유연안정성 강화정책의 추진을 위
해서 필요한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시적 노동시장 성과의 개선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필 것이다.
이상 네 개의 장에 더하여 제6장과 제7장은 ‘Europe 2020’이 대응하려고
시도했던 하부정책 문제와 그에 대한 정책수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연구
로서 ‘유럽 현지’의 연구자인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Austr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의 마르틴 팔크(Martin Falk) 박사가 집필하였다.
제6장에서는 산업정책의 사례로서 지역 경제가 침체하는 지역에 대한 대처 그
리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R&D 정책의 사례를 검토한다. 제7장에서는 일자리
관련 정책의 사례로서 여성 취업률의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들과 교육 및 훈련
개혁을 위한 대학과 기업 간 다양한 협력방식들을 검토한다.
이 같은 검토에 입각해서 제8장에서는 ‘Europe 2020’과 관련한 EU의 경험
이 우리 경제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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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유사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차별성
이 연구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럽의 산업정책 및 고용정책을 검토
한 중요한 선행연구로는 김계환, 온기운, 장태석(2013), 강유덕 외(2014), 강
유덕 외(2015) 등이 있다. 김계환 온기운, 장태석(2013)은 유럽에서 가장 제조
업 경쟁력이 강한 독일의 수출 결정요인과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요인을 분석
하였다. 강유덕 외(2014)는 EU 회원국들의 제조업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Europe 2020’의 기본적 틀을 소개하고 평가하였으며 2010년대 초반의 EU
차원의 산업정책들을 분석하고 또한 네 개의 사례 국가(독일, 스웨덴, 이탈리
아, 폴란드) 산업정책과 네 개의 사례 산업(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 관련 정
책의 내용을 살피고 평가하였다. 강유덕 외(2015)는 EU 고용정책의 특징과 내
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행하
였다.
이 연구는 ‘Europe 2020’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시행 배경과 추진체계를 보
다 상세히 검토하고, 그 틀 속에서의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체계를
보다 자세히 검토한다. 그리고 이 전략이 시행기간으로 삼은 기간(2011~20년)
의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심화하고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연구주제면에서는 특정 산업
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수직적 접근법이 강한 우리나라와 달리 수평적
접근을 중시하는 EU의 정책경험과 그들의 새로운 모색이 주는 함의를 검토한
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된다.
끝으로,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와의 협동연구를 통해서 한국 상황에 시사점
이 큰 정책 이슈들, 즉 사양(斜陽) 지역에 대한 대응,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연
구개발 정책, 여성의 취업률 증가, 대학과 기업의 협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사례연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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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rope 2020 전략’의 의의 및 경제적 배경
가. 의의 및 개요
EU의 ‘Europe 2020 전략’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이 경제적 도전
에 대처하고자 하는 정책적 처방에 상당한 일반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EU의
전략이 설정하고 있는 경제적 도전의 리스트는 한국경제의 관점에서도 낯설지
않다. 유럽의 경우 ‘Europe 2020 전략’의 채택을 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역내 회원국의 경쟁력 제고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업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고안하고,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회원국 간 경제적 성과의 수
렴 등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
들은 유럽 고유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제적 단위라
할지라도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EU라는 거대 경제권조차도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
양한 정책수단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
과 기업에 문제해결을 맡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책, 자금, 지식 등의 정책자
원을 동원하여 공동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이 ‘Europe 2020’
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가 유럽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변화해나가야 할 상황에 있음은 동일하다. ‘Europe
2020 전략’은 EU가 이를 채택할 당시 직면하고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
복과 관리에서 멈추지 않고 성장과 고용의 촉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
이가 있다면 위기관리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중점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3) 이러한 전략을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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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자면 유럽이 통합 과정에서 내부지향적이었던 기존의 정책기조에 변화
를 도입하고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지향한
다는 사실이다. 본 전략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평가해야 할 지점이다.
‘Europe 2020 전략’은 리스본 전략을 계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리스본 전
략이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
은 점을 보완한 새로운 시도이며 노력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전의 ‘리스본
전략’ 역시 세계화, 인구변화, 지식사회라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도전에 적극
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했다. 비록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리스본 전략’은 EU가 다양한 도전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유럽 공동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시민들을 위해 성장, 공정,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
하여 EU를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곳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시도였
다. EU와 같은 대규모 경제통합체로서는 매우 특기할 만한 시도라는 점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Europe 2020 전략’의 도입은 리스본 전략이 당초 추구하였던 목표들이 충
분히 달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지 못한 것
을 리스본 전략 자체에 내재한 요인으로만 보기보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세
계경제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리스본
전략의 존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관리와 새로운 세계경제환경에 대
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EU 회원국의 공감을 이끌어내
는 데 기여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0년의 1차 리스본 전략은
너무 많은 목표들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거버넌스 구
조도 취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반성을 기초로 ‘Europe 2020 전략’
은 집행보다 조정의 성격이 강한 ‘개방형 조정 방식(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EU 차원
3) European Commission(2010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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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을 구상 및 수립함으로써 다양한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서 1차 리스본 전략을 명백히 계승하는 것이다.
첫째, ‘Europe 2020 전략’은 지식과 혁신 전략에 기반하면서, 환경과 사회
적 가치를 수용하여 성장과 경쟁력 향상, 그리고 고용 확대 등 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겨냥하고 있다.
둘째, 경제, 사회 및 환경 개발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제도적 및 구조
적 개혁의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높
은 단계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R&D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지역 간 균형과 농촌 개발에 대한 재정 지출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점
을 보충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는 특성을 갖는다.
한편, ‘Europe 2020 전략’은 하나의 정책수단이 다양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리스본 전략과 동일한 성격이다. 예를
들어, R&D 지원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우수한 R&D
역량을 가진 국가나 지역을 지원하는 경쟁력 목표를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회원국 간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 목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동시에 사회
적·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재분배 목표를 지향하는 결속기금(Cohesion
Fund)도 ‘Europe 2020 전략’의 목표에 따라 혁신과 지식에 대한 투자기금으
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Europe 2020 전략’의 목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럽의 ‘지속가능 발
전’을 지향하는 종합 전략이다. 유럽이 하나의 사회경제적 단위로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향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지속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재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높은 의의를 가진다.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부의 교
체에 따라 정책적 기조가 미시적 변화에 그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다음과 같이 본 전략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들은 한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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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추격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성을 말
해주고 있다.

나. 경제적 배경
유럽 경제는 소위 ‘유럽의 동맥경화증(Eurosclerosis)’으로 표현되는 1970
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의 경기부진과 높은 실업률로 기억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 경제의 현상에 대한 진단의 부정확성과 이
에 따른 부적절한 정책대응 역시 유명하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hysteresis)’에 대한 내부자-외부자 가설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실증 분석
으로 크게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이후 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
대해왔지만 이것이 실업상황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이 그 간접
적 증거이다.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는 해고에 관한 노동법을 완
화시켰고, 스페인, 영국 및 네덜란드는 단위별 임금교섭을 가능케 하는 노동시
장의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용의 개선을 가져왔다는 증거
는 분명하지 않다.
유럽에서 ‘Eurosclerosis’라는 용어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그
것이 유럽통합의 가속화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거의 노동
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독일과 높은 실업률로 고민하는 여타 유로존 국가의
상황을 두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유럽의 노동시장에 대한 분
석과 이에 대한 직접적 처방의 결과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 유럽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였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큰 위협을 받았다. 과거에는 유럽 내부지향적 정책
처방을 통하여 ‘Eurosclerosis’를 해결하려 한 것에 비하여 ‘Europe 2020 전
략’은 유럽공동체와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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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전략의 직접적 경제적 배경은 당시 유럽이 경제·금융 위기에서 충분히 벗
어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침체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에서 비롯되었다. 리스본 전략에 이은 ‘Europe 2020 전략’은 경제통합의 심
화를 바탕으로 EU 경제권 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경제정
책의 추진이 본격화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Europe 2020 전략’의 장기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본 전략의 채택은 유럽
의 비교적 빠르고 능동적인 정책대응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직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EU 경제는 비교적 긍정적 지표를 유지하고 있었다.
2006년 EU 경제는 경제성장률 3.0%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2.9%를 기
록하였다. 이 기간 EU의 성장은 가계소비, 투자, 및 수출 증가 등 제반 거시경
제 변수가 골고루 양호한 지표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표 2-1 참고).

표 2-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주요 거시지표

구분
가계소비
정부소비
총투자
수출
수입
GDP

2005 2006 2007
1.7
1.7
3.0
5.5
5.9
1.8

2.2
2.0
5.9
3.7
3.7
3.0

2.2
1.8
5.7
5.2
5.0
2.9

1/4
0.3
1.0
1.7
1.0
1.3
0.8

2007
2/4 3/4
0.6 0.6
0.1 0.6
-0.1 1.4
0.6 2.0
0.2 2.9
0.4 0.8

국가 2005
4/4
0.1 EU 27 1.9
0.2
독일 0.8
0.7 프랑스 1.7
0.6 이탈리아 0.6
-0.2 스페인 3.6
0.5
영국 1.8

2006 2007
3.0
2.9
2.0
1.8
3.9
2.9

2.9
2.5
1.9
1.5
3.8
3.0

1/4
0.8
0.5
0.6
0.3
1.0
0.8

2007
2/4 3/4
0.4 0.8
0.3 0.7
0.3 0.7
0.1 0.4
0.9 0.7
0.8 0.7

4/4
0.5
0.3
0.3
0.3
0.6

자료: 김흥종, 김균태(2008), pp. 2~5.

그러나 2007년 4/4분기 EU 경제는 가계소비 감소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침체되면서 성장세가 둔화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부터 비롯된 세계 경제위기
의 여파로 EU 경제 역시 위기상황에 돌입하였다. 2009년 1/4분기 EU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 -2.5%로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하였으며 산업가동률은 7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유로존의 부
동산 시장도 작년 3/4분기부터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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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U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4)
주요 거시변수의 당시 중기 추세를 살펴보면(그림 2-1 참고), 2008년을 기
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산
업생산과 설비가동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정부
의 지출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정부부채 역시 증가하였다.

그림 2-1. 유럽 주요 거시변수의 중기 추세
(단위: %)

GDP 대비 정부지출

GDP 대비 정부부채

자료: Trading Economics, https://ko.tradingeconomics.com/european-union/(검색일: 2018. 11. 25).

4) 김흥종, 김균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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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이 리스본 전략에 이어 ‘Europe 2020 전략’을 채택한
것은 이전 ‘Eurosclerosis’ 논의와는 다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와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멀지 않은 미래에 유럽이 세계
경제의 주요 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하였다. [표
2-2]는 2010년 당시 유럽 경제의 위상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고 있다. 우선 유
럽은 중국, 미국과는 달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더해가는 추세인 반면에 유럽의 생산가능인구 감
소는 장기적으로 유럽의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
다.5) 당연히 세계경제의 성장에 유럽이 기여하는 비중도 점차 감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표 2-2. 2010년 당시 유럽경제의 위상에 대한 전망
전 세계 GDP 성장 중 비율

10년 단위로 본 근로연령 인구의 누적 증가율

(단위: %)

(단위: %)

구분
중국

1990~

2000~

2010~

2000

10

20

13.3

13.3

1.9

미국

12.3

10.9

3.9

EU

3.2

3.6

-1.5

구분

1990~

2000~

2010~

2000

10

20

EU

15

25

16

개도국

12

23

29

중국

8

15

19

41

25

15

미국

자료: Gros and Roth(2012).

유럽과 같은 거대 경제권의 이와 같은 장기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은 이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한국경제에 매우 높은 시사점을 제시한
다.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Europe 2020 전략’의 수립 배경이 되는 유럽의 상황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5) Gros and Roth(2012),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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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활력 저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창출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
-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하락,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 편중적 산업구조와 고도화 지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 높은
의존도
- 수출역량 감소: 수출과 성장의 괴리

한국은 현재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정책
대응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
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측면이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의 위기를 줄이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Europe 2020 전략’의 성공 및 실패의 측면을 면밀히 분석
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urope 2020 전략’의 지향점이 한국경제의 과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
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2. ‘Europe 2020 전략’의 체계
가. ‘Europe 2020 전략’의 촉매제로서 ‘리스본 전략
(Lisbon Strategy)’
2000년 3월 EU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된 리스본 EU 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발표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은 EU가 성장의 둔화에
서 탈피하기 위한 방도로서 제시된 것으로 이는 경제발전에 관한 전략적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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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워크(framework)였다. 이는 EU 수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국이 리
스본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10년 기간이 소요되는 야심찬 경제·사회 개
혁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이 지식기반 경제와 ICT 분야
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EU의 전략적 대응의 소산이었다. 리
스본 전략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한 전략으로, 특히 EU의 연구역량의
강화, 역내 시장의 완전 통합, 기업가정신의 고양, 재정통합과 지속가능성, 정
보사회와 관련한 기술진보의 가속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개발, 사회보장
체계의 개선을 겨냥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경제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에서의 역내 시장의 창출, 행정부담의 경감, 인적자본의 개선,
GDP 3% 수준으로 R&D 지출의 증가, 70% 수준으로 고용률 제고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6)
나중에 환경적 차원, 즉 지속가능발전의 시각이 리스본 전략에 추가되었다.
리스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EU 회원국의 정상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가이드
와 조정 역할을 하였다. 리스본 전략의 진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3월 이사회가 열렸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고용, 혁신, 경제개
혁, 사회적 불평등(cohesion) 분야에서 양적 지표들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
성하였다.
특히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고용전략의 경험을 토대로 연성 법률(soft
law)에 의존하는 특정 거버넌스(governance) 방식, 즉 ‘개방형 조정 방식
(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을 받아들였다. 이는 모범사례
(best practices)의 확산을 통해 리스본 전략의 주요 목표들을 달성하는 경로와
방식에 대해서 하나의 수렴(convergence)을 지향하는 것이다. OMC는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통 지침의 수정, 모범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회원국의 성과지표
개발, EU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실행계획(NAPs: National Action
Plans)의 채택, 결과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및 검토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
6) European Council(200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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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7) OMC는 연구, 교육, 사회보장, 고용, 환경정책, 정보사회 등 11개 정책
영역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이는 회원국의 국가 선호도와 정책 간에 큰 차
이가 있으며, 회원국이 EU 수준에서 역량과 수단이 없이도 정책 운용이 가능하
며, 회원국 간의 협력이 주로 국가정책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다
양한 프로세스들을 한데 모은 정책도구이다. 따라서 이는 의사결정이 주로 합
의에 의해 결정되는 정부간 조정의 연성적인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방식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실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권고안(recommendations)
을 작성하는 데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OMC와 같은 거버넌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운데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하
고, 그러한 의사결정이 EU의 경성 법률(hard law)이 아닌 연성 법률에 한정된
다는 한계를 가진다.8)
일부 영역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리스본 전략은 복잡한 목표를 가지고 있
었다. 이는 또한 전략 실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성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았으며, 2005년 중간 검토
를 거쳐 기존 리스본 전략이 수정·보완되었다. 2차 리스본 전략은 EU와 회원
국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특히 성장과 일자리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장과 일자리에 관한 24개 통합지침(IGs:
Integrated Guidelines)을 만들었다. 2차 리스본 전략의 초점은 이전과 달리
연구와 혁신, 인적자본 투자, 노동시장의 개선, 기업(특히 중소기업) 잠재력의
극대화, 에너지·기후변화에 한정되었다. 회원국은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3
년 기간의 국가개혁프로그램(NRP: National Reform Programme)을 작성
했으며, EU 차원의 리스본 프로그램(CLP: Community Lisbon Programme)
은 이를 보완하였다.9)
7) Sapir et al.(2003), pp. 84-85.
8) Sapir et al.(2003), p. 85.
9) European Commission(2005b),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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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다시 제3차 리스본 전략이 이사회에서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전략을 일부 수정한 것이었다. 3차 전략은 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그리고 사
회적 측면, 즉 리스본 전략과 결속정책(cohesion policy) 간의 연계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10) 그러나 이 전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원인들,
즉 금융시장의 감독과 시스템 위험, 투기적 버블, 신용주도의 소비주의, 일부
회원국에서의 생산성을 넘어선 임금 증가 등에 대한 대응에서는 미흡함을 드러
냈다. 또한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리스본 전략의 정책 전달에서 심각한
격차가 나타났다. 리스본 전략의 성과는 세 유형, 즉 상층의 노르딕 국가, 오스
트리아 및 네덜란드, 중층의 프랑스, 독일 및 영국, 그리고 하층의 스페인, 포르
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으로 확연히 구분되었다.11) 이러한 성과의 차별화는
리스본 전략의 연성 법률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내부자의 조직적 저
항이 거세지 않아 이러한 리스본 개혁을 수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회원국
(예: 노르딕 국가 등)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회원국(예: 남유럽의 국가)이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EU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다. 2011
년 재정 적자는 GDP의 약 7%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채규모는 GDP의 약 80%
이상이었다.12) 이처럼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리스본 전략은 경제개혁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다시금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리스본 전략을 승계
할 EU 차원의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이 2008년 이사회에서 대두되었다.
그 이사회에서 각국의 정상은 리스본 전략이 종료되는 2010년 이후 새로운 성
장전략은 구조개혁,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결속 등의 가치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10) European Council(2008), p. 11.
11) Tilford and Whyte(2010), pp. 9-11.
12) European Commission(2010f),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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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ost-Lisbon’ 전략으로서의 ‘Europe 2020 전략’
1) 배경 및 정책과제
전술한 바와 같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리스본 전략’은 세
계화, 인구변화, 지식사회라는 도전들에 대해 EU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
던 담대한 성장전략이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성장, 공정,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여 EU를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곳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들은 충분히 달성되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술한 문제들에 대해 EU
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
파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미래의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는 각국의 논의와 시민사회의 여러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Europe 2020
전략’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13)
‘Post-Lisbon’ 전략으로서 ‘Europe 2020 전략’의 배경과 필요성은 네 가
지 측면에서 거론된다. 이는 세계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인구 고령화와 이민,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다.14) 지난 50년 동안 유럽은 유럽통합이라는 지
난한 길을 걸어왔다. 이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0년 리스
본 전략의 구조개혁의 배경으로 등장한 IT 기술, 교통, 물류 및 서비스업에서의
급격한 기술진보는 ‘Europe 2020 전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IT와 물류 기술의 진보로 인해 지리적인 거리가 경제활동의 장애물로 크게 작
용하지 않음에 따라 세계적 차원의 규모의 경제 및 세계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EU가 당면한 세계화의 난제는 두 가지 차원이다. 하나는 일정한
경제활동이 EU의 역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전통산업에서
의 상실된 일자리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13) European Commission(2010d), p. 1.
14) European Commission(2010d),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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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진국들이 대체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하나
는 EU의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과 관련하
여 미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해법에 관한 것이다. 즉 기존 산업의
구조개혁과 신산업의 발굴이 EU가 세계화 이슈와 관련하여 당면한 과제로 등장
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Europe 2020 전략’은 EU를 쇠퇴하는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15)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세계는 지구온난
화의 부정적인 장기 효과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이상기후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U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과제를 식량
생산의 문제와 에너지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EU는 제3국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후자에 대한 문제는 경각심을 가질 만하다는 것이
다. 현재 EU는 에너지 수요의 절반을 제3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2030년까지 약 7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급 문제
는 중대 현안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밖
에 없는데,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대안적인 기술들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에너
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EU는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EU가 공
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야라는 공감대하에서, EU는 신기술에 대한
R&D 투자와, 유럽의 에너지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들 간에 에
너지를 전송하고 EU 내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을 유럽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16)
인구 고령화와 이민 문제는 선진국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고령
화는 의료비 및 연금 지출의 증가로 재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숙련되고 고등교육을 받
은 청년층의 희소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EU의 경쟁적 지위는 타격을 받을 수
15) European Commission(2010d), pp. 12-13.
16) European Commission(2010d),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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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 고령화, 더 나은 기회의 추구, 정치적 격
변, 기후변화 등에 따른 EU로의 이민 유입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와 이민 문제는 EU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17)
마지막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이다.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이 동반되면서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사
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EU가 추구했던 경제 원칙들이 재조정되
고 있다. 예를 들면 경쟁정책, 정부보조금정책 등과 같은 역내 시장정책이 예전
에 비해 느슨하게 해석되면서 후퇴하고 있다. 특히 현행 금융규제가 EU 단일시
장의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암중모
색이 진행되고 있다.18)
요약하면, ‘Europe 2020 전략’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세계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인구 고령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거론될 수 있다. 2000년 리스
본 전략이 나올 당시와 비교하여 국제적 질서도 크게 변화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강국이 등장하여 기존 EU의 국제적 위상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중심 의제는 기후변화이며, 이는 EU 차원에서는 에너지 수
급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고령화와 이민 문제는 더
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성장모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성장정책에 대한 EU 차원의 강력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EU의 ‘유럽경제부흥
계획(EERP: European Economic Recovery Programme)’은 일정 정도
EU가 경제위기의 충격을 벗어나고 완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 과정에서 EU
는 ‘Europe 2020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17) European Commission(2010d), pp. 16-17.
18) Tilford and Whyte(2010), pp.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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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산규율의 규칙을 정비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는 저임금이 아니라 첨단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과 교육과 혁신의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Europe 2020 전략’의 제안으로 이
어졌다.

2) 개념 및 목표
전술한 바와 같이, 리스본 전략은 EU의 구조개혁의 촉매제가 된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리스본 전략이 기대했던 성과들
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리스본 구조개혁의 성과가 양호한 회원국들과
그렇지 않은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분명해졌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
하고, 대다수의 EU 회원국들은 리스본 유형의 성장전략이 EU의 미래 사회경제
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회원국들 간 정책효과의 수렴(policy convergence)
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EU는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 리스본 유형의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가 직면한 문제들은 더욱더 심각해졌고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이유들로 인해 2008년 이사회는 ‘포스트 리스본(Post-Lisbon)’ 전략의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19)
2010년 6월 EU 정상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승인된 ‘Europe 2020 전략’은
리스본 전략을 계승하고는 있지만, 일부 혁신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다. 이는
‘리스본 전략’의 일부 측면들을 공유하고는 있으나 이전의 전략보다는 더 포괄
적이다. 이전과 비교하여 새로운 목표들이 상황의 변화에 맞게 제시되었다. 새
로운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U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정책 조정이 뒷받침되었다. EU와 회원국 사이의 업무 분담이 이전보다 개선되
었다. 그리고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 리스본 전략의 목표가 분명
19) European Commission(2010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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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하여 ‘Europe 2020 전략’은 다소 추상적인 목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7개 선도사업과제들(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였다. 회
원국들 간 정책효과의 수렴을 달성하기 위해 ‘Europe 2020 전략’은 5개 분야
의 양적인 EU 목표치(targets)와 회원국 목표치가 서로 연계되도록 하였다.20)

그림 2-2. ‘Europe 2020 전략’의 개관: ‘스마트·지속가능·포용’ 성장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d), pp. 8-18을 요약·정리하여 저자 작성.

‘Europe 2020 전략’은 구조개혁에 기반한 EU의 경쟁력 강화라는 리스본
전략을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2차 리스본 전략에 고용 목표를 통해 경
제 개발의 사회적 차원이 도입되었다. 환경적 차원은 그 당시 명시적으로 도입
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Europe 2020’에서 에너지 자급의 중요성이 자각
되면서 환경적 차원이 부각되었다. ‘Europe 2020 전략’은 경제, 사회, 환경 측
면을 동시에 감안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이지만, 이러한 경제, 사회 및 환경 개
발의 핵심에는 ‘지식’과 ‘혁신’이 자리잡고 있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Europe 2020 전략’의 3대 우선과제(priorities)는 ‘스마트(smart)’ 성장,
20) European Commission(2010d),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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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sustainable)’ 성장, ‘포용(inclusive)’ 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rope 2020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경쟁력’ 중심의
전략이다. 즉 ‘Europe 2020 전략’의 각종 목표들은 EU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치된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경쟁 정책, 국가보조금정
책, 노동시장정책, 금융시장정책, 그리고 기타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개혁이다. 하지만 구조개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다소 제한적이다. 그 대신에 R&D 및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집중되
며, 이는 ‘보충성(subsidiarity)’과 ‘수월성(excellence)’ 원칙에 따라 회원국
에 배분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리스본 전략은 역내(internal) 정책에 중점을 두었지만,
‘Europe 2020 전략’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한다는 점에
서 외향적이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EU가 현재의 지정학·지경학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으로 대표
되는 아시아가 미국에 대항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EU의 국제적 지위와 위상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Europe 2020 전략’은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종합 전략이
다. 이는 지식과 혁신 전략에 기반하고,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여 성장,
경쟁력 및 고용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경제, 사회 및 환경 개발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제도적 및 구조
적 개혁을 제기하고 있다. 수월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R&D 및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가 집중되며, 그 외에 에너지·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 투
자, 지역 간 균형과 농촌 개발에 대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의 정
책수단이 다양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리스본 전
략의 연속선상에 있다. 예를 들면 R&D 지원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갖는다.
한편으로 이는 우수한 R&D 역량을 가진 국가나 지역을 지원하는 경쟁력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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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회원국 간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 목표
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재분배 목표를
지향하는 결속기금(Cohesion Fund)도 ‘Europe 2020 전략’의 목표에 따라 혁
신과 지식에 대한 투자기금으로 사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의 1차 리스본 전략은 너무 많은 목표들을 지향하
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도 취약했다는 비판을 받
았다. ‘Europe 2020 전략’은 기존 OMC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개편을 통해
하나의 정책으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점에서 1차 리스본 전략을 일정
정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 3대 우선과제와 7대 선도사업과제(flagship initiatives)
1) 3대 우선과제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서 ‘Europe 2020 전략’은 ‘스마트’, ‘지속가능’, ‘포
용’ 성장이라는 세 가지 우선과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21세기 유럽
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European Commission(2010d, p. 3)은 상호 강화하는 세 가지 우선과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 ‘자원 효
율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경쟁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고(高)고용경제’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스
마트’ 성장, ‘지속가능’ 성장, ‘포용’ 성장에 대응되는 것이다.
‘스마트’ 성장은 지식과 혁신에 기반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
고, ‘지속가능’ 성장은 자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 녹색경제의 추구, 경제의 경
쟁구조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포용’ 성장은 사회·지역의 불평등 해소를
통해 고(高)고용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21)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 European Commission(2010d),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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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EU 수준에서 5개의 핵심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5개 핵심 목표는 측정이 가능한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이러한 목표들에 따라 각국의 목표치(targets)를 설정해야 한다(그림 2-2, 표
2-3 참고).
2차 리스본 전략이 성장과 일자리 분야에서 두 개의 목표치(targets)를 가지
고 있었으나, ‘Europe 2020 전략’은 5개 분야에서 양적인 목표치들을 가지고
있다. 후자가 전자에 비해 그 관심의 폭이 성장과 일자리에서 교육, 기후변화,
빈곤 완화 등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표 2-3. ‘Europe 2020 전략’의 5개 핵심 목표치
구분

내용

고용

· 20~64세 (생산가능)인구에서 75%의 고용률

R&D

· EU GDP 대비 3% 수준의 R&D 지출

기후·에너지
교육

· ‘20/20/20’ 에너지·기후 목표치(조건이 양호할 경우 배출감소량 30%
증가 포함)
· 조기 자퇴율 10% 이하로 축소, 청년 세대의 적어도 40%가 대학교육 이수

사회적 포용·빈곤 완화 ·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2,000만 명 이하로 축소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d), pp. 8-9를 요약·정리하여 저자 작성.

2) 7대 선도사업과제
‘Europe 2020 전략’은 3대 우선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영역별로 양적
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목표치는 7개 선도사업과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혁신, 교육·청년(youth), 디지털, 자원 효율성, 산업정
책, 숙련과 일자리, 빈곤퇴치 등에 걸쳐 있다(그림 2-2 참고). 이러한 선도사업
과제들은 설정된 목표치들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이들 7가지 과제는 EU와 회원국 수준에서 구체화한 실행계획들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2)
22) European Commission(2010d),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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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Union’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
품과 서비스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연구와 혁신에 대한 프레임워크 조건
(framework condition)과 금융접근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다.
환언하면, 이는 R&D와 혁신정책을 사회변동에 따른 도전들(예: 기후변화, 에
너지와 자원 효율성, 인구변화 등)에 집중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이 과제는
‘뜬구름 잡는(blue sky)’ 기초연구에서 상업화까지 모든 혁신 사슬(chain)에
서 연계가 강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Youth on the move’는 교육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하고 청년층의 노동시
장으로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이 과제는 유럽 고등교육기
관의 국제적 경쟁력과 성과를 향상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월성과 형
평성(equity)을 결합하여 EU에서 모든 수준의 교육과 훈련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학생의 이동성, 피교육자의 이동성을 촉
진하고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A digital agenda for Europe’는 가계와 기업에 디지털 단일시장의 편익
을 제공하고 초고속인터넷망을 완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제는
초고속인터넷과 상호운용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이들에게 2013년까지는 고속통신망 접근이 제공되고, 2020년까
지는 초고속통신망(예: 30 Mbps 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럽 가구
의 50% 이상이 100 Mbps 이상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Resource efficient Europe’는 기존 자원 사용을 통한 경제성장방식에서
벗어나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을 증진하고,
수송 부문을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
다. 환언하면, 이 과제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효율적인 자원 효율
적·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이는 기존 자원 및 에
너지 사용과 경제성장 간의 연계와 단절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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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security)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는 특히 중소기업의 사
업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가
능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이 과제는 점증하고 있는 원자
재 구득에서 사후 판매 서비스까지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모든 요인들을 검토하
고 유럽 기업들의 참여를 고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는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하고 노동
이동성을 포함하여 노동수급 간의 매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걸쳐
숙련을 계발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현대화하고 노동자에게 일자리 선택의 지렛
대를 부여하고자 제안된 과제이다. 환언하면, 이는 고용수준을 높이고 현존 사
회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현대화하는 조건들을 마련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는 성장과 일자리의 편
익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이들이 존엄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이들
의 기본권을 제고하려는 현행 ‘European Year for Combat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제는 이들이 인간의 존엄을 가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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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rope 2020 전략’ 실행의 거버넌스 구조
가.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앞서 리스본 전략 실행의 OMC 거버넌스 구조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
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러한 결함은 2005년 2차 리스본 전략의 입안에서 다소
수정되었다. ‘Europe 2020 전략’은 2차 리스본 전략 실행의 거버넌스 구조를
EU 수준과 회원국 수준에서 수정·보완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에서도 OMC가 정책 실행의 핵심 거버넌스일 수밖에
없다. 이는 EU 의사결정의 합의체적 성격에 기인한다. 따라서 회원국 수준에서
정책 수행 거버넌스 보완은 회원국의 ‘국가개혁프로그램(NRP: National
Reform Programme)’에 집중되었다. 기존 NRP는 회원국의 정치적 정당성
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NRP의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회원국 의회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NRP 입안과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수준의 관료들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벤치마킹과 성공과 실패에
관한 언론의 무관심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EU는 ‘Europe 2020 전략’에 대해
서는 NRP의 입안과 실행에서 관련 기관들 간의 파트너십과 벤치마킹을 강조
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NRP 입안과 실행의 방법론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기존 NRP는 회원국
별로 관련 수치를 단순하게 나열하고 보편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
었다. 그 대신에 회원국의 NRP는 국가별로 고유해야 하고, 유사한 발전수준과
경제구조를 가진 타 회원국과 비교되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
은 측정 가능한 지표들에 기반해야 하고, 단기와 중기의 국가별 목표치가 설정
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guidelines)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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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준의 거버넌스 개혁은 다음과 같다.24) 첫째, EU 집행위원회의 NRP의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urope 2020 전략’ 실행의 실질적인 책
임은 각 회원국에 있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구조개혁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후
자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회원
국 NRP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 회원국 개혁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이 가능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러한 평가에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특히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벤치마킹과 동료집단
(peer group)에 의한 정책 평가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러
한 평가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
(recommendations)이나 ‘정책 경고(policy warning)’25)를 회원국에 제시
할 수 있다. 둘째, ‘Europe 2020 전략’의 입안과 수행에서 이사회의 가이드와
조정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3월 정상회의에서 ‘Europe 2020
전략’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나.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Europe 2020 전략’은 EU와 회원국 간의 역할 분담을 전제하고 있다. 이사
회는 전략의 가이드와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조정은 매년 하나의 특정 주
제에 대해 논의하는 ‘수직적’ 차원의 조정과, 전반적인 성과를 검토하는 ‘수평
적’ 차원의 조정 양자를 포함한다. 회원국의 정상들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자신

23) European Commission(2010g), p. 3.
24) European Commission(2010g), pp. 5-8.
25) 리스본 전략과 마찬가지로 ‘Europe 2020 전략’에서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 정책 경고를 내놓을 수가 있다. 회원국이 상호 합의된 기간 내에 정책성
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집행위원회는 리스본 조약의 121조항에 의거하여 정책
경고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는 이사회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해서 회원국의 정책성과에 대한 정치
적 압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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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서 회원국의 각료들로 구성되는 ‘각
료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료회의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집행위원회는 설정된 목표치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들을
매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리스본 전략과 달리, ‘Europe
2020 전략’은 국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그리고 지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법률 제정의 역할과 더불어 회원국 시민과 의회를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회원국의 중앙과 지방 정부는 NRP의 입안
과 실행을 담당한다.26)
집행위원회의 과제는 EU의 목표치와 회원국의 목표치를 조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간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하
지만 둘 간의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국가별 목표치의 최종 결정이 회원
국에 있는가, 아니면 집행위원회에 있는가이다. 집행위원회는 NRP의 입안과
실행에서는 회원국의 역할 증진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의
NRP에 대한 평가 강화를 내세웠다.
집행위원회는 ‘Europe 2020 전략’ 실행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즉 3
대 우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EU의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를 조정하였다. 따
라서 구조기금, 농업 및 농촌발전기금,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경쟁력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존 재정 수단들이 ‘Europe 2020 전략’
의 목표들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집행위원회는
특히 정부지출예산 통합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리스본 전략의 실행에서 OMC라는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바가 있다. ‘Europe 2020 전략’에서도 OMC 거버넌스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채택되었다. EU의 의사결정이 합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힘들다. 이러한 정책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Europe
2020 전략’의 실행에서 집행위원회는 EU 기구의 성과에 대한 외부 평가를, 그
26) European Commission(2010g),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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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회원국이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가할 수 있는 ‘조건
부성’(conditionality) 원칙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제로는 도입되
지 않았다.27) 따라서 이전 리스본 전략 실행의 거버넌스 구조에 비해 Europe
2020 전략의 그것은 개혁되기는 했지만, 그 한계는 여전하다.
EU와 회원국 양자의 목표치들을 조정하기 위한 사전 수단이 지침인데, 집행
위원회는 2010년 4월 ‘통합지침(IGs: Integrated Guidelines)’을 발표했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24개 지침들로 구성된 리스본 전략의 가이
드라인을 대체한 것으로 10개의 지침28)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지침 중에서
경제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지침이 6개이고, 반면에 사회 및 고용 정책에 대한
지침은 4개이다. 10개의 통합지침은 ‘Europe 2020 전략’의 목표치들을 반영
하고 있다.29) 리스본 전략과는 달리, 특히 10번째 지침은 ‘Europe 2020 전
략’이 빈곤퇴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2, 3, 10번 지침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고 금융위기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유럽의 재정위기는 기존
EU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EU에서 재정통합과 구조개혁은 일자리 창출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
었다.
10개의 통합지침은 회원국에 NRP를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기존 리스본 전략과 SGP
사이에 연관성이 약했던 것을 중대한 문제로 파악했다. 따라서 이 10개의 통합
지침은 ‘Europe 2020 전략’과 SGP 간의 상호 의존성을 반영하고 있다(그림
2-3 참고). 이를 위해 ‘Europe 2020 전략’과 SGP의 보고와 평가가 동시적으
로 진행되는데, 둘 사이에 목표는 공유되지만 절차는 달리 이루어진다.30) 이에
27) Zuleeg(2010), pp. 1-2.
28) 통합지침이 24개에서 10개로 줄어든 것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존 리스본 전략의
목표들이 복잡하다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29) European Commission(2010g),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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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회원국은 SCP(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와 NRP를
집행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표 2-4. ‘Europe 2020 전략’의 통합지침(IGs: Integrated Guidelines)
순번

내용

1

· 공공재정의 질(quality)과 지속가능성을 보증해야 한다.

2

·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감안해야 한다.

3

· 유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4

· R&D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최적화하여 지식의 트라이앵글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부추겨야 한다.

5

·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6

· 사업과 소비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현대화해야 한다.

7

·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하고 구조적 실업을 줄여야 한다.

8

·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숙련된 인력을 계발하고, 일자리의 질과 평생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9

· 모든 수준에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성과를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

10

·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빈곤 완화에 힘써야 한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g), p. 16을 정리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는 ‘Europe 2020 전략’을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해 회원국의 NRP와 SCP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감독체
계를 가지고 있다.31) 첫째는 거시경제적인 감독이다. 이는 회원국 전체에 대한
확산효과를 감안하여 고용과 성장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거시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번의 통합지침에 따라 이는 거시경제적인 불
균형, 거시금융적인 취약성, 거시경제적인 차원이 가지는 경쟁력 문제를 제기
하는 거시경제와 구조정책을 포괄한다. 둘째는 영역별 조정이다. 이는 통합지
침으로는 4~10번에 해당되는데, 혁신과 R&D, 자원 효율성, 사업환경, 고용,
교육, 사회통합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을 대상으로 한다. 셋쩨는 SGP하의 재정
30) European Commission(2010h), p. 1.
31) European Commission(2010h),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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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독이다. 이는 재정통합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검토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는 경제정책 조정과 감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의 실행은 거시경제, 재정, 구조개혁에 대한 감독체
계에 기반하고 있다. SGP에 기반한 재정정책의 조정은 예산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SGP는 예방과 교정이라는 양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후자는 제재를
일컫는다. 전자는 사전 조정을 통해 SGP의 입안과 평가에서 재정정책 조정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
감독의 예방적인 차원이 교정적인 차원보다 더 효과적이다. 공공 부채의 수준
과 변화에 대한 예산 감독은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따
라서 EU는 회원국의 재정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그림 2-3.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h), p. 2를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EU 수준에서 거시경제와 경쟁력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영역들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전반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 또한 예방과 교정의 차원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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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전자는 심각한 불균형을 측정하는 경보(alert) 체계의 구축이다. 이는
내·외부의 경쟁력 지표들로 구성된다. 후자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회원국에 대
한 엄격한 감독을 의미한다. 거시경제와 경쟁력의 불균형에 대한 경제적 감독
은 조기 경보 체계의 구축, 경쟁력 평가 지표의 개발, 효과적인 감독 프레임워
크의 구축을 포함한다.
EU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다. 이는 거시경제와 경쟁력의 불균형의 방지와 재정 건전성의 유
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거시
경제와 경쟁력에 대한 예산 감독 이상의 경제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경제적 감독에서 절대적인 기준
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대체 에너지원 및 스마트 경제의 구축에
대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는 여전히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SGP의 재정 건전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또는 인센티브, 그에 따른 조건부성의 강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다. 예를 들면, 조건부성의 원칙이 도입되면 투표권의 정지 또는 EU 기금 사
용의 정지가 가능할 수 있는가이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감독과 평가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통계자료의 품질과 신뢰성의 제고 및 적시성 확보
가 요구된다. 하지만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통계의 생산과 관리의 독립성의 여부
에서 차이가 나며, 통계자료의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적기성도 차별적이다.

다.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 주기
전술한 바와 같이, 회원국은 각국의 실정에 맞게 ‘Europe 2020 전략’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회
원국의 목표대비 성과가 뒤처지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승인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의 이행에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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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회원국이 이러한 권고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면 집행위원회는 정책 경고를 내놓을 수도 있다.
‘Europe 2020 전략’의 5개 영역에 대한 EU 목표치는 회원국의 목표치와
조응해야 한다. 이는 회원국이 ‘Europe 2020 전략’을 회원국 사정에 맞게 조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획일화(one-size-fits-all)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에서 3개의 상이한
우선과제들도 EU 회원국의 이질성을 반영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Europe
2020 전략’이 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사회적 파트너, 시민사회의
대표들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회원국별로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한
다고 권고하고 있다.32)
‘Europe 2020 전략’을 통해 EU는 NRP와 SCP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 거버넌스를 고안했다. 이러한 경제 거버번스는 회원국 간 경제정
책과 재정정책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수반했다. 예를 들
면, SGP의 준수 강화, 거시경제의 불균형 감독 및 경쟁력 개발, 유로존 국가의
위기 관리체제 구축 등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지하듯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파생된 것이다.
‘Europe 2020 전략’하에서 회원국은 거시경제 환경을 염두에 두고서 SGP
와 NRP를 입안·작성해야 한다. 전자가 재정 수단에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구조개혁 및 고용정책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NRP는 거시경제적인 안정성,
경쟁력의 수준, 노동시장, 사회통합 등에 대해 회원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별로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EU는 회원국이 NRP와 SCP를 준비하는 동안 사전적인 재정정책과 경제정
책의 조정을 위해 ‘European Semester(ES)’ 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다.
이는 SCP와 NRP의 입안 준비와 양자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
는 정책수단이며, 또한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조기 동료평가는 회원국이
32) European Commission(2010g),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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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재정정책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준다(그림 2-4 참고).

그림 2-4.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 주기

자료: European Union Committee of the Regions(2012), p. 15를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그림 2-4]에서 보듯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EU 기구, 회원국의 중
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Europe 2020’의 정책 주기
가 작동한다. 회원국은 매년 상반기 4월 NRP에 따른 진척사항과 SCP에 따른
재정 전망과 수단을 EU에 보고한다. 이 과정을 ‘European Semester’라고 하
며, 이는 회원국의 사전적인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의 조정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여기서 EU는 회원국이 연간 성장 서베이(AGS: Annual Growth
Survey)의 우선과제들을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그 이후에 EU가 회원국의 진
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각료회의에서 이 결과를 논의한다. 6월에 이사회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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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별 권고사항(CSRs: Country Specific Recommendations)을 승인한
다. 하반기에 회원국은 회원국별 권고사항을 감안하여 갱신된(updated) NRP
에 따라 정책들을 수행한다.33)
지방정부의 의회(Assembly) 역할을 수행하는 EU 지역위원회(CoR:
Committee the Regions)는 지역의 관점에서 EU의 법제화 과정에서 집행위
원회의 제안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Europe 2020 전략’의 정
책 주기의 주요 진전사항들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을 표시한다. CoR은 지방정
부 수준에서 ‘Europe 2020 전략’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베이, 연
구, 회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Europe 2020 Platform’을 설립한 바가 있
다. 1년에 한 번 CoR은 ‘Europe 2020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놓
는다.34)

4. 소결
가. 요약
세계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인구 고령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대
적 배경으로 ‘Europe 2020 전략’이 제출되었다. 이는 리스본 전략과 달리 세
계질서의 변화를 더욱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점에서 외향적이다. 중국으
로 대표되는 아시아가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EU는 현행 지정학 및
지경학적 조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
고 있다. EU의 환경에 대한 중심 의제는 기후변화이며, 이는 에너지 수급 문제
와 연관된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고령화와 이민 문제는 EU 차원에
33) European Union Committee of the Regions(2012), p. 12.
34) European Union Committee of the Regions(2012),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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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악화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EU는 장기적인 차원
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즉 예산규율의 규칙을 정비하고 경제정책에 대
한 조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저임금이 아니라 첨단산업 부문
의 경쟁력 향상과 교육 및 혁신의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이루
어졌다. 따라서 기존 성장모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성장정책에 대
한 EU 차원의 강력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Europe 2020 전략’의 제
출로 이어졌던 것이다.
‘Europe 2020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이
다. 이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이면에는
지식과 혁신 전략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
는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과 포용을 통해 EU는 경제성장, 경쟁
력 제고, 그리고 고용 증가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Europe 2020’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리스본 전략을 계승하면서 리스본 전략의 수행에서
미진했던 거버넌스의 개혁을 일정 정도 담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제도 및
구조 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EU는 수월성과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R&D 및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지역 간 균형 개발, 그
리고 빈부격차 완화에 대한 재정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책수단이 다양한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영역들 간 재정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R&D 지원은 개별 회원국(과 하위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으면
서 다른 한편으로 회원국들 간의 기술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 목표도 가
지고 있다.
혁신과 포용을 모두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rope 2020 전략’은
‘경쟁력’ 중심의 전략이다. 따라서 ‘Europe 2020 전략’의 각종 목표들은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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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치된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
책수단은 경쟁정책, 국가보조금정책, 노동시장정책, 금융시장정책, 그리고 기
타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구조적·제도적 개혁이다. 하지만 구조개혁정책을 실
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다소 제한적이다. 그 대신에 R&D 및 인적자
원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집중되고 이는 보충성과 수월성 원칙에 따라 회원
국에 배분되고 있다.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서 ‘Europe 2020 전략’은 ‘스마트’, ‘지속가능’, ‘포
용’ 성장이라는 세 가지 우선과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21세기 유럽
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의 비전이다. 이에 따라 ‘지식
과 혁신에 기반한 경제’, ‘자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경쟁적인 경제’, 그리
고 ‘사회적·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고(高)고용경제’ 등이 최우선과제로 제
시되었다.
‘Europe 2020 전략’을 잘 수행하기 위해 리스본 전략의 경험을 토대로 EU
수준의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졌다. 특히 ‘Europe 2020 전략’이 거시경제
및 재정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EU 수준에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강
화되었다. 또한 연성적인 개방형 조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위원
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
의 확대 등이 수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들은 ‘Europe 2020 전략’을 잘
수행하는 데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시사점
‘Europe 2020 전략’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나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장전략이 혁신과 포용처럼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성장전략은 경제전략만이 아니라 사회 및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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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사회경제전략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과
포용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빠지지 않고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성장과 포용의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들의 재정지원수단들 간 긴밀한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기 다른 부처의 목표
들에 함몰되어 경제 사회 전체의 공유된 비전과 유리되어 정책 입안과 재정지
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전략은 경제전략이자 사회전
략으로서 종합 전략이어야 한다.
둘째, 빈부격차 해소와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에 부가하
여 환경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
제와 연관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우리와 동떨어진 의제가 아니
라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를 가지고 환경적 가
치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저탄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적인 에너지 인프
라의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이러한 투자를 비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각의 전면적인 도입이다. ‘Europe 2020 전략’은 리스
본 전략과 비교하여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이 강하다. 물론 중국의 부상에 따른
EU의 현행 지정학 및 지경학적 위치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러한 배경을 이루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구조조정과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는 기존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
슬에서의 재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글로벌 시각을 통해 현행 산업
의 경쟁력과 새로운 산업의 부상이 예상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함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존 산업을 구조
조정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구조개혁과 벤치마킹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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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산업정책의 전개
‘Europe 2020’은 유럽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향하는 종합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리스본 전략과 궤를 같이하지만 목표와 이행방식의 구체성 측면에서 진
전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본 전략은 유럽의 산업경쟁력의 개선을 통하여 세계
경제에서 유럽 경제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가 ‘Europe 2020 전략’을 산업정책적 측
면에 높은 비중을 두고 분석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전략에 본격
적인 산업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
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EU와 같이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
통합체이자 선진적 거대경제권이 공동의 산업정책을 이행한 유례가 없기 때문
이다. 그러나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발전전략을 수립
및 이행하는 것은 유럽이 통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한 결과로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선진경제권에
서 수행되는 산업정책의 실험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산업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수직적 및 수
평적 시장개입이라고 정의된다.35)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산업정책은 주류적 경제학의 전통에서 대체로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오늘
날 세계화의 흐름에 제동이 걸리고 국가간 및 국내적 소득불평등 문제가 여전
히 지속됨에 따라 산업정책은 다시 중요한 성장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우
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재산업화 논의와 함께 사회 및 생태계 혁신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 및 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그 산업정책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산업정책을 통한 새로운 성장경로 개척 가능
성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36)
35) 수직적 접근과 수평적 접근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예컨대 Mazzucato(2015)를 참고.
36) 영국은 산업 부문을 부활시키는 방안, 즉 rebalancing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프랑스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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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별 국가가 아닌 유럽공동체 단위에서 전통적 의미의 산업정책 경험
은 그리 길다고 할 수 없다. 유럽은 통합 과정에서 유럽 차원의 수평적 정책은
있었으나 특정 부문을 목표로 한 정책 개입은 개별 국가 차원에 한정되었다. 산
업정책이 다양한 형태의 시장실패 교정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
해서 이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럽통합 초기 단계의 석탄철강공동체를 굳이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은 경제통합 과정에서 자유
로운 상품과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통한 유럽 시장의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였
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산업정책은 유럽통합과 정합성을 결여한다. 통합 과정
에서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산업정책적 측면을 내
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정책적 목적하에서 추진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
통합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규범이 강
화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산업정책과 유럽통합 간에 내재되어 있는 비정합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Europe 2020’에 제시된 EU의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 성장과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조건(framework condition)’을 제공하여 EU를 산업투자
와 일자리 창출에서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 여기서 정책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산업정책을 EU가 2010년대에
수용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한 시대적 배경도 있었지
만 갑자기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신산업정책의 수용은 EU 내에서 기존 산
업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쟁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37)
1951년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조약은 특정 산업
부문을 겨냥한 EU 수준에서 실행한 최초의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프로젝트, 지역 혁신센터(핵심 경쟁) 또는 공공-민간 부문 네트워크의 정책수단과 법인세 인하와
같은 자유주의적 수단을 통하여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남부 유럽의 국가들
은 유로존 위기에서 나타났듯이 상당폭의 산업기반을 상실하였고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위축
을 방어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37) Pellegrin et al.(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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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ECSC 조약은 석탄과 철광석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공
급 확대를 위해 석탄과 철광석 시장에 대한 최저가격, 쿼터, 무역보호 등과 같
은 여러 가지 정책적 개입들이 용인되었다. 석탄과 철광석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유럽공동체의 조정 수단으로 유지되었다.38)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조약이 1957년 체결되고 정책
의 확산효과로 프랑스를 따라 부문별 산업정책이 EEC 내에서 수행되었다.39)
EEC 조약이 경쟁을 강화하고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역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특정 산업을 겨냥한 산업구조
조정정책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당시에 선호되었다.
EU 수준에서 전략적인 차원의 산업정책 개념이 수용된 것은 1990년대 접어
들면서부터이다. 1990년에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하에서의 산업정책: EU의 가이드라인(Industrial Policy in an
Open and Competitive Environment: Guidelines for a Community
Approach)’40)이라는 문건은 EU 회원국들이 전략적인 차원의 산업정책에 대
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는 ‘시장 개방’, ‘수평적 접근’, ‘보충성(subsidiarity)’ 등이었으며, 이것들은
산업정책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예를 들면, 부문별 산업정책은 경쟁을 왜곡하
여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수평적
인 차원의 산업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문건에 명시되었다.41) 이처
럼 기능적인 산업정책은 경쟁력(또는 생산성) 향상 정책들과 거의 유사해져 산
업정책은 성장전략 또는 공급주도정책과 사실상 동의어가 되었다. 이러한 산업
정책은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173.1조항에 반영
됐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
38)
39)
40)
41)

Pellegrin et al.(2015), p. 25.
Owen(2012), pp. 12-17.
European Commission(1990).
Darmer(2000), pp.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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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개입할 수가 있다.42)
세계화, EU 확대, 탈공업화에 대한 두려움, 유럽의 저성장 등으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나타났다. 2000년 리스본(Lisbon)
과 2001년 예테보리(Gothenburg)에서 개최된 EU 이사회에서 산업정책의 역
할이 명시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기존의 수평적 접근에다 정교한 부문적 접
근을 결합하는 이른바 산업정책에 대한 ‘매트릭스(matrix)’ 접근이 2005년에
제안되기에 이른다.43) 이러한 접근은 부문 간과 부문 내 시책들의 구체적인 프
로그램에 기반하여 산업정책을 통합적으로 구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
고 이것이 선별적인 개입주의적인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수평
주의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매트릭스 접근은 산업정책이 효과적으
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평적인 접근이 개별 산업 부문의 특정 맥락을
감안해야 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수평적인 정책과 부문 정책 간의 조합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산업정책의 영역으로 들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저탄소·자원 효율적인 제품, 서비스, 그리고
기술에 대해 산업정책적인 노력이 투입되기에 이르렀다.44)
[표 3-1]은 1990년대 초반의 EU 산업정책과 2000년대 초반과 최근 산업정
책 우선순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EU 산업정책은,
EU 확대에 따른 회원국 간 지역격차의 문제, 세계화의 압력, 글로벌 가치사슬
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했지만,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축소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 EU는 IT 네트워크 구축 및 무형 투자, 산업협력, 공
정경쟁,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등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42) Pellegrin et al.(2015), p. 26.
43) European Commission(2005a).
44) Pellegrin et al.(2015),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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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U 수준의 산업정책 전개

구분

1994년 유럽의 산업전략

2004년 유럽의 산업전략

2015년 유럽의 산업전략

·세계화의 심화는 경쟁력
·EU 산업의 경쟁력 제고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 축소
·그러나 치열한 국제 경쟁,
동인

정보사회의 등장, 낙후지역
개발의 필요, 부적절한
유럽네트워크, 무형의
투자수요 등에 직면

문제를 야기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급성장하는 행위자의 출현
·매우 둔화된 구조적 변화와
선택적인 세계화
·너무 약한 위험 감수와
기업가정신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
·개도국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경쟁 압력의 강화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시장 이슈

·EU 확대(가치사슬의 재조정
필요성)
·더 나은 EU 법률 제정:

·유럽정보사회 실행계획
·네 영역의 수평적 조치

역내 시장의 심화와 규제
부담의 완화

·적정 수준의 투입요소에
대한 접근

우선

- 무형의 투자 촉진

순위

- 산업협력 강화

지식, 역내 시장, 결속,

- 공정경쟁 실현

지속가능발전, 세계화 등

·EU 산업의 현대화

- 공공기관의 역할 현대화

5개 영역의 경쟁력에 대한

·기업환경의 개선

·다차원의 정책적 접근: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EU
기업들의 통합

통합적 접근
자료: Herbert(2016), p. 5, p. 13을 요약·정리하여 저자 작성.

2000년대 초반 유럽의 산업정책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신흥강국의
대두로 인한 경쟁과 세계화의 심화, EU의 확대, 구조개혁 정책의 지체 등을 배
경으로 한다. EU 역내 시장의 통합과 규제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정책 수행에서 지식, 역내 시장, 결속, 지속가능발전, 세계화 등 5개 영역의 경
쟁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산업정책은 재화라는 하드웨어
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사용과 긴밀히 연계된 ‘솔루션(solution)’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 정책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와 서비
스를 통합하는 활동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IT와 같은 범용기술과 기존 산
업들 간의 융·복합과 정책 상호 간의 교류와 대화가 강조되기에 이른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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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정책의 수행과는 차별적이다. 즉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기 위
해서는 새로운 범용기술과 결합되어야 하고,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은 유·무형
의 투자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산업정책은 원칙적으로 2000년대 초반의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여파가 있었
으며, 기후와 에너지 시장의 이슈와 4차 산업의 담론이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
이 G2로 부각됨에 따라 유럽의 지위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었으며, 이를 견제
하기 위한 경쟁력의 담론이 더 부각되었다.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부
문 간 융·복합과 상이한 정책들 간의 조정과 대화는 더욱더 강조되었다. 특히
기존 산업들과 새로운 범용기술 간의 결합을 통해 기존 산업들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유럽 기업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요약하면, ‘Europe 2020’에 나타나 있는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을 집중 육
성하는 수직적 접근이기보다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범용기술 간의 융·복합을
시도하는 수평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다발로서 제품을
사고하기 때문에 이들이 결합하는 활동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포용과
균형의 담론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의 여파로 기
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주도의 담론이 ‘Europe 2020 전략’의 담론
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EU의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 다양한 정책영역들 간의 조정과 대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된 정
책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EU 기업들의 지위가 재조정되는 것을 염두에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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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의 산업구조 변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국제적 생산지형과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
라 유럽의 경제적 지위에 위협이 제기되었으며 유럽은 산업정책을 통하여 장기
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하면, 유럽의 산업정책의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표 3-2]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에 걸친 기간 동안
유럽의 주요 국가군별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유럽 이외의 미국, 일본 그리고 한
국의 구조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선진국과 미국 및 일본에서는 예외없이 제조업의 비중 축소와
서비스업의 증가 추이가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
가에서 발견되는 장기적 산업구조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
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21세기 전후 25년 사이에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하였다.
유럽의 주요국 중에서 제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독
일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 밖에 경제발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동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높은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경제의 핵심 국가들(표 3-2의 Group I)은 거의 탈산업화의 과정을 밟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강력한 경제적 성과를 반드시 제조업의 비중과
연결시키기도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남부 유럽의 국가들이 대체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핵심국가들에 비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 때문이다.
둘째, [표 3-2]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서비스의
비중 변화를 같이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낸다. 경
제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럽 북부의 국가 중에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
드 그리고 스웨덴의 사업서비스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거나 빨리 성장하였는데
이는 미국경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반면에 독일의 사업서비스 비중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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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구조고도화의 과정에서 사업서비스는 모
든 경제활동의 중간재 역할을 하며 따라서 산업생산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의 사업서비스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
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
고 할 것이다.
셋째, 유럽 이외 지역의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위의 국가들과 상당히 다른
추세를 보였다. 즉 체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의 변화가 없거
나 오히려 한국의 경우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제조업 비중이 상당폭 감소한 체
코의 경우에도 여전히 32%로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
의 추후 발전 과정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26%)과 일본(24%)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
업 비중을 유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가 15% 수준 내외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15% 수준인데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달할
수 있는 제조업 비중 감소의 한계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짐작케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 기반 감소가 갖는 의미는 같은 비중을 보이는 유럽 국가들과 다
른 측면이 있다. 즉 미국에서는 혁신을 통하여 신제품의 발명 단계가 시작되지
만 실질적인 생산활동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글로벌 가치사
슬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여타 국가의 추격기간도 상대적으로 빨
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제품주기설에 따른 생산 및 무역구조가 빠른 속도
로 변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에 유럽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비하여 혁신
역량이 낮고 여전히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45)

45) Aiginger et al.(2013),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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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 국가군별 산업구조 변화(부가가치 기준)
(단위: %)

Group I

독일

프랑스

UK

네덜란드

스웨덴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제조업

0.31

0.26

0.25

0.26

0.26

0.26

서비스

0.62

0.67

0.69

0.69

0.69

0.69

사업서비스

0.34

0.34

0.36

0.37

0.35

0.36

제조업

0.20

0.19

0.18

0.15

0.14

0.14

서비스

0.70

0.73

0.75

0.77

0.78

0.79

사업서비스

0.38

0.38

0.39

0.40

0.40

0.40

제조업

0.22

0.22

0.18

0.15

0.14

0.14

서비스

0.70

0.71

0.75

0.77

0.79

0.79

사업서비스

0.37

0.37

0.41

0.42

0.43

0.43

제조업

0.23

0.22

0.19

0.19

0.17

0.15

서비스

0.68

0.70

0.73

0.74

0.76

0.78

사업서비스

0.39

0.42

0.46

0.44

0.46

0.48

제조업

0.23

0.25

0.25

0.24

0.22

0.19

총서비스

0.67

0.67

0.68

0.68

0.70

0.74

사업서비스

0.33

0.33

0.36

0.36

0.38

0.41

Group II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제조업

0.23

0.21

0.20

0.19

0.17

0.18

서비스

0.62

0.65

0.65

0.67

0.73

0.74

사업서비스

0.37

0.39

0.39

0.39

0.39

0.40

제조업

0.24

0.23

0.22

0.20

0.19

0.19

서비스

0.67

0.68

0.70

0.72

0.74

0.74

사업서비스

0.38

0.39

0.40

0.39

0.39

0.39

제조업

0.18

0.15

0.15

0.13

0.12

0.14

서비스

0.66

0.72

0.72

0.74

0.81

0.80

사업서비스

.

0.40

0.39

0.40

0.38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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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단위: %)

Group III

체코

헝가리

폴란드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제조업

0.39

0.32

0.31

0.32

0.31

0.32

서비스

0.48

0.56

0.59

0.60

0.61

0.60

사업서비스

0.27

0.32

0.35

0.34

0.35

0.35

제조업

0.28

0.25

0.26

0.26

0.26

0.27

서비스

0.57

0.62

0.63

0.65

0.66

0.65

사업서비스

0.30

0.33

0.34

0.36

0.37

0.36

제조업

.

0.28

0.23

0.25

0.25

0.27

서비스

.

0.58

0.65

0.64

0.63

0.64

사업서비스

.

0.34

0.41

0.40

0.40

0.41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제조업

0.21

0.20

0.17

0.17

0.17

0.15

비EU 국가

미국

일본

한국

서비스

0.73

0.74

0.77

0.77

0.78

0.79

사업서비스

0.37

0.39

0.42

0.41

0.40

0.42

제조업

0.30

0.27

0.25

0.24

0.22

0.24

서비스

0.59

0.64

0.67

0.69

0.72

0.69

사업서비스

0.34

0.36

0.38

0.39

0.39

0.38

제조업

0.30

0.29

0.31

0.31

0.34

0.33

서비스

0.52

0.56

0.59

0.60

0.59

0.59

사업서비스

0.31

0.32

0.33

0.33

0.33

0.32

자료: OECD Stat, STAN Database(검색일: 2018. 10. 15)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표 3-3]은 주요 국가군별로 지난 25년간의 산업구조 변화를 세부 산업
별로 보여준다. 유럽 북부의 국가를 포함하는 Group 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되는 변화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송장비의 비중이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기타 전
통적 제조업 분야는 감소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부동산 서비스와 전문직
사업서비스의 증가가 발견되고 있다. 유럽 남부 국가군인 Group Ⅱ의 경우,
제조업 전 분야의 감소에 비하여 부동산 서비스와 행정서비스의 증가가 이를
대체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구권 국가로 구성된 Group Ⅲ의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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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 수송장비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 정보, 전문직 서비스의 비중 증
가가 뚜렷하다.

표 3-3. 유럽 주요국의 산업구조 비교(세부 분야별)
(단위: %)

Group I
농산품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1991 2016 1991 2016 1991 2016 1991 2016 1991 2016
0.01

0.01

0.03

0.02

0.01

0.01

0.04

0.02

0.03

0.01

식품

0.02

0.02

0.03

0.02

0.03

0.02

0.03

0.03

0.02

0.01

섬유

0.01

0.00

0.01

0.00

0.01

0.00

0.01

0.00

0.00

0.00

나무

0.02

0.01

0.01

0.01

0.01

0.01

0.02

0.01

0.03

0.02

화학

0.05

0.04

0.04

0.02

0.04

0.02

0.04

0.03

0.03

0.04

기초금속

0.04

0.03

0.02

0.01

0.02

0.01

0.02

0.01

0.03

0.02

기계

0.08

0.07

0.03

0.02

0.03

0.01

0.03

0.02

0.05

0.06

수송장비

0.04

0.05

0.01

0.01

0.01

0.02

0.01

0.01

0.02

0.03

가구, 기타제조업

0.02

0.02

0.02

0.02

0.01

0.01

0.02

0.01

0.01

0.01

전기, 가스, 수도공급 0.03
건설

0.06

0.03

0.03

0.03

0.03

0.03

0.02

0.02

0.03

0.03

0.05

0.06

0.06

0.06

0.06

0.06

0.05

0.07

0.06

도소매

0.10

0.10

0.12

0.10

0.11

0.11

0.13

0.14

0.10

0.11

운송

0.05

0.05

0.04

0.05

0.05

0.04

0.06

0.05

0.07

0.05

숙박

0.01

0.02

0.02

0.03

0.02

0.03

0.02

0.02

0.01

0.02

정보

0.04

0.05

0.05

0.05

0.05

0.06

0.03

0.05

0.03

0.07

금융,보험

0.05

0.04

0.05

0.04

0.05

0.07

0.06

0.07

0.05

0.04

부동산

0.08

0.11

0.10

0.13

0.13

0.14

0.07

0.06

0.09

0.09

전문직, 과학, 기술

0.06

0.06

0.06

0.08

0.05

0.08

0.06

0.08

0.04

0.08

행정지원서비스

0.03

0.05

0.05

0.06

0.03

0.05

0.04

0.07

0.02

0.04

공공행정

0.16

0.18

0.20

0.23

0.18

0.18

0.20

0.21

0.21

0.22

교육

0.04

0.04

0.05

0.05

0.05

0.06

0.05

0.05

0.06

0.06

보건

0.05

0.08

0.07

0.09

0.06

0.07

0.06

0.09

0.10

0.11

예술

0.04

0.04

0.02

0.03

0.03

0.04

0.02

0.03

0.0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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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단위: %)

Group Ⅱ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1991

2016

1991

2016

농산품

0.05

0.03

0.04

0.02

0.073

0.040

식품

0.03

0.03

0.02

0.02

0.028

0.037

섬유

0.01

0.01

0.03

0.02

0.014

0.003

나무

0.02

0.01

0.02

0.01

0.011

0.003

화학

0.04

0.03

0.04

0.03

0.030

0.022

기초금속

0.02

0.02

0.03

0.02

0.010

0.019

기계

0.02

0.02

0.04

0.04

0.008

0.007

수송장비

0.02

0.01

0.02

0.01

0.003

0.002

가구, 기타제조업

0.01

0.01

0.02

0.01

0.007

0.007

전기, 가스, 수도공급

0.04

0.03

0.02

0.03

0.035

0.035

건설

0.11

0.06

0.06

0.05

0.058

0.025

도소매

0.12

0.12

0.14

0.11

0.175

0.104

운송

0.05

0.05

0.05

0.06

0.054

0.065

숙박

0.07

0.07

0.03

0.04

0.049

0.064

정보

0.03

0.04

0.03

0.04

0.036

0.034

금융, 보험

0.06

0.04

0.05

0.05

0.044

0.046

부동산

0.05

0.11

0.08

0.14

0.120

0.179

전문직, 과학, 기술

0.03

0.05

.

0.06

0.030

0.035

행정지원서비스

0.02

0.04

.

0.03

0.017

0.016

공공행정

0.17

0.19

0.17

0.17

0.158

0.211

교육

0.05

0.06

0.05

0.04

0.042

0.061

보건

0.05

0.07

0.05

0.06

0.041

0.042

예술

0.04

0.04

0.04

0.04

0.03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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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단위: %)

Group Ⅲ

체코

헝가리

폴란드

1996

2016

1991

2016

1996

2016

농산품

0.0399

0.0245

0.100

0.044

0.06

0.03

식품

0.0309

0.0217

0.049

0.022

0.04

0.03

섬유

0.0164

0.0061

0.019

0.005

0.02

0.01

나무

0.0170

0.0146

0.013

0.010

0.02

0.02

화학

0.0502

0.0465

0.054

0.059

0.04

0.05

기초금속

0.0492

0.0401

0.021

0.022

0.02

0.03

기계

0.0435

0.0611

0.029

0.050

0.03

0.02

수송장비

0.0212

0.0620

0.007

0.054

0.01

0.02

가구, 기타제조업

0.0198

0.0187

0.010

0.013

0.01

0.02

전기, 가스, 수도공급

0.0558

0.0427

0.042

0.031

0.04

0.04

건설

0.0803

0.0546

0.053

0.037

0.09

0.07

도소매

0.0995

0.1099

0.107

0.101

0.20

0.17

운송

0.0658

0.0564

0.067

0.065

0.04

0.07

숙박

0.0321

0.0200

0.027

0.017

0.01

0.01

정보

0.0336

0.0514

0.028

0.050

0.03

0.04

금융, 보험

0.0320

0.0423

0.039

0.035

0.03

0.04

부동산

0.0611

0.0841

0.060

0.081

0.06

0.05

전문직, 과학, 기술

0.0437

0.0493

.

0.057

0.02

0.06

행정지원서비스

0.0174

0.0172

.

0.036

0.01

0.02

공공행정

0.1460

0.1471

0.173

0.179

0.14

0.15

교육

0.0389

0.0420

0.052

0.049

0.05

0.05

보건

0.0352

0.0434

0.042

0.044

0.03

0.04

예술

0.0238

0.0218

0.030

0.030

0.04

0.02

8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표 3-3. 계속
(단위: %)

비EU 국가

미국

일본

한국

1991

2016

1991

2016

1991

2011

농산품

0.02

0.01

0.02

0.01

0.08

0.03

식품

0.02

0.01

0.03

0.03

0.02

0.01

섬유

0.01

0.00

0.01

.

0.04

0.02

나무

0.02

0.01

0.02

.

0.01

0.01

화학

0.04

0.04

0.05

.

0.06

0.06

기초금속

0.02

0.01

0.04

0.03

0.04

0.05

기계

0.04

0.03

0.09

0.06

0.06

0.11

수송장비

0.02

0.02

0.03

0.03

0.03

0.05

가구, 기타제조업

0.01

0.01

0.01

.

0.01

0.00

전기, 가스, 수도공급

0.03

0.02

0.03

0.03

0.02

0.02

건설

0.04

0.04

0.09

0.06

0.10

0.05

도소매

0.11

0.10

0.13

0.14

0.11

0.09

운송

0.04

0.03

0.05

0.05

0.05

0.04

숙박

0.02

0.03

0.03

0.02

0.03

0.03

정보

0.05

0.06

0.03

0.05

0.03

0.04

금융, 보험

0.06

0.08

0.05

0.04

0.05

0.06

부동산

0.11

0.13

0.09

0.11

0.06

0.08

전문직, 과학, 기술

0.06

0.08

.

.

0.03

0.05

행정지원서비스

0.03

0.04

.

.

0.02

0.02

공공행정

0.22

0.22

0.11

0.16

0.13

0.16

교육

0.05

0.06

0.03

0.04

0.04

0.06

보건

0.06

0.07

0.04

0.07

0.02

0.04

예술

0.03

0.03

0.06

0.04

0.03

0.03

자료: OECD Stat, STAN Database(검색일: 2018. 10. 15)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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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는 이러한 구조변화의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통계로서 각국의 기술
수준별 R&D 활동의 비중을 나타낸다. Group I 내에서 독일, 프랑스는 유럽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의 R&D 활동 비중(high end R&D intensive
activities)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보다도 더 높다. 특
기할 사실은 제조업 비중이 빠른 속도로 하락한 영국과 네덜란드는 R&D 비중
도 같은 속도로 감소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남부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이
고 있다. 동유럽 국가에서는 체코와 헝가리의 연구개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4. 기술수준별 R&D 활동 지출(부가가치 기준)
(단위: %)

Group I

독일

프랑스

UK

네덜
란드

스웨덴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High R&D

0.032

0.024

0.027

0.030

0.029

.

Medium-high

0.136

0.115

0.128

0.133

0.144

.

High-Medium

0.168

0.139

0.155

0.163

0.173

.

High R&D

0.039

0.038

0.036

0.032

0.029

0.029

Medium-high

.

.

0.071

0.063

0.059

.

High-Medium

.

.

0.107

0.094

0.088

.

High R&D

0.029

0.028

0.023

0.018

0.020

0.018

Medium-high

.

0.072

0.070

0.064

0.062

.

High-Medium

.

0.100

0.093

0.082

0.082

.

High R&D

0.022

0.021

0.022

0.019

0.016

0.014

Medium-high

0.061

0.066

0.071

0.072

0.070

0.074

High-Medium

0.084

0.087

0.093

0.091

0.086

0.088

High R&D

.

.

.

.

.

.

Medium-high

.

.

.

.

.

.

High-Medium

.

0.145

0.162

0.167

0.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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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단위: %)

Group Ⅱ

스페인

이탈
리아

그리스

폴란드

일본

한국

2006

2011

2016

.

0.015

0.014

0.013

0.012

.

.

0.059

0.065

0.061

0.058

.

High-Medium

.

0.074

0.079

0.074

0.070

.

High R&D

.

0.017

0.018

0.017

0.017

0.018

Medium-high

.

0.073

0.073

0.070

0.068

.

High-Medium

.

0.090

0.091

0.088

0.086

.

High R&D

.

0.009

0.012

0.008

0.006

0.008

Medium-high

.

0.024

0.020

0.023

0.018

0.023

.

0.032

0.032

0.031

0.024

0.031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High R&D

.

0.020

0.021

0.023

0.023

0.028

Medium-high

.

0.087

0.100

0.112

0.128

0.148

High-Medium

.

0.106

0.121

0.135

0.151

0.176

High R&D

.

0.029

0.039

0.047

0.047

0.043

Medium-high

.

0.061

0.078

0.094

0.105

0.128

High-Medium

.

0.090

0.117

0.141

0.152

0.172

High R&D

.

0.013

0.013

0.013

0.013

.

Medium-high

.

0.054

0.050

0.061

0.063

.

High-Medium

.

0.068

0.063

0.074

0.076

.

1991

1996

2001

2006

2011

2016

비EU 국가

미국

2001

High R&D

High-Medium

헝가리

1996

Medium-high

Group Ⅲ

체코

1991

High R&D

.

.

0.032

0.032

0.033

0.033

Medium-high

0.077

0.076

0.071

0.069

0.071

0.073

High-Medium

.

.

0.103

0.101

0.104

0.106

High R&D

.

.

.

.

.

.

Medium-high

.

.

.

.

.

.

High-Medium

.

.

.

.

.

.

High R&D

.

.

.

.

.

.

Medium-high

0.090

0.110

0.113

0.118

0.139

..

High-Medium

.

.

.

.

.

.

자료: OECD Stat, STAN Database(검색일: 2018. 10. 20)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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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는 유럽의 산업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와 맥락을 같
이하고 있다. 유럽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
가지로 여전히 높다. 제조업은 여전히 고용창출의 중요한 원천이며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위기 이후 약 300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사라졌으며 이후 기대한 만큼 회복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유
럽 경제의 성장동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서유럽 지역에서 제조업 비중이 약 10% 중반까지 하락한 추세를 반전시키고자
하고 있다.46)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은 미국 수준의 생산성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미국과의 소득격차와 직접적으로 연
결되고 있다. 유럽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전반적 경제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및 전문 서비스의 비중과 고기술 연구개발 투자로 요약되
는 유럽의 혁신역량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유럽의 산
업정책이 혁신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배경으로 보인다.

3. ‘Europe 2020’의 산업정책적 특징
산업정책은 여타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유기
적으로 설계 및 이행되어야 한다. ① 정책의 상위목표와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
책의 대상(target) ②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금, 인력, 정책역량 등 제반 정책자
원 ③ 정책대상과 정책자원의 효과적 연계(Channeling).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Europe 2020 전략’은 ①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경제’(스
마트 성장) ② ‘자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경쟁적인 경제’(지속가능 성장)
③ ‘사회적·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고(高)고용경제’(포용 성장)이라는 3대

46) Aiginger(2014),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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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적 대상을 고용률(75%),
GDP 대비 R&D 비율(3%), 탄소배출 저감량을 포함한 에너지·기후 관련 지표,
교육 관련 지표 그리고 빈곤층의 축소(2,000만 명 이하)라는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이른바 7대 선도과제로 이루어
져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다. ① Innovation Union ② Youth on the
move ③ A digital agenda for Europe ④ Resource efficient Europe
⑤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 ⑥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⑦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마지막으로 이러
한 전략의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14~20년 동안에 EU는 GNI의 0.95%에 해당되는 9,600억 유로를 지역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기로 계획하였다.47)
전통적으로 수평적 접근에 기반한 유럽의 산업정책이 Europe 2020에서 본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경쟁정책 중심의 수평
적 틀 위에서 부문별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정책이 보완된 이른바 ‘Matrix 형’
정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특징은 유럽 단위의 산업정책이
특정 산업의 육성(winner-picking)이 아니라 수평적 접근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산업분야별 정책과제를 결합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7대 선도사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산업들은 3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분류
되어 있으나 이들을 다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기능을 분석해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산업정책은 산업 전반 또는 특정 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제반 정책수단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공공자원의 동원을 통하여 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고용, 환경, 사회보장, 소득분배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 3-5]는
7대 선도사업을 재구성하고 있다.
47) 7대 선도과제 및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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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업정책적 목표는 크게 산업경쟁력 강화, 고용 확대, 그리고 환경 및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는 유럽 산업정책의 핵심 기조이며
대체로 수평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IT 분야 등 매우 국한된 분야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IT 산업 역시 경제 전반의 인프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수직적 산업정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환경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
정책에 포함 여부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저공해 운
송 부문의 육성 등과 에너지 수급에 관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정책 분야
로 포함하였다. 둘째, 7대 선도사업은 ⑦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
이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의 전략이 3대 목표를 설정하
고 있으나 정책수단이 수평적 산업정책의 이행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다.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이 유럽의 산업정책은 대부분 수평적 성격의 정책수단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ICT 산업과 섬유 등 일부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를 포함하는 정책수단이 채택되는 데 그치고 있다.

표 3-5.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7대 선도과제 및 주요 정책수단

상위목표

해당 7대 선도사업

정책수단(h: horizontal, v:vertical)
Horizontal Initiatives
h. One Stop Shop for Patent Process
h. Favoring Procurement of Innovation
h.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

산업
경쟁력
강화

Innovation
1)

Union

h. promotion of researchers and education: EURASEXX
Network, U-Multirank,
h. Knowledge Alliance
h. A Re-enforced European Research Area Partnership for
Excellence and Growth
h. Pan-Europena Pension Fund for Researchers
h. Progammes to involve more SMEs in EU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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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상위목표

해당 7대 선도사업

정책수단(h: horizontal, v: vertical)
Vertical Initiatives
v.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active and healthy ageing,

Innovation

water, agriculture, smart city

1)

Union

v. EU e-skills Strategy: ICT industry
v. Grand Coalition for Digital Jobs: ICT industry
Horizontal Initiatives
h.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DSM)
h.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h. Common EU broadband targets for 2025
h. A voucher scheme for public authorities who want to

Digital Agenda

offer free Wi-Fi access to their citizens(WiFi4EU)

for Europe

h. the initiative of the Next Generation Internet
Vertical Initiatives
v.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part of DSM)
v. A plan to foster European industrial leadership in 5th
generation (5G) wireless technology

산업

Horizontal Initiatives

경쟁력

h. promote the wide and timely deployment, take-up and

강화

commercialisation of competitive Key Enabling Technologies;
h. ‘Factories for the Future’: facilitate the modernisation of
the EU industrial base
h. promote initiatives bringing together higher education
and businesses
h. develop policy approaches to foster the potential for
greater cross-fertilisation between sectors

An industrial

h. present a new Strategy for globally competitive Clusters

policy for the
2)

globalization era

and Networks
h. encourage the parallel notification of Aid to cross-border
collaborative R&D&I projects
Vertical Initiatives
v. promote new business concepts and related manufacturing
technologie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user-driven design-based products in the
textile and clothing sector as well as other large
consume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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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상위목표

해당 7대 선도사업

정책수단(h: horizontal, v: vertical)
Horizontal Initiatives
h. The Employment package
h. Reforming labour markets

산업

An agenda for

h. Investing in skills

경쟁력

new skills and

h. Moving towards a European labour marke

강화

Jobs

3)

h. Youth Guarantee
h. A Quality Framework for Traineeships
h. A European Framework for Quality and Effective
Apprenticeships
Horizontal Initiatives
h. Youth Garantee: ensuring that all young people under
25 get a good-quality, concrete offer within 4 months
of them leaving formal education or becoming unemployed

Youth on the
4)

Move

h. EURES network of employment advisors and national
employment services
h. Mutual learning programme for European public employment
services(PES)
h. The European vacancy monitor
h. European micro-finance support

고용 확대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
Horizontal Initiatives
h. The Employment package
h. Reforming labour markets
An agenda for

h. Investing in skills

new skills and

h. Moving towards a European labour marke

Jopbs

h. Youth Guarantee
h. A Quality Framework for Traineeships
h. A European Framework for Quality and Effective
Apprentice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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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상위목표

해당 7대 선도사업

정책수단(h: horizontal, v: vertical)
Horizontal Initiatives
h. Diversify Europe’s sources of energy and ensure energy
secrity
h. A fully-integrated internal energy market: Energy Union
and Climate

환경과의

Resource

조화

Efficient Europe

5)

h. Energy Efficiency: EU Emission Trading System, Low
Carbon Initiative, Low Emission Mobility Strategy
h. Decarbonising the economy
h. Supporting research and inovation inlow-carbon and
clean energy technologies: Energy Stroage, Strategy
Energy Technology Plan, Smart Cities

주: 1) https://ec.europa.eu/info/research-and-innovation/strategy/goals-research-and-innovation-policy/
innovation-union_en(검색일: 2019. 1. 23).
2) https://ec.europa.eu/growth/content/industrial-policy-globalisation-era-%E2%80%93-elements-co
mmission%E2%80%99s-strategy_en(검색일: 2019. 1. 23).
3) https://coopseurope.coop/about-co-operatives/eu2020-%E2%80%9C-agenda-new-skills-and-job
s%E2%80%9D(검색일: 2019. 1. 23).
4) http://ec.europa.eu/youthonthemove/(검색일: 2019. 1. 23).
5) https://ec.europa.eu/eurostat/web/europe-2020-indicators/resource-efficient-europe(검색일: 2019.
1. 23).
자료: Eurostat(2018).

이상과 같이 재구성한 ‘Europe 2020 전략’의 산업정책은 유럽의 전통적 정
책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정책목표의 광범
위함과 지나치게 많은 정책수단으로 인하여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낮출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EU의 산업정책이 갖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적
절하게 잘 반영한 정책 디자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산업정책
이 여타 다른 분야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엄밀한 고려는 결과적으로 산업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 시장 통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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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수월성 기업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쟁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핵심적 정책수단인 보조금이 대기업에 편중됨으로써 중소기업
의 성장과 규모의 경제 활용을 저해할 수도 있다. 경쟁정책은 중소기업의 범위
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의 목표와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산업정책이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경쟁제한적’ 효
과에 대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갈등관계는 무역정책과도
발생할 수 있다. 산업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무역정책의 목표는 소비자
에서 기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음은 자명하다. 또한 무역의 자유화가 갖는
경쟁촉진 효과를 산업정책이 상쇄해버리는 상황은 한국의 무역자유화 과정에
서도 쉽게 발견되는 사례이다. 반대로 국제적 비교우위 구조가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의 효과적 조합은 산업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국내 기업의 독점지대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EU의 산업정책이 산업 전반의 효율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혁신 인프라 확충의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위에서 논의한 정책적 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고 혁신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 및 교육 정책을 산업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포함하는 것은 매우 일
반적인 현상이다. 기술 및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경
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정책이 노동조건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흔하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요체는 산
업정책이 양질의 노동수요를 충분히 창출해낼 때, 노동 및 교육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정책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이 매
우 높다. 소위 New Economic Geography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
의 집적화는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창출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공간적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잠재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경제활동의 지역적 집중과 클러스터
의 효과적 배치 문제가 산업정책의 주요한 고려요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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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소결
산업정책은 ‘Europe 2020’의 핵심적 요소이다. 이는 유럽의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국제적 생산지형과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임
을 말해준다. 전통적으로 수평적 접근에 기반한 유럽의 산업정책이 Europe
2020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혁신과 경쟁정책
중심의 수평적 접근을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소위
‘Matrix형’ 정책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유럽의 산업정책은 급격히 축소된 제
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위기 이후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사라졌으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10% 중
반까지 하락한 비중은 반등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Europe 2020’의 산업정책이 수직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보다는 개
별 회원국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EU 차원에서는 혁신의 촉진을 통한 제
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대를 도모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의 산업정책은 그 정책목표가 광범위하고 매우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산업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rope 2020 전략’은 산업정책
이 갖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정책 디자인으로서 시장의
왜곡효과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준자본시장(pseudo capital market)의 기능’, 즉 자본을 비롯한 생
산자원을 특정 산업 분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EU의 산업정책
은 ‘정보시장’의 제공과 R&D의 촉진을 통한 혁신기반의 제공에 높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유럽 산업정책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산업정책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럽 산업정책의 특징은 여타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함으로써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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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책적 효율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
업정책이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상호 충
돌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갈등관계는 무역정책과도 발생할 수 있는데 무역의
자유화가 갖는 경쟁촉진 효과를 산업정책이 상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역에 집중된 산업정책의 수직적 기능은 공간적 양극화를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Europe 2020 전략’이 포함하고 있는
산업정책은 새로운 정책적 지평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책적 효과성을 시험받고
있다.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으로서는 유럽의 정책체계와
그 성취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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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의미
2010년 3월 유럽연합에서 산업정책은 명시적으로 ‘리스본 전략’을 대체한
‘Europe 2020 전략’에서 핵심부분(flagship)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Europe 2020 전략’에서 7개 선도사업계획(flagship initiatives)
이 제안됐으며 이 중에서 EU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연관된 것이 4개이다.48)
무엇보다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이 7개의 선도사업계획들 중의 하나로 선정
된 것은 특이할 만하다. EU와 같은 선진국에 부합되는 산업정책은 국민 또는
지역 경제가 양적인 GDP의 목표치를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고가도
(high-road)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말하며, 이는 거시경제적인 목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49)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은 EU 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 원자재와 고임금 일자리
의 공급과 관리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무역, 혁신, 에너지, 지식
재산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들을 포괄한다.
‘Europe 2020 전략’의 발표 이후 산업정책과 관련된 후속 문건들이 제출되
었다.50) ‘산업정책: 경쟁력을 강화한다(Industrial Policy: Reinforcing
Competitiveness)’51)라는 2011년 문건은 EU 회원국에 심층적인 구조개혁
과 스마트 규제, 금융접근, 단일시장 등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강력한 유럽 산업(A Stronger European
Industry for Growth and Economic Recovery)’52) 제하의 2012년 문건은
48) 후속 문건에는 European Commission(2010h), Innovation Union, COM(2010), 0546;
European Commission(2010a), A Digital Agenda for Europe, COM(2010), 0245;
European Commission(2010c),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49)
50)
51)
52)

COM(2010), 0614; European Commission(2008b), New Skills
COM(2008), 0868이 포함된다.
Aiginger(2014), p. 8.
Pellegrin et al.(2015), pp. 28-30.
European Commission(2011c).
European Commission(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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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ew Jobs,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투자, 양호한 시장조건, 금융과 자본에 대한
접근, 인적자본과 숙련 등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선 투자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중점
투자 영역은 ‘청정생산을 위한 첨단제조기술’, ‘핵심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y)’, ‘바이오기반 제품’, ‘지속가능한 산업 및 건설 정책과 원자재’,
‘청정 자동차와 선박’, ‘스마트 그리드’ 등 6개 분야이다. 또한 이러한 우선순위
분야들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구성
이 제안되었다. ‘유럽의 산업 르네상스를 위하여(For a European Industrial
Renaissance)’53) 제하의 2014년 문건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
정적인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성장을 도모하는 제조업의 중
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정책 전반에서 제조업과 연관된 경쟁력 이슈를 숙
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우선순위 설정’, ‘산업경쟁력’, ‘지
역 발전’, ‘역내 시장’, ‘핵심 투입요소’, ‘글로벌 가치사슬’, ‘재산업화’ 등의 단
어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합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정책
이 바로 산업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 산업정책은 혁신
정책과 심지어 환경정책까지 통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성
장정책이 되었다.
EU는 통합적인 산업정책을 구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부문 대 수평 간 이분법적 산업정책의 대립을 지양하고 두 가지 접근을
맥락적으로 결합하는 활동(activities)에 기반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부문보다
는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기술이 급격히 진보함에 따라 생산 과정
이 파편화되고 제품이 재화와 서비스의 다발(bundles)로서 거래되고 있으며,
둘째 글로벌 시장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이한 기술과 노동 강도를 가진 지
역들 간의 전문화가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54) 따라서 정책의 초점을 활동에
53) European Commission(2014e).
54) Herbert(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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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조치와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번의 일
시적인 정책적인 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내용과 예산구조
가. EU 수준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책내용
EU는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관된 정책들을 구사하기 위해 전반적
인 정책의 논리와 구성, 그리고 평가체계 등에 관한 프레임워크의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산업정책의 입안과 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워크는 산업정책 전반과 연계된 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회원
국 및 지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을 전달한다. 산업정책의 효과를 증진
하기 위해 가용한 예산을 산업경쟁력 강화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
이 핵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새로운 정책 프로그
램을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55) 첫째, 적정 수준
의 생산요소들에 대한 접근성 제고이다. 이를 위해 금융 및 재정 지원(예: R&D
지원을 위한 ‘Horizon 2020’), 에너지 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한 적정 투입요소
의 접근성 향상, 노동의 이동성 제고를 통한 인적자본의 제공 등이 제시되고 있
다. 둘째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EU 기업의 참여 촉진이다.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클러스터 구축, 원자재, 기술협력 및 표준 분야

55) European Commission(2017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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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국과 협력적인 대화 체계의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는 혁신과 사
양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 촉진이다. 이를 위해 투자 패키지의 제공, 디지털
단일시장의 구축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화와 현대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넷째
는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의 성장이다. 이를 위해서 혁신적인 공공조달, 지식재
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
력 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다.

나. EU 수준의 산업정책 관련 예산구조
EU는 전술한 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책을 입안하
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다.56)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20년 동안
EU는 GNI의 0.95%에 해당되는 9,600억 유로를 지역 및 산업의 혁신과 경쟁
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중 약 86%가 스마트·지속가능·포용 성
장의 목표를 제시한 ‘EU 2020’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가격 기준으로 스마트·포용 성장과 지속가능 성장에 각각 4,507억 유로와
3,732억 유로를 배정하였다.57)

표 4-1. 세부 영역별 EU의 예산구조(2014~20)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행정

6

지속가능 성장: 자원

39

글로벌 유럽

6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경쟁력(a)

13

안전 및 시민

2

계

14

경제·사회적 지역 결속(b)

34

스마트·포용 성장(a+b)

(47)

계

86

주: 2011년 가격 기준(총액은 9,600억 유로).
자료: Pellegrin et al.(2015), p. 30을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56) Pellegrin et al.(2015), pp. 30-32.
57) Pellegrin et al.(2015),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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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0’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U는 상당한 예산과 자원을
광의의 산업 육성과 관련한 분야들에 투입하고 있다.58) [표 4-2]는 EU 수준의
광의의 산업 육성과 연관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U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직간접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정
책 프로그램들의 목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들 모두가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수단들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정
책이 성장전략과 동의어가 되고 환경 영역도 산업정책과 연계되면서 특정 산업
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과 예산을 구별하기가 힘들다. 특히 산업정책
이 수평적 접근을 취할 경우 기존의 혁신정책이나 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Pellegrin et al.(2015, pp. 31-32)이 제시한
산업정책 관련 EU 예산 항목들을 광의의 산업 육성 관련 예산, 즉 산업정책 예
산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들 중에서 경제·사회·지역 결속(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 경제·사회·지역 결속 프로그램은 EU 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예산의 34%를 차지하며, 예산규모로는
3,251억에 이른다. 이 중 약 99%(3,220억 유로)가 결속정책에 배정되어 있다.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경쟁력(Competitiveness for Growth and Jobs) 프
로그램의 예산규모는 1,256억 유로(MMF 예산의 13%) 정도이며, 혁신, 기술,
금융 등 다양한 세부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의 구축, SMEs 지원, 유럽의 연계망 구축(connecting Europe
Facility), (중소)기업 경쟁력(COSME) 강화 등과 연관되어 있다.
지속가능 성장과 자원 프로그램의 예산규모는 3,732억 유로(MMF 예산
39%)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정책과 연관된 세부 영역은 농업
과 어업 등에 한정된다. 이는 각각 849억 유로와 66억 유로 정도이며, 두 세부
58) Pellegrin et al.(2015), pp. 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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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지속가능 성장과 자원 프로그램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사회·지역의 결속’과 ‘지속가능 성장과 자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EU 예산은 ESIF(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이다. 이는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SF(European Social
Fund), CF(Cohesion Fund), EAFG(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FRD(European Agriculture Fund for Rural Development),
EMFF(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등을 포괄한다.

표 4-2. 광의의 산업 육성과 관련된 EU의 프로그램
EU

예산

Initiative

(유로)

하위 Initiative

예산
(유로)

핵심기반기술
(Key Enabling

66억

Competitiveness for Growth and Jobs(1 256

Technologies)

Horizon

770억

2020

(56%)

중소기업지원

28억

Eurostars

2.87억

Fast track to
innovation

2억

SILC(Sustainable
Industry Low

0.2억

Carbon Scheme)II

Connecting
Europe

MMF

Facility

13%)

COSME

총국(DG)
Research and
Innovation

20억
(2%)

중소기업

Innovation

/ICT

Research and

중소기업

Innovation

국제화

Research and
Innovation

기술/비기술

Innovation

혁신

51억

Connect

초고속통신망 인프라

10억

Connect

교통 인프라

132억

Connect

금융접근

1.63억

시장접근
Europe Network)

0.57억

연구/혁신

Research and

에너지 인프라

(예: Enterprise

혁신

Research and

193억
(15%)

업무

에너지 연계:
단일시장
디지털 연계:
단일시장
수송망 연계

Enterprise

대출보증체계,

and Industry

자기자본경영수단

Enterprise
and Industry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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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EU

예산

Initiative

(유로)

하위 Initiative

예산
(유로)

프레임워크 조건
(예: SBA 성과 검토, 0.34억
REFIT 등)

총국(DG)
Enterprise
and Industry
Enterprise

업무

단순화 조치

기업가정신

0.09억

Employme

Progress

4.971억

ESAI

고용

-nt and

EURES

1.467억

ESAI

고용서비스

1.711억

ESAI

Social
Innovation

8.15억
(1%)

European Progress
Microfiance Facility

(EaSI)

and Industry

MMF
34%)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3 251

Development
3,220억

Policy

(99%)

ESF(European
Social Fund)

Cohesion Fund

1,000억

디지털 어젠다,

Urban Policy

중소기업지원,
저탄소경제

n.a.

663억

ESAI

Regional and
Urban Policy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교통
인프라

MMF
39%)

Sustainable Growth and Natural

Resources(3 732

European

Community
Agriculture

849억

Policy:

(23%)

Pillar II

Agricultural Fund
for Rural

Agriculture
849억

Development

농촌지역 비농업

and rural

중소기업의

development

다각화와 개발

(EAFRD)

European
Maritime

66억

Affairs and

(2%)

Fishes

파이낸스

Regional and

Fund)
Cohesion

마이크로

혁신과 연구,

ERDF(European
Regional

기업가정신

European Maritime
and Fishes
Fund(EMFF)

Maritime
66억

Affairs and
Fishes

어업산업:
환경변화 적응

주: EaSI(Employment and Social Innovation); SBA(Small Business Act); REFIT(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자료: Pellegrin et al.(2015), pp. 31-32를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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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련 사업은 지역 유형별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간 연
계사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가령, 역내 지역 간 협력사업(Transnational
Cooperation Regions)은 ERCF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선진 지역과 이행 지
역(transition), 낙후 지역 등 지역 유형별 자금지원은 ERDF와 ESF에서 이루
어지며, CF는 이행 지역의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EU 2020 전략’의 선도
사업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ESIF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산업정
책은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개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회원국과 각 지역은 자신의 경쟁우위에 대한 투자를 단
행하여 유럽의 가치사슬을 창출하고 있다.
ESIF 기금 중에서 ERDF는 11개 결속정책의 우선과제들 중에 혁신 및 연구,
디지털, 중소기업 및 저탄소경제 등을 포함하여 산업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는 4가지 우선과제59)에 집중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약 1,000억 유로가 이
들 과제들에 투자될 예정이고, 이 중에 267억 유로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선진 지역, 이행 지
역, 낙후 지역은 각각 ERDF에서 할당된 예산의 80%, 60%, 50%를 네 가지 우
선과제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우선과제에 집중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결속
기금은 ‘Connecting Europe Facility’에서 언급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정책과 관련지어 ESF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실행을 지원한다.
EU의 신산업정책은 교육 및 훈련 정책에서 공공 부문과 산업 파트너 간의 긴밀
한 협력을 강조한다. 중간 숙련 근로자의 지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환
경 및 에너지 부문과 같이 급성장하는 산업수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9) 2014~20년 기간 동안 결속정책의 목표들 중에서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기술개발 및 혁신 강화, 둘째, ICT에 대한 접근, 사용 및 질의 제고, 셋째, 농업
(EAFRD)과 어업(및 양식업)(EMFF)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넷째, 모든 부문에서 저탄
소경제로의 전환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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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2020’은 약 702억 유로의 예산으로 ‘EU 2020 전략’의 선도사업
과제 중 하나인 ‘Innovation Union’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조직하
고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분업을 재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Horizon 2020’을 구성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기반기술(KET: Key Enabling
Technologies)의 지원 및 SMEs 지원이다. KET는 포토닉스, 마이크로 및 나
노전자공학, 나노기술, 첨단소재, 생명공학 및 첨단 제조 및 가공 분야 등을 포함
하여 이러한 기반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66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또한
연구결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Horizon 2020’은 시제작(proto-type)
및 데모(demo)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EU는 우주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orizon 2020’은 혁신적인 우주기술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이 있는 혁신적인 우주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Horizon
2020’ 프로그램은 주요 산업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 더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당기는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핵심적이다. ‘Horizon
2020’의 세부 프로그램인 LEIT(Societal Challenges and Leadership in
Enabling and Industrial Technologies)에 2014~20년 전체 예산의 약 7%
인 28억 유로가 중소기업 지원에 배정되었다.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
젝트에 제공되는 지원 이외에도 국제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
는 ‘Eurostars’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책들이 있다.
이외에도 기술 또는 응용 분야에서 시장접근성이 높은 사업중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FTI(Fast Track to Innovation)의 세부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및 비기술 혁신을 도모하
기 위한 SILC(Sustainable Industry Low Carbon)라는 세부 프로그램도
있다.
‘Connecting Europe Facility(CEF)’는 약 193억 유로의 예산규모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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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담당한다. 2014~20년 기간 동안 51억 유로는
에너지 인프라,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은 10억 유로, 교통기반시설은 132억 유
로가 배정되어 있다. 에너지,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는 통합된 단일시장을 창출
하고 시민과 기업 모두를 연결시키는 수단이다. 특히 ‘EU 2020 전략’의 선도
사업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의제’ 과제의 일환으로서 CEF는 중소기업을 포함
하여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원을 지원한다.
COSME는 유럽의 성장 및 일자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DG Entrprise and Industry(현재는 DG Growth)가 관리하는 프로그
램으로 예산규모는 20억 유로 정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SMEs의 금융접근에
대한 지원, 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 제고, 중소기업
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조건의 향상, 기업가정신과 기업가
적인 문화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약하면, 지역 단위의 스마트 전문화와 연관된 결속기금, ‘Horizon 2020’
과 연관된 새로운 혁신지원 자금,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COSME 등이 EU 산업정책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따
라 에너지 시장의 구조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각
종 환경정책 프로그램들이 신산업정책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

3. 산업 및 혁신 정책 사례: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
전술한 바와 같이, EU의 산업 및 혁신 정책에서 ‘스마트 전문화’와 ‘Horizon
2020’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정책이 수평적 접근을 취하는 경
우 이는 주로 R&D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

제4장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 107

문정책으로서 산업정책과 혁신정책 간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
다. 또한 산업발전이 다른 영역들과 긴밀하게 연관됨에 따라 산업정책은 사실
상 공급주도의 성장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발전
국가론에서 거론되는 수직적인 접근의 산업정책과 현재 EU가 추구하는 산업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EU는 특정 산업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수평적 접
근의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매트릭스’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
으로는 수평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주어진 예산 제약으로 EU는 하나의 정책수
단이 다양한 정책목표들(예: 혁신과 포용)을 달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영역들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rope 2020 전략’에서 대표적인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으로 회자되는 ‘스마
트 전문화’와 ‘Horizon 2020’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EU는 이 정책들 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러한 연계
가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러한 연계는 EU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렇다면 ‘스마트 전문화’와 ‘Horizon 2020’로 대표되는 산업 및 혁신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지를 이하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가. 스마트 전문화60)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배경은 IT 기술 발전, R&D와 인적자본 및 기타 지식
기반 자산 공급의 증대, 생산시스템과 기업 R&D의 세계화, 그리고 중국과 같
은 새로운 글로벌 행위자의 등장 등과 같이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추세들
이다. 또한 이는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같은 단기 시야의 성장과 공공지출의 삭
감 요구, 국가혁신정책의 분권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활을 위한 신산
60) 이 부분은 정준호(2016), pp. 783~787을 발췌하고 이를 본고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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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책의 등장과 맞물려 있다.61) 환언하면,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중복과 모방
을 회피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지역이
우선순위로 혁신을 설정하여 혁신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겨냥하여 희소한 공공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 글
로벌 가치사슬에서 지역의 위상을 고려하여 지역의 경제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
해, 성장, 경쟁력, 클러스터 영역에서 학계의 새로운 통찰과 개념을 수용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62)
스마트 전문화를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Knowledge for Growth’라는 EU
전문가 집단으로 이들은 공공 R&D 투자의 파편화, 모방, 중복 등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길로 이 개념을 제안했다. 이 집단의 아이디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규모, 범위, 확산효과를 구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영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지향적이고
차별성 있으며 창의적 전문화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역에 집중해
야 한다. 또한 이 집단은 자신의 개념을 지역에 적용하면서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영역(전문화) 또는 기업가가 새로운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신규 영역
(다각화)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이 아니라 지식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63)
지역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전문화와 기술적 다각화를 요체로 하는 스
마트 전문화는 장소에 기반을 둔 지역정책과 잘 부합된다. 장소기반적인 지역
정책은 지역의 사회, 문화적, 제도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 지리적 맥락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대부분의 지식은 해당 지역에서
당장 가용하지 않으며 지역 내부와 외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64) 이 논의의 요체
61)
62)
63)
64)

OECD(2013), p. 14.
European Commission(2012b), pp. 7-8.
Foray, David, and Hall(2009), pp. 2-3.
Barca, McCann, and Rodriguez-Pose(2012),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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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지식과 관련해서 가져다주는 외부효
과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성장잠재력을 집합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스
마트 전문화는 특정 산업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정 기술의 비교우위
를 탐색·확인하여 산업 간 융·복합과 네트워크 구축을 내세운다. 따라서 장소
기반 지역정책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상이한 규모와 밀도를 가진 각 지역은 경
제성장에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다.65) 이 전략은 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을 연
결시키고 결합하려는 시도이며, 그러한 결합을 통해서 지역 내 산업구조를 지
식기반형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European Commission(2012b, pp. 15-16)에 따르면, ‘스마트’의 의미
는 다음과 같이 다의적이다. 첫째, 구조적 변화의 동인으로서 혁신, 둘째, 사실
에 기반한 모든 자산, 셋째, 하향식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비전 공유와 자기발견 과정, 넷째, 기술과 연구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혁신, 다섯째, 변화의 환경을 창출하는 생태계, 여섯째, 상이한 부처와
거버넌스 수준 간의 투자와 시너지 효과의 동원, 일곱째, 기술과 지식의 탐색이
라는 의미이다. 반면에 ‘전문화’의 의미도 다음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첫째, 차이가 나는 것, 둘째, 수월성과 기회의 능력으로서 경쟁우위, 셋째, 잠재
적인 경쟁우위와 가치사슬상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시각, 넷째, 우선순
위, 문제 및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자원의 집중, 다섯째, 임계규모에 도달할 때
까지의 축적, 여섯째, 단일산업 부문 중심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활동을 통한 기
존 부문의 재생과 부문 간 융합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을 요약하면, 스마트 전문
화는 ‘집합적 리더십’, ‘부문 간 개방적인 융합’, ‘규모의 경제’를 의미한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논거로서 OECD(2013, pp. 24-25)는 두 가지를 요
약·제시한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는 정보 외부효과이다. 이는
정부와 산업계 양측 중 어느 쪽도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는 비용 및 기회에 대한 학습과 전략적인 조정을 위해 기업가들과 정보를 교환
65) Garretsen et al.(2013),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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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조정 외부효과이다.
이는 높은 고정비용, 대규모 투자 및 지식기반 투자가 가지는 확산효과로 인해
서 민간의 활동과 발견의 기회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서로
다른 기업가들의 투자와 의사결정을 조정해주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두 가지 논거는 구체적으로는 기업가적인 자기발견 과정에서 나타
나는 과소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문제,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기
업가의 ‘선점자 열위(first-mover disadvantage)’ 문제, 외부 마케팅과 금융
자원에 대한 기업가의 연계 부족, 사업 인프라 질(quality)의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다.66) 특히 최근에 조정 외부효과와 연관되어 주목받는 정책 메뉴는 클러스
터 구축, 민관 파트너십 구축, 조달정책의 혁신, 부문별 플랫폼 구축 등이다.

표 4-3.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 대한 정부 개입의 논거
문제

정책 개입
·신규 영역을 발견한 기업가에 대한
보상 유인

정보
외부효과

·자기발견 활동↓

·신규 행위자들의 참여 유인

·정보교환 흐름↓

·지역 내·지역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

·지식 확산을 제약

기 위한 플랫폼과 메커니즘 창출

하는 지역 내·지역 ·핵심 인프라 제공을 통한 지원
간 상호작용 부재

(예: 기술적 상업적 기회와 제약, 국
내외 시장을 위한 공정과 제품 안전
기준, 외부 금융자원에 관한 정보)

기존과 신규 정책 사례
·발명과 발견에 대한 보상,
금융 인센티브, IPR
·공공 부문 혁신 인센티브
(예: 조달)
·웹을 이용한 의견 청취
·지역 차원의 워크숍
·혁신 바우처
·세계화 지원 서비스

·상이한 기업가들의 투자와 의사결정의 ·클러스터 정책
·높은 고정비용과

·기술 은행

조정

대규모 투자에 따른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다수의 경제적 ·민관 파트너십
조정

자기발견 활동↓

외부효과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추세
출현의 방지

주체들(공급자, 생산자, 사용자, 전문 ·혁신 지향의 조달정책
서비스, 은행, 기초연구와 훈련기관) ·부문별 플랫폼
간의 조정

·SME 지원 조직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경제를 향유하는 ·시범 프로젝트, 기술지원
기술에 대한 지원

서비스

자료: OECD(2013), pp. 24-25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66) OECD(2013),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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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전문화론은 아담 스미스의 분업에 의한 경제
성장론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무역특화(비교우위)론에 기대고 있다. 또한 전문
화 패턴의 변동을 제약하는 지식에 대한 수확체증과 지식의 확산효과 등을 다
루는 진화경제학과 집적경제론의 논의도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연전문화론
과 신경제지리학의 논의도 일부 참조하고 있다.67)
스마트 전문화론이 기존 논의와 차별적인 것은 바로 기업가적인 자기발견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68) 이는 기업가가 기존의 과학과 기술지식(예: BT,
ICT, NT(나노) 등 범용성을 가진 기술)과 지역산업의 자원과 역량(예: 국지적인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범용기술
을 어떤 방식으로 국지적인 지식에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 개입은 특정 기술이나 산업을 선택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조정자 또는 매개자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용기술
이 기존 산업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한 정부 개입의 사례로 제시된다.
EU의 맥락에서 범용기술은 기반기술(key enabling technology)로 일컬어
지는데, IT 기술, 나노기술, 마이크로 나노전자, 신소재, 광기술, 산업바이오기
술, 고등제조업시스템 등을 포함한다.69) 이와 같은 기술 분야에서 모든 지역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지역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구
축해내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 강조가 필요한 것은
기술과 산업 간의 융합을 추구하되 그것이 서로 다른 지역의 혁신역량 수준에
맞추어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67) OECD(2013), p. 18.
68) Foray, David, and Hall(2009), p. 2.
69) ECSIP(201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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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부문 간 협력과 기업가적인 과정 및 행위자와 제도 간
에 이루어지는 장소기반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클러스터 구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클러스터 전략 역시 장소
를 기반으로 한 확산효과와 네트워크 효과를 중시하므로 이 두 전략은 매우 밀
접하다. 하지만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구조적 변화를 더욱더 강조한다.70) 반면
에 클러스터 전략은 지리적 맥락을 더욱더 내세운다.
[표 4-4]에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 전문화론은 네 가지 유형의 구조적 변화
를 상정한다.71) 첫째는 이행(transition)이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 영역이 기
존의 산업 공유자산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섬
유산업이 현재 섬유산업의 공유자산으로부터 성장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둘
째는 현대화(modernization)이다. 이것은 범용기술이 특정 부문에 적용됨으
로써 기존 산업 부문의 효율성이 유의미한 정도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
령, IT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산업부문이 재생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셋째
는 다각화(diversification)이다. 이것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이 신구(新舊) 활
동 간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연관된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기
존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기술 섬유산업으로 다각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는 급진적 구성(radical formation)이다. 이는 일정한 영역의 혁신이 전
에는 없었던 참신한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된
다. 가령, 나노기술이 의료기술에 접목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70) OECD(2013), p. 21.
71) OECD(201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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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구조적 변화 패턴을 추동하기 위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
구분

목적

전략적 선택

정교화 과정

자기발견 과정의 결과
·기존 산업공유자산

기업

·가치와 경제적 수익 ·기업 내 제품, 자원,
극대화

역량의 차별화

·상이한

과정이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헌신

(이행)
·범용기술의 기존 산업
부문에의 적용(현대화)
·신규 경제활동과 기존

·경제·사회·환경적 목 ·지역이 제공하는 활동·
지역

표와 연계된 사회적

자산·서비스의 차별화

존재의 개선

(예: 투자 유치)

·참여자가 타자를 헌신

경제활동 간의 새로운

하게끔 강제하는 권위

시너지 효과(예: 신규

부재에 따른 다양한
참여

생산활동)(다각화)
·신규 영역(급진적 구성)

자료: OECD(2013), p. 29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European Commission(2012b, p. 17)은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RIS3)을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전문
화 전략이 다음의 6단계를 거쳐 구체화된다고 설명한다. 첫째, 지역의 위상
과 잠재력의 분석, 둘째, 거버넌스 구축, 셋째, 미래에 관한 비전 공유, 넷째, 우
선순위의 선정, 다섯째, 정책수단의 배합(policy mix), 여섯째, 모니터링 및 평
가이다.
이러한 절차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다.
어떤 지역의 지식 인프라가 다른 지역의 그것보다 우수하거나 독특할 경우에
그 지역이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 그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존 산업 부문
과 관련된 지역 내부의 노하우와 자산을 새로운 혁신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나타
나는 경제적 다각화, 즉 관련 다각화(related variety)가 중시된다. 예를 들어
서 관련 다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덴마크는 IT, BT 등 요소기반기술을 기존
산업 부문에 접목함으로써 후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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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경산업, 보건산업, 창조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관련 다각화 전략에 따른 신산업의 발굴: 덴마크의 경우

주: FORA가 작성한 Mapping of Mega-Clusters in Denmark에 기반한 것임.
자료: Schierenbeck(2013), p. 6을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 고유한 정책수단은 없다. 대신에 R&D 지원, 인력 양
성, 인프라 구축, 네트워킹 강화 등과 같은 기존 정책수단들의 혼합이 강조된
다. 개별 정책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어떤 새로운 정책수단을 제시하
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요체는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즉 수직적 위계와 수평적 네트워크라는 두 요소를 상황과 맥락에 따
라서 적절히 혼합하는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스마트 전문화 논리에 기반한 EU의 지역발전전략은 장소에 기반
하여 있다. 이는 지역 유형별로 국민경제의 성장에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다
는 사고에 기반하여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정책처방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지
역의 내부와 외부의 자산을 동원하고 이를 엮어낼 수 있는 지역 나름의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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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구축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혁신과 기존 산업의 재생
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EU의 지역발전전략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72)

나. 개방형 혁신 2.0
1) ‘개방형 혁신 2.0’의 의미
‘개방형 혁신 2.0(Open Innovation 2.0)’은 EU의 새로운 혁신전략이다.
스마트 전문화가 수평적인 산업정책에 속한다면, ‘개방형 혁신 2.0’은 혁신정
책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스마트 전문화도 혁신정책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전략을 각기 다른 독자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
미가 없다.
‘개방형 혁신 2.0’ 개념은 Curley and Salmelin(2013)이 발표한 논문,
“Open Innovation 2.0: A New Paradigm”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의 ‘개방형 혁신’과는 상이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기한 ‘개방
형 혁신 2.0’에서는 20개 요인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들 요인은 ‘공유된
가치와 비전’, ‘4축(quadruple helix) 혁신’, ‘생태계 조화와 관리’, ‘공동창조
와 혁신 플랫폼’, ‘사용자 기반 혁신’, ‘혁신과 문화에 대한 개방’, ‘(기술)채택
포커스’, ‘21세기 산업연구’, ‘지속가능·인텔리전트 삶’, ‘동시적인 혁신’, ‘비
즈니스모델 혁신’, ‘부문 간 혁신’, ‘전방위적인(full spectrum) 혁신’, ‘혼합된
모델 기술’, ‘네트워크 효과’, ‘서비스화’, ‘혁신역량 관리’, ‘고기대의 기업가정
신’, ‘사회적 혁신’, ‘구조적인 자본 혁신’ 등이다.73)
‘개방형 혁신 2.0’은 기존의 산학연관 간의 협력적 연계뿐만이 아니라 시민

72) 최근 유럽 각국 수준의 산업 및 혁신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서술은 예컨대
Wyns(2017) 등을 참고.
73) Curley and Salmelin(201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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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용자를 포함하는 전방적인 개방적인 혁신을 강조한다. 따라서 혁신은 다
양한 영역들과 부문 간 융·복합(mash-up)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책 당
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것이다. 혁신은 과거의 ‘선형적인 외삽
(extrapolation)’이 아니라 기존 산업과 새로운 범용기술들이 만나서 그 기술
이 응용되면서 일어나는 ‘부문 간’ 과정으로 이해된다.74)
혁신의 규모경제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과 시민과 같은 모든 경제주
체들이 혁신 과정에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클
수가 있고 그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최종 사용자 또는 고객을
혁신의 공동 창출자로 참여시킴으로써 신속하면서도 실패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실험과 시제품 제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사용자 주도의 혁신은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
범용기술인 IT와 여러 부문들 간의 연계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경제가 등
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영역들 간의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산업구조를 재
편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 아마존의 등장은 기존 유통산업의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또한 아마존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막대한 고객의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예: 전자레인지)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기존의 산학연관에 부가하여 시민이 혁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
면, 즉 연구, 산업, 공공 부문, 시민으로 구성된 4축 혁신이 이루어지면, 혁신
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부문 간 혁신과 융·복합을 강조
하는 ‘개방형 혁신 2.0’은 ‘혁신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기존의 혁
신정책과 산업정책이 주로 클러스터 형성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이는 여전히
부문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방형 혁신정책이
아니다.75)
74) Curley and Salmelin(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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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형 혁신 2.0’ 정책은 혁신 플랫폼의 구축
을 지향하고 있으며,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과 차별된다.76) 기존의 클러스터 정
책은 지역 대학과 기업을 혁신의 주요 주체로 상정하여 최고의 제품을 선별하
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이들이 가진 자원들을 엮어내는 방식으로 특정 R&D 프
로젝트들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 부문은 R&D 자금을 제공하는 다소 수
동적 위치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반면에 ‘개방형 혁신 2.0’에 기반한 혁신 플랫
폼 정책은 다양한 혁신 커뮤니티, 재능이 있는 과학자와 연구자 및 시민, 공공
부문과 같은 생태계 조성자 등 사회의 모든 이들을 혁신의 주체로 설정한다. 생
태계를 조성하는 주된 목적은 주어진 특정 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새로운 것을 시험해보기 위해서(try out the new stuff)’이다. 따라서 시
행착오는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혁신역량과 이에 대한 관리가 이
루어진다. 공공 부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
니다. 공공 부문이 가진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생태계의 공동 조성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또한 혁신적인 제품을 조달하
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공공 부문
은 이전보다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표 4-5. 클러스터 정책과 혁신 플랫폼 정책의 비교
기존 클러스터 정책
· 혁신의 동인으로서 지역 대학과 기업
·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동원
· ‘최고 제품’ 프로젝트 선별과 자금지원
· 자금지원자로서 공공 부문

혁신 플랫폼 정책
· 혁신의 동인으로서 커뮤니티, 재능있는 인력,
생태계 조정자
· ‘새로운 것을 시험해보기 위해’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
· 시행착오 속에서 역량 구축과 관리
· 플랫폼 제공자, 공동 창출자, 혁신적인 고객으
로서의 공공 부문

자료: Räsänen(2016), p. 8을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75) Salmelin(2013), p. 6.
76) Räsänen(201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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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 2.0’의 논의에 따르면 개방이란 개방성, 새로움과 호기심, 상이
한 행위자와 기술들 간의 상호 연관을 의미한다. 이는 공짜(free)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호 연관과 관계 형성을 가리킨다. 혁신은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과
정이고, 이는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 하나의 성공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과 유·
무형의 투자를 끌어들여 혁신의 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다. 생태계는 4축 혁신
이 의미하는 바처럼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문, 클러스터를 넘어서 전방위적인 융·복합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77)

2) ‘Horizon 2020’과 ‘개방형 혁신 2.0’
전술한 바와 같이, ‘Horizon 2020’은 EU의 새로운 유형의 R&D 지원 프로
그램이다. 이는 프런티어 과학연구와 상업화 혁신연구를 모두 포괄하는 유형의
활동들에 대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수월성이
있는 과학’에 대한 지원, ‘산업 리더십’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회
적 난제’를 다룰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에서
개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두 번째 범주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세 번째 범주에서 ‘사회적 난제’와 관련된 연구 분
야는 건강·인구변화·웰빙, 식품안전·지속가능한 농림어업 연구와 바이오경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정에너지, 통합된 스마트·녹색 교통, 기후변화·환경·자
원 효율성·원자재, 포용적·혁신적·성찰적 사회, 안전하고 혁신적인 사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개방형 혁신 2.0’의 논리가 적용되
어 있다.78) ‘개방형 혁신 2.0’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생태계 내에서 상이한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집합

77) Salmelin(2013), p. 6.
78) Salmelin(201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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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업가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단독이 아니라 서로 어
울려 공동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강조된다. ‘Horizon
2020’ 프로그램은 연구, 개발, 혁신의 단계들을 하나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
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 EU는 지역 차원의 재정지
원이 ‘Horizon 2020’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차원
에서 스마트 전문화는 RD&I(Research, Development and Innovation)에
집중하고 있다.
‘Horizon 2020’ 프로그램은 수요지향적인 연구와 문제해결형 학제 간 연구
와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기초과학의 연구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과학 주도적인 혁신이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중요
한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Horizon 2020’ 프로그램은 연구와 혁신
이 일종의 균형을 이루면서 학제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기획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정지원 이외에도 ‘Horizon 2020’ 프로그
램은 연구와 혁신 간의 갭을 줄이는 새로운 수단들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행위
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서로가 매칭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R&D 접근방법들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으며, 파트너들 사이에서 자유로이 선택될 수가 있다. 따라서 실험과 응용
의 방법론이 선호된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규모 확대가 용이한 반면, 성공적이지 못한 프로젝트는 용이하게 기각될
수가 있는 것이다.79)
다른 한편으로, 산업 관련 연구나 사회경제적 난제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
는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사용
자, 즉 시민들을 참여시켜 연구결과가 검증되고 새로운 혁신이 부가되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는 연구결과의 검증, 새로운 시장의 창
출, 그리고 현실 세계에 기반한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게 한다.80)
79) Salmelin(201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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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 2.0’은 실험, 시행착오, 규모 확대, 소규모의 실패 용인을 가능
케 하는 RD&I를 추구한다.81) 이를 위해서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새로
도입된 수단이 바로 ‘아이디어에 대한 시작과 타당성 연구(prototyping and
feasibility studies of ideas)’이다. 개방적이고 파괴적인 혁신(ODI: Open
and Disruptive Innovation)과 SME 지원수단들을 결합하여 아이디어들이
시작 단계에서 검증되고 타당성이 있는지가 검토되는 것이다. 만약에 시작 또
는 타당성 단계에서 그 아이디어들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단계별로 분할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며, 또한 개방성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82)
‘Horizon 2020’ 프로그램에서는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조된다. 혁신적인
제품이나 솔루션을 구매하는, 즉 혁신적 조달정책을 구사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지
털과 융·복합할 수 있도록 ‘혁신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83)
요약하면, ‘개방형 혁신 2.0’은 모든 경제주체들을 협력적이고 공동창조적
인 혁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연구, 산업, 공공 부문, 시민들이 서
로 어울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일구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생태계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의 실험과 시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특히 IT와 연계된 플
랫폼은 이러한 생태계의 형성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플랫폼에 기반한 혁신 생
태계의 조성이 바로 ‘개방형 혁신 2.0’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다.

80)
81)
82)
83)

Salmelin(2013), p. 7.
Curley and Salmelin(2013), p. 2.
Salmelin(2013), p. 7.
Salmelin(2013),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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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Europe 2020’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여파 속에서 제기된 유럽
의 경쟁력 향상 전략이다. 이는 형평과 경쟁력의 동행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
다. 그렇다면 EU 신산업정책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여기서는 EU 자체
내의 평가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Pellegrin et al.(2015)의 논의를 중
심으로 EU 신산업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EU 수준의 산업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EU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GDP의 20% 비중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조업을 협의적으로 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성장과 연관
되어 서비스, 특히 생산자 서비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둘은 상호 간에 착근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
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이에 착근된 ‘솔루션’이라고 이해한다. 즉 ‘산업의
서비스화’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의 담론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의
디지털화가 재산업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혁신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과의 조합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84)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여파로 EU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EU와 회원국의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합의가 존재한다. 더욱이 미국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즉
경쟁국도 산업정책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어서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Pianta(2013, p. 2)는 현재까지 EU 산업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84) Pellegrin et al.(2015),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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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EU 차
원의 신산업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논거로서 첫째, 유럽
전반의 공공투자계획 등에 기인하는 막대한 수요 증가의 필요성, 둘째, 금융산
업의 축소와 제조업 비중의 증대를 통한 기존 산업구조 변화의 필요성, 셋째,
EU와 회원국 내 불균형(imbalance) 문제를 제기하여 과거 대규모의 민영화
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비중을 재조정할 필요성, 마지
막으로, 유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85)
현재 추진되는 EU의 신산업정책은 부문적 접근 대신에 수평적 접근을 취
하고 있다. 특정 산업을 선별하는 수직적 접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에 부문 간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과 중립적
인 수평적 접근이 대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다.
연성 행태의 부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86) 즉
EU 신산업정책은 목표 자체가 모호하고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직면
하여 있는 것이다. 수평적 접근과 수직적 접근 간의 효과적인 정책적 혼합은
국가나 지역의 제도적 환경과 전략산업의 지역특수적인 경쟁우위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인 정책수단들이 이러한 고려 없이 무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87)
정책 논리가 수평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정책수단은 특정 시
장실패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해
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지원,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 혁신적인
조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구
조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발굴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88)
85) Pianta(2013), pp. 2-3.
86) Pellegrin et al.(2015), p. 51.
87) Pellegrin et al.(2015),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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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U 산업정책은 공급주도의 편향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현행
산업정책의 전략적 접근은 수요주도와 공급주도라는 과거 정책의 실패 이유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성찰이 없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넘어선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행 접근을 찬성하는 이
들은 신자유주의자에 의한 ‘실종된 성장’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IT와 같은 범용적인 기반기술과 기존 산업들
간의 융·복합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 교육과 R&D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적 전환의 중요성
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수행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89)
EU의 신산업정책은 가치사슬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EU가 선진국
이라는 경제적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EU 제조업의 구조와 글로벌 가치
사슬 구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서 상위 부문에 EU
산업들을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논리와 균형 잡힌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
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이하다는 것이다. 후자는 제조업의 균형 잡힌 다각화, 즉
기초, 원자재, 그리고 고차의 부가가치 제조업들이 균형 있게 EU 내에 존재해
야 한다는 것이다.90) 전자는 이들 중에서 고차의 제조업이 전략적으로 선별되
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균형 잡힌 제조업의 성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상에서 상향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즉 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EU
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통해 사실상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통해 혁신과
일자리를 도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저부가치 제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함의하는 것이다.
EU의 신산업정책의 목표는 상이한 목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88) Pellegrin et al.(2015), pp. 64-65.
89) Pellegrin et al.(2015), pp. 62-63.
90) Pellegrin et al.(2015),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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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신산업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볼 수가 없다. 경쟁력, 성장 및 일자리
와 같은 목표들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신산업정책이 얼마
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이지 않다.91)

나. 신산업정책에서 EU의 역할
신산업정책에서 EU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EU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정책 형성에서 일
반적으로 회원국들 간의 보완성과 협력을 강조한다. 이는 가능한 한 중복을 배
제하면서 회원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상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EU는 다
수의 회원국들로 인해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식 플랫
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U는 모범사례를 통해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확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EU가 지식 중개자로 기능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중개자 역할이 잘 수행되면 혁
신 및 산업정책은 임계규모(critical mass)에 도달할 수 있다. EU는 위험이 수
반되는 혁신과 기술개발이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영역이라
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EU 차원에서 수행되는 산업정책의 부가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계규모에 도달하기 위해 EU는 회원국들 간의 조정자, 학습
의 허브, 글로벌 연계를 도모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EU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이러한 자금을 지렛대로 민
간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촉매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EU는 산업정책을 통해 EU 차원에서 위험을 공유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국제무역협정, 특허, 노동과 에너지 시장 등에서 회원국 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단일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EU는 상

91) Pellegrin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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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식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신뢰와 투명성의 원칙 아래 기업들을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해왔다. 또한 미국처럼 시장을 확대하고 공공 부문이
혁신적인 고객으로서 기능하는 공공 조달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경주하여왔
다.92)
이러한 EU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EU 정책은 소기
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EU가 GDP 대비 20% 수준으로 제조
업 비중을 유지하겠다고 하였지만,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통계
범주의 개편이 없는 한 이러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문제는 EU 내 산업정책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EU 집행위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며, 이들 간의 조정
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DG Enterprise and Industry(현행 DG Growth)는 기업가의 견해와 가장
가깝다. 이는 역내 시장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사고한다. 그리고
시스템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산업시스템과 네트워크는 적절한 정책 개입의 수
준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DG Enterprise는 유연성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
고 단순히 비용보다는 기업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정책이
여기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93)
DG Regional and Urban Policy는 지역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정책
의 입장에서 산업정책을 사고한다. DG Regio에 산업정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위 ‘장소기반’ 정책의 한 방편이다. 이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으로 알려져 있
으며, 범용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부문들과 지역들 간의 융·복합을 추진하
고 있다. 스마트 전문화에 따른 클러스터 전략은 상향식 접근을 취하고 지리적
근접성의 논리에 따라 상이한 지역 주체들 간의 연계와 그에 따른 대화를 중시
한다. 따라서 DG Regio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근접성에 기반한 혁
92) Pellegrin et al.(2015), pp. 53-54.
93) Pellegrin et al.(2015), pp. 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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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생태계의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식의 공유와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는 기존의 이러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반영하며 개방적인 사고를 중시한다.
DG Research and Innovation은 연구와 사업의 연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연구 성과의 상업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Europe 2020 전략’의 혁
신정책인 ‘Horizon 2020’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참여를 수
반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도모했으며, 기업 참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DG Research and Innovation의 목표는 기초연구 성과와 그것의 응
용 및 상업화이다.
산업 및 혁신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 집행위원회 사이에는 일정한 합의가 존
재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 전문화, 산업시스템, 생태계, 그리고 접근성 등의 용
어들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용어들은 기업이 다
양한 이해관계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 착근하게 됨을 함의한다. 하지만 각
집행위원회는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 및 산업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을 엮어내는 조정자 역할이 현재로서는 부재하다. DG Enterprise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혁신 및 산업정책의 주요 정책수단들
은 DG Regio와 DG Research and Innovation에 의해 개발되었다. 스마트
전문화와 ‘Horizon 2020’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정책 리더십과 조정의
부재가 존재하며, 이는 정책의 파편화를 야기할 수가 있다.
파편화를 회피하면서 임계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략적 조정을 강화한다고 중앙집권적으로 회귀되어서는 안 된다. 연계
와 규모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는 유연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EU의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상이한 집행위원회들 간의 투
명한 책임소재의 구획이다. 하지만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현재 계획은 많
지만 실험은 많지 않고 실행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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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 신산업정책에서 회원국의 역할
회원국은 EU의 신산업정책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평가는 회원국별로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94) 프랑스와 폴란드처
럼 국가 개입의 역사가 있는 국가들은 부문적 접근이 우세한 반면에,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수평적 접근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경제와 정치시스템
이 산업정책의 입안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 수준에 따라 산업정책의 전개 양상이 차별적이다. 영국, 프랑
스, 독일처럼 내생적인 혁신역량이 존재하는 국가들과 외부의 기술이전에 의존
하는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에 회원국들 사이에
서 산업정책의 수렴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면, 장소기반 정책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중소기업 지원, R&D 지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경제위
기 시에는 회원국 간에 산업정책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된다.
대체적으로 EU의 선진국 그룹은 EU 산업정책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
고 있지 않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산업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EU의 후발국 그룹은 EU 산업정책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회원국들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
업정책의 수행에서 정책역량의 차이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리
스본 전략에서 목도한 것과 거의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 신산업정책에서 EU와 회원국 간 거버넌스
정책 입안과 수행에서 EU와 회원국들 간에는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
다. 이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의 차이와 유사하다. 후자는 EU 수준에서 대

94) Pellegrin et al.(2015), pp.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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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정책은 공공
조달과 보호주의적인 조치들을 사용하여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암묵적
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EU 수준에서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기가 힘들다. 반면
에 경쟁정책은 일종의 규제적인 특성을 가진다. 경제주체가 정해진 규칙에 따
라 시장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는 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상당 부분의 EU 산업정책은 사실상 각 회원국에 의해서 수행된다.
반면에 EU는 역내 시장의 경쟁 측면을 다루는 것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95)
산업정책에서 EU의 역할은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상 축소되고 있
다. EU 이사회의 각료회의에서 취해진 결정이 각 회원국에 의해 수행되지가 않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계는 각 회원국이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합
의된 EU 프레임워크 조건을 잘 따라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노동비용이나
조세체계에서 회원국들 간의 규제조건이 동일하지가 않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가 회원국들 사이에서 널리 확
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회원국이 EU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재 권한과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과 같은 ‘조건부성’
원칙의 수용이 필요하지만, 이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되
기가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EU와 회원국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클러스터, 혁신, 중
소기업 지원수단들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상 회원국의 몫이다. EU가 이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고 있지만, EU는 높은 수준의 추상적인 목적과 방향을 제
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EU 수준의 산업정책이 가진
맹점이다. 전술한 바대로 구체적인 정책 수행은 회원국의 몫이다. 이러한 정책
은 회원국별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은 어찌됐건 추
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원국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95) Gyorffi(2017),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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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EU 산업정책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강하다. 마
찬가지로 거버넌스 측면, EU와 회원국 간 역할 분담, EU 내 역할 분담 측면에
서도 호의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다. 특히 적실성 있는 산업정책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의 각료회의 간에 정책적 일관
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후변화, 혁신, 조세,
통화정책(금리와 환율) 등이 그러한 사례들로 제시된다. 어떠한 산업정책도 통
화정책 프레임워크 조건을 수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정책 영역 간
모순적인 상황이 곧잘 연출되고 있다.96)

5. 소결
가. 요약
EU의 신산업정책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산학연관과 시민이 혁신 주체로 나서는 생태계 기반의 개방형
혁신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EU의 신산업정책은 지리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
하게 펼쳐져야 하고, 기술과 기존 산업들 간 융·복합을 통해 혁신정책 및 산업
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 부문은 혁신 생
태계에서 민주적인 조정자, 중개자, 구매자, 촉매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정책이 플랫폼 방식으로 기반기술과 다양
한 산업들 간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U의 산업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요약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EU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EU의 역할에 대한

96) Pellegrin et al.(2015),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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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찰이 필요하고, GDP 대비 제조업 20%의 비중 유지는 쉽지 않을 목
표치라는 것이다.
현행 산업정책의 주요한 문제들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들 간의
명확한 권한과 조정의 부재, 그에 따른 파편화와 시너지 효과의 실종, 산업정책
의 특성에 기인한 EU와 회원국들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의 문제, 회원국 간의
역사와 경제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정책 형성과 실행에서의 불균등한 역량의 문
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EU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일종의 회의와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EU 산업정책은 지역이 주도하는 스마트 전문화와 혁신정책인 ‘Horizon
2020’에 의해 대표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은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EU의 역할이 지식의 중개자, 전략적 조정자, 혁신적
인 조달 구매자, 촉매자 등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부문 간 융·복합과 생태
계 형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정책은 장기간을 요하는 만큼 노동시장이나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구조개혁정책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비효과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나. EU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최근 산업 환경과 혁신 환경이 바뀌고 있다. IT와 같은 기반기술과 취향의
다양화로 다양한 부문, 기술, 그리고 영역 간의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
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내부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가 힘들다. 또한 R&D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 역량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개방형 혁신모형의 적실성을 웅변하고
있다.97) 또한 단일 기술 또는 부문을 선별하는 것보다는 영역별로 다양한 기술
또는 혁신역량을 결합하고 조직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정책 구상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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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98) 특히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선별(picking)’과 ‘지원(backing)’의
패러다임에서 ‘매칭(matching)’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중범위의
정책적 개입으로 IT와 같은 범용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부문들 간의 융·복
합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99)
이러한 산업과 혁신, 그리고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와 재정위기의 여파로 침체된 EU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하
고자 시도한 것이 ‘EU 2020 전략’이고 이를 뒷받침한 것이 신산업정책이다.
EU의 신산업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산업정책 접근방법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이른바 수평적인 접근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특정 산업을 선별하는
수직적 접근방법에 대한 반감으로 수평적인 접근이 선호되고 있지만, 산업 특
성, 지역의 제도적 특성, 정책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
직적 접근이 선호될 수가 있다.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평적인 접근이 가지는
편향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과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표 4-6]에서 보듯이, 산업정책 패러다임은 수직적, 수평적 접근을 넘어서서
중범위의 개방형 산업정책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물론 EU의 신산업정
책은 이러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산업 및 혁신 정책을
입안했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수평적인 접근의 편향이 드러난 것이다. 주류 경
제학의 산업정책에 대한 편향이 이에 한몫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범
위 수준에서 민관 사이의 협력과 대화를 중시하고 연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새
로운 패러다임이 갖는 난점은 거시와 미시 경제 사이의 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범위 수준의 연계 협력이 잘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미시적인 경
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변경시키고 이것이 거시적인 임계규모에 도달할 수는 없
97) Chesbrough(2003), p. 3.
98) Räsänen(2016), p. 9.
99) Kuznetsov and Sabel(2011),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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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러 가지 제도적 장벽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표 4-6.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비교

구분
민간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수직적인 산업정책:

수평적인 산업정책:

후방 연계

시장실패

지대(유치산업 보호
또는 기타 가격왜곡
형태로 나타는 것을
말함)

개방경제 산업정책: 연계의 실종

보조금

준지대

(사적 수익이 사회적

(노력 또는 성과에 의존적인 지대

수익보다 낮다고 할 경우)

기회)
지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의

지대가 기업 수준의

배경조건의 개선:

역량 강화

학습에 투자

투자환경 제고

방법

기업과 정부는 공동으로 근본원인
분석에 참여: 구속 제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장애요인의 확인

거시: 제도적
포커스

미시 및 부문
(‘picking winners’)

인프라-금융시장과

중범위: 행위 주체들 간의 연계

규제환경

(‘matching winners’)

(‘backing winners’)
일반적으로 강력한
정부의 능력을 통해서
주요 개념 축

기업 수준의 학습이
가능해지고 모니터링도
이루어짐

배경 조건: 시장실패와
왜곡의 감소, 거시
총계의 균형 보장 및
총계적으로 성장에 대한
많은 미시적인
장애요인의 제거

탐색 네트워크: 연속적인 제약의
확인 이후, 이러한 제약과 관련된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들을 확인

국가 포획: 역량의

주요 문제

개발이 견고한

다양한 의미에서의

미시적 혁신과 거시 조건의 개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거시적 변화와 미시적

사이의 갭, 심층적인 구속 제약의

와해, 거시와 미시

잠재력의 증가 사이의

존재, 미시 변화는 반드시

간의 연계

연계 부재

임계규모를 달성하지 않음.

규제 부담의 경감,

공급자 개발 프로그램,

VC 펀드의 운영

VC 네트워크 개발

잠금(lock-in)
사례

유치산업 보호

자료: Kuznetsov and Sabel(2011), p. 7, 재인용: 정준호(2014)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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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의 산업 및 혁신 정책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계로서 경제는 공공, 민
간, 연구, 시민 등 모든 이들이 혁신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한다. 따
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수평적이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이 상호 교차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평판의 기제가 선별
기제로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이들은 상호 간에 양적인 대체물이 아니다. 따
라서 서열 경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U는 공정
거래를 혁신활동의 선결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셋째,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다. 수평적인 접근을 강조할 경
우 공공 부문은 R&D 지원을 담당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 수가 있다. 하지
만 생태계로서 혁신을 사고할 경우 개방형 접근을 통해 혁신역량을 배가하기
때문에 창업이나 새로운 실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용인되어야 한다. 혁신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까지 포괄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혁신이 요구
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은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
하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유·무형
의 자원이나 역량 제공자, 이해관계의 조정자, 혁신성과들을 구매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달자, 그리고 기존의 자금지원을 지렛대로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국
가나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하나의 경로만 있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우 국가나 지
역의 기존 경쟁우위와는 거리가 먼, 소위 희망사항과 장밋빛 환상이 담긴 ‘급진
적 구성’이 대체적으로 선호된다. 사실상 전 세계 국가의 산업정책 리스트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산업의 리스트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스마트 전문화 논의
가 보여주고 있듯이, 현대화나 다각화 같은 다양한 경로들을 상정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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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들은 범용 기반기술과 기존 산업들 간의 인터페이스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간의 융·복합을 고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용기술
을 결합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인 것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능동
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U 2020’ 전략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규모의 유지와
확대를 수반하는 포용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제
조업 고용에 대한 관심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지는 다방면의 문제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는 숙련노동의 부족과 설비투자의 저하 등으로 산업기반
을 약화시키며 결국에는 지역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 산업의 경
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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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가이드라인
4. 평가
5. 소결

1. ‘Europe 2020’ 시작지점에서 EU의 고용성과와
정책 문제
이 장에서는 Europe 2020의 핵심 이니셔티브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의 배
경, 개념, 정책체계를 정리하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이 이니셔티
브는 Europe 2020이 추구하는 3대 우선목표 중 하나인 포용적 성장, 즉 ‘높은
고용률(high employment)에 기초한 경제, 사회, 지역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이니셔티브로 ‘빈곤에 맞서는
유럽 플랫폼’이 있으나 높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가 핵심적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다.
고용 문제는 유럽의 경제사회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으며, 2010년 Europe 2020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전반적으
로 낮은 고용률, 여성, 청년, 고령층, 장기실업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 장애, 그
리고 새로운 고용형태의 수용 문제 등이 그 내용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안의 경중순위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한국도 직면하고 있
는 것들이다.100)101) 그러한 측면에서 이 장에서는 EU가 이 이니셔티브를 제
기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정책의 체계는 어떠하고 구체적으로 행
해진 조치들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10년대 후반 시점에서 그 성과
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 2000년대 고용지표의 추이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EU의 2000년대 중후반 고용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계속해서 낮은 수
100) 한국의 2000년 이래 고용구조의 변화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한 연구로는 예컨대 이명헌(2018)을
참고할 것.
101) 이하 EU의 고용지표를 논하면서 참고로 한국의 지표를 각주로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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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었다. 15~64세의 취업률을 비교해보면102) 2005년 기준 EU의 고용률은
63.4%로 미국에 비해서는 약 8%p, 일본에 비해서는 6%p 낮은 수준이었다.
그 후 EU의 고용률은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
서 다시 하락하여 2010년에는 64.1%에 머물렀고,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 대비
해서 여전히 각각 약 3%p 및 6%p 낮은 것이었다.103)

그림 5-1. EU, 미국, 일본의 15~64세 고용률(2005~10)
(단위: %)

자료: 1) EU: Eurostat, “Employment rate of the age group 15-64 by NUTS 2 regions,” http://appsso.eurostat.
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검색일: 2019. 1. 16).
2) 미국과 일본: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Employment-population ratios,” http://
stats.oecd.org(검색일: 2019. 1. 16).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는데, 2005년 기준 남성
71.5% 대비 56.1%에 불과했고, 이것은 미국(65.6%)은 물론 일본(58.1%)에

102) Europe 2020의 고용률 지표는 20~64세 기준이지만 OECD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연령대에 대
한 자료가 없어서 15~64세를 비교하였다.
103)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2000년 61.5%에서 2005년 63.7%로 EU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
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으면서 2010년 63.4%로 낮아졌다. 이후 다소 상승하여 2017년에
는 66.6%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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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남녀 간의 격차는 15.4%p나 되어서, 일본
(22.3%p)에 비해서는 작았지만 미국(12.0%p)에 비해서는 컸다. 2008년 경제
위기 이전까지 EU의 여성 고용률은 남성 고용률보다 빠르게 상승하였고 경제
위기로 인한 감소도 더 적어서 2010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58.2%, 남녀 격차
는 11.9p%로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고용률 수준은 미
국과 일본에 비해서 낮고 남녀 격차는 미국에 비해서 큰 모습이었다.104)

그림 5-2. EU, 미국, 일본의 15~64세 남녀별 고용률(2005~10)
(단위: %)

자료: 1) EU: Eurostat, “Employment rate of the age group 15-64 by NUTS 2 regions,” http://appsso.eurostat.
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검색일: 2019. 1. 16).
2) 미국과 일본: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Employment-population ratios,” http://
stats.oecd.org(검색일: 2019. 1. 16).

또한 고령층의 고용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었다. 2005년 기준 EU의
55~64세 고용률은 42.2%에 불과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각각 19%p 및
104) 한국의 경우 2000년 15세 이상 남성의 고용율은 70.8%, 여성은 47.0%로 그 격차가 24%p나
되었고 2010년에도 남성 70.3%, 여성 47.9%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18년에는 남성 70,8% 여
성 50.9%로 여성의 고용율이 약간 상승하였지만 양성 간의 격차는 여전히 EU에 비해서도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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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p나 낮은 수준이었다. 단, 이 연령층의 고용률은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
도 크게 받지 않으면서 두 나라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꾸준히 상승하
여 2010년에는 46.2%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은 여전히 미국
과 일본에 비해서 각각 14%p 및 19%p 낮은 것이었다.105)

그림 5-3. EU, 미국, 일본의 55~64세 고용률(2005~10)
(단위: %)

자료: 1) EU: Eurostat, “Employment rate of the age group 55-64 by NUTS 2 regions,” http://appsso.eurostat.
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검색일: 2019. 1. 16).
2) 미국과 일본: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Employment-population ratios,” http://
stats.oecd.org(검색일: 2019. 1. 16).

다른 한편, 노동시장의 보다 단기적 성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실업률을
보면 2000년 전반 EU의 실업률은 약 9% 수준으로 미국, 일본, 또는 OECD 평
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05년부터 실업률이 하락해서 2008년에는 약 7%
까지 떨어졌지만,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상승하여 2010년
에는 9.5%까지 높아졌고 이 수준 역시 같은 시기 OECD 평균 8.3%보다 높은
105) 한국의 같은 연령대 고용률은 2000년 57.8%, 2010년 60.9% 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7년에는 67.5%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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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단, 미국이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실업률이 급등하여 9.6%에 이른 것
보다는 위기국면에서 실업률 상승속도가 낮았다.106)

그림 5-4. EU, 미국, 일본, OECD의 실업률 추이(2000~10)
(단위: %)

자료: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Unemployment rate,”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9. 1. 18).

특히 EU에서는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하였다. 15~24세 연령층의 실업률
은 2000년대 전반에 전체 실업률의 두 배인 약 18%로 일본, 미국,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단, 2005년부터 하락하여 2008
년에는 약 15%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이후 경제위기 영향으로 다시 상승하여
2010년에는 2000년대 전반보다 더 높은 20.1%에 달하였다. 미국도 경제위기
로 인해서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이 급속했지만 여전히 EU의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았다.107)

106) 한국은 전통적으로 공식통계상의 실업률이 낮다. 2000년 4.6%, 2010년 3.8%, 그리고 2017년
3.8%였다.
107) 한국의 같은 연령대 실업률은 2000년 10.8%, 2010년에는 9.7%로 낮은 편이었다. 그 후 상승 추세
를 보여서 2017년 10.3%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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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EU, 미국, 일본, OECD의 15~24세 실업률 추이(2000~10)
(단위: %)

자료: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Unemployment rate,”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9. 1. 18).

EU의 실업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자 중에서 장기실업자의 비율의
높다는 것이다. 2000년대 전반에 걸쳐 EU의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자의 비
율은 45% 수준으로 OECD 평균이 약 30% 전후인 것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2007년부터 이 비율은 하락하여 2009년에는 33%까지 떨어졌지만, 경제위기
의 영향이 나타나는 2010년에는 다시 40%로 상승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미
국, 일본 등 OECD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EU의 장기실업
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108)

108) 한국은 이 비율이 매우 낮다. 2000년 2.3%, 2010년 0.3%, 그리고 2017년 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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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EU, 미국, 일본, OECD의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자의 비율(2000~10)
(단위: %)

자료: OECD Stat, “Incidence of Unemployment by Duration,”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8. 11. 15).

이처럼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EU 국가들은 적어도 그 평균치로 보면 여러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성과가 미국, 일본, 또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
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에는 단기적인 경기(景氣)요인, 보다 장기적인 정책
및 산업구조적 측면 등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더욱 장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는 인구구조면에서도 EU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2000년 기준으
로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율은 EU의 경우 23.4%로 일본의
25.5%보다는 낮지만 OECD 평균 19.7%이나 미국의 18.8%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각국에서 2000년대 첫 10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
하였고, 2010년에 EU는 26.2%에 달해서 일본의 36.1%보다는 낮지만 OECD
평균 22.1%, 미국의 19.5%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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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EU, 미국, 일본, OECD의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비율(2000~17)
(단위: %)

자료: OECD Stat, “Population Archives,”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8. 11. 15).

나. ‘Europe 2020’ 내 일자리정책의 위치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rope 2020을 제안하면서
2008년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나타나 있었던 EU권(圈) 사회경제가 가진 구조
적 약점의 하나로 고용 분야를 들었다.109)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있는 고용률(20~64세 고용률이 69%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낮음), 낮은 여성
고용률(62%로 남성의 76%에 비해서 훨씬 낮음), 낮은 고령층 고용률(55~64
세 고용률이 46%에 불과하여 미국이나 일본의 62%에 비해 훨씬 낮음), 그리고
짧은 평균 노동시간(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10% 짧음)의 문제를 들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Europe 2020이 지향하는 성장의 3대 특성 중 하나로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서 ‘포용적 성장’을 들고 있으며 그 핵
심은 고(高)고용이다.110) 즉 포용적 성장을 ‘고고용 경제(high-employment
109) European Commission(2010d),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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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를 조성하여 경제, 사회, 영역적 통합을 제공함’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Europe 2020을 통해서 2020년까지 달성할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고
용률을 제시함은 물론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 및 빈곤 관련 목표도
제시하였다. 즉 여성, 고령자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민자들을 노동력으로 더
잘 통합시킴으로써 20~64세 고용률을 최소 75%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시하였
고, 현재 15%에 달하는 학교 중도탈락율을 10%로 끌어내릴 것, 30~34세의
인구 중 고등교육 수료자의 비율을 현재 31%에서 40%로 올릴 것을 제시한 것
이다.111)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7대 핵심 이니셔티브(flagship
initiative) 중 노동 및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청년 움직이다’,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를 배치하였다.

표 5-1. ‘Europe 2020’의 목표와 핵심 이니셔티브
우선목표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 성장
포용적 성장

내용

핵심 이니셔티브

지식 및 혁신기반 경제

혁신연합, 청년 움직이다, 디지털 아젠다

자원이용효율, 녹색경제,

자원효율적 유럽, 지구화 시대의 산업정책

경쟁적 경제
高고용에 기초한 경제, 사회,
지역적 통합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빈곤에 맞서는 유럽 플랫폼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d)의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이 중 ‘청년 움직이다’는 스마트 성장 관련 이니셔티브이며 유럽의 고등교육
기관의 성과와 매력을 증진하고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과 훈련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1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월성과 평등성의 결

110) European Commission(2010d), p. 10.
111) European Commission(2010d), pp. 10-11.
112) European Commission(2010d),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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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학생 및 훈련생의 이동성 증진, 청년 고용상황의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 장에서 집중하여 살펴볼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
는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여 고
용수준을 높이고 유럽식 사회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추구한다. 즉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서 현재 및 미래의 노동력으로 하여금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경력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실업을 감소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113)

2.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가. ‘Europe 2020’에 제시된 EU 수준 정책과 회원국
수준 정책
Europe 2020의 틀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 관련 EU 수
준의 정책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제시되었다.114)
첫째,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제2단계’ 정의 및 시행을 위해서 사회적
파트너들, 즉 노사 대표조직들과 함께 경제적 변화 관리, 실업퇴치, 고용률 제
고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식별한다.
둘째, ‘스마트’ 규제 원칙에 부합하게 변화하는 노동형태(예: 노동시간, EU
내 국가간 파견노동(posting))와 건강 및 안전 관련 새로운 위험에 맞도록 입법
의 틀을 변화시킨다.
셋째, EU 내 노동이동성을 높이고 노동 공급과 수요가 서로 더 잘 결합되도
113) European Commission(2010d), p. 18-19.
114) European Commission(2010d), 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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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이를 위해서 EU의 구조기금들 특히 유럽사회기금(ESF)의 적절한 재
정적 지원을 이용하고, 노동시장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이민정책을 추진한다.
넷째, 사회적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수준(EU, 국가/지역, 산업 부
문, 회사)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또
한 회원국들의 공공고용지원기관을 포함한 노동시장제도들 간의 협력을 강화
한다.
다섯째,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이 참여하
는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추동력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
른 교육과 훈련 부문들 사이의 탄력성 있는 평생학습원리를 실행하고 직업교육
과 훈련의 매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EU 수준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그들
자체의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추가적인 학습과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의 취득
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능력들이 일반교육, 직접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분야
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훈련 그리고 노동 관련
공통의 개념과 작업수단들을 개발한다.115)
다른 한편 EU 수준이 아니라 개별 회원국 수준의 정책방향으로는 다음과 같
은 것이 제시되었다.116)
첫째, EU 이사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서 국가별로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을
집행하여 노동시장 분리성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사이의 이행을 촉진, 일과 가
족의 균형을 촉진한다.
둘째, 조세와 (세제)혜택 체계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특
히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근로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되, 자기고용을 억제
하는 수단들을 제거한다.
115) 유럽기술역량직업 프레임워크(ESCO: European Skills, Competences, Occupations Framework).
116) European Commission(2010d),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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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새로운 형태의 일-삶 균형과 적극적 고령정책을 지원하고 성평등성을
증가시킨다.
넷째,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점검한다.
다섯째, ‘유럽자격 프레임워크(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가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자격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여섯째, 추가적인 학습과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의 취득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러한 능력들이 비공식적 학습을 포함하여 일반교육,
직접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분야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교육/훈련과 노동 분야 사이에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되, 특히 노사
대표조직들이 교육과 훈련 제공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EU 수준의 접근방식과 초기 action들117)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3월 ‘Europe 2020’의 전체적 틀을 발표
(European Commssion 2010c)한 후 같은 해 11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내용을 밝혔다.118) 이 문서를 통해서 이니셔티브와 관련
해서 4대 우선순위 영역을 밝히고 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4대 우선순위 영역이란 [표 5-2]에서와 같이 노동시장 작동 개선, 고용에 적합
한 숙련 부여,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의 강화이다.

117) European Commission(2010e)를 참고함.
118) European Commission(20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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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 4대 우선영역과 정책과제
우선영역
1. 노동시장 작동 개선

정책과제
1.1. 유연안정성의 4대 요소 재강화
1.2. 유연안정성의 실행, 모니터링, 거버넌스 개선
2.1. 노동시장정보 및 기술 거버넌스 개발
2.2. 최적 기술조합 제공

2. 고용적합 숙련 부여

2.3. 기술과 직업기회의 매칭, 유럽의 잠재적 일자리 가능성 실현
2.4. EU 내 지리적 이동성 제고
2.5. 이민 활용

3.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 개선

4.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 지원

3.1. 고용과 직장 건강안전 관련 법적 틀을 보다 스마트하게
3.2. ‘연성(軟性)’ 수단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
4.1. 일자리 창출의 기본조건 개선
4.2. 창업, 자기고용, 그리고 혁신 장려

자료: European Union(2011)을 정리, 요약하여 저자 작성.

또한 이상과 같이 4대 우선영역과 정책과제를 밝히면서, 4대 영역별로 EU
차원에서 행할 총 13개 중요시책(actions)을 제시하고 동시에 그에 부수되는
또는 준비의 성격을 가진 시책들도 제시하였다(표 5-3 참고).

표 5-3.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 4대 우선영역별 중요시책 및 부수, 준비시책
우선영역

중요시책

부수, 준비시책
- 회원국의 유연안정성 실행 상황

1. 유연안정성 원칙을 이해관계자 컨퍼런스에서
논의
노동시장

2. 평생학습 전략 및 능력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동개선

핸드북, 성인학습에 관한 액션플랜 갱신 발표
3. 노사정 삼자 사회 포럼을 통해서 이 이니셔
티브에 노사 대표들의 참여와 주인의식 제고

모니터할 수 있는 포괄적 방법론
도입
- 정부, 민간, 제3섹터의 고용지원
기관 간 파트너십을 마련하여 전
략적 대화 촉진, 우수사례 지원
및 전파
- 구조조정의 정책적 틀에 관한 유럽
노사 대표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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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우선영역

중요시책
4. 온라인 ‘EU 기술 파노라마’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자 및 기업에게 직업, 기술 관련 정보
및 전망 제고
5. 유럽 기술, 능력, 직업 분류(ESCO)를 모든

고용적합
숙련부여

유럽 언어로 제공
6. 전문직업자격체계 개혁안 제시 검토
7. 역외 국적자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제
검토 착수
8. EU 이주 노동자권리규정 준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가능성 검토

부수, 준비시책
-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교육 관련
새로운 모범 제안, 조기학업중단
감소를 위한 EU 위원회 권고안
제안, 청년층 문해(文解)능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그룹조직
- 유럽 내 이주 시 사회보장제도 조
정을 통한 이익에 대한 의식 제고
캠페인
- 그 외 10건

9. 노동시간지침 검토, 유럽 내 국가간 노동력
파견제도 개선 입법 제안
10. EU 직장 건강안전전략 2007-2012 검토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
개선

완료 및 2013-2020 전략 제안
11. 노동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청취 관
련 EU 법규 검토 및 시간제 및 기간제 계
약 관련 EU 지침이 여성노동 및 동등임금
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노동감독관과 그밖의 집행기구와의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가능성 검토
- 노동의 질에 관한 정책적 개념 검
토 및 정리
- 고용 관련 차별금지지침 검토

12. 회원국 및 유럽 노사 대표조직과 함께 건
강안정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자리

청년사업가를 위한 에라스무스(EYE)

창출과

13. EU 집행위원회의 일자리 창출 조건 개선을 프로그램 준비

노동수요

위한 가이드라인 원칙 제안

지원

교사의 창업가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모범사례 교환 지원

자료: European Union(2011)을 정리, 요약하여 저자 작성.

[표 5-3]의 시책들은 대부분 2011년, 2012년 그리고 일부는 2014년까지
시행하도록 계획된 것들이다. 또한 그 시책들 중 상당수는 EU 당국, EU 수준
의 노사 대표조직들, 회원국 정부 간의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의 틀을 마
련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EU 관련규정이 정책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를 검토하는 것이며, 그중 일부에 대해서 개정안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을 볼 때 이 이니셔티브는 10년에 걸친 장기적 사업계획을 갖추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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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아니라 초기에 관련 정책영역에서 EU 당국이 가지고 있던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관련 다른 주체들, 특히 노조 및 사용자 단체들의 논의, 공감을 이
끌어내면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정책과
법규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그 기반 위에서 EU
수준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입법조치들을 취해나가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1) 노동시장 작동 개선: 유연안정성
가) Europe 2020의 유연안정성 관련 정책방향
이 영역과 관련해서 EU는 노동시장 작동 개선을 위해서는 이른바 ‘유연안정
성(flexicurity)’ 정책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이
개념을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개혁속도 가속화,
노동시장 분리 개선, 성평등 지원, 노동시장 진입 및 전직(轉職) 유리성 강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19) 이와 관련해서 European
Commission이 2007년에 발표했던 유연안정성의 4가지 요소, 즉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계약, 종합적인 평생학습,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120)를 재확인하고 그 요소별로 다음 사항
들을 강화할 것으로 제시하였다.121) 첫째,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계약
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분절화 감소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경제침체기를
맞아서는 내부적 탄력성(기업 내부에서 시간, 임금, 기능의 조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122)
둘째, 종합적인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취약한 노동자에 집중화된 정책방식, 이해당사자 참여 증진과 사회적 대화,
119)
120)
121)
122)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Commission(2010e), p. 2.
Commission(2007), p. 4.
Commission(2010e), pp. 4-6.
Commission(2010f),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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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효과적인 유인체계와 비용분담 방식 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23)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관련해서는 장기실업의 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들 및 그 제도적 조건을 조절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24)
넷째,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업수당제도 개혁을 통해서 경
기순환을 따라서 그 수준과 보호범위를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위
험이 가장 높은 집단에 대한 보호범위를 개선하며, 연금기여금 납부에 갭이 발
생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점검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125)
동시에 European Commission(2010e)은 이와 같은 유연안정성 정책의
집행, 모니터링, 그리고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중요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126)
첫째, 회원국 및 EU 수준에서 사회적 파트너 간의 대화를 강화한다.
둘째, 공공고용지원기관(PES)의 기능을 평생에 걸친 종합적 지원으로 확대
한다. 즉 숙련 평가, 프로파일링, 훈련 제공, 개인별 경력 가이드, 고객 카운슬
링(노동자 및 고용자), 잡 프로파일에 따른 노동자 매칭, 고용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안고 있는 애로에 대한 대응
지원 등으로 확대한다.
셋째, 이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진전에 대한 EU 수준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
축한다.127)
123)
124)
125)
126)
127)

European Commission(2010e), pp. 5-6.
European Commission(2010e), p. 6.
European Commission(2010e), p. 6.
European Commission(2010e), p. 7.
이러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EU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가 지방자치단체 수준
에서의 Europe 2020에 대한 참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다음 웹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Europe 2020MP, “What is the Europe 2020 Monitoring Platform?” https://portal.cor.
europa.eu/europe2020/Knowledge/Pages/welcom e.aspx; Europe 2020MP,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https://portal.cor.europa.eu/europe2020/MonitoringFlagsh
ips/Pages/Agenda-for-new-skills-and-jobs.aspx(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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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연안정성 관련 노사 대표조직들의 인식
유연안정성은 원래 개별 직장 단위에서의 고용, 임금, 배치와 관련한 높은
‘탄력성’과 노동자 입장에서의 소득과 고용가능성의 높은 ‘안정성’이 결합된 상
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128)

129)

탄력성과 안정성은 개념적으로 여러 요인들

을 가지는데 정책 분석에서 흔히 이용되는 Wilthagen and Tros(2004)의 개
념화를 따르면 탄력성에는 외부수량조절, 내부수량조절, 기능적 탄력성, 가변
지불 등의 요소가 있고 안정성에는 직장안정성,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결합
안정성(일과 사적(私的) 관심의 조화 가능성) 등의 요소가 있다.130) 탄력성과
안정성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타협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에는 정부
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높은 수준의 실업자 소득보장정책, 그리고 입법상의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유연안정성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수준에
서 대표성이 높은 노동조합과 사용주 대표,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정책들을 실
행할 재정 여력과 의지를 갖춘 정부 3자 간의 신뢰, 조정이 필요하다.
이 정책영역과 관련해서 제시된 EU의 시책들은 유연안정성에 관한 문제들
에 관한 노사 대표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것들이었다.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실제 조치들은 그 속성상 노동법, 단체교섭, 사회보장
체계, 교육훈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조세 등 회원국 정부의 주권적 입법 및
재정 영역에 속하거나 노사 대표조직들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들이어서 EU
수준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
이다.
128) European Foundation(2012), p. 5.
129) 유연안정성에 관한 EU 차원의 뚜렷한 정책지향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
ties(1997)에 나타난다. 그 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 개념 및 그에 기반한 정책의 유용성에 대
한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Tros(2012); Hastinigs and Heyes(2016)를
참고.
130) Wilthagen and Tros(2004),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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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른바 ‘유럽 수준의 사회적 파트너’라고 불리
는 EU 수준의 노조와 사용자 조직들이 유연안정성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
는지, 그리고 그 양자 사이의 대화와 공동 인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서 EU도 앞에서 본 것처럼 양자의 대화를 장려하였다. 그
러나 유연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양자의 인식 차이가 존
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Europe 2020’이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로 유럽 수준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시행한 조사
보고서인 현대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파트너와 유연안정성(Social Partners
and Flexicurity in Contemporary Labour Markets)131)의 내용을 살펴
본다.
흔히 유럽 수준의 사회적 파트너(European Social Partners)로 불리는 유
럽 수준의 노동조합연맹 조직(ETUC) 및 사용자 대표조직들(민간 고용주 대
표조직(BusinessEurope), 유럽 자영업 및 중소기업연합(UEAPME),132) 그리
고 공공 부문 고용주 조직(CEEP)은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EU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공동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공동조사 목적을 ‘유연안정성의 실
행을 공동으로 모니터하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과
참여를 평가하고 공동의 교훈을 도출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133) 즉
유연안정성의 실행에서 노사 대표조직의 역할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그
양자의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연구는 3개년에 걸쳐서 ① 노사 양측과의 토론을 거친 유연안정성 평가지표 선
정 ② 회원국 단위 노사 각각의 대표조직들에 대한 설문조사 ③ 개별 회원국별
유연안정성 실행 상황과 노사 대표조직들의 참여에 관한 현황 정리 ④ 7, 8개
국 단위의 회원국 노사 대표조직들의 중간결과에 대한 논의 ⑤ 회원국 100여
131) Voss et al.(2011).
132) 2018년 SMEunited로 개칭.
133) Voss et al.(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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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노사 대표조직들이 참여한 최종 보고서 초안에 대한 세미나 등의 단계를 거
쳐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시행된 조사에서 나타난 노사 양측의 인식
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연안정성 원리가 노동자와 기업에 윈-윈 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균형 잡히고 총체적인 접근방식(balanced and holistic way)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노사 양측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단, 사용주 측은 설문에 응한 조직 중 95%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노조
측에서는 65%가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그 지지의 보편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
이가 있다.134)
둘째, 유연안정성 정책개념이 가진 윈-윈 가능성이 지금까지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크고 특히 노조 측의 부정적
견해가 매우 강하다. 즉 ‘유연안정성이 아직까지는 노동자와 기업 양자 이익에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실제로 입증해주지 못하였다’는 설문
에 대해서 노조 대표의 85%, 사용자 측이 45% 동의하였다.135)
셋째,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러 세부 문제 중에서 유연안정성 의제가 유효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고 본다. 유효성이
크다고 인지되는 주제는 성평등(性平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도입, 그리고
내부적 유연안정성의 강화 등이었고, 반면 그 유효성이 낮다고 인지되는 주제
는 노동자들의 상향 이동성, 고품질의 생산적 일자리 확충, 사회보장제도를 통
한 보장성의 강화, 신뢰성 있으면서도 탄력적인 근로계약 등이었다.136)
즉 노사 양측이 모두 유연안정성 의제가 양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잠재력
이 있다고 보지만, 그 잠재력이나 지금까지 나타난 유용성에 대해서는 노조 측
이 사용자 측보다 유보적 또는 부정적 인식 강하고 그 유용성이 나타날 수 있는
134) Voss et al.(2011), pp. 16-17.
135) Voss et al.(2011), p. 17.
136) Voss et al.(2011),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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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도 다소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다) 유연안정성 정책의 사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연안정성은 EU 각 회원국의 정책당국 그리고 노
사 대표조직 간의 협력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고 EU 스스로 정책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 다만, EU는 이러한 유연안정성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제
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회원국 수준에서 이루어
지는 정책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사례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그 확
산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European Foundation(2012)는 Wilthagen and Tros
(2004)의 모형을 약간 변형한 개념틀을 이용하여 2010년대 초반 시점에서 EU
회원국 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연안정성 조치들을 [표 5-4]와 같이 정리하
고, 주로 나타나는 정책유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장 빈번
히 관찰되는 탄력성 관련 조치는 노동비용 탄력성(고용보조금, 훈련비용 지원)
이며 그다음으로 외부적 탄력성(해고노동자에 대한 재취업 소개와 재통합 지
원)이었다.137)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조치는 소득안정성 관련
과 고용안정성에 관련된 것이었다.138) 이러한 조치들이 실현하는 원칙들 중에
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의 보전, 그리고 이행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더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잘 시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39)

137) European Foundation(2012), p. 23.
138) European Foundation(2012), p. 25.
139) European Foundation(201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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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European Foundation(2012)의 연구에서 확인된 EU 회원국들의 유연안정성 조치들
안정성
유연성

직장안정성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결합안정성

- 고용 서비스
- 훈련
-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
- 부분은퇴제도
외부수량
유연성

- 일자리 이동 절차
- 재고용

- 임금보장기금

- 연대계약

- 연금소득 보장

- 직장일자리안정협약 - 실업자채용보조금
- 근무 로테이션
- 고용주/노동자 풀

- 특정 실업자군

훈련, 부분은퇴 등

- 실업자 임금보조금

다양한 휴직

위험분담 프리미엄 - 특정 실업자군

- 임금보조금

- 試用제도

- 사회보장 기여

- 한시파견 노동자에 - 연대소득 프리미엄

경감

- 근무 로테이션,

조치

상태에서 해고에

위험분담 프리미엄

대한 보호

대한 훈련기금
- 단계적 조기은퇴
- 직업이동성

- 근무 로테이션

- 가족 돌보기를

- 단축근무와 결합한

내부수량

- 훈련 휴가

훈련/평생교육

유연성

- 고용주 풀

- 근무 로테이션

포함한 다양한

- 육아휴가 기간의
재정적 지원

- 육아휴가권과 제도 - 고용주 풀

휴가 형태
- 파트타임직 연금
- 시간저축계좌

- 단계적 퇴직
지원금
- 근무 로테이션
- 고용주 요구에
기능적
유연성

의한 훈련
- 원격근무
- 기술 풀링
- 노동시장 추세에의
적응

- 훈련/평생교육
- 근무 로테이션
- 팀 작업
- 多技術化
- 원격근무
- 훈련기금 및
한시파견 노동자에
대한 탄력적 계약

- 대학학업 지원
- 질병 수당
- 단축근무 임금지원
- 다른 직무로

- 피용자, 고용주

전보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피용인 보조금
- 고용주 요구에
따른 훈련기간에
임금 유지
- 고용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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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른 훈련

표 5-4. 계속
안정성

직장안정성

유연성

고용안정성

소득안정성

결합안정성

- 실업자 채용보조금
- 단축근무에 대한
재정지원
노동비용/

- 사회보장 부담

임금 유연성

경감
- 위험분담

- 실업자 채용보조금 - 사회보장 기여금
- 사회보장 부담
고용주분 경감
- 고용주에 대한
훈련비용 보조금

프리미엄

고용주분 경감
- 주 근무일
감소/임금감소
고용 수용에 대한

- 훈련, 육아휴가
관련 고용주 비용
지불

조정 지원
- 실물 급여

자료: European Foundation(2012), pp. 30-31 중 일부 생략하여 저자 정리.

2) 고용적합 숙련 배양
이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한 배경은 노동자들이 갖춘 숙련과 산업계가 요
구하는 숙련 사이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문제와 그러한 미스매치가 산업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40)
첫째, 산업이 요구하는 숙련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인 산업으로는 하이브리
드 차, 녹색에너지 등에서 두드러지고, 능력면에서는 과학기술 및 엔지니어링
수학 부문(STEM)에서 두드러진다.141) 직업면에서는 보건보조직 종사자와 연
구직 등을 들 수 있다.142)
둘째, 지역적인 측면으로는 EU 국민들의 이동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
하는 점, 그리고 역외 국적자들이 2,0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없
이는 EU 인구가 2030년까지 12%, 2060년까지는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다는 점을 들고 있다.143)

140)
141)
142)
143)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Commission(2010e),
Commission(2010e),
Commission(2010e),
Commission(2010e),

pp. 8-9.
p. 9.
p. 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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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44)
첫째, 노동시장 정보 및 숙련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노동시장 주체들과 교육/
훈련 공급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통로를 회원국, 지역, 산업 부문, 그리고
EU 수준에서 구축한다.145)
둘째, 개인의 배경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숙련조합을 갖출 수 있
도록 교육 및 훈련 체제를 조정한다. 여기서는 특히 디지털 능력, 미디어 이해
력,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등의 강화가 중요한다. 또한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졸
업한 후 직업세계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축적한다.146)
셋째, 숙련도와 직업기회의 적정 매치를 추구한다. 노동, 교육, 훈련계의 상
호협력 강화 및 노동시장에서 기존의 졸업, 자격증을 넘어서는 (정보)투명성 제
고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 역량 강화 방안을 개발
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카운슬링, 유인책, 지원정책을 강화한다.147)
넷째, EU 내 지리적 이동성을 강화한다. 노동력 이동의 장애가 되는 비규제
적 요인(주택, 언어, 귀향 관련 제도, 역사적 장벽)들을 개선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국경을 넘어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회원국 간 자격인정제도를 단
순화한다.148)
다섯째, 이민의 잠재력을 이용한다. 역내 우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EU 역
외에서 취득한 숙련과 자격인정제도를 개선한다.149)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EU 차원의 주요시책으로 초기에 제시된 것
들은 주로 유럽 수준에서 숙련 및 기술에 대한 정보 소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
(온라인상의 EU 직업, 숙련 수용 정보 제공(‘EU 기술 파노라마’), EU 수준의
144)
145)
146)
147)
148)
149)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Commission(2010e),
Commission(2010e),
Commission(2010e),
Commission(2010e),
Commission(2010e),
Commission(2010e),

pp. 10-12.
p. 10.
p. 10.
pp. 10-11.
p. 11.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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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지역, 직업 분류체계(ESCO)를 모든 회원국 언어로 제공하는 것), EU 회
원국 간 인력들의 역내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전문직업자격의 국
가간 상호인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 준비,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 보장
개선 방안 제안 준비), 그리고 역외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한 구조와
정책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로 나누어볼 수 있다.150)
또한 보조적 시책들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151) [표 5-5]와 같이 7개
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표 5-5.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고용적합 숙련 배양을 위한 EU의 보조정책수단
범주

내용
-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 확립

교육기준, 내용 개선

- 회원국이 ICT 역량과 디지털 이해력(e-기술)을 평생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원하는 EU 차원의 접근과 수단 마련
- 다언어정책을 위한 EU 정책방향 수립

교육의 전반적 성과
개선
이동성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 조기학업중단 감소를 위한 EU 이사회 권고안 채택
- 청년 및 성인들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고위급 전문가 그룹 결성
- EU 내 이동 시 EU 사회보장 조율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 홍보 캠페인
- EU 고용서비스 EURES의 법적기초를 개혁함으로써 그 매칭 및 일자리 배
치 역량을 개발
- 회원국들의 대표성 있는 표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성과 평가’를 통해서
미소기업 및 수공업 기업이 향후 필요로 하는 기술 파악

기술수요 파악

- ‘지식연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과 교육/훈련 기관과 협력하여 부족한
혁신능력을 보충하고 노동시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
발하려는 시도를 지원
- ‘자원효율적 유럽을 향한 로드맵’과 ‘에코 혁신 행동계획’이 커버하는 산

부족 기술 수련 공급
증대

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 지원
-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보건종사자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
수립
- 미래 직업을 위한 새로운 학문특화의 틀 속에서 우수 연구센터를 설립

150) European Union(2011), p. 20.
151) European Union(2011),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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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범주
인증 개선
이민 주민들의 숙련

내용
- 공식 교육훈련제도 밖에서 획득한 역량을 식별, 기록, 인정하는 체계 개
발(유럽 기술 패스포트)
- 이민정책이 노동시장 및 기술 매칭에 하는 기여에 대한 분석
- 이민자 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자료: European Union(2011), pp. 20-21을 정리, 요약하여 저자 작성.

이 중에서 고등교육 및 훈련 기관과 기업계가 협력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부
응하는 새로운 교육 및 훈련과정을 개발하는 시도를 지원하는 정책인 ‘지식연
합(knowledge alliance)’ 프로그램의 구조와 그 실례를 살펴보자. 이 프로
그램을 통해서 전반적인 혁신 역량과 고등교육 기관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152) 이 프로그램의 초점은 ‘새롭고 혁신적이고 학제적인 교수
및 학습 접근방식의 개발’, ‘창업활동 연습 및 고등교육과 기업 직원들의 창업
관련 능력’, 그리고 ‘지식교환 및 새로운 해결방식을 위한 협력’이다.153)
이 프로그램의 국제적, 산학협력적 성격은 지원대상 자격에서 나타난다. 즉
적어도 6개의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그들의 출신국은 적어도 3개여야 하며, 그
중 최소 2개 기관은 고등교육기관, 다른 최소 2개는 기업이어야 한다.154) 실제
로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졌는지를 2014년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표
5-6 참고). European Commission(2014d)에 따르면 이 연도에 선정된 프로
젝트는 10개였고 그중 특정 산업 관련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
이 3가지(섬유(TELCOM), 식품(EuFooD-STA, FOODLAB)), 특정 주제와 관
련된 교과과정의 개발 3가지(지속가능성(CASE), 창업초기 돌파(ENDuRE), 이

152) European Commission, “Knowledge Alliance,” https://ec.europa.eu/programmes/era
smus-plus/opportunities/knowledge-alliances_en(검색일: 2019. 1. 14).
153) European Commission, “Knowledge Alliance,” https://ec.europa.eu/programmes/era
smus-plus/opportunities/knowledge-alliances_en(검색일: 2019. 1. 14).
154) European Commission, “Knowledge Alliance,” https://ec.europa.eu/programmes/era
smus-plus/opportunities/knowledge-alliances_en(검색일: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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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 박사과정생을 위한 창업학습 과정(SCIENT), 온라인 콘텐츠 또는 소프트
웨어 개발 중심 3가지(SHIP, FINCODA, LE@d3.0), 그리고 국제교류 효과 평
가방법 개발 1가지(PROMOTE)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국가는 최소 기준인 3
개국보다 많은 4~11개국이며, 참여기관도 최소 기준인 6개부터 15개에 걸쳐
있다. 주관기관은 6개 프로젝트의 경우 대학이었고, 나머지 4개 프로젝트는 지
역 상공회의소, 컨설팅 기관, 공익재단 등이다. 프로젝트 기간은 2년 또는 3년
이며 지원예산은 50만 유로에서 100만 유로 사이의 규모였다.
이상을 볼 때 이 프로그램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컨소시엄들이
특정한 산업이나 주제와 관련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수는 많지 않지만
가능한 한 EU 내 여러 국가의 기관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지식이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 확산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었던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6. EU ‘지식연합(knowledge alliances)’ 프로그램의 프로젝트(2014년)

제목

TELCOM

내용

주관기관

섬유 의류 분야 수출, 마케팅, 혁신, 지속

로마 Link

가능성 역량을 갖춘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Campus

MOOC 개발
SME, 고등교육기관, 혁신지원기관 간 삼
각협력 촉진
SHIP

4개 지역에 70개 이상 조직이 참여하는 혁
신 연대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학습자료 및 비교연구자료
생산

대학

파트너
기관
11개국
13개

예산

기간

(천유로) (개월)
620

24

563

24

아일랜드
Louth
County
Enterprise

7개국
8개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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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제목

내용

주관기관

파트너
기관

예산

기간

(천유로) (개월)

4개 모듈로 이루어진 ‘지속가능성 중심
CASE

기업활동, 정책, 혁신’ 협동석사과정 개발.

비엔나

5개국

대학-기업 협력 모범사례 제공, 공개 지식

경제대학

10개

909

36

988

36

992

36

695

24

1,000

36

670

24

992

36

972

36

플랫폼 창출 및 세계적 전파기관과 연계
식품 관련 학계와 기업의 상호작용을 촉진
EuFooD-STA

하는 가상 플랫폼 창출. 혁신적 연구, 대학 비엔나 농업

6개국

기업간 교원, 직원 교류, 훈련 도구 수집,

11개

대학

결합, 개선 및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제공
SCIENT

이공계 박사과정학생을 위한 창업 교과과정
개발. 7개국에서 시험 운영

사이프러스
Grantxpert
컨설팅

8개국
14개

창업 실패 감소, 기존 기업의 정체기 돌파
ENDuRE

를 위한 통합적 프레임워크 개발. 신생기
업과 성공적 기업 간의 협력 개발, 이로부

피사 대학

4개국
6개

터 교육 및 훈련 도구를 개발하여 확산
웹기반 FoodBusiness 기술이전 Lab을
FOODLAB

설립하여 새로운 교육콘텐츠와 도구 전파,
대학과 식품기업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촉진

PROMOTE

리투아니아

견습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VILNIAUS
대학

4개국
10개

9개국
15개

대학생 및 신입직원들의 혁신역량을 점검 핀란드 Truk

6개국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13개

응용과학대학

평생교육기관의 훈련사들이 web3.0/OER
LE@d3.0

상공회의소

7개 대학 학생들이 EU 내 타국에서의
인격적 능력 배양 성과를 평가
FINCODA

프랑스
Vaucluse

(공개교육자원)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새롭게 요구되는 e-leadership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지원

이탈리아
ISTUD
경영문화재단

7개국
10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d)을 요약 정리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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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의 개선
이 정책영역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노동환경이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조건이고 따라서 EU 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인
이 된다는 인식이다.155) 그런 측면에서 볼 때 EU에서는 직장재해 감소, 직업
만족도 상승 등의 긍정적 변화도 있어왔지만, 반면 비자발적 파트타임과 계약
직이 증가해왔고, 임금은 정체해왔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서 새로운 노동형
태, 전직 노동조건 악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사회보
장 부담 증가, 노동자의 조기 퇴직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156)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용, 건강, 작업장 안전에 관한 보다 스마트한 법적 틀을 마련한다. 이
를 위해서 현재 법규에 대한 검토를 대규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행하고,
실제 적용이 비효과적이거나 어려운 규정을 검토한다. 또한 기존 법규가 대응
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병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관련 지침을 점검
한다.157)
둘째, ‘연성’ 수단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을 택한다. 법규에 의한 ‘경성’ 규제
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추구
하는 방식을 지원한다. 2007~12년에 시행된 유럽 직장건강안전전략의 경험
을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작한다. 또한 노동의 질에 대한 EU 공통지표들
의 정의를 점검하고 회원국의 정책평가 도구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한다.158)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수단은 세부 정책별(노동시간, EU
내 다른 국가로의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청취, 파트타
155)
156)
157)
158)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Commission(2014c),
Commission(2014c),
Commission(2014c),
Commission(2014c),

p. 14.
p. 14.
pp. 14-15.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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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계약직)로 EU 및 회원국의 관련 법규들을 검토하는 것과 ‘유럽 직장건강안
전전략’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경제위기의 여파로 비용절감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직장
건강안전전략의 검토와 그 후속조치를 살펴보자. 2007년에 EU 위원회가 채택
한 ‘유럽 직장건강안정전략 2007~2012’의 주된 목표는 ‘직장재해와 직업병의
계속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일률적인 감소’였다.159) 보다 구체적 목표로 2012
년까지 직장재해 발생 25% 감소를 내걸었고 이를 위해서 다음 6개 정책과제,
즉 ‘관련 EU 법규들의 개선, 단순화, 시행 개선, 각 회원국 특유의 고유한 상황
에 맞는 일관성 있는 국가별 전략의 수립, 행동상의 변화 촉진 및 사회 전반에
서의 예방적 문화 진흥, 연구 및 지식 교환 그리고 그 실행을 통한 잠재적 위험
의 식별과 평가, 실행의 진척상황을 모니터링할 수단 개발, 관련 국제협력 개
선’을 제시하였다.160) 이 전략의 특징은 그 실행에 있어서 EU와 회원국 정부는
물론, 각국의 노사 대표조직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
고 했다는 데에 있었다.161)
이 전략이 종료된 2012년 수행된 평가의 중요 결론은 직장내 사고는 상당히
감소했지만 직업병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 기술과 근무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건강 및 안전 위해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고령화와 전체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기존의 노동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EU의 법규들을 중소기업에서 실행하는 것
이 어려운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EU와 회원국들의 전략 이행
진척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정확하고 비교가능한 통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162)
이러한 경험과 평가를 기반으로 작성된 ‘유럽 직장안전건강전략 2014~
159)
160)
161)
162)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Commission(2013b),
Commission(2013b),
Commission(2013b),
Commission(2013b),

p.
p.
p.
p.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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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3)은 ‘3대 도전과제’로 회원국들의 실행 실적, 특히 중소기업의 실행역
량 제고, 새로운 위험요인들에 대처함으로써 직업병을 예방, 고령화에 대한 대
응164)을 제시하였다. 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시한 ‘7대 정책과제’는 EU
및 노사 대표와의 대화를 통한 국가별 전략의 내실화, 중소기업의 규정준수 지
원, 노동감독관 연수 강화 등을 통한 회원국에서의 EU 규정 집행 개선, 기존 규
정의 단순화와 불필요한 부담의 제거, 노동력 고령화 및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
한 EU 차원의 관련 조직 개선, 정보 제공,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을 통한 대
응, 통계 수집과 정보 인프라의 개선, EU 가입후보국에 대한 지원 및 ILO,
WHO, OECD 등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165)
이 중에서 규정의 집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중소기업의 규
정준주 지원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166) 첫째, 중소기
업들이 온라인 인터액티브 위험평가(OiRA) 시스템 및 기타 IT 기반 수단을
이용해서 자사 내의 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
공한다. 이를 위해서 유럽사회기금(ESF)과 유럽 직업안전건강정보서비스
(EU-OHSA)을 통해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중소기업 특히 미소기업
(micro-enterprise)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와 모범적 실행방식을 개발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직장안전건강 문제와 관련
해서 모범사례 전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인식 개선 캠페
인을 계속한다.

4)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를 지원하는 정책 강화
European Commission(2010e)은 경제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노동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충분한 동력
163)
164)
165)
166)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Commission(2014a).
Commission(2014a), pp. 6-7.
Commission(2014a), pp. 7-12.
Commission(2014a),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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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그와 관련한 EU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적다는 점, 연구개발 집약적 기업의 수
가 적다는 점, 그리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167)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고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조건을 개선한다. 창업 및 고용과 관련
된 행정적 부담과 노동비용을 절감한다. 특히 사회보장 부담을 완화하여 비공
식 취업자가 공식 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재가(在家) 및 사회적 돌봄
등 비영리 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168)
둘째, 기업가정신, 자기고용, 그리고 혁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사업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기관이 창업가 출현의 기반
이 되고 중소기업 창업, 관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169)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EU 차원에서 제시된 시책은 위에서 제시된
방향을 구체화하는 EU 수준에서의 일자리 창출 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의 작성과 젊은 창업인들의 국외 연수 지원정책인 ‘젊은 사업가을 위한 에라스
무스(EYE)’ 프로그램의 상설화, 그리고 창업활동에 대한 교사 연수 및 모범사
례 교환 등이다.
지원정책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EYE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EU 위원
회가 2008년 발표한 ‘소사업 전략(Small Business Act)’170)의 틀 속에서 구
상된 것으로,171) 오랜 역사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EU 내 대학생 교환 프
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신규 소규모 청년사업가에게 적
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규모 창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신생 소규모 기
업을 운영하고 있는 신규 사업가에게 EU 내 다른 회원국 내의 관련 분야에서
167)
168)
169)
170)
171)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Commission(2010e),
Commission(2010e),
Commission(2010e),
Commission(2008a).
Commission(2015a),

p. 17.
p. 18.
p. 18.
p. 2.

168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기반을 확립한 중소기업을 단기간(1개월부터 최장 6개월) 방문하여 실습
(on-the-job training)을 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와 소액의 비용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체류국별로 차등이 있지만 1개월당 500~1,100유로
정도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실습 청년기업가가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얻게 되지만,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실습 기업가와 초청
(host) 기업가 사이의 창업 및 기업 발전 관련 문제에 대한 상호학습, 잠재적 사
업 파트너의 발견 및 시장접근성 제고, 회원국 간 인적 연결망 구축 및 지식 및
경험 확산 등이다.172) 이 사업의 실제적 운용은 지원자가 있는 지역의 상공회
의소 등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이 맡도록 되어 있다.
사업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서 이루어진다.173)
① 선발 단계: 참여를 원하는 신규 사업가 또는 초청 사업가는 중간조직에
지원을 신청하고, 후자가 지원대상을 선별한다. 이때 지원자의
직업자격, 의욕과 사업계획, 언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매칭 단계: 중간조직에 의해서 신규 사업가와 초청 사업가 사이의 접촉을
지원하고 매칭시킨다. 신규 사업가와 초청 사업가도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중간조직에 이를 제안할 수있다.
③ 계약 단계: 사업가들과 중간조직이 참여, 작업 계획, 과업, 책임, 재정
조검, 법적 관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합의서에 서명하
고 EU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 사업
가들은 중간조직이 준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④ 실행 단계: 사업가들이 방문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이에 대해서 보고서
를 제출하며, 중간조직이 활동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한다.

172) European Commission(2015a), p. 2.
173) European Commission(2015a),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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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중간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를 보면 13개 중간조직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성격은 대학(하이델베르크 대학, 뮌스터 대학, 풀다 응용과학대학),
주정부의 기업국제화 지원조직(바덴-뷔르템베르크 인터내셔널), 재독 이탈리
아 상공회의소, 시정부(Gelsenkirchen), 연구 및 컨설팅 기업 등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174)

3. 2014년 ‘Europe 2020’ 중간평가와 고용정책 가이
드라인
가. 중간평가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에 Europe 2020의 추진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행하였다. 이 평가는 Europe 2020가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지표들을 점검하고 다른 한편 핵심 이니셔티브에 제시한 과제의 실행사항
과 그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평가 보고서는 EU가 교육, 기후 및 에너지 관
련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를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고용, 연구, 빈
곤 감소는 당시의 추세를 따를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
다.175) 그러나 중간평가 보고서는 Europe 2020이 제시한 목표가 장기적 시
야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 목표를 회원
국 수준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간, 지역 간 격차, 경제위기로 인해

174) 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Your Local Contact Point – Germany,” https://w
ww.erasmus-entrepreneurs.eu/page.php?cid=05&pid=018&ctr=DE&country=Germany
(검색일: 2019. 1. 15).
175) European Commission(2014b),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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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화된 부와 소득의 격차, 그리고 EU 정책의 집행에서 지역과 도시들이 갖
는 중요성을 향후 정책 추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후
EU는 유러피언 세메스터를 통해서 모니터링과 실행을 계속하기로 하였다.176)
특히 그중에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고
용률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하락한 후 2010년 68.5%로 회복하여 2012년까지
대략 그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중간평가서는 상황이 ‘평상적 수준(business
as usal)’으로 진행한다면 고용률이 2020년에 71.8%에 달해서 목표치인 75%
를 훨신 밑돌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였다.177)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점검 결과는 ‘초기에
제시한 과제들은 모두 시행되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178)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 EU 보고서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이 이니셔티브는
노동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이니셔티브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둘째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2년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
지들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이니셔티브가 정책의 중심에서 벗어
나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결국 ‘이 이니셔티브가 고용정책과 관련
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179) 그
리고 ‘이니셔티브를 배경으로 채택된 EU 수준의 이니셔티브와 유러피언 세메
스터에서 이루어지는 회원국 단위의 분석과 권고 간의 연계도 부족했다’180)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6) European Commission, “Europe 2020 Strategy,” https://ec.europa.eu/info/business-e
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

177)
178)
179)
180)

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european-semester/framework/europe-2020-stra
tegy_en(검색일: 2019. 1. 11).
European Commission(2014c), p. 4.
European Commission(2014c), p. 29.
European Commission(2014c), p. 29.
European Commission(2014c),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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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
중간평가 이후 Europe 2020의 고용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라는 이니셔티브의 틀이 아니라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
(European Employment Guideline)’이 제시되고 각 회원국의 개혁에서 그
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러피안 세메스
터’의 틀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81)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의 법적 기초는 2007년 체결된 ‘EU 작동에 관한
조약’에 있다. 이에 따르면 EU 이사회(Council)가 ‘전반적 경제정책 가이드라
인’의 틀 속에서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182) 이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은 2010년에 Europe 2020 실행을 위한 ‘통합 패키지’의 일환으
로, 즉 통합 가이드라인의 2부로 채택되었다. 이 통합 가이드라인은 2014년까
지는 변동이 없다가 Europe 2020의 중간평가 이후에 일부 수정되었다.
2015년에 채택된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은 네 가지로 ① 노동수요의 진작 ②
노동 공급, 기술, 그리고 능력의 제고 ③ 노동시장의 작동 개선 ④ 사회적 포용
의 지원, 빈곤퇴치 그리고 기회균등 진작이었다.183) 그 후 2017년에 다시 가
이드라인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유럽 사회적 권리 원칙(European Pillar
of Socail Rights)’184) 텍스트와의 일치를 위한 것이었다.185)
2018년 현재 통합 가이드라인 중 2부, 즉 고용정책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다.186)
18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https://ec.europa.eu/so
cial/main.jsp?catId=101&langId=en(검색일: 2019. 1. 15).
182) European Commission(2017e), p. 1.
183) European Union(2015).
184) 2017년 11월 EU 의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이사회가 EU가 보장하려하는 사회적 권리의 내용과
달성방안을 밝힌 선언문이다.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https://ec.europa.eu/commission/priorities/deeper-and-fairer-economic-and-mone
tary-union/european-pillar-social-rights_en(검색일: 2019. 1. 15).
185)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mployment Guidelines,”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1&intPageId=3427(검색일: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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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수요 진작(Boosting the demand for labour)
조세체계 및 고용 관련 규제의 개선, 창업 및 자기고용 지원을 그 요소로 한
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그 부담을 ‘노동으로부터 다른 세원으로 이동시켜야 한
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조세체계의 재분배적 효과를 고려해
야 한다’는 유보조건을 달고 있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혁
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임금이 생산성 향상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임금결정
체제를 지원하도록 권고하면서 기술수준의 차이, 지역, 산업, 기업 간 격차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187)

2) 노동공급제고 및 고용, 기술, 능력에 대한 접근 개선(Enhancing
labour supply and improving access to employment, skills
and competences)
여기서는 국가의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전직(轉職) 원활화 및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대응력 제고, 유년기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양
질의 직업교육체계 확충 및 탄력화, 저숙련 성인의 숙련 제고 가능성의 확대 등
이 중요한 권고사항이다. 노동시장 참여의 매력을 줄이는 유인장치의 제거, 노
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의 확립도 권고
하고 있다. 특히 그 수단으로는 직장과 삶의 균형 제도, 보육 및 유아교육 공급,
적정한 육아휴가 제도 등을 들고 있다.188)

186) European Union(2018), pp. 4-6.
187) European Union(2018), p. 4.
188) European Union(2018),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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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 작동 및 사회적 대화의 효과성 제고(Enhancing the
functioning of labour markets and the effectiveness of
social dialogue)
새로운 노동패턴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사 대표와의 협력을
통해서 탄력성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나가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초래하는 노동관계를 예방하고, 부당한
해고가 있을 경우 효과적인 분쟁 조정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
련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의 목표집단 명확화, 전달, 제공범위
의 개선과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그 효과성을 높일
것도 언급되고 있다. 교육, 훈련, 노동 관련 회원국 간 이동성 제고도 강조되고
있다.189)

4) 기회균등 진작, 사회적 포용 지원, 빈곤퇴치(Promoting equal
opportunities for all, fostering social inclusion and
combatting poverty)
고용, 사회보호, 교육과 관련한 차별 철폐와 기회균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적절한 사회보장이 강조된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주의적 접근방식을 선별
적 요소로 보완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보장체제
개선을 통해서 접근성, 지속가능성, 적절성, 그리고 품질 제고를 추구한다.190)
노동빈곤(in-work poverty), 청소년빈곤(child poverty), 노숙자, 장애인 문
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연금
개혁을 노동연령의 상한 인상 및 적극적인 고령생활 대응전략 등과 결합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89) European Union(2018), p. 5.
190) European Union(201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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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러피언 세메스터를 통한 고용 관련 회원국 정책 사례
1) 임금결정체계의 변화
앞에서 노동수요 진작을 위한 수단으로 임금결정체계의 변화가 제시되었음
을 언급하였다. European Commission(2017c)은 이러한 변화가 2008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많은 회원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191)
최근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2017년에 ‘임
금기준(wage-norm)’제도의 법적 기초를 강화함으로써 매 2년 단위로 여러
산업 간 사회적 파트너들이 산업별 임금결정에 적용될 상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입법(El Khomri법)을 통해서 노동시
간, 유급휴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 단위의 단체협약이 산업 단위의 단체협
약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핀란드에서도 2016년 노사 간 협상을 통해서
단체협약에서 지역 수준에 보다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반면 최저임금과
관해서는 2013년 이후로 관련규정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독일에서는
전국적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192)

2) 노동시장을 위한 숙련개선정책
고용에 필요한 숙련 취득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노동 관련 정책에서
항상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다. 이 정책영역과 관련해서는 조기학업중단 예방,
기술과 자격 관련 회원국 간 투명성과 호환성 제고 분야에서는 최근에 회원국
수준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기학업중단과 관련해서는 동
유럽 국가들과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서 국가적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거나
유럽구조기금을 이용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193) 또한 기술자격제도 분

191) European Commission(2017c), p. 11.
192) European Commission(2017c), pp. 11-12.
193) European Commission(2017b), pp. 13-14 및 [표 5-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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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는 2017년 9월 현재 24개 회원국이 자국의 국가자격제도를 유럽자격
프레임워크(EQF)에 연계시켰고, 16개국이 EQF 레벨을 자국의 자격증서와 수
료증에 표기하는 시행시점을 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94)

표 5-7. EU 회원국의 조기학업중단 대책 사례
회원국

정책사례

불가리아

불리한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품질 좋은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

포르투갈

지역 행정기관과 학교 집단의 협력으로 학업성공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을 집행

아일랜드
체코
루마니아

불리한 조건에 처한 학교에서의 문해(文解)와 산수능력에 대한 특정한 목표를 설정
하고 2025년까지 저성취자와 최고성취자 비율에 대한 국가목표를 설정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초등학교(유치원) 및 중등학교에 대해서 개개인 단위
통합계획을 도입하고 시행
ESF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수 교사를 불리한 조건의 학교에 유치하고 1차 중등과정
에서 새로운 능력(competence) 기반 교육과정을 시작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b), pp. 13-14를 요약하여 저자 작성.

반면, 비공식 학습의 인정을 위한 제도 정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으며, 과잉 또는 부족한 기술 및 직업을 식별 및 모니터링하는 체제는 회원국
중 1/3만이 갖추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95)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앞에서 적극적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목표집단 명확화, 전달, 제공범위의
개선이 중요한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었음을 보았다. [표 5-8]에 정리된 국가별
사례를 보면, 장기실업자, 고용관계에 있는 저숙련, 청년층, 고령층에 초점을
맞춘 직업훈련 제공 및 취업 및 상근계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확
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6)
194) European Commission(2017b), p. 14.
195) European Commission(2017b), p. 14.
196) European Commission(2017a),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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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EU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례
회원국

정책

불가리아

대상명확화(targeting)와 불리집단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의 통합 증대 노력. 장기
실업자 고용 장려 및 훈련 재정 프로그램
장기실업자 특별 소득장려금. 장기실업자가 취업할 경우 소득의 10%까지 면세되는 특

덴마크

별장려금 지급(최고 2500DKK(EUR336)). 최장 18개월간 지급(2017. 4. 1~2019. 4. 1
한시 집행)
고용유지 정책. 공식 훈련 참여 지원, 훈련 바우쳐, 고용주에 대한 훈련비용 보상.

에스토니아 대상은 아직 고용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전문자격 비소지, 낡은 기술, 언어능력 부족,
50세 이상, 건강상 이유로 새로운 직업이 필요한 계층)
50만 명의 구직자에 대한 추가적 훈련 코스 지원. 저숙련 계층(28%), 청년층(29%),
장기구직자(20%)에게 훈련이 제공됨.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regional

프랑스

council을 통해서 집행됨. 지역정부가 제공할 훈련을 결정하고 공공노동지원청이
훈련을 제공함. 2017년 상반기까지 시행
취약계층(청년, 장기실업자, 고령 노동자)들이 상근계약(permanent contract)으로

포르투갈

취업하는 것을 지원. 기간제를 상근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 2017년 1만 5,000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a), pp. 10-11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4. 평가
가. 2010년대 노동시장 성과
2010년대 15~64세의 EU 고용률은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2013년까
지는 그 이전의 고점(高點) 66%에 미치지 못하는 64%에 머물고 있었으나
201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017년에는 67.7%에 이르렀다. 이 같은 흐름
은 고용률 상승의 동력이 적어도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정도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미국과의 격차는 2010년 각각 3%p였던 것이 2017년에는
2.4p%로 줄어들었다. 단, 일본이 같은 기간 고용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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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격차는 2010년 6%에서 2017년에는 오히려 6.6%p로
늘어났다.

그림 5-8. 미국, 일본의 15~64세 고용률(2005~17)
(단위: %)

자료: 1) EU: Eurostat, “Employment rate of the age group 15-64 by NUTS 2 regions,” http://appsso.
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검색일: 2019. 1. 16).
2) 미국과 일본: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Employment-population ratios,” http://
stats.oecd.org(검색일: 2019. 1. 16).

한편 ‘Europe 2020’은 20~64세 연령구간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7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연령구간의 고용률도 상당히 증가하였
다. EU 28개국의 고용률은 2001년 67% 수준에서 2008년 경제위기를 맞기
전까지 70%까지 상승하였다가 경제위기 영향으로 하락하여 2013년까지 68%
수준에 머물렀다. 그 후 상승 동력을 회복해서 매년 1%p 내외로 상승하여
2017년에는 72.2%에 달하였다.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Europe 2020
이 목표로 제시했던 2020년 고용률 75%의 목표 달성도 가능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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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EU의 20~64세 고용률 추이(2001~17)
(단위: %)

자료: Eurostat, “Eroupe 2020 – Main Tables,” https://ec.europa.eu/eurostat/web/europe-2020-indicato
rs/europe-2020-stategy/main-tables(검색일: 2019. 1. 18).

이 같이 고용률이 상승하게 된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 고용률의 상승이
다. 2010년 약 58%에 불과하던 여성 고용률은 2013년부터 상당한 속도로 상
승해서 2017년에는 62.4%에 도달했다. 이것은 미국의 여성 고용률보다 여전
히 낮기는 하지만 그 격차는 2010년 5%p에서 2017년 2.6%p로 줄어든 것이
다. 다만 이 기간 일본의 여성 고용률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급격히 높아져서
일본과의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EU 내에서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2010
년 11.9%p에서 2017년 10.5%p로 축소되었다. 이것은 특히 같은 기간 미국의
남녀 간 격차가 8.6%p에서 10.5%p로 확대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앞에서 2010년까지 EU의 55~64세 고령층 고용률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 지표도 2010년대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의 격차를 상당히 줄였다. 2010년 약 46%였던 고용률이 2017년에는 57.1%
에 달해서 같은 기간에 이 연령대의 고용률이 정체했던 미국과의 격차가 14%p
에서 5.4%p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미국과 달리 같은 기간에 이 연령대의 고용
률이 다시 크게 상승했지만, EU와의 간격은 2010년의 19%p에 비해서는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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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p가 되었다.

그림 5-10. EU, 미국, 일본의 15~64세 남녀별 고용률(2005~17)
(단위: %)

자료: 1) EU: Eurostat, “Employment rate of the age group 15-64 by NUTS 2 regions,” http://appsso.
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검색일: 2019.1. 16).
2) 미국과 일본: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Employment-population ratios,” http://
stats.oecd.org(검색일: 2019. 1. 16).

그림 5-11. EU, 미국, 일본의 55~64세 고용률(2005~17)
(단위: %)

자료: 1) EU: Eurostat, “Employment rate of the age group 15-64 by NUTS 2 regions,” http://appsso.
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검색일: 2019.1. 16).
2) 미국과 일본: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Employment-population ratios,” http://
stats.oecd.org(검색일: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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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EU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2010년에
9.5%까지 높아져 있었고 2013년까지 계속 상승하여 10.8%까지 올라갔다. 이
후에야 감소 추세로 전환하여 2017년에는 7.5%로 내려왔고 이것은 2000년대
가장 낮았던 2008년 6.9%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 흐름은 미국, 일본, 그리고
OECD 평균의 실업률이 모두 이미 2010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EU의 노동시장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2000년대 EU의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보았는
데, 2010년대에도 이러한 문제는 결정적으로 완화되지는 않았다. 15~24세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 경제위기 이후 2010년에 이미 20.9%로 높아졌던 것이 계
속 상승해서 2013년에는 무려 23.6%까지 올라갔다. 이 시점부터 상당히 급속
한 하락 추세로 반전하여 2017년에는 16.7%가 되었다. 이 같은 추이는 미국,
일본, 그리고 OECD 평균적으로 같은 연령층의 실업률이 2010년부터 이미 하
락세로 반전하여 2017년에 이들 나라의 2000년대 최저점보다 더 낮은 수준까
지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단, EU의 이 연령대 실업률이 2014년 이후로 감소
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12. EU, 미국, 일본, OECD의 실업률 추이(2000~17)
(단위: %)

자료: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Unemployment rate,”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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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EU, 미국, 일본, OECD의 15~24세 실업률 추이(2000~17)
(단위: %)

자료: OECD Sta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Unemployment rate,”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9. 1. 18).

장기실업의 문제도 2010년대 전반에는 악화되었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다소 완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자의 비율은 2010년까
지는 경제위기 이후 EU, 미국, 일본이 수렴하는 듯했지만, 그 이후 EU에서는
2014년까지 상승한 모습으로 2010년 이후 일본에서는 그 비율이 정체 및 완
만히 감소하고 미국에서는 급속히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그림 5-14.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자의 비율(2000~17)
(단위: %)

자료: OECD Stat, “Incidence of Unemployment by Duration,”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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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전히 남아 있는 EU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이후부터 EU의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Europe 2020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한 2020년 고용률 75%라는
목표의 달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단일 지표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여러 구조적 문제
들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Eurostat의 연례 Europe 2020
진척보고서』(Eurostat 2018)와 EU 위원회와 EU 이사회의 연례 합동고용보
고서(European Commission 2018a)에 제시된 지표들을 통해서 개관한다.
첫째, 고용률은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이 뚜렷하다. 북부 및 중부 유럽지역
은 유럽 수준의 목표수준인 75%를 상회하는 반면, 지중해 주변 국가들은 그리
스가 58%에 불과하는 등 저조하다.197)
둘째, 연령별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 취약계층인 55~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20~29세 고용률은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취업률은 2000년대 고점이었던 2008년
65.7%를 기록한 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 후 2013년부
터 재상승하고 있지만 2017년에도 63.9%에 불과하다.198)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중졸(lower secondary) 이하 저학력층의 고용률은
2017년 기준 54.9%에 불과해 2000년대 초반 수준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고졸이나 대졸 층의 고용률이 2017년 기준 각각 84.0%, 72.6%로
2000년대의 고점보다 더 높아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199)
넷째, 고용의 질 측면에서 볼 때 비자발적 임시직과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
이 각각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20~64세 기준 비자발적

197) Eurostat(2018), p. 28.
198) Eurostat(2018), p. 33.
199) Eurostat(2018),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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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EU의 연령대별 고용률(2002~17)
(단위: %)

자료: Eurostat(2018), p. 33.

임시직의 비율은 2002년 7.5%였고 2008년 경제위기 때 상승한 후 거의 변화
가 없어서 2017년에 7.7%였다. 비자발적 파트타임직의 비율은 2002년 3.9%
였는데 경제위기 이후 급상승하여 그 추세가 2013년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 감
소 중이지만 2017년에도 5.1%이다.200) 임시직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
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막다른 길’이 된다.201) 특히 임
시직 비율이 높은 회원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낮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뚜렷
하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분단(segmentation)’이 문
제일 수 있다.202)
다섯째,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숙련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매칭효율성은 2000년대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5-16]의 실업률과 구인공석률(job vacancy rate)의 조합 궤적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실업률 증가와 구인공석률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이것은 그 앞의 시기나 그 뒤의 시기에는 두 변수 사이에 상충관계가 나타나는
200) Eurostat(2018), pp. 43-44.
201) European Commission(2018a), p. 60.
202) European Commission(2018a),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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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시기에 노동력 수요과 공급 사이에
구조적 괴리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203)

그림 5-16. EU의 베버리지 커브(실업률-구인공석률)
(단위: %)

자료: Eurostat(2018), p. 47.

여섯째, 최근 3, 4년간의 고용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의 상승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질임금 상승은 단기적으로 보거나(2015~17년), 더
장기적(2000~17년)으로 보아도 생산성 상승에 뒤처져왔다.204) 이 같은 현상
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노동시장의 개혁 그리고 파트타임과 같
은 저고용 상태 노동자의 광범위한 존재 등도 요인일 수 있다.205)
일곱째, 위와 연관된 것으로 ‘노동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상
태에 있으면서도 그 소득이 빈곤위험선(risk-of-provert threshold) 아래에
있는 ‘노동빈곤’ 계층이 2008년 8.6%, 2013년 9.0%, 2017년 9.6%로 증가해
왔다.206)
203) Eurostat(2018), p. 48.
204) European Commission(2018a), pp. 26-27.
205) European Commission(2018a),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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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고용시장의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EU 당국의 문제인식과 대처방향을 여기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연례 합동고용보고서 내의 ‘지침 8: 사회적 포용,
빈곤퇴치 그리고 기회평등 지원’이라는 장(章)에서 이 문제에 대한 EU의 접근
방식의 일면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207) 이 장에서는 EU의 빈곤 문제를 나타
내는 지표의 추이를 이용하여 정리하면서, 관련된 정책적 이슈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집단
을 식별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민자, 장애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고
령여성 등이 그러한 집단이다. 둘째, 직업이동성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하는 과제를 중시한다. 취업상태, 직장, 직업의 변화가 빈번해지
는 가운데 한 직장에서 축적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일자리를 바꾸는 과
정에서 이전하기 힘들거나, 그러한 이전의 절차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구하
기 어려우면 직업이전이 일어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셋째,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단순한 소득지원뿐 아니라 의료, 주거와 같은 필수적
서비스와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 기술교육 등 실물(in-kind) 지원 제공을 중
시하고 있다.

5. 소결
가. 요약
이상에서 Europe 2020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인 ‘새로운 기술과 일
자리’의 문제의식과 정책체계 그리고 그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 이니셔티브는
206) European Commission(2018a), p. 30.
207) European Commission(2018a), pp. 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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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2020이 추구하는 3대 우선목표 중 하나인 포용적 성장, 즉 ‘높은 고용
률(high employment)에 기초한 경제, 사회, 지역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고용 문제는 유럽의 경제사회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
제 중 하나이며, 2010년 Europe 2020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고용률, 여성, 청년, 고령층, 장기실업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 장애, 그리고 새로
운 고용형태의 수용 문제 등이 그 내용이었다. 따라서 EU는 Europe 2020을
통해서 2020년까지 달성할 주요목표 중 하나로 20~64세 고용률을 75%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시하였다.
이 이니셔티브의 체계를 보면 4대 우선순위 영역으로 노동시장 작동 개선,
고용에 적합한 숙련 부여,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 지원을 제시하고, 각 영역별로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EU
차원에서 행할 총 13개 중요시책(actions)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그에 부수되
는 또는 준비의 성격을 가진 시책들도 제시하였다. 그 시책들의 성격을 살펴보
면 10년에 걸친 장기적 사업계획을 갖추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 관련
정책영역에서 EU 당국이 가지고 있던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른 주체들,
특히 노조 및 사용자 단체들의 논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
해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정책, 법규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그 기반 위에서 EU 수준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입법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시
장 작동 개선을 위한 유연안정성 의제와 관련한 EU의 시책들은 이 주제에 관한
노사 대표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것들이었다. 유연안
정성 제고를 위한 실제 조치들은 그 속성상 회원국 정부의 주권적 입법 및 재정
영역에 속하거나 노사 대표조직들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들이어서 EU 수준
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가 2014년에 Europe 2020에 대해서 행한 중간평가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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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표는 당시의 추세를 따를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와 밀접히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점검 결과는 ‘초기에
제시한 과제들은 모두 시행되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
다. 그 원인은 첫째, 이 이니셔티브가 노동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것
이었는데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이니셔티브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제
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둘째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확
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들이 잇달아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이니셔
티브가 정책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결국 ‘이 이니셔
티브가 고용정책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충분히 성공
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중간평가 이후 Europe 2020의 고용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라는 이니셔티브의 틀이 아니라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
(European Employment Guideline)’이 제시되고 각 회원국의 개혁에서 그
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러피안 세메스
터’의 틀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에 채택된
고용정책 가이드라인은 네 가지로 ① 노동수요의 진작 ② 노동공급, 기술, 그리
고 능력의 제고 ③ 노동시장의 작동 개선 ④ 사회적 포용의 지원, 빈곤퇴치 그
리고 기회균등 진작이었다.
현시점에서 U28개국의 고용상황은 여러 포괄적 지표에서 호전되고 있다.
고용률은 2013년 이후 매년 1%p 내외로 상승하여 2017년에는 72.2%에 달하
였다.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Europe 2020이 목표로 제시했던 2020년
고용률 75%의 목표의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된다. 여성 고용률, 고령층의 고
용률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U 노동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다
수 존재한다. 고용률의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이 뚜렷하며, 20~29세 고용률
이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학력층의 고용률은 회복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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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고용의 질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비자발적 임시직과 비자발
적 파트타임 비율이 각각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하거나 높고, 일부 국가에서는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동시장 분단 문제가 존재
한다. 그리고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숙련의 수요와 공급 사이
의 매칭 효율성은 2000년대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끝으로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의 상승은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고용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소득이 빈곤위험선(risk-of-provert
threshold) 아래에 있는 ‘노동빈곤’ 계층이 증가해왔다.

나. 시사점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이 이니셔티브의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그 까닭은 그 이
니셔티브의 기본적 성격과 그것이 시행되던 시기의 경기 상황 두 가지 모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니셔티브 및 그 이후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의
기본적 지향점과 정책 아이디어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제와 관련해서 노사 대표들 사이의 자율성을 가진 사회적 대화
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각적 대화가 중요하다. EU의 경우 이미 사회적 파트너로
정립되어 있는 노조 대표조직, 민간경영주 대표조직, 자영업 및 중소기업 대표
조직, 공공 부문의 고용주 조직이 유연안정성, 직장건강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
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유연안정성 주제와 관련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
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비해서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전통이 강한 EU
에서도 유연안정성의 잠재적 유효성이나 그 실제 효과성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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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이 상당히 유보적임을 보았다. 그렇다면 그
러한 전통이 약한 한국에서는, 유연안정성의 논리가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실행에 있어서 노동자 측의 협력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요소 간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역시 유연안정성 주제와 관련해서 안정성의 요소 중에서 결합안정성
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여성 고용률의 제
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직업과 사적인 삶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유연성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넷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체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교육훈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체계의
항시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높은 정책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EU에서 2010년
대 초반 구인공석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은 노동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일치가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본문에서 살펴본
‘지식연합’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사례이다. EU 전체 차원에서 보
면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이지만,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서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고등교육의 산업적합화 모델을 유럽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
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으면서 수직적, 수평적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에서는 대학의 전공체계, 교과과정, 교육방식이 산업
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들의 산
학협력에 기반한 교육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정책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적 고용의 확장과 더불어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EU에서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분단, 실
질임금의 정체 등으로 노동빈곤 문제가 대두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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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생에 걸친 교육체계의 구축과 노동시장에서 매칭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
하다. 그러나 동시에 EU의 유연안정성 정책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돕는 단축시간 노동자에 대한 훈련 지원, 채용보조
금 등의 정책수단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교육훈련에 있어서 국제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는 오랜 기간에 걸친 유럽통합의 자산 위에서 역내 청년층의 교류를
대학생은 물론 직업훈련생, 신규 창업가로 확대해가고 있음을 보았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국제화 역량이 문제가 되는데, 인접 대규모 시
장인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 서남 아시아까지 포괄하는 교육훈련 교류 인프라
를 구축함으로써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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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체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정책
2. 사회적 과제 영역에 대한 EU
연구개발예산 분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urope 2020’은 국가별 정책과 EU의 정책을 원활히
조율하는 ‘스마트, 지속가능, 포용적 성장’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전략
의 핵심은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이다. 2014~20년에 시행되는 ‘호라이즌 2020
프레임워크 프로그램(Horizon 2020 Framework Programme)’은 Europe
2020 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각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EU 산업정책의 선도사업과제(flagship
initiative)를 통해 서로 다른 정책들(예컨대, ‘스마트’ 규제, 현대적인 공공조
달, 공정경쟁 규칙 및 표준 제정 등)이 통합된다. 프로그램의 또 다른 핵심은 어
려움에 처한 산업 부문들을 미래지향적 산업활동으로 재구성하고 특히 중소기
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선도사업과제와 관련된 두 건
의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 부문과 지
역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 두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사회 문제 분야에 대한
EU의 연구개발예산 구성을 분석한다.

1. 침체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정책
가. 서론
본 절의 연구의 목적은 침체하는 산업 부문 및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책 수단
을 개괄해보는 데에 있다. OECD(2018a, 2018b)에 따르면 2008~09년 경제
및 금융 위기 이후 수도권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역의 생산성 향
상의 동조화는 약화되고 있다.208) 지역별로 1인당 GDP 및 생산성 변동이 상
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유럽의 여러 지역이 구조적 개

208) OECD(2018a), p. 20; OECD(2018b),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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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인구 감소, 고용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 Polèse and Shearmur
(2006)는 지역에서의 절대 인구와 고용 감소 현상은 다수의 선진경제권에서
흔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09) 일부 지역에서의 경제 침체에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산업구조, 지리적 위치 및 경제정책 등 다양
한 원인이 작용하며, 침체를 멈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보조금을 통해 해당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는 전략이 사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침체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 최근의 정책은 보다 폭넓은 시각에
서 출발한다.
본 절은 침체기에 있는 지역과 산업 부문의 기업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조치
들을 개괄고자 한다. 여기에는 투자지원, 혁신정책, 기반시설 투자 및 브로드밴
드 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침체 지역의 판단기준을 개괄하고, 이
어지는 부분에서 개별 정책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나. 유럽의 각 지역별 성과
침체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 있다. Polèse
and Shearmur(2006)는 다음과 같은 7개 특징을 찾아냈다.

1. 국가/대륙 경제공간의 변두리에 위치
2. 주요 교통축 또는 무역로 상에 위치하지 않음
3. 역내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없고/또는 인구 4만 명 이상의 도시가
각자로부터 100㎞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3개 이하
4. 자원 채굴 및/또는 1차 가공에 기반한 경제구조
5. 자원의존형 산업(음식료, 종이, 목재 및 금속, 비금속 광물 가공, 석유, 가스
및 석탄 제품), 높은 노동생산성 및 고임금을 동반하는 자본집약적 산업
209) Polèse and Shearmur(2006), pp.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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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원기반 경제로 개발채산성의 한계에 도달
7. 기후 및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연중 계속해서 관광산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움

OECD(2018b, 2018c)에 따르면 2008~09년 경제 및 금융 위기 이후 모든
지역에서의 생산성 성장 동조화가 약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성 격차 확대
는 고성장 지역에서의 생산성 개선 부족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포괄적 성장
(broad-based growth)의 부재 때문이며, 그 원인은 특정 다국적 대기업들이
도시 지역에서 성장하는 반면에 농촌 지역의 나머지 기업들은 대기업을 따라잡
지 못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의 생산성 수렴 과정도 1990년대를
지나면서 약화되었다.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EU에서의 지역 간 생산성
수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지역에 걸친 생산성 향상의 차이를 살피고 쇠퇴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유럽 지역 중 일부의 노동생산성의 변화, 유럽 지역 중 일부
의 1인당 GDP 증가와 인구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 노동생산성의 변
화를 도표로 나타내었다. 자료는 유럽통계청의 것이고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OECD 분류상 금융 부문을 제외한 산업 부문 기호 N-K)에 대해서 도표를 그
린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단일 국가 내 지역 간에는 1인당 GDP와 생산성
에서 상당하고도 지속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2010년 기준으로 국가 내에서 가
장 노동생산성이 높았던 지역들은 2015년에도 미약하나마 생산성이 지속적으
로 증가했다(제조업의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및 영국에
서,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일랜드, 스웨덴 및 영국의 경우에서, N-K
는 비즈니스 서비스 제외)(그림 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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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제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의 노동생산성 분산도

주: 기본가격 기준 조부가가치(Gross value added)는 NUTS 3 지역과 산업 단위 [nama_10r_3gva], 고용(1,000명)은
NUTS 3 region, 산업 단위임 [nama_10r_3empers].
자료: Eurostat, “Employment (thousand persons) by NUTS 3 Regions,”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
ui/show.do?dataset=nama_10r_3empers&lang=en(검색일: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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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인당 GDP는 수도 또는 경제 중심지(파리, 암스테르담, 뮌헨, 더블린,
런던)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현상은 Puga(2010)의 연구에서도 나타났으며,
대규모의 고밀도 도시 지역에서 기업과 노동의 생산성이 타 지역에서보다 높음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기술혁신이 등장하는 장소도 대도시다.210)
또한 대형 다국적기업의 본사나 지사가 입지한 도시에서 1인당 GD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멘스가 있는 에를랑겐, BASF가 있는 루트비히스하펜, 자동
차회사들이 위치한 볼프스부르크, 레겐스부르크, 잉골슈타트)(그림 6-2 참고).
이는 농촌 지역이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들
이 대기업보다 노동생산성 수준이 낮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적절한 경제정책을 제안하기 이전에 침체 지역을 파악하고 부가가치 및 경
제성장의 침체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하에서 검토하는 침체 지
역들은 다음의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해 선정했다. 지표는 1인당 GDP(당해년 가
격)과 실질 부가가치 증감액을 이용한 것으로 모두 NUTS 3 수준의 행정구역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6-3]은 EU 내 1,340개 지역 중 2010~15년까
지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20곳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4]는 실질 부가가치 증감을 보여준다.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지역으로는 Groningen(네덜란드), Arr. Bastogne(벨
기에), Liverpool과 Wolverhampton(이상 UK), Umbria와 Lazio, Molise(이
상 이탈리아), 그리고 Zasavska(슬로베니아)가 있다. 노동생산성이 정체된 지역
은 Melilla(에스토니아), Sicilia(이탈리아), Lisboa 광역시(포르투갈), West
Sussex, North 및 North East Lincolnshire, South Teesside, Sefton 및
York(이상 영국), Arr. Arlon(벨기에), 그리고 Pernik(불가리아)이다.
해당 지역은 일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단, 흐로닝언(Groningen, 네덜란
드)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1인당 부가가치의 감소가 특히 두드
러지며 해당 기간 내에 2.8%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심각한 수준의 지진 발생
210) Puga(2010), pp. 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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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한 이후 인근 유전에서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211) 다만 해
당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외의 지역에서 유사한 공통의 특징들이 보이
기 때문이다. Bastogne, Wolverhampton, Arlon, 그리고 South Teesside
은 중공업 중심지이며(석탄, 철강 및 화학) 모두 침체를 보인다.212) 따라서 지
역 경제의 다운사이징은 철강 제조 및 기타 중공업 또는 자본집약적 제조산업
중심의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지역 산업은 지난 수년간 폐업
또는 상당한 다운사이징을 거쳤다. Molise, Zasavska, 그리고 Umbria는 인
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이다. Sicilia(이탈리아)는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이 부
재하고 제조업 부문이 미미하다.

그림 6-2. 2016년 또는 최근연도 경상가격 표시 인구당 국내총생산(GDP)
(EU 내 최상위 20개 지역)
(단위: 유로)

자료: Eurostat, “Gross Domestic Product(GDP) at Current Markeet Prices by NUT3 Regions,” http://appsso.eu
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nama_10r_3gdp&lang=en(검색일: 2018. 11. 21).
211) van den Berg(2018. 3. 29), “Netherlands to Halt Gas Production at Groningen by 2030,”
https://www.reuters.com/article/us-netherlands-groningen-gas/netherlands-to-halt-g
as-production-at-groningen-by-2030-idUSKBN1H51PN(검색일: 2018. 12. 15).
212) 자료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편번호를 이용하는 Amadeu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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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2010~16년 구매력 기준(PPS) 인구당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변동

주: 경상가격 기준 GDP은 NUTS 3 regions 단위 [nama_10r_3gdp]. 주민당 구매력 기준(PPS).
자료: Eurostat, “Gross Pomestic Product (GDP) at Current Market Prices by NUT 3 Regions,” http://appsso.
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nama_10r_3gdp&lang=en(검색일: 2018. 11. 21).

독일 루르(Ruhr) 지역은 지방 침체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장기적인 경제하
락을 겪고 있다. 1960년대 이래로 구조정책, 투지지원 및 대학 설립 등에 초점
을 둔 다수의 지원책이 시행된 바 있다(글상자 6-1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르 지역의 사례는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년이 아닌 수십 년의 긴 시
간이 필요하며, 높은 강도의 경로의존성 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존재함을 보
여준다. 기업보조금으로는 경제의 침체를 겨우 약간 완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침체 지역에 대한 지원조치들의 효과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Grabher
(1993, p. 256)는 혁신적이었던 대규모 경제권역이 어떻게 그 혁신성을 상실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과거 산업단지들의 과거에 가졌던 강점
들, 즉 산업 환경,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기반시설, 긴밀한 기업 간 연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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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강력한 정치적 지원 등이 추가 혁신을 위한 강력한 걸림돌로 변질되었
다”. Hudson(1994)도 유럽 내 다수의 산업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유사
한 결론을 도출했다.213) Hassnik(2010)은 지리적으로 집중된 경제클러스터들
은 고립된 내부지향적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14) 경제클러스
터 방식이 안고 있는 통상적인 리스크 요소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및 고착효과(lock-in)가 있다. 이는 예컨대 철강, 석탄 및 조선 산업이 지배적
인, 자원기반의 단일구조를 가진 기존의 많은 산업 지역과 소비재 제조로 특화
된 지역(섬유)들에 해당한다.
Boschma and Lambooy(1999)는 오래된 산업 지역에서의 정치적 고착효
과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 ‘학습 지역(Learning Region)’이라는 개념을 개
발했다.215) 경로의존성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습 지역’의 정책담당자
들이 과거의 제도적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216)

글상자 6-1. 루르 지역(독일)의 구조개혁

루르 지역(Ruhrgebiet)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North Rhine-Westphalia) 최대의 도시 지
역이다. 대규모 산업 지역으로 인구는 500만 명이 넘는다(주변 도시를 포함하면 700만 명 이
상). 1950년대 말 석탄과 철강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상품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산업위기가 시
작되었다. 루르 지역은 1960년대에 구조적 위기를 겪으며 산업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전통적인 중공업의 침체가 이어지다가 자동차 산업마저 침체를 겪었으며, 반면 서비스업은 성장
했다.217) 1960년대 이후 다수의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된 바 있다. 1986년 통합 구조정책의 일
환으로 ‘루르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5년간 85억 유로의 투자금을 지원했다. 기금은 주정부,
연방정부, EU와 연방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e)에서 조달했다.218) 대학 및 기반시
설 증설, 신생기업 지원 외에도 경제구조개혁의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산 및 철강업에
대한 응급지원도 합의되었다. 루르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은 1970년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프로

213)
214)
215)
216)

Hudson(1994), pp. 196-216.
Hassnik(2010), pp. 450-468.
Boschma and Lambooy(1999), pp. 391-399.
Boschma and Lambooy(1999); Hassnik(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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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1. 계속

그램 1975’로 이관되어 기반시설 및 대학 증설과 신생 기업 설립에 대한 구조적 정책지원이
주 전체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기금의 총 규모도 310억 유로로 증액되었다.219) 다수의 (전
문)대학을 신설하여 루르 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루르 개발 프로그
램을 부분적 성공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고속도로와 도시 전철 노선 등 주요 교통기반시설 건
설도 진행되었다.220) 1987년에는 Zukunftsinitiative Montanregionen(석탄 및 철강 지역 미래
이니셔티브)이라 부르는 새로운 구조개혁정책이 시행되었다. 해당 정책은 혁신과 기술의 지원 및
평가, 그리고 보완시설 관련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단 Prognos(2015)의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신설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루르 지역 전체에 새로운 경제동력을 제공하고 민간산업에 유의미한
스필오버 효과를 창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거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제
구조재편 정책들의 성과는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221) 이는 문화산업, 물류, 관광 및 첨단기술
기업에 초점을 둔 최근의 정책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루르 지역 일부 도시와 인근 지역의 인구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예컨대 2010~17년 사이 Recklinghausen, Herne 및
Krefeld Bochum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3%에서 –0.6%의 범위임.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
고), 루르 지역보다 인구규모가 큰 도시에서도 약간 증가했을 뿐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도 연평
균 1% 이상의 인구증가를 보이는 최상위 경제중심지(Munich(1.4%), Regensburg(1.5%),
Heidelberg, Frankfurt am Main, Augsburg, Darmstadt(이상 연평균 1 3%))에 훨씬 못
미친다.

217) Grabher(1993); Berndt(1998); Raines(2011).
218) Prognos(2015), “Lehren aus dem Strukturwandel im Ruhrgebiet für die Regionalpolitik,”
https://www.prognos.com/publikationen/alle-publikationen/595/show/ff1b2fc25cce
268f9adbf1657cb93739/(검색일: 2018. 12. 21).
219) Prognos(2015), “Lehren aus dem Strukturwandel im Ruhrgebiet für die Regionalpolitik,”
p. 100, https://www.prognos.com/publikationen/alle-publikationen/595/show/ff1b2
fc25cce268f9adbf1657cb93739/(검색일: 2018. 12. 21).
220) Prognos(2015), “Lehren aus dem Strukturwandel im Ruhrgebiet für die Regionalpolitik,”
https://www.prognos.com/publikationen/alle-publikationen/595/show/ff1b2fc25cce
268f9adbf1657cb93739/(검색일: 2018. 12. 21).
221) Prognos(2015), “Lehren aus dem Strukturwandel im Ruhrgebiet für die Regionalpolitik,”
https://www.prognos.com/publikationen/alle-publikationen/595/show/ff1b2fc25cce
268f9adbf1657cb93739/(검색일: 2018. 12. 21); Röhl et al.(2018), “Wirtschaftliche Lage
und Potenziale des größten deutschen Ballungsraumes,” https://www.iwkoeln.de/st
udien/gutachten/beitrag/klaus-heiner-roehl-alexander-burstedde-barbara-engels-h
anno-kempermann-thomas-puls-christopher-thiele-wirtschaftliche-lage-und-poten
ziale-des-groessten-deutschen-ballungsraumes.html(검색일: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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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2010~16년 기본가격 기준 지역 총부가가치(GVA) 연평균 실질 성장률 증감

자료: Eurostat, “Gross Domestic Product(GDP) at Current Prices by NUT3 Regions,” http://appsso.eurostat.
ec.europa.eu/nui/show.do?dataset=nama_10r_3gdp&lang=en(검색일: 2018. 11. 21).

그림 6-5. 2010~18년 독일 도시 연평균 인구증가(최대 감소 20개 도시)

자료: Destatis, “Bevölkerung, Fläche, Wahlen,”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LaenderRegionen/
Regionales/Gemeindeverzeichnis/Administrativ/Aktuell/05Staedte.html; Destatis, “Bevölkerung, Fläche,
Wahlen,”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LaenderRegionen/Regionales/Gemeindeverzeic
hnis/Archiv/ArchivReiter.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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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정책효과 관련 연구 검토
1) 이론적 검토
앞에서는 기술통계를 통해 유럽 내 침체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시도하
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제의 불황은 중공업 또는 자본집약형 제조업의 공
동화와 구조변동 등 지역 경제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었다. 침체를 겪고 있는 지
역의 또 다른 특징은 낮은 인구밀도였으며, 이에 따라 집적성이라는 도시 지역
의 장점을 누리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이 지역에서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구 감
소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침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신생기업을 유치하거
나 기존 업체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 가능
한 정책으로는 공공투자지원, 기반시설(교통)에 대한 공공투자, 그리고 비즈니
스 혁신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가능하다. 직접투자지원은 주로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투지지원은 신규 기업 유치와 기존 업체의 사업투자
계획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지원의 목적은 기업 부문에 자본금을 늘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혁신적인 소규모 신생업체에
대한 투자지원은 견고한 성장과 생산성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
러한 측면은 구조변동은 물론 고성장 지역과의 생산성 격차를 좁히는 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투자 장려책이 추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
니면 사중손실(deadweight effect) 또는 일시적 이윤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장실패론은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 지원정책을 정당화해주지만(Arrow,
1962), 일반적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의 근거로는 타당성이 적다.222) 시장실패
론에 따르면 기업투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해당 투자가 긍정적인 스필오버 효과

222) Arrow(1962), pp. 6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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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때에만 정당하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한 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이 동
일 또는 타 업종의 다른 기업(예컨대, 공급업체 또는 가치사슬 내 하류(下流)방
향에 있는 기업들)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무형)투자의 경우(소프트웨어, R&D, 혁신활동, 시제품 개발 등)에 정
책적 개입의 정당성은 더 쉽게 드러난다. 이 경우에는 동일 부문 기업 간 또는
타 업종과의 지식 스필오버가 상대적으로 명확히 존재하며, 특히 R&D 및 소프
트웨어 관련 활동에서는 더욱 분명하다. 각 정부는 민간기업의 혁신개발활동에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공투자 정당성의 근거로 사회적 문제(기후변화, 친환경체제로의 전환, 사
회의 고령화)에 대한 해법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
공투자지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없다. 다만 SME의 경우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투자지원 또는 투자보증이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장려책 또는 지역 투자정책의 효과성은 논란의 대상이다. 비판론자들은
주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투자지원
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며, 문제의 핵심은 공공투자보조정
책이 민간투자를 증가(동기부여 강화(crowding-in), 추가성(additionality))
시키는가 혹은 감소(동기부여 구축, 대체성 또는 사중손실)시키는가이다.

2) 실증 연구
가) 직접투자보조
투자장려책의 생산력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낙후 지역에서의 기업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주로 언급한다. 해당 연구는 지역 데이터에 대한 분석연구223)와
223) Becker, Egger, and von Ehrlich(2010), pp. 578-590; Becker, Egger, and von Ehrlich
(2013), pp. 29-77; Eberle, Brenner, and Mitze(2018); Esposti and Bussoletti(2008), pp.
157-173; Rodríguez-Pose and Fratesi(2004), pp. 97-113; Dall’Erba and Fang(2017),
pp. 8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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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연구(Bernini and Pellegrini 2011; Cerqua and Pellegrini
2014(이상 이탈리아 분석); Criscuolo et al. 2019, Harris and Robinson
2004(영국 분석); Decramer and Vanormelingen 2016(벨기에); Brachert,
Dettmann and Titze 2018(독일))로 구분할 수 있다.224)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공투자지원은 기업투자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나타났
다. 보다 최근 연구인 Criscuolo et al.(2019)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
원을 살펴보았다.225) 이 연구에 따르면 투자지원금 때문에 고용창출 및 투자활
동이 늘었으나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투자지원
이 (투자 증가를 통해)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투자지원책은 지역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 다만 비용편익분석
이 없는 경우가 있어 지원책의 효익의 비용에 대한 상회 여부를 정당화하기 힘
들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투자지원 또는 보조금의 효과와 관련하여 기업에 직접
설문하기도 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경우, Cannari, D’Aurizio, and de
Blasio(2007)는 다음과 같은 질의를 설문에 포함시켰다.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가 없었다면 귀 회사는 2005년에 다음 중 얼마의 투자를 유치했겠습니까? …
중략… ① 동일 사업에 대한 투자금과 동일한 규모 ② 최소 부분적으로 다른 사
업에 대한 투자금과 동일한 규모 ③ 기존보다 적은 규모 ④ 투자 유치 없음” 해
당 설문은 3,000개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들 중
700개 업체는 투자지원을 보조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금융지원을 받은 업체의
75%가 보조금이 없었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을 것
이라고 답했다. 이는 투자지원의 낮은 추가투입 가능성(input additionality)
을 보여주는 것이다.
224) Bernini and Pellegrini(2011), pp. 253-265; Cerqua and Pellegrini(2014), pp. 114-126;
Criscuolo et al.(2019), pp. 48-85; Harris and Robinson(2004), pp. 528-543; Decramer
and Vanormelingen(2016), pp. 1007-1032; Brachert, Dettmann, and Titze(2018).
225) Criscuolo et al.(2019), pp. 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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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r(1996)는 저개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포괄적인
기업 인센티브제에 기반한 지역 정책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실패할 수밖에 없
다고 생각한다. 지역 정책은 특성화, 업그레이딩 및 지역 간 무역을 증진시켜야
한다. 설비, 과거의 산업활동 또는 역사적 이유로 경제활동 중심지가 된 지역에
특성화된 기반시설과 연구기관을 건설함으로써 클러스터화를 촉진시킬 수 있
다. Porter(1996)는 지원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기업이 설립되는 경우 많
은 보조금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나) 브로드밴드 인터넷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브로드밴드 방식은 신규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접근 또
는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 및 기타 기술적 특성들을 일컫는 용어이
다.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은 양질의 인터넷 연결성이 비즈니
스 경쟁력에 있어 필수요소라는 의미이다.226)
브로드밴드 방식의 인터넷에 대한 투자는 투자확대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오지만 민간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수익성이 없는 투자유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른 정보통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브로드밴드 인터넷은 보
다 양질의 커뮤니케이션과 연결성을 구현하는 다용도 기술에 해당한다. 브로드
밴드 액세스가 구현되면 고속 인터넷 스피드를 통해 보다 빠른 업무처리와 효
율적인 생산활동 관리가 가능하다.227) 브로드밴드 기술은 온라인 비즈니스 모
델, e-커머스, 현대적 물류 및 소프트웨어 업계의 활동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브로드밴드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되면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브로드밴드 인터넷은 지역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고속 브로드밴드
액세스의 가용성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228) 도시는 높은 수
226) European Court of Auditors(2018b).
227) Majumdar, Carare, and Chang(2009).
228) European Court of Auditors(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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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브로드밴드 인터넷설비를 갖추고 있어 농촌 지역으로 시설을 확장한다면
지역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229) 기
존 연구를 통해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용성이 지역 경제와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수의 유럽 국가
들(Bartelsman et al. 2019; Hagsten 2016), 독일(Bertschek and Niebel
2016; Bertschek, Cerquera, and Klein 2013), 이탈리아(Colombo,
Croce, and Grilli 2013), 영국(DeStefano, Kneller, and Timmis 2018),
아일랜드(Haller and Lyons 2015)는 물론 비유럽 국가(Grimes, Ren, and
Stevens 2012; Howell and Grimes 2010; Majumdar, Carare, and
Chang 2009)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브로드밴드 이용
과 기업생산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많은 연구들이 생산력효과에 분석을 생략했고, 대신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용성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커뮤니티 수준에서 미국을 대
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의 경우,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가 지역 경제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30) 예컨대 미국 지역 우편번호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Kolko(2012)는 속도를 기준으로 정의된 지역 브로드밴드 커버리
지와 지역 고용증가율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Atasoy(2013)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각 카운티에서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 증가가 노동시장 성과지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브로드밴드 인
터넷 가용성과 농촌 및 낙후 지역 고용률 간에 일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을 밝혀냈다.
‘지역성장을 위한 WWC(What Works Centre for Local Growth)’

229) Holt and Jamison(2009); Bertschek et al.(2015); Draca, Martin, and Sanchis-Guarner
(2018).
230) Atasoy(2013); Kolko(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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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a)의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관련된 체계적 문헌연구분석은 브로드밴드
인터넷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16개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역에서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확대가 기업생산성, 사업체 수, 그
리고 고용, 수익 및 임금으로 측정한 지역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단, 영향이 모두 긍정적이거나 큰 것은 아니었으며, 기업 측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예컨대 향상된 인터넷 연결을 활용하기 위
한 임직원 교육훈련, 판매전략 또는 공급망 재설정 등). 일반적으로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경제적 영향은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또는 도시 인접 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드밴드 커버리지의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했으며,
서비스 부문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 및 미숙련 노동자보다 더 많은 수혜를 입
을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농촌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프
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미국에 대한 일부 연구가 있었다.231) 미
국에 대한 연구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관련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Manlove(2018)는 당장의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프로그램 시행 3~4년 후부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232)
Kandilov and Renkow(2010)는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의 일부 시범사업에 따
라 2002년과 2003년에 집행된 융자지원이 고용 및 사업체 수에 상당한 수준
의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공간을 세분화한 분석에서는 시
범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광역도시 지역의 지자체에 집중되어 긍정적 경제효과
의 수혜자도 도시 지역에 바로 근접한 지자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Dinterman and Renkow(2017)는 브로드밴드 금융지원을 받은 지자체
231) Kandilov and Renkow(2010); Dinterman and Renkow(2017); Manlove(2018), “An
Evaluation of the Connected Nation Broadband Adoption Program,” https://ssrn.com
/abstract=3141063 or http://dx.doi.org/10.2139/ssrn.3141063(검색일: 2018. 12. 15).
232) Manlove(2018), “An Evaluation of the Connected Nation Broadband Adoption
Program,” https://ssrn.com/abstract=3141063 or http://dx.doi.org/10.2139/ssrn.314
1063(검색일: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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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조군에 비해 브로드밴드 제공업체 수가 유의미하지만 약간 증가했음을
보여주었고 이와 같은 효과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나타났다.

다) 기반시설투자 공공지원
브로드밴드 인터넷에 대한 공공투자지원 이외에도 공공 부문은 교통 기반시
설의 현대화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적인 교통
기반시설, 통신, 에너지 및 상수도 시스템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높은 비즈니
스 생산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기존의 교통 기반시설 투자에서 높은 투
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경기부양용 추가 공공투자의 근거로 (특히 경기침
체기에)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233)
공공 기반시설 투자는 낙후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는 경우
가 많아서 대체로 지역정책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다.234) 다만 이들 지역에 상
당량의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235)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통비용 감소 및 향상된 연결성은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이다. 물류, 적시생산방식, 업무용 여행, 내부조직 등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236) 교통비 감소는 원자재비 감소로 이어져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중공업 제품을 취급하고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된다. 또한 교통 기반시설을 현대화한다면 부가가치 사슬
상 상류 및 하류 산업에 승수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도로망을 개선하거나
고속교통망을 신설하게 되면 이동속도 단축 및 정체 해소, 그리고 배기가스 배
출 감소 등의 혜택도 얻을 수 있다.237)
233)
234)
235)
236)

Melo, Graham, and Brage-Ardao(2013).
Bröcker and Rietveld(2009).
Crescenzi and Rodríguez-Pose(2012).
Gibbons et al.(2016), “New Road Infrastructure: The Effects on Firms,” https://ssrn.
com/abstract=2769855(검색일: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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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hauer(1989)의 공공 기반시설 투자의 높은 투자수익률에 대한 낙관적
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에서 몇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238) 최근의
한 메타분석 및 문헌분석에서는 기반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미미하
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39)
Melo, Graham, and Brage-Ardao(2013)는 33개 연구에서 종합한 563
건의 추정 데이터를 이용해 기반시설 투자의 평균 생산성 탄성계수를 약 0.05
로 산출한 바 있다. 최근의 종합적 메타분석에서는 기반시설 투자의 생산성효
과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240) 해당 연구의 저자들은
공공 기반시설 투자와 지역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가 단순하
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1995~2014년 동안 수행된 42건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공 기반시설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의 강도에 대해 명확한 결
론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기반시설 투자의 유형별 한계효과를 비교해보면 통신 분야 투자가 모든 국
가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이지만 지상교통 및
도로 부문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생산력효과가 관찰되
기도 했다. 반면 항공교통, 철도 및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에서는 생산력효과가
없었다. 저자들은 공공 기반시설 투자의 부정적인 공간 스필오버 효과도 고려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접 지역은 타 지역의 기반시설 투자의 혜택을 얻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이다.241)
이러한 메타분석의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은 특히 교통 기반시설 투자에서
두드러지나 일반적인 기반시설 투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생산

237) Crescenzi and Rodríguez-Pose(2012).
238) Evans and Karras(1994); Holtz-Eakin and Schwartz(1995).
239) Romp and de Haan(2007), pp. 6-52; Melo, Graham, and Brage-Ardo(2013), pp.
695-706; Pereira and Andraz(2013), pp. 1-37; Bom and Ligthart(2013), pp. 889-916;
Holmgren and Merkel(2017), pp. 13-26; Elburz, Nijkamp, and Pels(2017), pp. 1-8.
240) Elburz, Nijkamp, and Pels(2017).
241) Elburz, Nijkamp, and Pel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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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효과 저하 현상이다. 이는 Fernald(1999)가 미국에서 1970년대 초에 완공
된 고속도로망이 연평균 1.4%의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1973년 이후에
는 0.4%에 그쳤음을 보여준 그의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중공
업 산업의 경우(제조업의 일부) 이러한 투자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
Crescenzi and Rodríguez-Pose(2012)는 기반시설의 지역 생산력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EU-15의 11개국 120개 지
역에서 1990~2004년 사이에 기반시설 개발의 효과(도로연장으로 측정)가 지
역의 1인당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저자들은 교통 기반시설이 양
호한 지역이 더 높은 1인당 경제성장을 보이지는 않음을 증명해냈다. 반면 연
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1인당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
과가 있음이 분명히 나타났다.
기반시설 투자가 지역 간 생산성 격차를 해소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유보
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 물류 네트워크 건설은 격차 해소에 효과가 없을 수 있
으며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다. 중심지와 주변 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접근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낙후 지역 기업들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
다. Puga(2001)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발전 수준이 서로 다
른 두 지역이 서로 잘 연계되면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의 기업들이 더 발전된
지역의 투입재와 시장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더 부유한 지역의 기
업들이 더 멀리 있는 가난한 지역에 공급하기가 쉬워지고 따라서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화 전망을 해치게 된다.”242)
Boarnet(1998)은 공공 기반시설 투자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생산성의 공간
스필오버 효과를 지적한 초기 실증연구 중 하나이다. 1969년부터 1988년까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도로 및 고속도
로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도로가 신설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는
(동일 투입 대비) 산출이 늘지만 타 구역에서는 산출이 줄어들었다. Chandra
242) Puga(200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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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ompson(2000)은 미국에서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지출과
경제활동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저자는 고속도로가 경제활동의 공
간적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카운티에서
의 경제활동 수준은 증가되지만 인접 카운티의 활동을 흡수하게 된다. 언급한
연구들은 1인당 경제성장, 경제활동 또는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단지
광역의 영역 내에서 개별 지역 간 경제활동의 공간적 재분배에 불과함을 보여
주었다.
교통 기반시설의 투자수익률이 낮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
지만, 통신 분야의 투자는 보다 낙관적이다. Datta and Agarwal(2004)은
OECD 22개국에 대한 분석에서 통신 분야의 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Roller
and Wavermann(2001)의 획기적인 연구는 통신 투자가 긍정적인 생산력효
과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통신 기반시설의 일정한 한
계질량에 이미 도달한 일부 OECD 선진국에만 해당한다.
지리적으로 기업 데이터를 연계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 기반시설 투자
가 기업의 생산성과 지역 경제활동에 미치는 공간적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시도된 이러한 연구로 스페인에 대한 Holl(2016)의
연구와 한국을 사례로 한 Kim, Ahn, and Ulfarsson(2018)을 꼽을 수 있다.
스페인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코드화한 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Holl(2016)은 신설된 간선 고속도로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신설 고속도로는 경제활동을 유인하고 지역 내 기업 밀도를 증가시켰다.
이는 다시 집적이 주는 이점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연구결과는 고
속도로가 직간접적으로 밀도 또는 기업 집적효과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
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Kim, Ahn, and Ulfarsson(2018)은 대한민국
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도로 인접 지역의 신규 제조업체 입지에 미친 영향
을 조사했다. 건설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주변 지역의 산업개발 증진과 기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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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들 간의 교통흐름의 원활화에 있었다. 분석에는 1997~2006년 사이 10
년간의 패널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실증연구를 위해 공간 단위는 세분화되었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신설 제조업체의 입지선정
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선정의 중요한 기준 중에
는 지역 내 기존 생산시설의 유무였다. 이는 집적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며 포괄
성 증진보다는 지역의 광역화 강화를 암시하는 결과이다.
체계화된 문헌연구인 ‘지역성장을 위한 WWC(What Works Centre for
Local Economic Growth)’(2015b)도 결론에서 교통 기반시설 투자의 생산
력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연구는 교통 기반시설 투자의 효과를 살
피기 위해 약 30건의 연구문헌을 분석했다.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의 고용 및
기업 이전,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효과에 초점을 두었고, 생산성에 대한
교통 투자 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가장 큰 성과는 도로 사업만이
지역 고용에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도로 사업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존 기업의 이전에
국한된다. 후자가 시사하는 점은 도로 사업으로는 신규라고 해도 기존 기업이
이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업체 수 전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로 사업은 부동산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는 도로 사업과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라) 혁신활동 및 신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연구개발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은 산업 선진국의 경
제성장과 생산성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다. 유형자산으로부터 무형자산으로
의 투자행태의 뚜렷한 구조적 변경이 OECD 회원국 내에서 관찰되고 있다.243)
최근의 연구들은 선진 산업국가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줄어드는 반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
243) Haskel and Westlake(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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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244) 스웨덴, 스위스, 한국, 그리고 미국 등은 무형자산에 대한
높은 투자비중과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245) 학계
에서는 기업 차원과 총량 수준에서 볼 때, 대체로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생산
성의 주요 견인으로 보고 있다.246)
물적 자산투자를 위한 공공지원과 달리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에 대한 공공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근거들이 존재한다. 혁신과 연구개발 활동
지원의 경제적 근거로는 시장실패론이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개발지원이 타
당한 이유는 타 기업에 대한 긍정적 외부효과의 가능성 때문이다. 이 경우 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타 기업의 수익에도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연구개발활
동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익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의 수익을 상회한
다는 것이다. 외부적 스필오버 효과 때문에 개별 기업의 투자수익보다 연구개
발에 의한 사회적 수익이 더 높게 된다. 연구개발 투자의 결정 과정에서 기업들
은 개별 수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수준은
자유시장 내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적의 수준보다 낮다.247) 이와 같은 시장
의 실패 때문에 정부가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이때 정부
지원은 세금혜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 공공 연구개발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문헌들에서는 위와 같이 연구개발 및 기타 혁신활
동 투자지원에 대해 옹호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248)
이제 살펴봐야 할 점은 혁신지원정책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의 관련 정책이 낙
후 지역과 선도 지역과의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이다. 혁신 및 연구개
발활동이 대도시와 도시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
한 집중 지역은 훌륭한 대학, 연구기관 및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지리
244) Haskel and Westlake(2017).
245) OECD Stat,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8. 11. 15).
246) 그 예로 Crépon, Duguet, and Mairesse(1998); Hall(2011); Mohnen and Hall(2013) 참고.
247) Arrow(1962); Adams and Jaffe(1996).
248) 예를 들면 Fora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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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집중의 원인은 집적에 의한 효익 때문이다. 혁신 프로세스의 집적효과 때문
에 기술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투자는 어려워 보인다.
직접 연구개발 보조의 영향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문헌들은 연구개발보조금
제도에 추가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24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효과
가 개발된 지역과 기술적으로 낙후된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통상적으로 극히 일부의 기업만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이
며 예상할 수 있는 스필오버 효과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구조변동을 장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지
원책이다. Acs et al.(2016)은 애초에 전문자영업 시장에 진출하려 했던 사람
들에게 공공기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성장 목표와 혁신잠재력이 낮은 1인 기업이다. Acs et al.(2016)은 결론에서
잠재력 높은 창업가를 키워냄으로써 재능에 대해 투자(특히 STEM 분야)하는
것이 직접교부 방식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러스터화 정책도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클러스터화 정책은 협의의 부문 특성화보다는 관
련 부문 간 보완적 활동의 네트워킹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라. EU 및 국가 차원의 지원책
EU는 ESI(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기금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및 지역적 통합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EU 회원국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주요 기금이 ‘Europe 2020 전략’의 목표에 따
249) David, Hall, and Toole(2000); García-Quevedo(2004); Czarnitzki and Lopes-Bento(2013);
Cannari, D’Aurizio, and de Blasio(2007); Aerts and Schmidt(2008); Hussinger(2008);
Bronzini and Iachini(2014); Zúñiga‐Vicente et al.(2014); Takalo, Tanayama, and
Toivanen(2013); Becker(2015); Castellacci and Lie(2015); Bronzini and Piselli(2016);
Dimos and Pugh(2016); Carboni(2017); Howell(2017); Czarnitzki and Hussinger(2018);
Hünermund and Czarnitzki(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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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께 운용되고 있다.

•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 통합기금(CF: Cohesion Fund)
• 유럽사회기금(ESF)
• 유럽해양수산기금(EMFF: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 농촌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EAFRD)

지역정책의 주된 수단은 ERDF 및 CF 자금이다.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지역정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U 지역정책
은 투자정책이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 경쟁력,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및 지
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이러한 투자는 유럽 2020 전략의 시행을 지원
한다”250)
EU 지역정책은 모든 지역과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ERDF는 5개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251) ERDF에는 2014~20년 기간에 걸
쳐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총 2,000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252) ERDF 지원은 보조금을 통해서, 그리고 갈수록 그
증가하는 정도로 금융수단을 통해서 제공 되고 있다.253) 지원유형은 지역 카테
고리에 따라 다르다. ERDF 이니셔티브인 ‘성장과 고용에 대한 투자’는 4가지
주요 우선 분야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50) European Commission, “The EU’s Main Investment Policy,” https://ec.europa.eu/re
gional_policy/en/policy/what/investment-policy/(검색일: 2019. 2. 11).
251) Sapała(2016).
252) European Investment Bank(2015),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Financial Instruments,” https://www.fi-compass.eu/publication/brochures/factsheet
-european-regional-development-fund-erdf(검색일: 2019. 2. 10).
253) European Investment Bank(2015),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Financial Instruments,” https://www.fi-compass.eu/publication/brochures/factsheet
-european-regional-development-fund-erdf(검색일: 201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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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혁신 지원
◦ 연구 및 혁신 인프라 개선
◦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사업 투자 장려, 기업, 연구개발센터 및 고등교육
부문 간의 연계 발전, 기술이전, 사회적 혁신, 에코 혁신(특히 핵심 기
술 분야에서), 그리고 다목적 기술의 확산
•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에이전트)
◦ 광대역 및 고속 네트워크 개발,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새로운 기술 및 네
트워크 도입 지원
◦ ICT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자상거래 및 ICT 수요 증대
◦ 전자정부, 전자학습, 전자기술의 포용성, 전자문화 및 e-Health를 위
한 ICT 응용 프로그램 강화
• 중소기업(SME) 지원
◦ 기업가 활동의 장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의 경제적 이용 촉진과 비즈
니스 창업보육센터를 포함한 신규 사업 창출 장려
◦ 특히 국제화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고 구현
◦ 고급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역량의 발전 및 향상 지원
◦ 지역, 국가 및 국제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능력 지원
• 저탄소경제 촉진
◦ 에너지 효율과 기업 내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
◦ 에너지 효율, 지능형 에너지 관리 및 공공 인프라 내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지원
◦ 저전압 및 중압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배전시스템의 개발 및 구현
◦ 모든 유형의 지역, 특히 도시 지역에 대한 저탄소 전략 지원
◦ 저탄소 기술 및 그 배치에 관한 연구와 혁신 촉진
◦ 고효율 열병합 발전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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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선분야별 ERDF 기금은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된
다. 선진 지역의 경우, 위의 우선분야 중 최소 두 가지에 자금조달의 80% 이상
을 집중시켜야 한다. 과도기 지역에서는 이 우선분야 기금의 60%가 배분되어
야 한다. 저개발 지역에서는 50%이다. 또한 일부 ERDF 자금은 저탄소경제 프
로젝트에 구체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① 선진 지역은 20% ② 전환 지역은
15% ③ 저개발 지역은 12%이다. 자연조건에 의해서 지리적으로 불리한 지역
(오지, 산지 또는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는 특별 대우가 주어진다. 이것은 이러
한 영역의 후진성의 결과를 상쇄하려는 시도이다. [표 6-1]은 ERDF 기금의 예
산구성을 보여준다. 운송 및 에너지 분야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연구 및 혁신과 경쟁력 관련 예산이 뒤
따른다. 저탄소경제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
면 네 가지 주제별 목표에 걸쳐서 재원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표 6-1. 주제별 ERDF 할당
(단위: 십억 유로)

수송과 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

41.8

연구와 혁신

33.2

중소기업 경쟁력

31.6

저탄소경제

25.8

자료: Sapała(2016).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특히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2007~13년 및 2014~20년 기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 첫 번째 기간은 가장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혜택을 주는 재분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했다. 두 번째
기간은 주로 유럽연합의 모든 지역에 대한 성장지향적인 정책목표에 기반을 두
었다. 따라서 ERDF의 우선순위가 ‘하드’ 인프라에서 혁신, 디지털 어젠다, 연
구개발활동, 정보 및 통신 기술, 저탄소경제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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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었다.254)
1989년부터 2013년까지 EU의 지역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는 유럽 집
행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255) 또한 ERDF의 영향은 제6차 사회통합
보고서(Sixth Cohesion Report)에 요약되어 있다.256)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2016b)는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통합기금(Cohesion Fund)에 초점을 맞춘 2007~13
년 통합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평가를 발표했다. 또한 EU 지역 정책의 영향
을 조사한 여러 학술연구가 있다. Mohl and Hagen(2010)은 유럽의 지역 경
제성장에 EU 구조기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근까지의 16개 실증연구를
정리했다. 전반적인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 논문은 긍정적 영향을 발견했
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어떤 연구에서는 심지어 경제성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최근의 몇몇 연구는 뒤처져
있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대한 지역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했다.257) 이 연
구는 지방정책의 선택성을 고려하기 위해 회귀불연속 설계 디자인(RD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또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접근법을 사용하여 지역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Becker,
Eggar, and Ehrlich(2013)는 지역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이질적
임을 발견했다. Becker, Eggar, and Ehrlich(2013)에 따르면 지역정책의 성
공 정도에는 인적자원의 수준과 지원대상 지역의 제도적 조건이 영향을 미친
다. Gagliardi와 Percoco(2017)는 그 효과가 주된 도시 집적지에 가까운 농
촌 지역의 성공적인 발전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254) Sapała(2016).
255) European Commission, “EC Evaluations,”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
policy/evaluations/ec/(검색일: 2019. 2. 21).
256) European Commission, “Investment for Jobs and Growth: Promoting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in EU Regions and Cities,” https://ec.europa.eu/regional_poli
cy/sources/docoffic/official/reports/cohesion6/6cr_en.pdf(검색일: 2019. 2. 21).
257) Becker Egger, and Ehrlich(2013); Pellegrini et al.(2013); Gagliardi and Percoco(2017);
Percoco(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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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관의 도시근교화의 점차적 진전을 통해서 도시근접 농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고 정책성과가 좋아졌다.

마. 요약
이 절에서는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과 지역에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개괄했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들의 효과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
로 논의하였다. 살펴본 연구결과는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
이 구조변동에 의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투자지
원책이 긍정적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다.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
근거는 이론의 여지가 남았다. 또한 대학 신설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책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
요되며 성과는 오랜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부분적이거나 특정 부문에 국한된 개입을
지양하고 혁신 및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현대적 브로드밴드 인터
넷에 초점을 둔 보다 폭넓은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지원책은 침체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 두루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다 보편적인 접근법으로 산업정책 방향의 재설정을 주문한 연구문
헌이 많았다.258)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보다 폭넓은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집행위는 연
구개발, 혁신, 생산적 투자,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기타 범용기술을 지원하며,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58) Aiginger(2014); Aiginger and Sieber(2006); Peneder(2016); Pianta(2014); Rodrik(2004);
Stiglitz, Lin, and Mong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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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과제 영역에 대한 EU 연구개발예산 분석
가. 서론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은 유럽 단일연구공간
(ERA: European Research Area)에서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EU의 지원
책이다.259) 본 절은 사회적 과제(societal challenges) 분야에 대한 EU의 연
구기금을 개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하에서는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이하 H2020)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사회적
도전 분야의 프로젝트의 성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정책의 도입과 함께, EU 집
행위원회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최초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이 1984년에 시작되었다. FP7 이후 FP8부터
‘호라이즌 2020’으로 정책명을 바꿨다. 구체적인 목표, 활동 및 예산은 각 기금운
영기간에 따라 달랐다. FP6과 FP7에서는 기술혁신 증진에 초점을 두었다.260)
H2020 프로그램의 중점은 광범위하고 기후변화, 자원고갈, 녹색교통 및 에
너지, 고령화, 의료 개선 등 소위 원대한 사회적 과제라고 부르는 분야를 아우
른다.261) H2020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스마트, 지속가능, 그리고 포용적 성
장을 위한 EU 2020 전략의 핵심이다.

나. H2020 프로그램
연구혁신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2014~20년까지 H2020을 위해
750~77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했다.262) 이에 따라 호라이즌 2020은 연구혁
259) European Commission(2011b), pp. 2-14.
260) European Commission(2011b), pp. 2-14.
261) European Commission(2011b), p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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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위한 다국적 프로그램으로는 그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 금융지원의
형태는 기초연구에서부터 혁신제품 개발 및 시판까지 다양하다. 기술연구기관,
대학, 기업, 그리고 산학협동은 호라이즌 2020의 주요 대상이다. H2020 프로
그램 예산은 2014~20년까지 집행되는 EU 전체 예산의 7~8%에 해당한다. 이
는 직전의 FP7 프로그램 예산보다 170억 유로 또는 고정가 기준 34%가 증가된
규모이다(표 6-2 참고). 2021~27년까지의 차기 호라이즌 프로그램의 예산도
증액이 예고되어 있다.263)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27년까
지의 연구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1,148억 유로로 증액하는 안을 상정한
상태이며, 이 중 호라이즌 2020에 배정된 예산은 976억 유로로 EU의 연구개
발 예산총액의 86%에 해당한다.264)

표 6-2.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예산 개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예산
(10억 유로, 당해년가격)

예산(불변가격 지수)

전기 대비 증감
(%, 불변가격 기준)

FP1 1984~1987

3.8

FP2 1987~1991

5.4

FP3 1990~1994

6.6

FP4 1994~1998

13.2

100.0

FP5 1998~2002

15.0

108.7

14

FP6 2002~2006

16.3

106.4

-2

FP7 2007~2013

53.2

320.7

201

H2020 2014~2020

77.0

430.7

34

H2020 2021~2027

97.6

506.6

18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1b, 2013b, 2018f).

262) European Commission(2013b), pp. 1-30.
263) European Commission(2018d), p 5.
264) European Commission(2018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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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20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상호보완적인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
된다.265)

⚫ 연구 액설런스(Research excellence, 244.41억 유로 = 32%)
⚫ 산업 리더십(Industrial leadership, 170.16억 유로 = 22%)
⚫ 사회적 과제(Societal challenges, 296.79억 유로=38%)

첫 번째 주축인 ‘연구 액설런스’ 프로그램은 최고의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가
장 재능 있고 창의적인 연구기관을 지원한다. 세계적인 연구 기반시설을 이용
할 수 있어 유럽은 세계 최고의 연구진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유럽연구위
원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 신흥 기술 프로그램, 마리퀴리 프
로젝트(Marie-Sklodowska-Curie Actions), 그리고 연구 기반시설 등이 포
함된다. 6년간 예산이 244억 4,100만 유로로 전체의 32%에 해당한다.266)
두 번째 주축인 ‘산업 리더십’ 프로그램은 유럽의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산업기술, 중소
기업혁신 및 리스크 금융에 중요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핵심기반기술
(KETs: Key Enabling Technology)의 선도기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훌륭한
연구와 산업의 선두주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
였다. 호라이즌 2020 ‘산업 리더십’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을 위한 고 리스크, 고
비용의 생산시설 건설투자라는 중요한 요소를 새로 추가하였다(예를 들면, CO2
배출이 없는 수소 전기분해 생산시설).267) 이와 같은 금융지원책은 새로우며 기
초과학 발견으로부터 기술 및 시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기존의 단선적 혁신지원
모델을 뛰어넘는 개념이다.268) 총예산 규모는 170억 1,600만 유로이다.269)
265)
266)
267)
268)
269)

European Commission(2013b).
European Commission(2013b), pp. 1-30.
European Commission(2013b), pp. 1-30.
Montalvo and Leijten(2015).
European Commission(2013b), p. 4.

22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세 번째 주축 ‘사회적 과제’ 프로그램은 주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보건,
웰빙, 기후변화, 환경 문제, 녹색교통, 에너지 공급, 보안과 고령화 등 EU의 정
책목표에 대응한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과제나 주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20년 기간 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구
의 예산규모는 296억 7,900만 유로로 전체 예산의 38%에 달한다. 이것은 같
은 영역에 연구비 121억 1,000만 유로, 즉 22%가 배정되었던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270)

표 6-3. 7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단위: € million)

연구분야

예산

협동 협력연구

32,365

그중 건강, 에너지, 환경(기후변화 포함), 사회경제 과학 및 인문 및 안전

12,110

아이디어: 유럽 연구 이사회 (첨단연구 행동)

7,460

인간: 인간, 마리 퀴리 행동

4,728

시설: 연구시설, 연구 인프라

4,217

핵 연구 및 훈련

2,751

협동연구센터

1,751

합계

53,272

자료: European Union(2006).

현재 2014~20년의 EU의 연구개발 및 기술 금융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프
로젝트 구조를 갖고 있다.271)

⚫ 액설런트 사이언스 프로그램(Excellent Science)
◦ 유럽연구위원회(ERC)
◦ 미래신흥기술(FET: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270) European Commission(2013b), p. 3.
271) European Commission(2011b), p. 5; European Commission(201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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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퀴리 프로젝트(Marie-Sklodowska-Curie Actions)
◦ 연구 기반시설
⚫ 산업 리더십 프로그램(Industrial Leadership)
◦ 최고기반산업기술(LEIT: Leadership in Enabling and Industrial
Technologies)
◦ 정보 및 통신기술
◦ 나노기술
◦ 신소재
◦ 바이오기술
◦ AMRC 및 프로세싱
◦ 항공우주
◦ 리스크 파이낸싱
◦ 중소기업혁신
⚫사회적 과제 프로그램(Societal Challenges)
◦ 보건, 인구변동, 웰빙(H2020-EU.3.1)
◦ 식량안보, 지속가능형 농수산 및 임업, 해수 및 육수 연구, 바이오경제
(H2020-EU.3.2)
◦ 안전, 고효율의 클린에너지(H2020-EU.3.3)
◦ 스마트, 그린, 통합형 교통(H2020-EU.3.4)
◦ 기후변화행동, 환경, 자원효율 및 원자재(H2020-EU.3.5)
◦ 변화하는 세계 속 유럽-포용적, 혁신적, 반영사회(H2020-EU.3.6)
◦ 안전사회-유럽과 유럽인의 자유 및 안보 보호(H2020-EU.3.7)
⚫기타 프로그램
◦ 모범사례 전파 및 참여 독려
◦ 사회를 위한 참여형 과학
◦ 유럽혁신기술연구원(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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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2014~18)

H2020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기후변화
에 대비해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2008~09년의 경제위기가 있었
다.272) 선진경제권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과제들이 늘고 있다
는 인식도 동인이 되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
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변도 포함되었다. 동시에 이민 문제도 당분간 지속될 전
망이다.273)
새로운 것은 혁신정책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신념이다. 동시에 ‘보다 책임감 있는 연구 및 혁신’, 즉 예측성(anticipation),
참여, 반영 및 투명성의 거버넌스 원칙을 강화하여 연구개발 및 혁신의 과정과
초점이 사회의 선호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 보다 잘 대응하며 지속가능
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74)
EU 집행위원회에서는 EU 2020 금융지원의 모범사례를 다음과 같이 선정
한 바 있다.275)

⚫ 솔라 제트 연료(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연료 생산)
⚫ 로봇도우미(로봇을 이용한 영유아 및 노인 돌봄)
⚫ 무한 배터리(수퍼 배터리 개발)
⚫ 드림하우스(저비용 고자원효율성 주택)
⚫ 그린수상교통(100% 전기구동 페리)
⚫ 화장품용 작물(비식용 씨앗에서 압출한 기름을 이용한 화장품 및 바이
오플라스틱 생산)
272)
273)
274)
275)

European Commission(2011b), p. 3.
Grimm et al.(2013).
Coenen, Hansen, and Rekers(2015); Edler and Fagerberg(2017).
European Commission(20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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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도 H2020과 유사한 목표를 갖게 된다. EC
H2020-2027 계획에 따르면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276)

⚫ 고급인재와 첨단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EU의 과학기술 강화
⚫ EU의 산업경쟁력과 혁신성과를 발전시키고, 특히 유럽혁신위원회와
유럽혁신기술연구원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할 기술혁신을 지원
⚫ 파리기후협약 등 EU의 전략적 우선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과제들에 대응

H2020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이민, 기후적응 및 기타 글로벌 과제 등
사회적 니즈와 과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 사회적 과제 분야의 H2020 프로젝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은 사회적 과제 분야에서의 H2020 금융지원 프로젝
트들을 상세히 분석하는 일이다. H2020 SC는 7개의 하위분류가 있다. 가장
비중이 큰 지원 분야는 ‘보건, 인구변동, 웰빙’이며(75억 유로), 이어서 ‘안전,
고효율의 클린에너지’(68억 유로), ‘스마트, 그린, 통합형 교통’(63억 유로)이
있다(표 6-4 참고). 식량안보와 기후변화행동은 중간 순위이며 각각 39억 유로
와 31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가장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세계 속 유럽-포용적, 혁신적, 반영사회’와 ‘안전사회-유럽과 유럽인의 자유
및 안보 보호’이다.

276) European Commission(2018d),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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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2014~20년 H2020 프로그램 사회적 과제 분야의 예산 개괄
(단위: 10억 유로)

보건, 인구변동, 웰빙

7.5

식량안보, 지속가능형 농수산 및 임업, 해수 및 육수(inland water) 연구, 바이오경제

3.9

안전, 고효율의 클린에너지

6.8

스마트, 그린, 통합형 교통

6.3

기후변화행동, 환경, 자원효율 및 원자재

3.1

변화하는 세계 속 유럽-포용적, 혁신적, 반영사회

1.3

안전사회-유럽과 유럽인의 자유 및 안보 보호

1.7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b).

[표 6-5]는 2014~18년까지(11월 중반 기준) 사회적 과제 분야에서 확정된
H2020 프로젝트의 지원배분을 개괄한 것이다. 해당 데이터는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277)
여기에는 대화형 데이터의 형태로 H2020 제안서, 성공률, 금융이 지원된 프
로젝트 현황 및 참여자 정보가 포함된다. 사회적 과제 분야에서 확정된 H2020
프로젝트 수는 4,736건이며, 이 중 1,163건이 ‘스마트, 그린, 통합형 교통’ 분
야의 프로젝트다. ‘안전, 고효율의 클린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1,007건에 달한다. 이 두 분야가 가장 비중이 높아 확정된 총 프로젝트
수의 46%, 배정된 EU의 사회적 과제 프로그램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나머
지 하위 분야로는 ‘보건, 인구변동, 웰빙’ 789건, ‘식량안보, 지속가능형 농수
산 및 임업, 해수 및 육수 연구, 바이오경제’ 657건이 있다. ‘변화하는 세계 속
유럽-포용적, 혁신적, 반영사회’와 ‘안전사회-유럽과 유럽인의 자유 및 안보
보호’ 분야의 프로젝트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각각 295건과 294건에 달한다.
각 H2020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EU 예산은 평균 280만 유로이며, ‘보건, 인구
변동, 웰빙’ 분야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277) European Commission, “Funding & Tender Opportunities,” http://ec.europa.eu/resea
rch/participants/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검색일: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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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H2020 프로그램 예산 개요
확정된 건당

EU와의 확정

EU의 예산지원

건수

(백만 유로)

총계(2014~18년)

20,167

35,560

1.8

사회적 과제 프로그램

4,736

13,360

2.8

789

2,780

3.5

657

1,790

2.7

안전, 고효율의 클린에너지

1,007

2,820

2.8

스마트, 그린, 통합형 교통

1,163

3,110

2.7

기후변화행동, 환경, 자원효율 및 원자재

530

1,530

2.9

변화하는 세계 속 유럽 포용적, 혁신적, 반영사회

295

522

1.8

안전사회-유럽과 유럽인의 자유 및 안보 보호

294

803

2.7

구분

예산지원
(백만 유로)

하위 분야
보건, 인구변동, 웰빙
식량안보, 지속가능형 농수산 및 임업, 해수 및
육수 연구, 바이오경제

사회적 과제(복수 분야)

1

복수 분야

112

229

2.0

유럽원자력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51

640

12.6

액셀런스 사이언스

11,431

13,500

1.2

산업 리더십 프로그램

3,531

7,090

2.0

사회를 위한 참여형 과학

102

214

2.1

모범사례 전파 및 참여 독려

204

527

2.6

9

8

0.9

AMRC 및 프로세싱 기술

210

108

0.5

신소재

85

498

5.9

바이오기술

94

211

2.2

리스크 파이낸싱

자료: European Commission, “Funding & Tender Opportunities,” http://ec.europa.eu/research/parti
cipants/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검색일: 2018. 11. 21).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확정된 H2020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 국가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보건, 인구변동, 웰빙’ 분야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식량안보, 지속가능형 농수산 및 임업, 해수 및 육수 연구, 바이오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표 6-6 참고). 스페인은 ‘안전,
고효율의 클린에너지’, ‘스마트, 그린, 통합형 교통’, 그리고 ‘기후변화행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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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자원효율 및 원자재’의 세 분야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코디네이팅하고
있다. 영국은 ‘변화하는 세계 속 유럽 포용적, 혁신적, 반영사회’ 분야의 프로젝
트를 가장 많이 코디네이팅하는 국가이며, ‘안전사회-유럽과 유럽인의 자유 및
안보 보호’ 분야의 H2020 프로젝트 가운데 약 절반은 지중해 지역 국가들이
맡고 있다.

표 6-6. 코디네이터 국가별 H2020 프로젝트 현황
식량안보,
보건,
구분

인구변동,
웰빙

지속가능형
농수산 및
임업, 해수 및
육수 연구,

변화하는
안전,

스마트,

고효율의

그린,

클린에너지 통합형 교통

기후변화행

세계 속

동, 환경,

유럽

자원효율 및

포용적,

원자재

혁신적,

바이오경제

반영사회

안전사회유럽과
유럽인의
자유 및
안보 보호

(H2020-E

(H2020-

(H2020-

(H2020-

(H2020-

(H2020-

(H2020-

U.3.1)

EU.3.2)

EU.3.3)

EU.3.4)

EU.3.5)

EU.3.6)

EU.3.7)

1.5

0.8

4.3

5.0

3.4

3.7

4.4

벨기에(BE)

4.6

4.2

5.9

8.9

4.9

6.1

2.7

독일(DE)

13.7

7.9

12.9

14.9

10.2

12.8

8.0

덴마크(DK)

2.9

4.2

1.6

0.8

1.0

1.8

0.0

그리스(EL)

2.9

3.8

3.8

2.4

2.9

8.5

14.2

스페인(ES)

13.1

11.7

17.3

16.8

18.5

9.8

15.0

프랑스(FR)

8.3

15.8

8.1

12.5

10.2

6.1

5.3

7.1

10.4

13.5

11.9

11.7

9.8

15.9

14.3

13.3

5.1

5.3

9.8

7.9

3.5

1.0

0.8

1.6

1.5

1.5

1.8

1.8

스웨덴(SE)

5.4

2.5

1.9

2.4

2.9

2.4

0.9

영국(UK)

15.2

10.0

10.2

11.6

11.2

14.0

12.4

기타

10.0

14.6

13.7

6.2

11.7

15.2

15.9

오스트리아
(AT)

이탈리아
(IT)
네덜란드
(NL)
포르투갈
(PT)

자료: European Commission, “Funding & Tender Opportunities,” http://ec.europa.eu/research/parti
cipants/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검색일: 2018. 11. 21).

제6장 산업정책 사례연구 • 231

[표 6-7]에는 H2020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유치한 코디네이터 기관의 정보
를 보여주고 있다. 그 범위는 EU 4개국으로 제한했다. 예상대로 공과대학들이
가장 많은 H2020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가장 많은 프로
젝트를 유치한 곳은 대형 연구소였다.278)

표 6-7. 코디네이터 기관별 사회적 과제 분야 H2020 프로젝트 유치 현황
(2014~18년까지 5건 이상 유치)

영국

H2020
프로젝트 건수

University College London

14

The Welding Institute (twi limited)

11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10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10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9

The University of Sheffield

8

The Chancellor, Masters and Scholars of the University of Oxford

7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7

Element energy limited

5

The University of Edinburgh

5

The University of Exeter

5
이탈리아

H2020
프로젝트 건수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Consiglio Nazionale Delle Ricerche)

18

University of Bologna (Alma mater studiorum Università di Bologna)

14

Technical university Milan Politecnico Di Milano

9

Technical university Turin Politecnico Di Torino

8

Engineering Ingegneria Informatica SpA

7

Rina Consulting Spa (consulting & engineering services)

6

Italian Aerospace Research Centre (Centro Italiano Ricerche Aerospaziali - CIRA)

5

Deep Blue Srl (research and consultancy with a focus on human-centric
designed solutions

5

278) 독일항공우주센터(German Aerospace Center), 프라운호퍼 응용과학연구소(Fraunhofer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Applied Research),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위원회(French
Alternative Energies and Atomic Energ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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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계속
프랑스
French Alternative Energies and Atomic Energy Commission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et aux énergies alternatives)
The 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INRA, pronounced [in?a]; English: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

18
16
13

(Institut national de la santé et de la recherche médical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10

Office National D'etudes Et De Recher

8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7

독일
German Aerospace Center

36

Fraunhofer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Applied Research
(Die Fraunhofer-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Technical University Munich (Technische Universitaet Muenchen)
Eberhard

Karls

Universitaet

University

(Eberhard

Karls

Universitaet

Tuebingen)

24
9
5

Research Centre Juelich (Forschungszentrum Julich) Gmbh

5

Technical University Dresden (Technische Universitaet Dresden)

5

자료: European Commission, “Funding & Tender Opportunities,” http://ec.europa.eu/research/parti
cipants/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검색일: 2018. 11. 21).

[표 6-8]은 규모가 가장 큰 사회적 과제 분야의 H2020 프로젝트들의 세부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기후변화행동, 환경, 자원효율 및 원자재’ 분야에서 가
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H2020 프로젝트 주제는 친환경혁신 및 지속가능한 원
자재 공급 등이다. 기금을 가장 자주 지원받은 분야로는 대기질 개선 및 탄소
저감, 순환경제로의 이행, 지속가능한 원자재 생산을 위한 신규 솔루션 등이 있
다. 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SME였으며, 지리적으로는 도시와 대서양의 해양
생태계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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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사회적 과제 분야의 하위분야별 H2020 프로젝트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주제 설명

H2020 확정
지원금

EU 예산

기후변화행동, 환경, 자원효율 및 원자재
첨단 지구시스템 모델

2

29.3

혁신적 자연중심 도시 솔루션 시범

8

98.3

시연 및 시범사업활동

8

53.5

친환경혁신 및 원자재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한 중소기업 잠재력 재고

131

39.0

기후변화행동, 환경, 자원효율 및 원자재 분야의 중소기업 잠재력 재고

152

61.4

5

32.2

친환경 혁신 솔루션

11

86.4

최초 애플리케이션 및 시장 레플리케이션

11

34.9

유럽 도시의 대기질 개선 및 탄소발자국 저감

3

19.0

자연보호 강화 및 대서양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2

19.1

산업 공생을 통핸 순환경제으로의 이행

5

42.6

원자재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신규 솔루션

10

61.7

6

28.2

재난 저항력 및 기후변화 주제 1: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과학 및 혁신
(비용부터 리스크 및 대안 시연 및 운영 기회 평가에 이르기까지)

2030~50년 및 그 이후까지 유럽 경제를 탈탄소적이고 회복력 높은
경제로 이행시킬 방안
원자재 혁신 활동

6

70.4

순환경제를 위한 체계적이고 친환경혁신적 접근법(대규모 시범 프로젝트)

15

115.0

위기 이후의 유럽 사회

6

14.5

ICT 기반 투명정부

10

25.7

중소기업에 의한 혁신적 모바일 전자정부 애플리케이션

9

4.9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반영적인 사회를 위한 신사업모델

64

22.3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혁신

35

11.1

76

30.3

5

16.0

ICT를 이용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 조기 위험탐지 및 개입

6

25.1

ICT를 이용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 돌봄 생활환경 내 서비스 로보틱스

7

26.4

바이오의료 및 임상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인포매틱스 개발

8

23.5

변화하는 세계 속 유럽-포용적, 혁신적, 반영사회

보건, 인구변동, 웰빙
보건, 웰빙 및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ICT 솔루션의 시장 도입 장려
ICT를 이용한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 인지장애가 있는 독립생활자
를 위한 ICT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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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계속
(단위: 백만 유로)

H2020 확정

주제 설명

지원금

공공의료정책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EU 예산

6

27.9

바이오제조업체 및 진단서비스장비의 인증을 위한 임상연구

195

110.3

재생의학 임상연구

23

132.3

신규 진단도구 및 기술 개발(채외 장비, 시금관 및 플랫폼)

9

47.8

신규 진단도구 및 기술 개발(채외 의료용 영상 기술)

8

47.4

희귀질환 진단용 특성 분석

2

31.2

3

44.1

7

39.8

EU 수준에서의 개체군 및 환자군 코호트 활용의 네트워킹 및 최적화

6

57.0

환자 계층화를 위한 신개념 도입

7

44.5

만성질환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13

74.7

비전염성 만성질환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10

58.9

희귀질환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

20

119.8

맞춤식 웰빙 및 고령자 돌봄 교육

8

32.5

자폐 범주성 장애를 위한 맞춤식 의료

1

55.0

건강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시민참여 및 mHealth)

14

62.9

의료 및 바이오기술 분야의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에볼라 및 기타 필로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성 열병(에볼라+) 프로젝트:
향후 발병
유럽에서 실증증거에 기반한 혁신 및 모범사례의 대규모 전파 실행을
위한 연구

107

112.9

유럽의 생체모니터링 이니셔티브

1

49.9

첨단치료를 위한 도구 및 기술

6

34.2

질환의 일반 메커니즘 및 합병증 관련성에 대한 이해

8

45.5

질환의 이해(시스템 의료)

7

38.1

건강, 고령화 및 질병의 이해(결정요인, 리스크 요인 및 경로)

14

82.3

말라리아 및 기타 방치된 전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 개발

6

46.8

154

62.0

자원효율이 높고 친환경 혁신적 식량생산 및 가공

45

22.5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식을 편집하는 주제별 네트워크

12

24.0

ERA-NET 공동출자: 바이오경제 분야의 공공 간 파트너십

5

23.2

농업 잔여물 및 농식품산업의 사이드 스트림 활용

3

22.4

식량안보, 지속가능형 농수산 및 임업, 해수 및 육수연구, 바이오경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임업, 농식품 및 바이오 부문을 위한
혁신잠재력 높은 중소기업 장려

제6장 산업정책 사례연구 • 235

표 6-8. 계속
(단위: 백만 유로)

주제 설명
리그노셀루로오스성 원료로부터 첨단 바이오 기반 화학물, 재료 및

H2020 확정
지원금

EU 예산

2

46.3

2

21.6

1

45.0

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

1

27.4

화학물 구성요소를 통한 바이오기반 원료의 상용 신소재로의 변환

1

25.0

1

22.0

1

21.0

에탄올 추출
재생순환경제를 위한 도시폐기물 내 유기내용물 활용
원헬스(One Health)에 대한 공동출자(새로운 위협 요인인 인축공통전
염병)

식품가공산업으로부터의 부산물 또는 폐기물을 활용한 상용 고 부가가치
상품 생산
통합식 ‘제로 웨이스트’형 바이오리파이너리에서 원료의 모든 부산물을
사용하여 화학제품이나 소재를 생산
안전, 고효율의 클린에너지
저탄소 및 고효율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중소기업의 혁신잠재력 강화

410

99.5

차세대 재생전력 및 냉난방 기술 개발

32

149.0

저탄소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중소기업의 혁신잠재력 강화

37

59.6

17

65.2

차세대 재생전력 및 냉난방 기술 개발

12

57.6

공급망 및 전력 소매시장

10

58.0

재생전력 및 냉난방 기술 시연

8

117.2

3

71.8

3

42.4

3

40.3

가장 유망한 첨단 바이오연료 패스웨이 시연

3

37.6

첨단 바이오연료 기술 시연

2

30.2

해양에너지부문의 대량생산화

2

29.9

대규모 에너지 스토리지

2

25.0

2

21.7

2

20.0

스마트 그리드, 스토리지를 위한 혁신적 차세대 기반기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에너지시스템 인티그레이션(에너지 공급망)

최초의 대규모 시연인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한 에너지, 교통,
ICT 부문을 통합한 스마트 도시 및 커뮤니티용 솔루션
송전망 및 전력 도매시장
CCS를 통한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부문 및 에너지집약산업의 탈탄소
화 지원

CCS를 통한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부문 및 에너지집약산업의 탈탄소
화 지원
항공용 첨단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이전 제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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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계속
(단위: 백만 유로)

H2020 확정

주제 설명

지원금

EU 예산

스마트, 그린, 통합형 교통
교통관련 중소기업 혁신연구

171

43.9

돌파형 혁신

10

33.5

비용효율화 및 혁신을 통한 유럽 항공산업의 경쟁력 재고

9

49.3

항공산업의 선도 유지

8

49.1

저배출 경량용 엔진 기술

7

43.9

에너지소비 경감 및 항공의 환경영향

6

37.6

전기이륜차 및 첨단 초경량 콘셉트 카

5

31.8

3

51.6

크린하고 향상된 도시교통 및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혁신 솔루션 시연
및 시험
고 에너지효율의 배출제로 선박 개발

3

47.7

엔진

1

131.4

대형 여객용 항공기

1

124.7

에어프레임

1

117.4

시스템

1

85.0

고속 회전익 항공기

1

69.2

승용차용 자동운행장치

1

36.0

지역용 항공기

1

35.5

1

35.0

연료전지버스의 대규모 운영 확인

1

32.0

차량용 충전시설의 대규모 시연

1

32.0

2단계 신도시 프로젝트 등 연료전지버스의 본격 투입 전 대규모 운영 시연

1

25.0

보안연구 및 기술개발에 중소기업 참여

71

29.0

보안 업체 및 기타 관계자들의 범유럽 네트워크

10

33.4

범죄 및 테러 대응분야의 예방, 수사 및 저감기술

9

45.4

사이버보안 PPP: 프라이버시, 데이터보호, 디지털 신분

7

19.7

6

45.8

6

20.7

수소충전소 및 FCEV 승용차의 대규모 시범운영(버스 및 현장 전기
분해 등)

안전사회-유럽과 유럽인의 자유 및 안보 보호

유럽의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물리적 및 사이버적 복합 위협의 예방,
탐지, 대응 및 저감
사이버보안 PPP: 첨단 사이버보안 위협 및 범죄자에 대응

자료: European Commission, “Funding & Tender Opportunities,” http://ec.europa.eu/research/parti
cipants/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검색일: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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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세계 유럽 포용적, 혁신적, 반영사회’ 분야에서 확정된 H2020 프
로젝트들은 ICT와 전자정부 애플리케이션에 집중되었다. ‘식량안보, 지속가능
형 농수산 및 임업, 해수 및 육수 연구, 바이오경제’ 분야의 H2020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임업, 농식품 및 바이오 중심 부문, 그리고 자
원효율형 친환경혁신 식량생산 및 가공 부문의 프로젝트들이었다.
‘보건, 인구변동, 웰빙’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ICT 솔루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예컨대 돌봄 로보틱스 등이었다. 새로운 진단용 도구 및 기
술, 만성질환에 대한 신규 치료법 개발 등 전통적인 기술 분야에 가장 많은 예
산이 배정되었다. [글상자 6-2]는 H2020 프로젝트 중 고령화 및 로봇 관련 분
야의 사례 2건을 설명하고 있다.

글상자 6-2. ‘보건, 웰빙, 고령화’(H2020-EU.3.1.4) 분야의 H2020 프로젝트 사례

프로젝트명: WE4AHA.
제목: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의 대중적 활용 지원 확대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간: 2017. 9. 1~2020. 12. 31
프로젝트 설명: WE4AHA는 종합적인 지원 및 홍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
화(Active and Healthy Aging, AHA)를 위한 디지털혁신의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활용 및 그 영
향을 확대할 것이다. WE4AHA의 중앙집중화된 행정, 코디네이션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동원하여 EU 지침상의 활동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
다(‘혁신에서 기술로(I2M: Innovation to Market)’, ‘고령화사회의 보건분야 디지털 혁신 청사진
(Blueprint Digital Transformation of Health and Care for the Ageing Society)’, AHA 분
야의 EIP). WE4AHA는 I2M 계획의 정의 및 실행을 지원하고, 디지털혁신 관련 정책비전을 추
진하기 위한 청사진을 추가로 개발하며, AHA 분야 EIP, 실무그룹 및 참조 사이트들을 통합할 것
이다. MAFEIP를 활용한 매치메이킹, 비교, 평가하고, 참여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수요와 공급 측면의 이해관계자들을 연결시키게 될 것이다. WE4AHA는 유럽의 디지털 보
건 부문 및 실버산업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즉 업계, 정부, 최종 사용자, 금융기
관, 투자자, 보험사, 그리고 대중적 혁신을 목표로 하는 학계 등을 동원하여 민간 및 공공으로부
터의 추가 투자를 활용할 것이다.
WE4AHA 다수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H2020의 관련 R&I 활동과 기타 EU 및
국제기구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것이다. WE4AHA의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컨소시엄으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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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2. 계속

및 증빙에 대한 파트너사의 액세스를 활용하여 실무계획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컨소시
엄의 구성은 보건 및 활동적 고령화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력이 있는 파트너사와 정책 분석, 비즈
니스 중심의 연구 및 혁신 분야, ICT 기반기술, 이해관계자 관리, 커뮤니케이션, 전파 및 승수효
과 관련 전문가 간의 최고의 매칭이다. 관련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전문가 풀과 핵심 이해
관계자 조직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도 제공될 것이다.
EU 예산: 2,000,000유로
주간사: FUNKA NU AB SE
파트너사:
Empirica Gesellschaft fuer Kommunikations- und Technologie Forschung mbh
Azienda ospedaliera universitaria federico
European health telematics association
European regions research and innovation network
Connected health alliance
The Lisbon council for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social renewal
Ticbiomed tecnologias de la informacion para la salud en la region de murcia asociacion
에이지 플랫폼 유럽
프로젝트명: ‘RADIO’ ‘보건 인구변동 및 웰빙’ 분야, H2020-EU.3.1
제목: 생활 돌봄에서의 로봇 활용 - 1인가구 고령화에 대비한 방해하지 않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모듈형 솔루션
프로젝트 개시일: 2015. 4. 1, 종료일: 2018. 3. 31
프로젝트 설명: 인구학 및 병리학상의 이행으로 새로운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이 공존하는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탄생하였다. 기대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며 장기 돌봄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고령인구을 위한 보호시설은 환자 대비 부족한 직원 비율와 지속적인 서비스품질 문제로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고령화로 발생한 결과들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과제인 동시에 유럽 시민, 보건의료체
계,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유럽 시장 전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돌봄환경 및 독립적
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용자의 수용과 방해받지 않을 자유이다. 대부분 소형 주택환경에
설치된 시청각 모니터링 장비로 분석한 결과, 합의된 점은 사용자들이 모니터링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지 않을 때 그러한 모니터링을 수용한다는 점이다. 홈 도우미 로봇은 더욱 새로운 트
렌드이다. 이 두 가지 흐름은 대부분 상호작용 없이, 또한 양자, 즉 스마트 홈 오토메이션과 로보
틱스를 결합하는 통합 솔루션 개발 없이 진행되어 왔다. RADIO를 통해 우리는 수용성과 방해 없
는 편안함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갖고 통합형 스마트 홈, 도우미 로봇 시스
템, 즉 별도의 센서장비가 아닌 사용자의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존재감이 있고 수용가능한 시스템
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6장 산업정책 사례연구 • 239

글상자 6-2. 계속

통합형 스마트 홈/도우미 로봇 시스템을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로 활용함으로써 센서 자
체보다는 그 기능을 은폐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센서는 별도의 거리감이 있거나 숨겨지고 설
치가 거추장스러운 장비일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 홈/도우미 로봇 기능의 자연스러운 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EU 예산: 3,805,625유로
주간사: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DEMOKRITOS”(그리스)
파트너사:
Robotnik Automation Sll(스페인)
Aphoi Koumanakou & Sia Ee(그리스)
Fundacion Privada Hospital Asil Degranollers (스페인)
Echnologiko Ekpaideftiko Idryma(Tei) Dytikis Elladas(그리스)
Avn Innovative Technology Solutions Limited(영국)
Ruhr-Universitaet Bochum(독일)
Sensing & Control Systems Sl(스페인)
Fondazione Santa Lucia(이탈리아)
자료: European Commission, “Funding & Tender Opportunities,” 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
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검색일: 2018. 11. 20).

‘안전, 고효율의 클린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들은 저탄소 및 고효율 에너
지시스템, 재생전기 및 냉난방, 스마트그리드, 스토리지 및 에너지 시스템 인티
그레이션과 관련된 차세대 기술 분야의 프로젝트들이며, 재생에너지 및 첨단
항공 바이오 연료의 시생산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그린, 통합형 교통’ 분야의 H2020 프로그램은 다음의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지원했다.

⚫ 저배출 경량용 엔진 기술
⚫ 에너지 소비 경감 및 항공의 환경영향
⚫ 전기이륜차 및 첨단 초경량 콘셉트 카
⚫ 배출제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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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 새로운 승객수송용 대형 항공기
⚫ 새로운 에어프레임
⚫ 승용차용 자동운행장치
⚫ 수소충전소 및 FCEV 승용차의 대규모 시범운영
⚫ 연료전지버스의 대규모 운영 확인
⚫ 차량을 위한 충전시설

라. 요약
본 절은 사회적 과제 분야의 H2020 프로그램들을 개괄했다. H2020 프로그
램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연구의 초점을 사회적 과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
였다. 여기에는 이민,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제의
극복은 국경과 무관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임무이다. 대부분의 프
로그램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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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사례연구

1. 여성의 노동참여
2. 고등교육 기관과 기업의 연계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이니셔티브는
EU 2020 전략에 포함된 7대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이 전략은 노동자가 평생
일하는 기간 전체에 걸쳐 직무능력을 개발 및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강조한다.279) 주력 추진과제인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목
표는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증대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다.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이 추진과제는 주
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장의 첫 번째 사례연구는 유럽 내 여성
의 노동참여 동인을 분석한다. 다른 한편, EU 회원국에서는 지식기반경제 발
전에서 고등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280) 오늘날 교
육정책,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European Commission(2011a)은 기업들이 불균형 확대 및 변화하는 기업
의 필요에 적합한 직무능력 확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
다. Europe 2020 전략은 EU 내 고등교육에 대하여 ① 졸업생 수 확대 ② 교육
과 학습의 질 및 업무 관련성 개선 ③ 학생과 직원의 국내외 교류(mobility) 및
국가간 협력 증진 ④ 교육, 연구, 혁신을 연결하는 ‘지식 삼각형(knowledge
triangle)’ 강화 ⑤ 고등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자금조달 메커니즘
수립이라는 5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연구인 고등교육과
산업의 연계에 관한 검토 역시 이러한 EU 2020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279) European Commission(2010c), pp. 1-20; European Commission(2011a), pp. 1-19; European
Commission(2016a), pp. 1-17.
280) European Commission(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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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의 노동참여
가. 개요
본 절에서는 여성 노동참여 확대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을 살펴본다. 현재의
문헌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EU 회원국들과 관련하여 정형화된 사실들을 정리
한다. 특히 정책적 요인들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한 가지 정형화된 사실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식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성의 고용률이 정체되거나 감소 중인 미국을 제외하고 모
든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Black, Breitwieser, and Schanzenbach(2017)는
2000~16년 미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3.5%p 감소했음을 보여준다.281)
Eckstein and Lifshitz(2011)는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지난 세기에 발생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화 중 하나로 본다.282) 최근 수년간 나타난 사회 변화는
여성 고용률 확대만이 아니었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
자 증가, 혼인 건수의 급격한 감소, 특성과 능력이 비슷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의 증가, 싱글맘 가정의 증가, 직장에서 기혼 여성의 역할에 적용되는 사회
적 규범의 변화도 함께 나타났다.283)

나. 유럽 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EU 2020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2020년까지 EU 내 20~64세 인구의
고용률을 7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284) 2017년 기준 남성 고용률은 이미
281)
282)
283)
284)

Black, Breitwieser and Schanzenbach(2017), pp. 2-23.
Eckstein and Lifshitz(2011), pp. 1675-1726.
Greenwood, Guner, and Vandenbroucke(2017).
본 섹션은 Eurostat(2018); Eurostat, “Employment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
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mployment_statistics(검색일: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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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에 달했으므로, 동 전략은 여성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 비율을 높이는 것은 노동력 감소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7년 EU 내 2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72%를 기록했
다.285) 이는 2010년 대비 3.5%p, 2001년 대비 5.3%p 증가한 수치이다. EU
28개 회원국(이하 EU28) 내 여성 노동참여율은 미국, 일본, 한국 등 여타 선진
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약 60%).286)
EU28의 전반적 고용률 확대는 주로 여성 고용률 확대에 기인한다. 2002년
이래로 EU28 내 20~64세 여성 인구 전체의 고용률은 EU 전체에서 8.3%p 상
승했다(그림 7-1 참고). 주요 EU 국가 중에서 여성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2002~17년 13%p 증가를 기록한 독일이다. 2010~17년 여성
의 고용률 확대는 체코(10%p), 독일(6%p), 스웨덴(5%p), 영국 및 일부 EU 회
원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독일과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은 이미 EU28 평균치
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두 국가의 증가율은 주목할 만하다. 2017년 가
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한 국가는 아이슬란드(85%)와 스웨덴(80%)이었으
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그리스(48%)와 이탈리아(53%)였다.

Eurostat, “Employment Rates by Sex,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https://
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mployment_statistics#E
mployment_rates_by_sex.2C_age_and_educational_attainment_level(검색일: 2018. 11. 21)
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85) Eurostat(2018). 본문의 [그림 7-1]을 참고.
286) 노동참여율 자료는 OEC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https://data.oecd.org/
emp/labour-force-participation-rate.htm(검색일: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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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1993~2016년 20~64세 성별 고용률
(단위: %)

주: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의 온라인 데이터 코드: lfsi_emp_a.
자료: Eurostat, “Employment and Activity by Sex and Age - Annual Data,” [online data code: lfsi_emp_a]
20~64세, 전체 인구 중 비율(resident population concept – LFS0),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nui/show.do?dataset=lfsi_emp_a&lang=enM(검색일: 2018. 11. 15).

제7장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사례연구 • 247

이러한 강력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17년 모든 EU 회원국에서 남성 고용
률이 여성 고용률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EU 전체 차원에서 성별
고용격차는 감소했다. 즉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2002년 17.3%p에서
2017년 11.5%로 감소했다(67% vs. 78%).
이러한 추세는 EU28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남성
보다 노동시장 참여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저학력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표 7-1]은 2010~17년 EU28 회원국과 2개 EFTA 국가(체코, 노르웨이)의
연령대별 여성 노동참여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노동참여율의 단기적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경제위기 및 금융위기 이후 기간으로 한정했다.
2010~17년 EU28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지만, 특히 50~64세 그룹에서 10%p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율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나타났으며, 반면에 낮은 연령대의 고용률 증가폭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25~29세, 30~34세 그룹은 각각 0.3%p,
0.7%p의 증가율을 보였다. 35~39세, 40~44세 그룹은 각각 1.1%p와 1.3%p
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연령과 참여율의 변화 사이에는 명확한 패턴이 존재
한다.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의 증가폭이 작다. 이는 또한 가족친화적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차적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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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참여율
(단위: %)

구분

25~29세
2010

2017

30~34세
변화

2010

2017

35~39세
변화

2010

2017

변화

EU28

76.8

77.1

0.3

77.8

78.5

0.7

79.5

80.6

1.1

벨기에

83.6

79.5

-4.1

84.4

80.9

-3.5

85.3

81.4

-3.9

불가리아

68.7

65.1

-3.6

76.0

77.0

1.0

83.5

82.2

-1.3

체코

67.1

70.0

2.9

64.7

68.5

3.8

80.8

78.3

-2.5

덴마크

79.8

76.2

-3.6

85.5

80.3

-5.2

85.2

83.8

-1.4

독일

77.6

78.6

1.0

77.9

79.6

1.7

80.0

80.8

0.8

에스토니아

76.1

76.1

0.0

74.9

74.5

-0.4

85.0

81.6

-3.4

아일랜드

79.1

79.1

0.0

77.0

78.7

1.7

70.4

78.1

7.7

그리스

78.9

77.3

-1.6

75.8

80.1

4.3

76.4

82.1

5.7

스페인

85.0

83.1

-1.9

84.4

84.2

-0.2

81.8

85.6

3.8

프랑스

81.8

79.7

-2.1

81.4

80.8

-0.6

84.3

82.4

-1.9

크로아티아

79.9

79.6

-0.3

82.7

84.1

1.4

81.4

85.3

3.9

이탈리아

60.9

61.6

0.7

67.5

68.3

0.8

68.2

70.4

2.2

키프로스

84.8

85.1

0.3

85.6

84.6

-1.0

85.1

84.9

-0.2

라트비아

82.0

83.8

1.8

83.4

83.0

-0.4

89.0

83.8

-5.2

리투아니아

86.2

84.2

-2.0

86.7

86.3

-0.4

89.8

90.4

0.6

룩셈부르크

81.1

84.5

3.4

83.1

88.4

5.3

78.7

87.7

9.0

헝가리

66.7

72.0

5.3

65.6

70.0

4.4

75.1

76.9

1.8

몰타

73.1

87.4

14.3

61.0

76.2

15.2

53.6

72.5

18.9

네덜란드

85.8

84.4

-1.4

85.9

83.8

-2.1

83.1

82.0

-1.1

오스트리아

81.4

83.5

2.1

81.2

84.7

3.5

83.5

85.2

1.7
-2.1

폴란드

76.0

74.0

-2.0

78.6

76.8

-1.8

82.5

80.4

포르투갈

85.8

88.2

2.4

90.3

91.1

0.8

89.7

91.7

2.0

루마니아

70.4

71.5

1.1

75.0

71.5

-3.5

77.1

76.3

-0.8

슬로베니아

84.3

84.1

-0.2

92.4

91.0

-1.4

92.6

93.6

1.0

슬로바키아

69.6

68.8

-0.8

71.6

69.1

-2.5

85.5

79.4

-6.1

핀란드

77.1

76.5

-0.6

77.5

76.2

-1.3

84.4

81.7

-2.7

스웨덴

80.6

83.7

3.1

86.3

87.4

1.1

88.3

89.9

1.6

영국

77.0

81.3

4.3

76.0

79.1

3.1

76.4

80.0

3.6

아이슬란드

71.8

84.5

12.7

82.8

90.9

8.1

85.6

87.9

2.3

노르웨이

80.8

81.2

0.4

84.3

81.8

-2.5

87.1

85.8

-1.3

스위스

84.6

89.2

4.6

81.5

85.8

4.3

80.4

84.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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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계속
(단위: %)

구분

40~44세

45~49세

50~64세

2010

2017

변화

2010

2017

변화

2010

2017

EU28

80.7

82.0

1.3

80.0

81.8

1.8

52.6

62.4

변화
9.8

벨기에

82.8

82.2

-0.6

77.5

79.6

2.1

45.0

55.9

10.9

불가리아

84.6

86.8

2.2

84.9

86.7

1.8

54.6

65.2

10.6

체코

90.7

89.3

-1.4

91.7

92.7

1.0

53.6

67.1

13.5

덴마크

87.6

85.3

-2.3

86.9

86.0

-0.9

65.7

73.6

7.9

독일

84.3

84.2

-0.1

84.8

86.6

1.8

64.6

73.7

9.1

에스토니아

91.4

87.7

-3.7

92.3

93.4

1.1

72.8

77.7

4.9

아일랜드

68.0

76.2

8.2

70.6

71.6

1.0

53.8

59.7

5.9

그리스

75.6

80.4

4.8

70.1

76.6

6.5

40.4

46.3

5.9

스페인

77.7

85.1

7.4

75.2

80.4

5.2

49.0

60.2

11.2

프랑스

85.5

84.9

-0.6

86.0

85.0

-1.0

53.6

62.9

9.3

크로아티아

80.1

85.1

5.0

77.0

78.1

1.1

42.7

45.7

3.0

이탈리아

66.8

70.3

3.5

64.3

68.3

4.0

37.7

51.9

14.2

키프로스

82.4

83.9

1.5

76.1

80.8

4.7

53.7

57.7

4.0

라트비아

88.8

88.7

-0.1

90.6

87.3

-3.3

66.0

72.9

6.9

리투아니아

90.5

88.9

-1.6

88.7

91.3

2.6

64.3

75.5

11.2

룩셈부르크

75.3

83.5

8.2

75.6

84.1

8.5

44.7

50.6

5.9

헝가리

82.3

86.5

4.2

82.7

89.2

6.5

45.5

56.2

10.7

몰타

48.2

70.1

21.9

35.9

62.9

27.0

20.5

38.5

18.0

네덜란드

83.0

80.7

-2.3

81.1

82.6

1.5

55.7

67.0

11.3

오스트리아

85.8

86.2

0.4

84.3

87.3

3.0

50.2

59.2

9.0

폴란드

83.6

81.3

-2.3

82.1

82.4

0.3

42.1

51.1

9.0

포르투갈

84.7

88.4

3.7

82.8

85.5

2.7

57.2

63.2

6.0

루마니아

77.9

77.2

-0.7

72.8

76.7

3.9

42.3

45.0

2.7

슬로베니아

93.0

93.8

0.8

89.2

92.1

2.9

44.4

55.8

11.4

슬로바키아

90.8

87.1

-3.7

89.3

90.2

0.9

50.7

63.6

12.9

핀란드

89.1

88.5

-0.6

89.9

89.3

-0.6

69.0

75.2

6.2

스웨덴

89.7

91.1

1.4

88.0

91.8

3.8

75.4

82.0

6.6

영국

80.7

81.1

0.4

82.2

82.4

0.2

60.7

68.5

7.8

아이슬란드

91.8

91.2

-0.6

87.2

90.8

3.6

82.3

82.6

0.3

노르웨이

85.8

85.7

-0.1

84.2

83.9

-0.3

71.7

73.8

2.1

스위스

80.1

83.6

3.5

83.6

85.1

1.5

67.2

74.6

7.4

자료: Eurostat, “Employment and Activity by Sex and Age - Annual Data,” [online data code: lfsi_emp_a]
20~64세, 전체 인구 중 비율(resident population concept – LFS0),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nui/show.do?dataset=lfsi_emp_a&lang=enM(검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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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이론적 배경
여성 고용률 확대의 이유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287) 이를 설명
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가족친화적 정책과 과세제도 및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그림 7-2 참고). 가족친화적 정책에는 가족·아동수당, 신
규 또는 개선된 보육시설, 또한 법정 퇴직연령, 연금 제도, 실업보험의 변화가
포함된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그에 따른
노동 공급 확대, 독립성을 추구하는 태도 변화, 낮은 출산율과 그에 따른 노동
공급 확대, 기대수명의 증가와 그에 따른 여성의 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포함
된다.
가족친화적 정책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책으로 구성된다.288)
- 개인 단위 과세 도입(부부별산(別算))
- 가족·아동수당(조세 및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제공)
- 육아휴직(자녀 출산 후 휴가)
-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제공
-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권리 및 원격근로 규정

출산이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출산의 영향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
의되지 않았다.289) 자녀의 수가 많아지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여성의 노동 공
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의 수가 많으면 교육 분야 고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부문은 고용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

287) Jaumotte(2003); Thévenon(2013); Christiansen et al.(2016a, 2016b).
288) Jaumotte(2003).
289) Ahn and Mira(2002), pp. 667-682; Kögel(2004), pp. 54-65; Engelhardt, Kögel, and
Prskawetz(2004), pp. 109-120; Da Rocha and Fuster(2006), pp. 118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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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여성의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료: Christianson et al.(2017).

세금은 여성의 근로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족 중 부가적 소득자(second earner)에 대한 세율이 높으면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율이 감소할 수 있다.290) 육아휴직 및 보육의 제공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육아휴직 및 정부지원 보육은 가정생활과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정책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사례이다. 유급 육아휴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가정과 업무 책임의 균형을 더 효
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의 제공이 특히 중요하다. 2017년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 인프라 제공율은 34%였다.291) 5개 EU 회원국(덴마크, 네덜
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르투갈)에서는 전체 0~3세 아동의 50% 이상이 보
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시설만

290) Jaumotte(2003), pp. 2-37; Thévenon(2013), pp. 2-23; Christianson et al.(2017), pp.
2-34.
291) EU-포SILC 기준 Eurostat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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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기업들도 육아
휴직 및 기타 가족 복지혜택을 수립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2) 실증연구
국가간 횡단면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0~3세 아동
을 위한 보육시설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모든 그룹
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7-3 참고). 그러나 변수 차분(差分)값을 적용하는 경
우, 이러한 상관관계는 일단의 소규모 국가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7-4 참고). 가족·아동지출은 여성 참여율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단, 45~49
세 그룹은 예외로, 상관관계가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진다(그림 7-5 참고).
여성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문헌은 주로 보육비용과 육아휴
직제도의 역할에 중점을 둔다. 일부 연구는 여성의 근로 의사결정에서 보육비
용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292) 또 다른 연구들은 성별 임금격차의 영향
과 여성 학력 향상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다.293)
대부분의 연구는 보육비용과 보육시설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특히 중요하게 나타
났다. 동 연령대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은 EU 국가간에 큰 차이가 있다. 그
러나 연구방법, 표본 및 연구대상 국가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러한 연구를 상호
비교하기는 어렵다.
북유럽 국가들은 양질의 저렴한 보육에 대한 접근성과 여성의 높은 노동시
장 참여율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294) 이와 대조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 보고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육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향
292) Havnes and Mogstad(2011); Lammi-Taskula et al.(2012); Emmerson, Johnson, and
Miller eds.(2014); Bettendorf, Jongen, and Muller(2015); Bauernschuster and Schlotter
(2015); Geyer, Haan, and Wrohlich(2015); Bick(2016).
293) Attanasio, Low, and Sánchz-Marcos(2008), pp. 1517-1552; Bredemeier and Juessen
(2013), pp. 603-631; Eckstein and Lifshitz(2011), pp. 1675-1726.
294) Lammi-Taskula et 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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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295)
최근 수행된 3건의 연구는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독일과 네덜란
드를 대상으로 여성 고용에 대한 공공보육의 영향을 조사했다. Bauernschuster
and Schlotter(2015)는 독일에서 유치원 입소에 대한 법적 권리의 도입이 미
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2개의 개인 수준 데이터세트에 대하여 주요 변수 및 이
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추정을 수행한 결과, 공공보육이 유자녀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6) Bettendorf,
Jongen, and Muller(2015)는 2005년 네덜란드의 보육법(Childcare Act)
도입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다.297) 보육법 도입에 따라 네덜란드의 보육수당이
증액되었다. 또한 2004~09년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이 10억 유로에서 30억
유로로 증가했다. 저자들은 이원적 차분법을 통해, 상당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개혁은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
을

발견했다.

이러한

공동개혁의

결과로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2.3%p(3.0%), 유자녀 여성의 근로시간은 주당 1.1시간(6.2%) 증가했으며, 유
자녀 남성의 노동시간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eyer, Haan, and
Wrohlich(2015)는 독일의 가족친화적 정책(육아휴직 개혁)이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298) 연구결과는 부모수당과 보조
금이 지원되는 보육의 조합이 유자녀 여성에 대하여 상당한 고용 효과를 창출
했음을 시사한다.299) Brilli, Del Boca, and Pronzato(2016)은 공공보육 제
공 1%가 증가하면 어머니들의 노동 가능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녀들의 언
어 시험 성적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300)
Attanasio, Low, and Sánchez-Marcos(2008)는 노동 공급 및 저축의 수
295)
296)
297)
298)
299)
300)

Emmerson, Johnson, and Miller eds.(2014).
Bauernschuster and Schlotter(2015), pp. 1-16.
Bettendorf, Jongen, and Muller(2015), pp. 112-123.
Geyer, Haan, and Wrohlich(2015), pp. 84-89.
Geyer, Haan, and Wrohlich(2015), pp. 84-98.
Brilli, Del Boca, and Pronzato(2016), pp.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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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기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원인의 모델화를
시도했다. 저자들은 보육비용의 감소와 성별 임금격차의 감소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의 주된 요인임을 밝혔다. 저자들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20%p 높이려면 보육비용을 15%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공공보육이 여성 노동 공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Havnes and Mogstad(2011)는 보육과 유자녀 여성
고용율 간 관계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노르웨이 내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육의
점진적인 확대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강건한(robust) 이원적 차분법 추정
수행 결과, 강력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육이 유자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새로운 보육시스템은 유자녀 여성의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비공식 보육 서비스를 대체하여, 상당한 보육수당 비용을 발생시킨다. 저
자들은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 가능한 보육이 국가별 유자녀 여성 고용률의 차
이와 최근 몇년간 나타난 급속한 증가의 동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Gehringer and Klasen(2017)은 EU 회원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행태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족정책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수행했다. 연구결
과에 따르면, 가족정책 지출은 전체 노동시장 참여율에 안정적이고 중요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가족수당, 현금급여 및 보육급여 지출이
많은 경우 파트타임 고용이 확대되며, 반면에 여성의 전일제(full-time) 고용
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육아휴직제도 관련 지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Bick(2016)은 독일에서 0~2세 아동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육의 공급
을 확대하면 유(有)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자는 더 많은 여성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육
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개혁의 합의된 목적 중 하나, 즉 출산율 증가를 달성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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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2017년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3세 이하 아동 보육시설 이용가능성의 관계

자료: Eurostat, “Children in Formal Childcare or Education by Age Group and Duration - % over the Population
of Each Age Group - EU-SILC Survey [ilc_caindformal],”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
w.do?dataset=ilc_caindformal&lang=en; Eurostat, “Employment and Activity by Sex and Age – Annual
Data,”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lfsi_emp_a&lang=enM(모든 자료의 검
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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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2010~17년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변화와 3세 이하 아동 보육시설의
가용성 변화 간 관계

자료: Eurostat, “Children in Formal Childcare or Education by Age Group and Duration - % over the Population
of Each Age Group - EU-SILC Survey [ilc_caindformal],”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
w.do?dataset=ilc_caindformal&lang=en; Eurostat, “Employment and Activity by Sex and Age – Annual
Data,”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lfsi_emp_a&lang=enM(모든 자료의 검
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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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2017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가족·아동지출 간 관계

주: online data code: spr_exp_sum.
자료: Eurostat,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 Family and Children Benefits,” https://ec.europa.eu/euro
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Social_protection_statistics_-_family_and_children_benefits;
Eurostat, “Employment and Activity by Sex and Age – Annual Data,” http://appsso.eurostat.ec.eu
ropa.eu/nui/show.do?dataset=lfsi_emp_a&lang=en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8. 11. 15).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일률적
이지 않다. 이전의 연구들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발견한 반면, 선진국(OECD)
및 보다 최근 기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301)
Adsera(2004)는 지난 20년간 OECD 국가의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이는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저자들은
스칸디나비아의 사례와 같이 공공 부문의 고용은 고용안정성 및 이전의 일자리
와 관련하여 충분한 모성급여를 제공함으로써 25~29세 및 30~34세 여성의
출산을 상당 부분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Ziefke and Gangl(2014)은 독일 육아휴직 프로그램에 관한 일련의 정책
변화가 유자녀 여성의 고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사건사(event
301) Kögel(2004); Engelhardt, Kögel, and Prskawetz(2004); Da Rocha and Fust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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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모델링 기법 및 1984~2010년 사회경제패널(Socio-Economic
Panel) 데이터에 기반한 동 분석에 따르면, 유자녀 여성은 독일 육아휴직의 다
양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복직을 가속화하기 위한 복
지후생 및 장려책의 연장이 포함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재정적 장려책 또는 억제책에 좌우되는 것으로 널
리 인식되고 있다. 재정정책은 노동참여 결정과 근무시간 수에 공히 영향을 줄
수 있다. EU 회원국 중에는 부가적 소득자에게 근로 억제 유인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Thévenon(2013)은 부가적 소득자에 대
한 상대적 세율 적용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Kaygusuz(2010)는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에 근거하
여, 기혼 여성 노동시장 참여 증가분의 20~24%가 소득세 구조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변화는 62~64%를 차지했다. Azmat and González
(2010)는 2003년 스페인 소득세 개혁이 어린 자녀를 둔 유자녀 여성의 출산율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 동 개혁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모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아동 공제액을 상향
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2가지 개혁이 함께 이행되면서 출
산율(약 5%)과 3세 미만 자녀를 둔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2%)이 모두 큰 폭으
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효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Osuna(2018)는 스페인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의 주된 요인이 1990년
대 후반에는 세율 및 교육 분배의 변화였으나, 2000년대에는 보육비용 및 소득
수준의 변화였음을 보여주었다.
Fernández and Wong(2014)은 일방적인 이혼 제도에서 상호 동의가 필요
한 이혼 제도로의 변화와 성별 임금격차의 현저한 감소가 기혼 여성 노동참여
증가분의 54%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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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는 여성 임금 증가, 성별 임금격차 감소(Attanasio, Low, and
Sánchez-Marcos, 2008; Bredemeier and Juessen 2013)와 여성의 학력
향상(Eckstein and Lifshitz 2011)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의 중요한 동인이
라는 점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Bredemeier and Juessen(2013)은 여성 임
금 증가와 출산율 감소가 1970년대 이후 여성 근로시간 수의 전반적인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Eckstein and Lifshitz(2011)는 여성 고용 증가분의
약 1/3은 교육수준의 상승에서 기인하는 반면, 약 40%는 관찰된 가구 특성으
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경험
적으로 볼 때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선호 또는 비용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
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Euwals, Knoef, and van Vuuren(2011)은 교육수준
향상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발견했다. 또한 자
녀의 존재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한
다. 이 자료는 1925~86년에 출생한 네덜란드 여성들의 표본을 기반으로 한 것
이다. Adema, Ali, and Thévenon(2014)는 또한 교육적 성취의 확대가 여성
의 고용시장 참여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학력 향상은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 확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Klesment
and Van Bavel(2017)은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밝
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EU 국가에서 이러한 교육의 성 불균형의 반전이
나타났다. 동 연구의 최종 코호트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데이터는 유럽연합 소득과 생
활조건통계(N = 27개국 9만 5,389명)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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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U 국가 단위 사례연구
실증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단일한 요소에서 기인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이다. 조세 제도, 가족친화적
정책 및 보육정책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웨덴의 사례
가 흥미로울 수 있다. 스웨덴의 2017년 (20~64세)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80%에 달했다. 이는 EU28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자,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았
고, 이미 1970년대에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이 70%였다. 이는 태도, 성평등 관
련 법규, 역사적 전통 및 직장 내 여성에 대한 태도가 정책 요소보다 더 중요하
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스웨덴은 서구 국가들 중 여성의 근로를
장려하는 개혁의 선두에 서 있다. 스웨덴은 19세기에 전문 공예가 직종과 고등
교육을 여성에게 개방한 최초의 국가였다. 또한 20세기 초에는 육아휴직 및 유
급 출산휴가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는 평등임금(글상자 7-1)을 최초로 도
입했다. 이는 스웨덴에서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역사적으로 높았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오늘날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1970년대에 그 뿌리가 형성되었으
며, 1972년 도입된 개별과세, 육아휴직, 공공보육의 3가지 핵심 축을 토대로
한다. 여성과 남성은 유급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며, 부모는 육아휴
직 및 공공보육의 이용 가능성을 통해 자율권을 부여받았다. 오늘날 공공보육
은 폭넓게 제공되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302)

302) Jönsso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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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7-1. 여성의 노동참여를 장려하는 스웨덴의 개혁 조치 사례

1720: 1720년 길드 규정(Guild Regulation)을 도입하여 모든 길드 직종, 거래 및 수공예품
에 대하여 여성이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1741: 여관 운영자에 대한 길드 가입 요건이 폐지되어, 여성들도 여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됨.
1749: 여성에게 장식품 거래에 종사할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빈곤한 여성들이 흔히 스톡홀름
에서 노점을 운영하므로 해당 노점의 운영허가는 자립이 필요한 여성에게 최우선적으로
발행되도록 함.
1798: 기혼 여성 사업가는 그 외 측면에서는 배우자의 보호하에 있지만, 사업 관련 사안에 대
해서는 법적 성인에게 적용되는 책임과 사법적 책임이 주어짐.
1810: 1720년 길드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성인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은 남성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도 모든 길드 직종, 거래 및 수공예품에
관한 노동허가를 신청 및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이는 여성의 자립이 남성에 비해
더 어렵기 때문에 도입된 조치임.
1846: 이전에 길드의 통제를 받던 모든 거래 및 공예 직종이 모든 법적 성인 여성에게
개방됨.
1853: 공립 초등학교 교사 직종이 남녀 모두에게 개방됨.
1861: 여성을 위한 최초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인 ‘Högre lärarinneseminariet(고등여자사범학
교)’가 설립됨.
1861: 치과의사 직종이 여성에게 개방됨.
1874: 기혼 여성에게 자신의 수입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됨.
1900: 여성 산업노동자를 위한 육아휴직이 도입됨.
1901: 여성에게 4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됨.
1923: 접근성법(Law of Access)에 따라 특정 성직자 및 군 직무를 제외하고 여성에게 사회
의 모든 직종 및 직책에 대한 권리가 공식적으로 부여됨.
1939: 결혼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여성 해고 금지가 도입됨.
1947: 양성평등 임금이 도입됨.
1948: 모성급여가 도입됨.
1972: 개별과세가 도입됨.
자료: Wikipedia, “Timeline of Women’s Legal Rights(Other Than Voting),” https://en.wikipedia.org/
wiki/Timeline_of_women%27s_legal_rights_(other_than_voting)(검색일: 2018. 12. 1); Du Rietz
(2013).

262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Vlasblom and Schippers(2004)는 EU 회원국의 여성 노동참여율 증가는
교육수준의 변화 또는 자녀의 수와 출산 시기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
했다. 저자들은 교육수준 및 자녀 여부에 무관하게 여성의 노동력 공급이 증가
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를 통해 최근 수십 년간 나타난 여성의 노동참여율 확
대는 주로 행동 변화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Fogli and Veldkamp(2011)는 개별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성 고용률의 공
간적 변화(spatial evolution)를 설명하는 새로운 요소를 소개한다. 저자들은
여성 고용률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 학습 효과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에서
여성들은 근거리에 있는 여성들을 관찰함으로써 유자녀 여성 고용 효과를 알게
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이 소수에 불과한 경우, 정보가 부족하고 참여
는 서서히 증가한다. 일부 지역에서 정보가 누적되면서 유자녀 여성 고용 영향
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학습은 가속화되고, 노동시장 참여는 더 빠르게 증가하며, 지역
별 고용률은 다양해진다. 최종적으로, 정보가 국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
역이 다시 서로 유사한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게 된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은 젊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대폭 증가한 국가들
이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의 25~29세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EU28 평균치인 0.3%p와 대조적으로 각각 2.0%p, 1.0%p,
3.1%p 증가했다. 30~34세 그룹의 노동참여율은 각각 3.5%p, 1.7%p, 1.1%p
이다. 이들 국가의 여성 고용률은 이미 EU28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성장률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들 정부의 가족정책을 면밀히 검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실제로 이들 국가는 2000년부터 다양한 조치를 도
입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는 도입된 조치의 수가 2009년부터 급속히 증
가했으며, 이것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7장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사례연구 • 263

표 7-2.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의 가족친화적 정책 도입
독일
복지 혜택
2000

육아휴직 및 보육급여 관련 신규 규정

2008

입학 패키지(school start package)

2009

아동급여 증액

2009

실업보조금에 대한 아동보충급여(child supplement) 증액

2009

1회성 아동 보너스 지급

2010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 관련 제도 지원

2011

교육 패키지: 저소득 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

2012

신규 양육수당: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를 위한 보육급여

2013

모든 아동이 유아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 도입

2014

비한계(non-marginal) 파트타임 일자리 종사자를 위한 부모수당

2016

아동수당 증액(아동급여 및 보충적 아동급여)
근로 시간

2001

유연한 근로시간 및 노동기구 지원

2006

면세 부모수당 도입

2008

3세 미만 아동 보육 확대
스웨덴
복지 혜택

2013

유자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주택급여 증액

2016

대가족 보충급여 증액
근로 시간

2007

육아휴직 시스템을 위한 양성평등 보너스 도입

2007

유급 육아휴직 기간 1개월 연장
오스트리아
복지 혜택

2001

저소득 한부모 또는 동거인은 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

2004

한부모 및 외벌이 가정을 위한 아동 보충급여 도입

2009

양육비 공제 가능

2012

SME/OPE 패키지: 자영업자를 위한 모성급여 증액

2013

양육수당 규칙의 유연성 확대

2016

기존 보육급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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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계속
근로 시간
2002

취업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또는 휴가 사용 권리 부여

2004

기업 근무 부모에게 파트타임 근무 권리 확대 적용

2008

보육시설 개발

2011

신규 보육소 창출

2011

학교 내 전일 보육시설(Ganztagesbetreuung) 확대

2012

양부모에게 보육휴가 확대 적용

2013

자녀 돌봄을 위한 돌봄휴가 또는 ‘파트타임’ 돌봄휴가 도입

2015

부모의 파트타임에 과도하게 낮은 급여 적용 금지

2015

임산부 프리랜서의 출산 전후 근무 금지

2016

가족 공유시간

자료: European Commission, “Labour Market Reforms Database,” https://webgate.ec.europa.eu/labref
/public/(검색일: 2018. 12. 10).

스웨덴의 사례는 18세기와 19세에 행했던 특정 성별에 대한 법적 제한 제거
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U28에서는 성별에 따른 법적 제한이 더 이
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럽 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문제가 된다.
Gonzales et al.(2015)은 성별에 따른 법적 제한과 기타 정책 결정 및 인구학
적 특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성별로
달리 적용되는 법적 제한 및 정책 결정에 관한 대규모의 새로운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의 재산 상속·소유권과 은행계좌 개설 또는 자유로운 직업
활동 등 경제적 활동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에 대한 제한이 성별 노동참여 격
차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구학적 특성
과 정책의 효과를 넘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상당한 추가적 영향을 미친다.
노동 공급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은 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이다. 아동
을 위한 보육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
구 고령화에 따라, 특히 여성이 주도하는 보건·사회 분야에서 여성 노동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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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여성 노동참여율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이며, 여성의 독립성을 위한 노력이 중
요한 동인이다. Abe(2013)는 일본 북부 해안 지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저자는 이 지역에서는 여성의 근로가 오
랫동안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마. 요약
요컨대, 사례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고연령대 그룹에서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
한다. 전반적으로 유럽에서 여성은 노동력 관점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활동적이
지 못하다. Christiansen et al.(2016b)은 개별 인구학,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정책이 여성이 가정 외부의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
다. 교육수준 향상, 출산 횟수 감소, 워킹맘들과의 접촉,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조세정책 수립 시 부소득자에 대한 억제 효
과가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족에 대
한 공공지출의 구성을 개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급여는
여성의 근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확
대는 특히 신흥 유럽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EU 2020 전략은 특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로 EU28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감소하고 있
다. 따라서 언뜻 보면 EU 2020 전략이 이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
작했다. 따라서 EU 2020 전략과 여타 국가별 가족친화적 정책이 여성 고용률
확대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향후 노동시간 수의 결정에 관해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 많은 EU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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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짧다. Christianson et

al.(2016b)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들에게는 교육수준이 근로시간 수
를 결정하는 강력한 지표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기혼 여성은 노동시장 진
출 가능성은 동일하지만 노동시간은 짧은 경향이 있다. 또한 기업 관리직에서
성별 간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303)

2. 고등교육 기관과 기업의 연계
교육이수자의 수를 늘리고, 수요와 공급의 연계를 강화하며, 평생학습을 제
공하는 것은 지식사회의 최우선 과제이다.304) 이 장의 두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고등교육과 산업 간의 파트너십을 다루며, 이를 통해 이러한 논의에 기여하고
자 한다. 본 장의 목적은 교육·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과 산업 간 파트너십
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에
서 시작된 산학협력대학(Cooperative State University. 독일어로는 Duale
Hochschule), 3차 교육의 기초 직무능력(employability skill) 제공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기업-대학 간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세 가지 사례를 상세히 살
펴본다.
이 절은 연구 측면의 협력이 아니라 교육 측면에서 산학협력 파트너십에 중
점을 둔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제공되는 이원(二元)직업교육훈련제도(dual
vocational system)에 대한 조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독일의 이원직업교육훈
련제도가 여전히 최신 상태인지(Thelen 2007; Walden and Troltsch 2011;
Graf 2013, 2017)와 타 국가에 적합한지(Lehmann 2000)에 관한 치열한 정
치·과학적 논의가 있었다. 그 이유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303) Christiansen et al.(2016b).
304) European Commission(2010e), pp. 1-21; European Commission(2011a), p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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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을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했으며, 견습생이 등록하지 않는 견습 기업
도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다(독일의 사례는 2017년 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
소305) 참고). 또한 세계 여타 지역에 이원직업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
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예를 들어, Jeong(1995)은 한국에서는 대다수 공립 교
육기관의 기계 및 연수 교육과정이 너무 구식인 탓에 민간기업이 보유한 새로
운 기계를 운용하기 위한 최신 지식을 연수생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고학력 근로자 수요 증가에 관한 정형화
된 사실을 제시한다. 그다음에서는 대학-기업 간 협력의 형태, 성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 고등교육의 고용가능성 제고, 마지막으로 산학협
력 고등교육을 다룬다.

가. 고학력 근로자 수요 증가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고등교육
기관의 졸업생 공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0~17년 전체 EU 국
가에서 고등교육 학위를 보유한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했다(30~34세 그룹은
그림 7-6 참고). 대부분의 EU 국가는 30~34세 그룹에 대한 고등교육 이수 비
율을 28%(루마니아)~65%(룩셈부르크)로 설정하는 고등교육 목표를 수립했
다.306)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발트해 연안국 등 선진 EU 회원국은 이미
2017년에 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고등교육 이수비율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일면 두 국가가 강력한 이원직업교육훈련제도를 보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견습 교육을 제공하는 스위스, 덴마크, 네덜
란드는 평균적인 고등교육 비중을 상회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305) BBIB(2017), “Datenreport zum Berufsbildungsbericht 2017: Informationen und Analysen
zur Entwicklung der beruflichen Bildung.” https://www.bibb.de/dokumente/pdf/bib
b_datenreport_2017.pdf(검색일: 2018. 12. 28).
306) European Commission(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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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유럽 국가의 30~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자료: Eurostat, “Tertiary Educational Attainment by Sex, Age Group 30-34,” https://ec.europa.eu/eurostat/
web/products-datasets/product?code=tgs00105(검색일: 2018. 12. 28).

고등교육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
가 있다. Goldin and Katz(1998)는 기술-직무능력과 자본-직무능력의 상호
보완이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추세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신기술이 비숙련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
로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숙련 편향적 기
술발전(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이라고 한다.307) Bartel and
Lichtenberg(1987)는 숙련된 근로자는 문제해결 능력 및 작업환경 변화에 대
한 적응 능력을 기반으로, 신기술의 학습 및 활용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고 지적했다. 이론적 연구는 한 국가 내에서 숙련된 근로자의 높은 비율이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308) 결과적으로, 비숙련 근로
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의 부족으로 인해 효

307) Acemoglu and Autor(2011).
308) Acemoglu(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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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신기술의 활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309) 많은 기업별 연구결과
에 따르면, 숙련된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
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0) 보다 최근에 Michaels, Natraj, and
Van Reenen(2014)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노동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있다
고 밝혔다. ICT가 중간 수준의 숙련도를 보유한 노동력의 희생을 담보로 고도
의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에는 거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디지털화의 물결은 고학력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
임을 시사한다.311) 현재 디지털화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자동화, 인공지능,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연결성 확대, 네트워크 및 온
라인 플랫폼의 등장, 데이터 경제 및 로봇공학이다.312) 데이터와 정보의 폭발
적 증가와 새로운 ICT 기술이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취업자들이 각 산업
과 관련된 방식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
대 직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의 폭발적 증가’는 또한 취업자들이 변
화하는 비즈니스 니즈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Manyika(2017)는 ICT 숙련도가 높은 직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시사한다.313)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직업의 1/3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형이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제조,
ICT 개발, ICT 시스템 관리 및 앱 제작뿐 아니라, 통계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
가도 포함된다. 또한 비일상적 직무보다는 매우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직
업이 ICT를 통해 대체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일상적 직무는 명확히 정의된 반복
309) Acemoglu and Zilibotti(2001).
310) Doms, Dunne, and Troske(1997).
311) Brynjolfsson and McAfee(2014); Manyika(2017), “Technology, Jobs and the Future of
Work,”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23).
312) Manyika(2017), “Technology, Jobs and the Future of Work,”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23).
313) Manyika(2017), “Technology, Jobs and the Future of Work,”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23).

270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적 규칙을 따르는 직무로 정의할 수 있으며, 비일상적 업무는 일반적으로 창의
적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과 같은 복잡한 활동으로 구성된다.314) 선진국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직업의 양극화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상적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이 디지털화 및 로봇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반면에 전문직 및 비
일상 직무는 대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315)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에 관한 한 문헌에 의하면, 인공지능, 로봇공학, 빅데이터 및 산업 플랫폼의 도
입에 따라 정보의 반복적 처리에 의존하는 저숙련 및 중간 숙련 직무가 사라질
전망이다.316)
고학력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등교육의 유형, 새로운 고등교
육 모델, 기초 직무능력 제공, 보다 짧고 실용적인 교육과정, 고등교육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 산학협력의 형태
고등교육 기관과 산업 간 상호작용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대학은 연구·혁신 활동 및 그 상업화와 관련된 지식과 협력자를 공급하는 중요
한 원천이다.317) 예를 들어, R&D 협업(R&D 합작회사 및 파트너십, 라이선싱
및 교차 라이선싱 계약, 장비 및 연구도구 공유 등)(Hall, Link, and Scott
2003), 대학과의 R&D 계약, 산업의 연구자금 지원, 기업분사(spin-off)
(Pirnay and Surlemont 2003), 과학단지(Massey and Wield 2003), 대학
스타트업(Shane and Stuart 2002) 등이 있다. 이러한 산학협력은 생명공학,
약학, ICT 등 과학 및 기술 중심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318) 둘째,
314) Marcolin, Miroudot, and Squicciarini(2016).
315) Goos, Manning, and Salomons(2009); Goos, Manning, and Salomons(2014); Fernandez
-Macias(2012); Acemoglu and Restrepo(2017).
316) Arntz, Zierarn, and Gregory(2016).
317) Teece(1986).
318) McMillan, Narin, and Deed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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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락의 관심사인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간 교육 파트너십이 있다. Davey et

al.(2018)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의 교육 파트너십을 정의한다.319)

- 교육과정 공동 설계(예: 기업이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
- 교육과정 공동 전달(예: 초청 강의)
- 학생들의 이동성(예: 학생 인턴십 및 직무실습)
- 이원적 교육 프로그램(예: 학문적 프로그램과 실용적 프로그램의 결합)
- 성인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예: 임원 교육, 산업 훈련 및 전문가 과정)

이원적 학습 프로그램은 새로운 복합적 고등교육 형태로,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실질적인 직업
훈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다. 이원적 연구는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산학협력대학과 민간기업이 참여한다.320)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 및 기업 환경에서 모두 더 오랜 기간 동안 학습을 수행하게
된다.
학생 이동성은 교육 파트너십의 또 다른 중요한 형태이다. 여기에는 정규 교
육, 산업 내 학생 직무실습, 산업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박사과정, 교수와의 접촉
을 통한 학생 채용, 박사연구 직무실습 및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공동 지도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인턴십 또는 견습 활동으로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포함된다.321) 또한 교육과정의 일부로 학생을 기업
에 임시적으로 배치 및 통합하는 것이 포함된다.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기술대학

319) Davey et al.(2018), “The State of University-Business Cooperation in Europe,” http
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b03ee59-67a4-11e
8-ab9c-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검색일: 2018. 12. 28).
320) Minks, Netz, and Völk(2011), pp. 23-94; Heidemann and Koch(2013), pp. 52-56.
321) Davey et al.(2018), “The State of University-Business Cooperation in Europe,” http
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b03ee59-67a4-11e
8-ab9c-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검색일: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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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종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공동 박사 및 석사 논문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뮌헨공과대학교(Technical University Munich) 및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Zürich) 홈페이지와 글상자 7-2 참고).322)

글상자 7-2. 고등교육 산학협력 사례

뮌헨공과대학교(TUM)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직장 생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여기에는
일자리 제공, 커리어 포럼 및 졸업생 멘토링이 포함된다. 기업은 대학 홈페이지에 인턴십, 학생
취업, 논문 또는 TUM 학생 및 졸업생이 관심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시할 수 있다. 온라인 광
고는 무료이다(TUM 취업 및 인턴 포털 참고. https://www.together.tum.de/en/career/jobsearch/employers/). 또한 TUM은 커리어 포럼을 제공한다. 여기서 기업은 워크숍, 강의 또는
여행을 조직하여 유망한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재학생 TUM 멘토링(TU
M Mentoring from Alumni for Students)이 있다. TUM 멘토링을 통해 졸업생은 1년간 재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자기계발을 장려한다. TUM 졸업생과 학생들을 연결한다는 아이디어를 기
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ETH) 커리어센터는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기업, 학생 및 박사과
정 학생 간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기업이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내에서 활동하
며 새로운 세대의 인재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동시에 학생 및 박사과정 지원자는 커리어
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지원을 받으며, 직장 환경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모든 측면에서 조언을 받
는다. 기업에 대해서는 학생 및 박사과정 입학 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자료: ETH Zürich, “Career Center & Recruiting,” https://www.ethz.ch/en/industry-and-society/careercenter.html(검색일: 2018. 12. 10).

초청 강의와 같은 교육과정 공동 제공 및 협동 교육과정은 고등교육기관-기
업 간 교육 파트너십의 또 다른 형태이다. 교육과정 개발 및 전달 분야의 협력
에는 기업과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학생 프로젝트, 전공 또는 부전공 교과과정
모듈 프로그램 개발, 신규 학습 프로그램의 정의 및 구성, 특정 직무능력 및 교
육 니즈에 대응하는 유료 전문가 과정, 기업 대표자의 초청 강연, 고등교육기관
에서 제공하는 기업 직원 연수 프로그램, 대학원생 및 인턴십 훈련이 포함되며,

322) Technical University Munich, “A Strong Alliance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https://www.tum.de/nc/en/research/research-partners/(검색일: 2018. 12. 10).

제7장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사례연구 • 273

그 예로는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공동 지도, 일시적인 직원 교환, 교육과정에
통합된 직무실습 프로그램, 교육과정, 추가적 전문가 교육이 있다.323) 마지막
으로, 평생학습은 성인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의 제공으로 정의된다. 그 예로는
직원들이 사내 연수 또는 회사 임원과 고등교육기관이 공동 조직하는 대학 연
수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연구 분야에서 오랜 산학협력의 전통이
존재하지만, 더 강력한 교육 파트너십에 대한 요구는 최근에야 나타났다.324)
유럽의 1만 8,000개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및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학협력의 주요 영역은 교육 및 연구 분야이다.325) 특히
연구협력(공동 R&D, 경영 컨설팅, 직원 이동성)이 산학협력에서 가장 널리 수
행되는 협력 분야이며, 그다음은 교육 파트너십이다. 교육 파트너십은 교육과
정 공동 설계 및 공동 전달, 학생 이동성, 이원적 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을
포함한다. 또한 학생 이동성은 가장 발전된 산학협력 활동 중 하나이다. Davey

et al.(2018)은 이러한 활동이 조사대상 대학의 50%, 기업의 32%, 학술기관의
35%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326) 그다음으로는 교육과정 공동
제공, 평생학습 및 교육과정 설계가 있으며, 가장 발달되어 있지 않은 활동은
이원적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저자들은 각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가 고등교
육 부문-기업 간 협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부문과 기업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및 상호관계한 인식은 크게 부족하다는 결
323) Davey et al.(2018), “The State of University-Business Cooperation in Europe,” http
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b03ee59-67a4-11e
8-ab9c-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검색일: 2018. 12. 28).
324) Davey et al.(2018), “The State of University-Business Cooperation in Europe,” http
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b03ee59-67a4-11e8
-ab9c-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검색일: 2018. 12. 28).; Hansen(2018);
Oprisko(2014).
325) Davey et al.(2018), “The State of University-Business Cooperation in Europe,” http
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b03ee59-67a4-11e
8-ab9c-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검색일: 2018. 12. 28).
326) Davey et al.(2018), “The State of University-Business Cooperation in Europe,” http
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b03ee59-67a4-11e
8-ab9c-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검색일: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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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결론은 ‘수행빈도가 낮은’ 교육협력 활동(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공동 전달, 평생학습 및 이원적 교과과정)327)에 해당한다.

다. 성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
지고 있다. 이는 특히 성인 근로자들에게 해당된다. 최근 수십 년간 기존의 중
등 이후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하
고 새로운 교육 모델이 개발되었다. 미국의 경우, Oprisko(2014)는 대학교육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 모델이 탄생했다고 가정한다. 성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의 사례는 칼리지 포 아메리카(College
for America),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SU) 온라인 학습, 크렘스 도나우대학교
(Danube University in Krems) 등이다. 그러나 성인 근로자를 위한 원격대
학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328) 최근 e-러닝과 대규모 온라인 공개 교육과정
(MOOC)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을
위한 원격 교육 및 학습을 제공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연구 프로그램이 생겨났
다.329) e-러닝은 전통적 교실 수업의 저렴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동 비용과
교육시설 확보 비용이 낮아 교육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Strother 2002). 온라
인 교육은 또한 실직자의 재교육을 위한 유망한 선택사항으로 생각된다.330)
대학을 기반으로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1995년 설립된 크
렘스 도나우대학교(https://www.donau-uni.ac.at/en/)이다.331) 동 대학

327) Davey et al.(2018), “The State of University-Business Cooperation in Europe,” http

328)
329)
330)
331)

s://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b03ee59-67a4-11e
8-ab9c-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검색일: 2018. 12. 28).
예를 들면, 독일 하겐(Hagen)의 원격대학교(FernUiversität).
Kaye and Rumble(2018); Keegan(2013); Bates(2005).
Mitchell and Brynjolfsson(2017).
Dinevski and Dinevski(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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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인 근로자를 위한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여, 경력 개발을 통해 직업의 전환
을 가능케 한다. 또 다른 예는 2012년 여름에 설립된 칼리지 포 아메리카(CfA)
와 2014년에 체결된 스타벅스-ASU 파트너십이다(글상자 7-3 참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실 환경을 불편하게 느끼거나, 전통적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제적 여유가 없고, 직장 및 가정 상황으로 인해 대학 캠퍼스로 등하교할 수
없는 성인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동 프로그램은 커리어 발전을 위하여 추
가적인 직무능력 및 자격을 필요로 하는 일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332)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앤썸(Anthem Blue Cross
and Blue Shield)은 CfA를 기존 직원을 유지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회사
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한편 CfA는 애트나
(Aetna), 앤썸, 델(Dell), 갭(Gap), 맥도날드(McDonalds), 펜 메디신(Penn
Medicine), 일부 주정부 기관 등의 기업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기업이 직원
을 위해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것이다. CfA는 학생들과 기업의 이
익을 위해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
다. 교육과정 및 평가 개발자, 주제별 전문가, 교수, 기업 등 몇몇 이해관계자가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작업한다.333) 이 프로그램의 대
상은 저소득층과 저숙련 노동자이다.
직원 교육의 또 다른 예는 스타벅스(Starbucks)가 개발하고 2014년에 애리
조나 주립대학교가 선정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
어, 애초 계획대로 수업료를 최근 2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4년마다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회사는 21학점을
이수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초기 정책을 폐지하고, 매 학기 환급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2만 5,000명의 직원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332) Clerkin and Simon(2014).
333) Hanse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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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약 2,000명의 직원이 등록
한 상태이다.334)

글상자 7-3. SNHU 프로그램과 스타벅스-ASU 파트너십

서던뉴햄프셔대학교(SNHU)의 ‘SNHU 칼리지 포 아메리카(SNHU College for America)’는 건
강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중 선택 가능한 1만 달러 규모의 학사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CfA
는 ‘성인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현재 이 프로그
램은 던킨도너츠(Dunkin 'Donuts), 맥도날드(McDonalds), 앤썸(Anthem Blue Cross and
Blue Shield), 콘아그라 푸즈(ConAgra Foods), 굿윌 인더스트리즈(Goodwill Industries) 등
특정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이들 기업이 수업료를 부담한다.335)
스타벅스-ASU 파트너십: 자격을 갖춘 모든 스타벅스 직원에게 ASU 온라인을 통해 학사학위 취
득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스타벅스는 70개 이상의 온라인 학사학위 수업료를 지원한다.336)

라. 고등교육의 고용가능성 제고
학교 졸업생이 기업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관한 논의
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대학교육에 실제 직무와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결
여되어 있으며, 실무 단계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관해 불만을 갖고 있
다.337) 또한 일부 연구에서 학생들이 ‘실용적 학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338) Cassidy(2006)는 고용주가 고등교
육 졸업생을 신입 직무에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직무능력의 부족에 대해 우
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Manyika(2017)는 직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신
334) Jaschik(2015), “Starbucks Doubles Its Higher Education Program,” https://www.inside
highered.com/news/2015/04/07/starbucks-doubles-its-higher-education-program(검
색일: 2018. 11. 15).
335) Clerkin and Simon(2014); Hanson(2018).
336) Jaschik(2015), “Starbucks Doubles Its Higher Education Program,” https://www.inside
highered.com/news/2015/04/07/starbucks-doubles-its-higher-education-program(검
색일: 2018. 11. 15).
337) European Commission(2011a).
338) Taylor(1998); Knight and York(2004); Cassidy(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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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직무에 공석이 발생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40%에 이른다고 밝혔다.339)
독일과 영국에서는 이 수치가 각각 32%와 30%이다. 공석이 발생하는 주된 이
유는 기술역량을 보유한 졸업생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STEM(과학, 기술
(ICT 포함), 공학, 수학) 전공 졸업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Cassidy(2006)는
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교육기관의 책무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늘날의 직장이 유럽 대학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에
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매우 기동성 있는 졸업생을 양성하라는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340) Fallows and Stevens(2000)는 졸업생이 학
문적 전문지식을 보유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밝힌다. 학생들
이 취업 전망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기초 직무능력에는 정보 검색 및 처리, 커뮤티케이션 및 프리젠테이
션, 기획 및 문제해결, 사회적 및 상호작용 능력이 포함된다.
1999년에 출범한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는 유럽 고등교육 시
스템의 포괄적 개혁을 달성했다.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은 노
동시장과 관련성 있는 높은 교육수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07년 ‘런던
선언(London Declaration)’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듈화’와 ‘국제적 이동성’
에 이어 ‘기초 직무능력’이 볼로냐 개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선언했다.341)
그러나 볼로냐 개혁의 가장 큰 약점은 학습 기간에 포함되는 실습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었다.342)
Schubarth(2015)는 기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독일 고등교육기관의 3가
지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본-라인-지그 응용과학대학(Bonn-Rhine-Sie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4-1-4-1-4-1 모델’은 학사과정 재학

339) Manyika(2017), “Technology, Jobs and the Future of Work,”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2. 23).
340) Andrews and Higson(2008).
341) Schubarth(2015).
342) Schubarth(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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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방법론적 지식과 사회·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독립적으로 확
보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학기 구조를 제공한다. 이 연구 모델은 총 강
의 시간의 1/5을 프로젝트 또는 자체 학습에 할애한다. 강의 기간에는 4주의
강의 주간과 1주의 실습 주간(block week)이 교대로 계속된다. 다수의 프로젝
트 논문을 통해 학생들이 전문지식, 실용적 직무능력, 학제간 역량을 확보하도
록 한다.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University of Duisburg-Essen)의 ‘UNIAKTIV’프
로젝트는 대학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결합한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
을 제공한다. 이 대학교의 학사 및 석사 과정 재학생은 2005년부터 이 프로그
램을 통해 자선 프로젝트 및 기관에 대한 통찰을 얻고 있으며, 사회적 및 대인
관계 역량과 전문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지역 비영리단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343)
코부르크 응용과학대학교(Co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목
표인 ‘코부르크 방식(Coburg Way)’은 교육과정에 대한 학제간 오리엔테이션,
개별 지원, 교육 지침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학은 다양한 학문, 문화 교육,
미디어 및 언어 역량, 공통의 교육 기준 및 표준을 아우르는 사고 능력 등 핵심
역량 교육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또한 행동 중심의 과제를 통해 이론과 실천
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344)
루턴대학교(University of Luton)는 각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에 관심을 갖
도록 하는 추진과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모든 학문 분야의 학업 교육과정에 포
함시킨다. 동 추진과제는 각 학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학이 기대하는 바를 설
명하는 상세한 템플릿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345)
Mason, Williams, and Cranmer(2009)는 다양한 유형의 기초 직무능력
343) Schubarth(2015).
344) Schubarth(2015).
345) Fallows and Steven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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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저자들은 구조
화된 업무 경험과 학위 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졸업생의
고용 확보 능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학
과가 직무실습과 직무능력 평가에 정도를 측정한 지수는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
성이 크지 않았다.

마. 산학협력 고등교육
새로운 산학협력 고등교육 프로그램(‘직업 아카데미(Berufsakademie)’로
지칭되기도 함)과 더불어, 산학협력 주립대학 또는 산학협력교육 대학(독일어
로 ‘Duale Hochschule’)346)로 불리는 새로운 고등교육 유형이 1970년대 초
독일에서 출현했다.347) 이러한 교육 유형은 전통적 대학에 비해 덜 연구 중심
적이고, 응용과학대학보다는 교육과정이 짧으며, 이론보다는 실천을 강조하
고, 전통적 연구대학보다 교육 측면에서 기업들과 더욱 밀접하게 협력한다. 산
학협력교육 대학은 독일 직업훈련시스템의 특징과 고등교육을 결합한 복합적
기관이다. 이러한 이원적 학습 프로그램은 이원적 실습 훈련에서 드러난 약점
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전통적 대학 및 응용과학대학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되었다.348)
이러한 기업교육 트렌드는 미국 및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난
다.349) Bedar(1999)는 기업대학(corporate university)과 협업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가된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계
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미들섹스대학교(Middlesex University)의

346) Göhringer(2002); Hillmert and Kröhnert(2003); Reinhard(2006).
347) Göhringer(2002), pp. 53-58; Hillmert and Kröhnert(2003); Reinhard(2006), pp. 16-21;
Minks, Netz, and Völk(2011), pp. 23-94; Heidemann and Koch(2013), pp. 52-56.
348) Hillmert and Kröhnert(2003).
349) Bedar(1999); Rya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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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기반 학습 연구소(Institute for Work Based Learning)’는 직장 내 학
습을 인정하는 개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점에서 준석사(Level 8)에 이르는
공식 대학교육 인정을 제공한다. 동 연구소는 직원-직원대학교(Employee
-Employee University)를 포함하는 3가지 방식의 학습을 도입하여, 전략적
이고 유연한 접근방식을 취한다. 이들은 투명한 프로세스와 교육과정의 질을
기반으로 영국 직업교육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350)
독일 산학협력교육 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업과의 연수 계
약이 입학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이다. 동 프로그램은 3년간 제공되며, 학
생들은 이 기간 동안 연수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351) 프로그램 적용 대
상은 대학 입학자격을 갖춘 졸업생으로, 장기간의 학술 연구를 목표로 하지 않
고 보다 직업 실무에 관련된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Trautwein

et al.(2006)은 직업 아카데미는 특히 가정환경이 불우하며 빠른 경제적 독립
을 원하는 고교 졸업생들과 실업고교 졸업생들에게 대학을 대신할 수 있는 매
력적인 대안임을 시사한다.
산학협력 대학교는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지역에 소재한 3개 기업(다임
러 벤츠(Daimler-Benz), 보쉬(Bosch), 셀(SEL))과의 협력을 통해 1972년 수
립된 학습 및 연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352) 1971년 다임러-벤츠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육문화부(Baden-Württemberg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연수를 일종의 ‘대학 교육과정
시스템’과 결합함으로써 이원적 시스템을 통해 고교 졸업생을 훈련시키자고 제
안했다. 같은 해, 슈투트가르트 소재 기업인 로베르트 보쉬(Robert Bosch

350) Davey et al.(2018), “The State of University-Business Cooperation in Europe.” https://
publications.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b03ee59-67a4-11e8-ab
9c-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검색일: 2018. 12. 28)에서 인용; Galan-Muros,
“Institute for Work-based Learning,” https://ub-cooperation.eu/pdf/cases/N_Case_
Study_Middlesex_University.pdf(검색일: 2018. 12. 28).
351) Hillmert and Kröhnert(2003).
352) Hillmert and Kröhner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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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H), 다임러-벤츠, 슈탄다드 엘렉트로닉 로렌츠(Standard Elektrik
Lorenz AG)가 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계획된 대안적
연수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교 졸업자에게 ‘고전적’ 대학교육 대신 선
택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는 새로운 훈련
과정이 소득 및 커리어 기회 측면에서 대학 학위가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기회
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조건은 새로운 훈련 프
로그램의 학습 내용 및 목표 수준이 고등교육기관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충족될 수 있다.
산학협력 대학의 도입은 제도적 관점에서 성공적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이어 독일의 4개 주(베를린, 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
인, 니더작센)에서도 비슷한 대학 프로그램이 설립됐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직업 아카데미는 이제 자체 학사 및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입
학요건은 특정 과목 관련 대학 입학자격 또는 일반적 대학 입학자격(고등학교
졸업)이다.353) 지원자는 훈련의 절반이 진행되는 기업과 3년간의 훈련계약을
체결한다. 교육의 나머지 절반은 직업 아카데미 또는 산학협력 대학에서 진행
되며 약 3개월 간격으로 교대로 진행된다.
대부분의 강의는 주로 기업과 응용과학대학 또는 대학에서 채용한 시간제
강사가 제공한다. 따라서 교사는 실무 경험이 있으며, 학습 내용은 기술적 변화
에 따른 신속한 적응을 가능하게 해 준다. 강의 참석은 의무사항이다.354) 실습
단계는 산학협력 대학이 아닌 기업에서 진행된다. 학생은 일반적으로 전체 교
육기간 동안 훈련수당 또는 급여를 받는다. 기업, 연수 연도 및 분야에 따라 평
균 급여는 400~1,600유로로 책정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학기당 50~200유
로의 원고 및 도서에 대한 특별 보조금을 지급한다.355)
산학협력 대학의 교과과정은 엔지니어링,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사회복지
353) Hillmert and Kröhnert(2003).
354) Hillmert and Kröhnert(2003).
355) Hillmert and Kröhner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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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행정)을 포함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심도 있는 전문지식을 제공한
다. 기술 분야 전공은 다음과 같다.356)

- 자동차 관리, 차량시스템 기술·엔지니어링, 메카트로닉스·자동화
- 기술 관리(설비 관리, 유지보수 및 서비스 관리, 품질 관리 및 생산기술,
기술 관리, 공급 및 환경 기술)
- 정보기술(연구 분야: 자동차,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엔지니
어링 정보과학, 의료정보 관리, 응용컴퓨터공학)
- 정보통신기술(정보시스템, 생물정보학·생물계 정보학, 제조공정 정보학,
실용 컴퓨터공학)
- 냉장·냉동 시스템 기술, 공조시스템 기술
- 특정 기술 분야(생명공학, 제지 기술, 플라스틱 기술, 목재 기술, 목조 건축)
- 미디어 관련 분야(미디어 정보학, 미디어 기술 및 정보 시스템)
- 의료 분야(의료기술, 의료 정보학)
- 안전(산업안전, 방사선 방호, 환경기술)
- 공학 분야(산업공학, 시스템공학, 생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프로젝트
엔지니어링-국제기술운영위원회(International Technical Management),
전기공학, 기계공학)

Heidemann and Koch(2013)에 따르면 학생들의 절반 이상에 경제학이
제공되고 있고, 그다음이 기술 및 공학, 컴퓨터 과학이 제공되고 있고 큰 격차를
두고 사회과학이 제공되고 있다.357) 참여 기업들이 속한 산업은 금속, 전기산
업, 화학산업, 은행 및 금융회사, 소매업 및 정보기술 등으로 다양하다. 전체적
으로 볼 때 독일 내 전체 대학생 중 산학협동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은
356) Wikipedia, “Berufsakademie,” https://de.wikipedia.org/wiki/Berufsakademie(검색일:
2018. 12. 5).
357) Heidemann and Koch(2013), pp.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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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도로 아직 높지는 않다.358)
졸업 후의 진로 전망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Zettler et al.(2013)
은 출석한 대학의 유형(대학교, 응용과학대학 또는 산학협력 대학)이 초기 커리
어 성공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359) 기업이 연수 재정을 공동 지원하므로,
연수 기업이 연수생을 채용하게 될 확률이 높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학생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했던 기업이나 기관에서 그 실습 학생을 고용하는
비율이 평균 85%에 이른다.360) 대학 학위는 보다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직업 아카데미 졸업생은 연수 기업에 특화된 경향이 있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직업 아카데미 졸업생은 졸업 시점에 이미 실무에 필요한 능
력을 갖추었으며, 이미 배운 내용을 실전에 옮길 수 있다는 강점을 보유한다.
Heidemann and Koch(2013)은 산학협력 대학의 확대는 전통적인 이중교
육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361) 그들은 전통적인 직업교육 이수자
들의 직업 기회가 대학에서의 이중과정 확대로 인해서 제약된다고 본다. 회사
들은 이전에는 기업 내부의 추가 훈련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었던 자리에 산학
협력 대학 출신의 학사들을 채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교육정책적 관점에서 그
들은 이중 학위 프로그램을 저숙련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성인교육의 일
부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바. 요약
본 장에서는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를 분석했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
과정 공동 설계 및 제공, 기업의 학생 직무실습, 이원적 교육 프로그램, 성인 근
358) Heidemann and Koch(2013), pp. 52-56.
359) Zettler et al.(2013), pp. 51-62.
360) DHBW(2016), “Mach’ Dein Ding! Studier’ bei uns,” http://www.dhbw.de/fileadmin/
user_upload/Dokumente/Broschueren_Handbuch_Betriebe/DHBW_Schuelermarketin
g_Kampagnenfolder_Web.pdf(검색일: 2018. 12. 28).
361) Heidemann and Koch(2013), pp.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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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를 위한 평생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급속한 기술 변화와 디지털
화로 인한 직무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형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성인학습은 EU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EU 집행위원회는 성인들을 위해 보다 유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학습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62) 고등교육 이수 노동자의 비율 증가, 고용가능성 개선, 그리고 평생학
습은 Europe 2020 전략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363) 단기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것이 고등교육 이수 노동자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주립(州立)의 산학협력 대학은 산업체와 대학에 의해서
설립되고 이것이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한 대학 학업에
대해서는 비용지불이 이루어지므로 고등교육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가
계에 매력적이다. Europe 2020 전략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교육과 훈련
에서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다.364) 이를 위해서는 사업 부문이 더 강하게 참여해
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성인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있
다.365) 여기에는 ‘지식연대(knowledge alliance)’, 즉 회사와 교육/훈련 기관
들이 함께 새로운 학습과정을 개발하고 혁신역량의 차이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또한 마리 퀴
리 장학금을 통한 ‘EU 산업 박사학위’를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366)

362) European Commission, “EU Policy in the Field of Adult Learning,” https://ec.europa.
eu/education/policies/eu-policy-in-the-field-of-adult-learning_en(검색일: 2018. 11. 15).
363) European Commission (2010e), pp. 2-22.
364) European Commission (2010e), p. 18.
365) European Commission (2010e), pp. 2-22.
366) European Commission (2010e), p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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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앞에서 각장 끝 부분에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었다. 여기서는
그 내용들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에서 제기했던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한 중요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Europ 2020이 제시된 배경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도전과
자체 내의 사회적 변화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가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EU는 현행 지정학 및 지경학적 조건을 유지하지가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측면의 문
제, 즉 고령화와 이민 문제가 EU 차원에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Europe 2020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이며, 이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이면에는 지식과 혁신 전략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는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면에서는 경제 및 재정 전략과 긴밀하게 연
계되도록 EU 수준에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연성적인 개
방형 조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의 확대 등이 수반되었다.
둘째, 산업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수평적 접근에 기반한
유럽의 산업정책이 Europe 2020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
는 않지만 혁신과 경쟁정책 중심의 수평적 접근을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별 특
수성을 감안하는 소위 ‘Matrix형’ 정책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준자본시장(pseudo capital market)의 기능’, 즉 자본을 비롯한 생
산자원을 특정 산업 분야에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EU의 산업
정책은 ‘정보시장’의 제공과 R&D의 촉진을 통한 혁신기반의 제공에 높은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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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있다.
셋째, Eurpe 2020의 7대 이니셔티브 중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으로 대
표되는 EU의 신산업정책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에 기반한 스
마트 전문화 전략과 산학연관과 시민이 혁신 주체로 나서는 생태계 기반의 개
방형 혁신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EU의 산업정책
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시행체계와 관련해
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들
간의 명확한 권한과 조정의 부재, 그에 따른 파편화와 시너지 효과의 실종, 산
업정책의 특성에 기인한 EU와 회원국들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의 문제, 회원국
간의 역사와 경제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정책 형성과 실행에서의 불균등한 역량
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넷째, Europe 2020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는 우선순위 영역으로 네 가지, 즉 노동시장 작동 개선, 고용에 적합한 숙련 부
여,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를 제시하였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EU 수준의 정책수단들이 취한 접근방식은 EU 당국이
가지고 있던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노사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정책, 법규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EU 수준에서 필요하고 가
능한 입법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 행해진 중간평가
는 ‘이 이니셔티브가 고용정책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중간평가 이후 Europe 2020의
고용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European
Employment Guideline)’에 제시하고 각 회원국의 개혁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유러피안 세메스터’의 틀 속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래 U28개국의 고용상황은 여러 포괄적 지표면에서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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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만, EU 노동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즉 고용률의 북고남저(北高南
低) 현상,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저조한 고용률, 노동시장의 분단, 수요와 공급
사이의 매칭 비효율화, 실질임금 상승 저조(低調), ‘노동빈곤’ 계층 증가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 같은 EU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정책 접근방법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이른바 수평적인 접근만
을 유일한 접근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행해졌던
특정 산업을 선별하는 수직적 접근방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수평적인 접근이
선호되고 있지만, 산업 특성, 지역의 제도적 특성, 정책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
려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 접근이 선호될 수가 있다.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평적인 접근이 가지는 편향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과 도출이 쉽지 않
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의 산업 및 혁신 정책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계로서 경제는 공공,
민간, 연구, 시민 등 모든 이들이 혁신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수평적이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이 상호 교차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평판의 기제가 선별
기제로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둘째 논점과 관련해서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
요하다. 단순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혁
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은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
랫폼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이나 역량 제공자, 이해관계의 조정자, 혁신성과
들을 구매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달자, 그리고 기존의 자금지
원을 지렛대로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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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첨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의
경우 국가나 지역의 기존의 경쟁우위와는 거리가 먼, 소위 희망사항과 장밋빛
환상이 담긴 ‘급진적 구성’이 대체적으로 선호된다. 그러나 스마트 전문화 전략
은 국가나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화’나 ‘다각
화’ 같은 다양한 경로들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로들은 범용 기반기술
과 기존 산업들 간 인터페이스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간의 융·복합을 고
무하는 것, 즉 범용기술을 결합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EU 2020’ 전략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규모의 유지와 확대
를 수반하는 포용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제조업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지는 다방면의 문
제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련노동 부족과 설비투자 저하 등으로 산
업기반이 약화된 지역에서는 결국 지역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 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동정책의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대표들 사이의 자율성을 가진 사
회적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각적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유연안정성 주제
와 관련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체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교육훈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체계의
항시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높은 정책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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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 Studies in Industrial Policies
In 2010, the EU launched the EU 2020 strategy (European
Commission 2010b).367) The aim of the strategy is to achieve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in which national and European
policies are better coordinated (European Commission 2010b).368)
Industrial and innovation policy is one of the main pillars of this
programme. The Horizon 2020 framework programme for the
period 2014 to 2010 is one of the instruments for implementing the
Europe 2020 strategy. National governments are supporting the
strategy. Specifically, the EU industrial policy flagship initiative
combines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e.g. “smart” regulation,
modernised public procurement, competition rules and standard
setting) (European Commission 2010b).369) The other pillar is to
restructure sectors in difficulties towards future oriented activities
and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especially for SMEs
(European Commission 2010b).370) This chapter provides two case
studies related to the flagship initiatives. The first case study
investigates policies for declining industries and regions. The
second case study analyses the EU R&D budget in the area of
societal challenges.

367)
368)
369)
370)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Commission
Commission

(2010a),
(2010a),
(2010a),
(2010a),

p.
p.
p.
p.

5.
5.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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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Policies for declining industries and regions
6.1.1. Introduction
The aim of the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policy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to declining sectors and regions. The OECD
(2018a, 2018b) shows that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gions is
becoming less and less integrative after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with a growing share of the capital regions.371)
Different trends in GDP per capita and productivity across regions
are not new. In Europe, several regions are suffering from persistent
structural changes, population decline and employment. Polèse and
Shearmur (2006) state that the regional decline in absolute
population and employment will become more frequent in many
industrialised countries.372) Several reasons are responsible for the
economic decline of some regions: path dependency, industry
structure, location and economic policy (Hassnik 2010).373) In
addition, there is an ongoing discussion on how to stop this decline.
Earlier strategies consist to support these industries and regions by
subsidies. But here there is a risk that the decline will only be
prolonged. More recent policies often have a broader focus.
This section provides an overview of different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to support firms in declining regions and industries.
These include investment grants, innovation policy, investment in

371) OECD (2018a p. 20, 2018b p. 52).
372) Polèse and Shearmur (2006), pp. 23-46.
373) Hassnik (2010), pp. 45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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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and broadband policy. The section starts with an
overview on measurement of declining regions. The next sections
discuss the different policy measures.

6.1.2. Regional performance in Europe
There are several attempts in the literature to identify
characteristics for declining regions. Polèse and Shearmur (2006)
identify seven characteristics:374)
1. Located at the periphery of the national / continental space
economy
2. Not on a major transport axis or trade route
3. No urban area of over 100,000 and / or less than three urban
areas over 40,000 within a 100km range of each other.
4. An economic base founded on resource exploitation and /or
primary processing
5. Resource-based industries (Food & Beverage, Paper, Wood and
Metallic &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Oil, Gas, & Coal
Products), capital intensive, with high labour productivity and
high wages;
6. A resource base whose limits of (proﬁtable) exploitation have
been reached.
7. Climatic and geographical conditions that limit year-round
tourism.
The OECD (2018a, 2018b) shows that productivity growth across
regions is becoming less and less inclusive after the economic and
374) Polèse and Shearmur (2006), pp.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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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crisis in 2008/2009.375) The reason for the widening
productivity gap is not the slowdown in productivity growth in the
top regions but the lack of broad-based growth. This is because
some particularly large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are prospering
in urban regions, while others are not catching up in rural regions.
At the regional level, therefore, convergence processes in
productivity levels also weakened over the 1990s. Since the 2007/08
financial crisis, convergence processes in the EU have almost come
to a complete standstill. Overall, there are strong and persistent
differences in regional GDP per capita and productivity between
regions within a countr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ising productivity dispersion across
regions and to identify declining regions the evolution of labour
productivity, GDP per capita growth and population across selected
European regions is analysed in detail. First, box plots of the
evolution of regional labour productivity are conducted. The data
originates from Eurostat and separate graphs for manufacturing and
business services (N-K excluding financial services) are provided.
The results show that regions that already had the highest labour
productivity in a given country in 2010 continued to increase in
2015 (DE, FR, IE, PT and UK for manufacturing and IE, SE and UK
for business services) (see Figure 6-1).

375) OECD (2018a p. 20, 2018b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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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Labour productivity dispersion in manufacturing (LP) and business
services (LPbs)

Note: Right box refers to 2015.
Source: Eurostat, Gross value added at basic prices by NUTS 3 regions and by industry [nama_10r_3gva],
Employment (thousand persons) by NUTS 3 regions [nama_10r_3empers] by industry,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nama_10r_3empers&lang=en
(accessed Novembe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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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ly, GDP per capita is highest in the capital city or in the
economic centre (Paris, Amsterdam, Munich, Dublin, London). This
is consistent with Puga (2010) suggesting that companies and
workers are much more productive in large and dense urban areas
than in other locations. It is also in the big cities where most of
major innovations emerge.376)
Also, cities hosting headquarters of large multinational firms have
high levels of GDP per capita (Siemens in Erlangen, Ludwigshafen,
BASF, Wolfsburg, Regensburg and Ingolstadt car companies) (Figure
6-2). This indicates that rural regions have a disadvantage. This is
probably related to the large number of SMEs that exhibit a lower
level of labour productivity than large firms.
Before proposing an appropriate economic policy, it is important
to identify declining regions and to provide an understanding for the
reasons for the decline in value added and economic growth. In the
following lagging regions are defined based on two indicators. One
is based on GDP per capita (in current prices) and the other is based
on real value added growth both measured at the Nuts 3 level. Figure
6-3 shows the evolution of per capita value added growth for the 20
out of 1340 regions in the EU with the largest decline over the
period 2010-2015. Figure 6-4 shows the corresponding development
for real value added growth.
Regions with declining labour productivity include Groningen
(NL), Arr. Bastogne (BE), Liverpool and Wolverhampton (UK),
Umbria and Lazio and Molise (IT) and Zasavska (SI). Regions with
376) Puga (2010), pp. 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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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nating labour productivity include Melilla (ES), Sicilia (IT), Área
Metropolitana de Lisboa (PT), West Sussex, North and North East
Lincolnshire, South Teesside, Sefton and York (UK), Arr. Arlon (BE)
and Pernik (BG).
These regions have some common characteristics. However, a
special case is Groningen (NL). Here the fall in value added growth
per inhabitant is most pronounced with a decline of 2.8 per cent
over the period 2010-2016. The reason is the stop of sourcing gas
from field close by after increasingly significant earthquakes in the
region.377) This case cannot be generalised. For the other regions
there are some similar characteristics. Bastogne, Wolverhampton,
Arlon and South Teesside are characterised by heavy manufacturing
industries (coal, steel and chemicals) which are in decline.378) Thus,
the downsizing of the local economy is caused by the dominance of
iron and steel production and other heavy or capital-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ies.

377) Reuters (2018), “Netherlands to halt gas production at Groningen by 2030,” https://
www.reuters.com/article/us-netherlands-groningen-gas/netherlands-to-halt-gas-pr
oduction-at-groningen-by-2030-idUSKBN1H51PN (accessed December 15, 2018).
378) Amadeus database using the zip code area for thes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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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Gross domestic product (GDP) per inhabitant at current prices in
2016 or latest available year (Top 20 regions in the EU)

Source: Eurostat, Gross domestic product (GDP) at current market prices by NUTS 3 regions
[nama_10r_3gdp]. Euro per inhabitan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
=nama_10r_3gdp&lang=en (accessed November 21, 2018).

Figure 6-3. Average annual change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per
inhabitant at current Purchasing power standard (PPS) between 2010-2016
(shrinking regions)

Source: Eurostat, Gross domestic product (GDP) at current market prices by NUTS 3 regions
[nama_10r_3gdp]. Purchasing power standard (PPS) per inhabitant, http://appsso.eurostat.ec.euro
pa.eu/nui/show.do?dataset=nama_10r_3gdp&lang=en (accessed Novembe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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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local traditional industries have closed or dramatically
downsized over the years. Molise, Zasavska and Umbria are rural
provinces with a low population density.379) Other regions like
Sicilia (IT) lack of knowledge intensive services and have a small
manufacturing sector.
A typical example of a declining region is the Ruhr area in
Germany, which suffers from a long economic downturn. Since the
1960s, several support programmes have been implemented with a
focus on structural policy, investment support and foundation of
universities (see Box 6-1). However, the example of the Ruhr area
shows that structural change takes a lot of time, not years, but
decades, and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path dependency or
persistence. Subsidies for enterprises can cushion the decline only
slightly.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measures for declining regions
should therefore be questioned. Grabher (1993, 256) describes how
an earlier innovative large economic area lose its innovativeness:
“The initial strength of the industrial districts of the past – their
industrial

atmosphere,

highly

developed

and

specialized

infrastructure, the close inter-firm linkages, and strong political
support by regional institutions – turned into stubborn obstacles to
innovation.” Hudson (1994) comes to similar conclusions based on
analyses of many industrial regions in Europe.380) Hassnik (2010)

379) Eurostat, Regional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web/regions/data/databa
se?p_p_id=NavTreeportletprod_WAR_NavTreeportletprod_INSTANCE_BQqmHeCfV1
BE&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
p_col_count=1 (accessed December 15, 2018).
380) Hudson (1994), pp. 19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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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 that geographically concentrated clusters can become
isolated, inward-facing systems.381) Path dependency and lock-in
are typical risks of economic clusters. This applies to many old
industrial

areas,

with

resource-based

mono-structural

areas

dominated by the steel, coal and shipbuilding industries, for
example, and areas specialising in consumer goods (textiles).
Boschma and Lambooy (1999) develop the concept of the
Learning Region in order to overcome and avoid political lock-ins in
old industrial areas.382) Policy makers in learning regions should
learn from past institutional mistakes in order to avoid path
dependent development (Boschma and Lambooy 1999; Hassnik
2010).383)

Box 6-1. Structural Change and Transformation of the Ruhr Area (Germany)

The Ruhr area (Ruhrgebiet) is a large urban area in North Rhine-Westphalia. It is a
large industrial area with over 5 million inhabitants (or more than 7 million if the
neighbouring cities are included). The industrial crisis began when the demand for
coal and steel declined end of the 1950s and these goods were no longer
competitive. In the 1960s, the area underwent periods of structural crisis and
ongo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Traditional heavy industry continues to decline,
later also the car industry while service industries expanded (Grabher 1993; Berndt
1998; Raines 2011).384) Several support programmes have been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1960s. In 1986 the “Ruhr Development Programme,” was set up
as a result of this integrated structural policy provided for investments of Euro 8.5
billion over a five-year period. The funds came from the state, the federal government,

381)
382)
383)
384)

Hassnik (2010), pp. 450-468.
Boschma and Lambooy (1999), pp. 391-399.
Boschma and Lambooy (1999), pp. 391-399; Hassnik (2010), pp. 450-468.
Grabher (1993), pp. 255-275; Berndt (1998), pp. 332-352; Raines (2011), pp.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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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1. Continued

the EU and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Prognos 2015).385)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universities and infrastructure and the promotion of new business,
intensive support for mining and the iron and steel industry was also agreed in
order to soften the effects of structural change socially. In 1970, the Ruhr
Development

Programme

was

transferred

to

the

“North

Rhine-Westphalia

Programme 1975,” which extended infrastructure and university construction as well
as structural policy support for new business settlements to the entire federal
state. Accordingly, the volume of funds was increased to 31 billion euros (Prognos
2015, p. 100).386) The programme itself can be regarded as a partial success, as
the educational landscape in the Ruhr region has been greatly expand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everal new (technical) universities and colleges. Important
transport infrastructure buildings such as motorways and urban railway lines were
created (Prognos 2015).387) In 1987, a new structural change initiative was
implemented the so called “Zukunftsinitiative Montanregionen.” This had a strong
focus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promotion, qualification and complementary
infrastructural measures (Prognos 2015).388) However, the study by Prognos (2015)
conclude that the new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have so far not been
able to generate significant spillover effects to the private industry and created a
new economic dynamic for the entire Ruhr region. Overall, the results of the several
restructuring initiatives are limited (Prognos 2015; Röhl et al. 2018).389) The also
holds true for the recent initiatives focussing on cultural industries, logistics,
tourism and high technology firms. The population of some cities in the Ruhr area
and neighbouring regions continue to decline in recent years (for instance
Recklinghausen, Herne and Krefeld Bochum ranging between -0.3 and -0.6 per
year on average between the period 2010-2017 see Figure 6-5) while those of the
larger cities in the Ruhr area increased slightly. However, this is far below the
population growth of the leading economic centres with an average population
growth of more than 1 percent per year (Munich, 1.4 percent, Regensburg, 1.5
percent, Heidelberg, Frankfurt am Main, Augsburg, Darmstadt, 1.3 percent per year
on average).

385)
386)
387)
388)
389)

Prognos
Prognos
Prognos
Prognos
Prognos

(2015),
(2015),
(2015),
(2015),
(2015),

pp.
pp.
pp.
pp.
pp.

1-233.
1-233.
1-233.
1-233.
1-233; Röhl et al. (2018), p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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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Average annual change in real growth rate of regional gross value
added (GVA) at basic prices between 2010-2016

Source: Eurostat, Real growth rate of regional gross value added (GVA) at basic prices by NUTS 2 regions
- percentage change on previous year [online code: nama_10r_2gvagr], http://appsso.eurostat.
ec.europa.eu/nui/show.do?dataset=nama_10r_2gvagr&lang=en (accessed November 23, 2018).

Figure 6-5. Average annual population growth of German cities between 2010
and 2018 (20 most declining cities)

Source: Statistics Germany, Städte (Alle Gemeinden mit Stadtrecht) nach Fläche, Bevölkerung und
Bevölkerungsdichte am 31.12.2017, im November 2018 wegen korrigierter Bevölkerung revidiert,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LaenderRegionen/Regionales/Gemeindeverzeichnis/
Administrativ/Aktuell/05Staedte.html;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LaenderRegion
en/Regionales/Gemeindeverzeichnis/Archiv/ArchivReiter.html (accessed November 21, 2018).

336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6.1.3. Literature review of effectiveness of support measures
Theoretical effec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have trie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regions in decline in Europe. In most cases, the decline is due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local

economy,

such

as

de-industrialisation and structural change from heavy or capital
manufacturing. Other regions that experience an economic decline
are characterised by a low population density and thus they do not
benefit from the agglomeration advantage of urban areas. The
question now is what can be done to halt the decline in labour
productivity and population in these regions.
There are several options for declining regions. One option is to
attract new firms or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for existing firms.
Possible

policies

include

public

investment

grants,

public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suppor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R&D activities. Direct investment support is mainly
target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vestment grants
can be helpful to attract new firms and also help to realize planned
investment projects of existing firms. Investment grants aims at
increasing the capital stock in the business sector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Especially

for

innovative small and young enterprises, investment support is a key
factor for firm growth and productivity. This can contribute to
structural change and can help to reduce the productivity gap to the
leading regions. However, the extent to which investment
promotion stimulates additional investments or only lea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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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weight effects or windfall profits is controversial.
The market failure argument which provide a justification to
support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Arrow 1962) is less valid for
investment in general.390) Following the theory of market failure,
support measures for corporate investments can only be justified if
this investment leads to positive spillover effects. Positive
externalities occur if the investment activity of one enterprise leads
to positive effects on other enterprises in the same or other
industries (e.g. supplier enterprises or downstream enterprises in
the value chain).
The rationale for policy intervention more easily applies for
(intangible) investments (software, R&D, innovation activities,
prototypes). Here the existence of knowledge spillovers between
companies in the same sector or in other sectors is more likely,
particularly for R&D activities and also for software activities.
Governments regularly subsidize innovation and R&D activities of
private firms.
Another justification for public investments is that solutions to
societal

challenges

are

needed

(climate

change,

green

transformations, aging of the society). Overall, there are no good
reason to provide public investment grants. However, SMEs are
often facing financing constraints and thus investment grants or
guarantees can help to overcome this.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 promotion or regional investment
policies is controversial. Criticism is often voiced that it can lead
390) Arrow (1962), pp. 6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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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ding-out effects. Several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impact
of investment grants. The main question is whether public
investment subsidies lead to an increase (crowding-in; additionality)
or decrease (crowding-out; or deadweight effects) in privately
financed investments.

Empirical studies
Direct investment grants
The literature on the productivity effects of investment promotion
mainly

refers

to

the

effects

on

business

productivity

in

disadvantaged regions. One strand of literature focusses on the
effects of regional investment policy (Becker et al. 2010, 2013;
Eberle, Brenner, and Mitze 2018; Esposti and Bussoletti 2008;
Rodriguez-Pose and Fratesi 2004; see Dall'Erba and Fang 2017 for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EU structural funds).391) Other
studies use firm level data to analyse the impact of direct investment
grants (Bernini and Pellegrini 2011; Cerqua and Pellegrini 2014 both
for Italy; Criscuolo et al. 2019 and Harris and Robinson 2004 for the
UK; Decramer and Vanormelingen 2016 for Belgium; and Brachert,
Dettmann and Titze 2018 for Germany).392) Most of these studies
find positive effects of public investment support on business

391) Becker et al. (2010 pp. 578-590, 2013 pp. 29-77); Eberle, Brenner and Mitze (2018);
Esposti and Bussoletti (2008), pp. 157-173; Rodriguez-Pose and Fratesi (2004), pp.
97-113; Dall'Erba and Fang (2017), pp. 822-832.
392) Bernini and Pellegrini (2011), pp. 253-265; Cerqua and Pellegrini (2014), pp.
114-126; Criscuolo et al. (2019), pp. 48-85; Harris and Robinson (2004), pp.
528-543; Decramer and Vanormelingen (2016), pp. 1007-1032; Brachert, Dettmann
and Titz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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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and productivity. More recently, Criscuolo et al. (2019)
examines the effects of investment grants for small enterprises.393)
The authors show that investment grants lead to more employment
and higher investment activity but not to higher productivity.
In summary, most of studies find that investment grants have a
positive impact on productivity (by increasing investment). They can
also help to reduce regional imbalances. However, a cost benefit
analysis is often not available, so it is difficult justify whether the
benefits exceed the costs of the support measure.
Another part of the literature asks companies directly about the
effects of investment grants or subsidies. For example, for Italy
Cannari, D'Aurizio and De Blasio (2007) the following questions are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Without help or incentives, your
company would have been able to make a profit in 2005... 1) the
same amount of investment in the same projects, 2) the same
amount of investment in at least partially different projects, 3) a
smaller amount of investment and 4) no investment at all.”394) This
survey is based on information on 3000 industrial firms, of which
700 receive investment grants. The results show that without
subsidies, 75 percent of the companies financed would have made
the same amount of investment during this period. This indicates a
low input additionality of the investment grants.
Porter (1996) believes that a regional policy based on broad
incentives for companies to locate in less developed regions is
393) Criscuolo et al. (2019), pp. 48-85.
394) Cannari, D'Aurizio and De Blasio (2007), pp. 32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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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wed and doomed to failure.395) Regional policy should promote
specialisation, upgrading and trade between regions. Clustering can
be encouraged by setting up specialised infrastructures and
institutions in areas where factor equipment, past industrial
activities or even historical accidents have led to a concentration of
economic activities. Porter (1996) warns that the establishment of
companies in areas with a lack of supporting infrastructure leads to
high subsidy costs.396)

Public support for Broadband-Internet infrastructure
Broadband is the common term for faster Internet speeds and
other technical features that enable access to or provision of new
Internet content, applications and

service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gital data means that good Internet connectivity is
essential for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es (European Court of
Auditors 2018b).397)
Investments in broadband Internet are a good example of a type
of investment whose expansion has positive external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but is often unprofitable to investment for private
firms. Broadband internet, like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a general-purpose technology that enables better
communication and improved connectivity. Broadband access
enables faster business processing and more efficient organization
of production activities through higher Internet speeds (Majumdar
395) Porter (1996), p. 88.
396) Porter (1996), p. 89.
397) European Court of Auditors (2018b),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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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9).398) Broadband technology is a prerequisite for online
business models, e-commerce activities, modern logistics and
software activities. It can therefore be assumed that the introduction
and use of broadband technology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productivity. Positive effects of broadband Internet on regional
productivity can also be expected. A stylized fact is that the
availability of high-speed broadband access differ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European Court of Auditors 2018b).399) As cities tend
to have a high level of broadband Internet, increasing expansion in
rural areas is likely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productivity.
There is an extensive literature available on the economic impacts
of broadband internet (Holt and Jamison 2009; Bertschek et al. 2015;
Draca, Martin and Sanchis-Guarner 2018).400)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 availability of broadband Internet has positive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and the productivity of firms. Studies based on
company data are available for several European countries
(Bartelsman et al. 2018; Hagsten 2016), Germany (Bertschek and
Niebel 2016; Bertschek, Cerquera, and Klein 2013), Italy (Colombo,
Croce, Grilli 2013), Great Britain (DeStefano, Kneller and Timmis
2018), Ireland (Haller and Lyons 2015) and non-European countries
(Grimes, Ren, and Stevens 2012; Howell and Grimes 2010; Majumdar

et al. 2009). Most of studies fi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398) Majumdar et al. (2009), p. 645.
399) European Court of Auditors (2018b), p. 6.
400) Holt and Jamison (2009), pp. 575-581; Bertschek et al. (2015), pp. 201-227; Draca,
Martin and Sanchis-Guarner (2018), pp.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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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band usage and firm productivity.
Many of the studies do not investigate productivity effects, but
rather the effects of the availability of broadband internet on the
local labor market. Studies at the community level for the USA show
that broadband Internet acces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Atasoy 2013; Kolko 2012).401) For instance, based on
regional postcode data for the US, Kolko (2012) find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ocal broadband coverage, defined by
speed, and local employment growth.402) Atasoy (2013) analyses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from 1999 to
2007 on labor market outcomes based on counties in the U.S. and
finds some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broadband
Internet availability and the share of employment in the population,
especially in rural and remote areas.403)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What works centre for local
growth” (2015a) on broadband Internet leads to an optimistic
assessment of the impact of broadband Internet on the local
economy.404) Results based on 16 studies show that the expansion of
broadband Internet in an area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roductivity,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the local labour
market measured as employment, income and wages. These effects
are not always positive, are not necessarily large and may depend on
complementary investments by enterprises (e.g.
401)
402)
403)
404)

training of

Atasoy (2013), pp. 315-345; Kolko (2012), pp. 100-113.
Kolko (2012), pp. 100-113.
Atasoy (2013), pp. 314-345.
What works centre for local growth (2015a), p. 4.

Appendix • 343

employees or reorganisation of sales strategy or supply chains to use
faster Internet connections). The economic impact of broadband
Internet is usually greater in urban areas (or close to urban areas)
than in rural areas. Also, the impact of broadband coverage may
vary from industry to industry, and workers in service industries may
benefit more than those in manufacturing and unskilled workers.
Studies on government support programmes for broadband
expansion in rural areas are comparatively rare. Some studies are
available for the USA (Kandilov and Renkow 2010; Dinterman and
Renkow 2017; Manlove 2018).405) These studies find positive effects
from government support programs for broadband Internet.
Manlove (2018) finds no significant impacts but significant impacts
3 to 4 years after the start of the program.406) Kandilov, and Renkow
(2010) show that the loans granted in 2002 and 2003 under the pilot
project under the broadband programme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and the number of businesses.407) However,
a more spatially disaggregated analysis shows that the positive
economic results of the pilot programme benefited primarily the
municipalities in the wider metropolitan regions indicating that the
positive economic effects are limited to communities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urban areas. Dinterman and Renkow (2017)
find that municipalities that received broadband loans show a
mod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405) Kandilov and Renkow (2010), pp. 165-191; Dinterman and Renkow (2017), pp.
140-153; Manlove (2018), p. 18.
406) Manlove (2018), p. 18.
407) Kandilov and Renkow (2010), pp. 16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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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band provider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408) These
effects occurred mainly in rural locations.

Public support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addition to public financing of investments in broadband
Internet, the public sect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dernising
and maintaining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Modern transport
infrastructure, telecommunications, energy and water supply are
regarded as prerequisite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high
business productivity. High returns on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early work are often cited as evidence of additional
public investment to support economic growth, especially during
economic downturns (Melo, Graham, and Brage-Ardao 2013).409)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s are often motivated by regional
policy objectives, as they are intended to benefit underdeveloped
regions (Bröcker and Rietveld 2009).410) However, despite the
considerable resources allocated to them, th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remains controversial (Crescenzi
and Rodríguez-Pose 2012).411)
In the following the studi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public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re summarised.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reduced transportation costs and improved connectivity
have direct benefits for businesses. Improvements in logistics,
408)
409)
410)
411)

Dinterman and Renkow (2017), pp. 140-153.
Melo et al. (2013), pp. 695-706.
Bröcker and Rietveld (2009), pp. 152-181.
Crescenzi and Rodríguez-Pose (2012), pp. 48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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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time production, business travel and internal organization
can increase productivity (Gibbons et al. 2016).412)

Lowering

transport costs can also lead to lower prices for raw materials and
thus higher productivity, especially for companies that produce
heavy goods and have strong connections to supplier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modernisation of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will
generate multiplier effects for the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y.

An improved road

network and new high-speed

connections also have other amenities such as shorter travel times
and elimination of traffic congestion, as well as a decline in
emissions (Crescenzi and Rodríguez-Pose 2012).413)
The optimistic assessment of the high return on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 by Aschauer (1989) is questioned in
several the following studies (Evans and Karras 1994; Holtz-Eakin
and Schwartz 1995).414) Recent meta-analyses and literature surveys
(Romp and de Haan 2007; Melo et al. 2013; Pereira and Andraz
2013; Bom and Ligthart 2011; Holmgren and Merkel 2017; Elburz et

al. 2017) show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are small to negligible.415)
Melo et al. (2013) conclude that the productivity elasticitie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are low of about 0.05 on average based on

412) Gibbons et al. (2016), pp. 4-20.
413) Crescenzi and Rodríguez-Pose (2012), pp. 487-513.
414) Aschauer (1989), pp. 177-200; Evans and Karras (1994), pp. 1-11; Holtz-Eakin and
Schwartz (1995), pp. 459-468.
415) Romp and de Haan (2007), pp. 6-52; Melo et al. (2013), pp. 695-706; Pereira and
Andraz (2013), pp. 1-37; Bom and Ligthart (2011), pp. 889-916; Holmgren and
Merkel (2017), pp. 13-26; Elburz et al. (2017),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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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mple of 563 estimates obtained from 33 studies.416) A current
and comprehensive meta-analysis finds even more pessimistic
results on the productivity effect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s
(Elburz et al. 2017).417) The authors underline the heterogeneity of
the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Based on 42 studies for
the period 1995-2014, the authors do not come to a clear
conclusion about the extent of the impact of public infrastructur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 comparison of the marginal effects of the different infrastructure
investments

shows

that

investments

i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e the most effective type of infrastructure in all
countries. Partially positive and significant productivity effects can
also be found in land transport and road studies. No productivity
effects can be found for investments in air transport, railways and
sea ports. The authors also point out that possible negative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s must be
considered. Neighbouring regions have not necessarily benefit from
infrastructure investments of other regions (Elburz et al. 2017).418)
Another important result of these meta-analyses is the decreasing
productivity effect of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general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particular over time.
This is confirmed by Fernald (1999)’s ground-breaking work
showing that the extensive completion of the US highway network in
416) Melo et al. (2013), pp. 695-706.
417) Elburz et al. (2017), pp. 1-8.
418) Elburz et al. (2017), p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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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y 1970s accounted for a regional growth of 1.4 percent per
year on average, but only 0.4 percent after 1973.419) Industries that
manufacture heavy goods (such as part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ve profited more from this.
The study by Crescenzi and Rodríguez-Pose (2012) can be
described as an example of the regional productivity effects of
infrastructure.420) The authors examine the effect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 measured in kilometres of motorways - in 120
regions of 11 EU-15 countries on regional per capita economic
growth in the period 1990-2004. The authors show that regions with
good transport infrastructure have no higher regional per capita
economic growth. Invest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on the other hand, have a clearly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per capita growth.
The expectation that infrastructure investment will lead to a
reduction in regional productivity differences should be viewed with
caution. New transportation links may not lead to a reduction but to
an increase in regional disparities. By giving central and peripheral
regions a similar degree of accessibility, enterprises in backward
regions may be disadvantaged. Puga (2002) summarises this
argument as follows: “A better connection between two regions with
different development levels not only gives ﬁrms in a less developed
region better access to the inputs and markets of more developed
regions. It also makes it easier for ﬁrms in richer regions to supply
419) Fernald (1999), pp. 619-638.
420) Crescenzi and Rodríguez-Pose (2012), pp. 48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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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er regions at a distance, and can thus harm the industrialisation
prospects of less developed areas.”421)
Boarnet (1998) is one of the first empirical studies to point to
negative spatial productivity spillovers from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s.422) Using data for Californian counties from 1969 to
1988, it is shown that such negative spillover effects can occur in the
case of roads and motorways. New roads lead to a higher output (at
given input) within the same district, but to negative ones with
changes in output in other districts. Chandra and Thompson (2000)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rastructure spending on
motorway construction and the level of economic activity for the
US.423) The authors note that highways influenc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conomic activity. They increase the level of
economic activity in counties they cross directly but pull the activity
away from neighbouring counti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show
that the positive effects on per capita growth, economic activity or
productivity are merely a spatial redistribution of economic activity
between individual regions within a larger area.
While the returns on investment in transport infrastructure are
low

and

have

decreased

over

time,

the

results

for

telecommunications investment are much more optimistic. Datta
and Agarwal (2004) show for 22 OECD countries that investment in
telecommunications is both statistically signiﬁcant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al GDP growth per capita for these countries.424)
421) Puga (2002), p. 24.
422) Boarnet (1998), pp. 381-400.
423) Chandra and Thompson (2000), pp. 45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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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und-breaking work of Röller and Wavermann (2011)
confirms that telecommunications investments have positive
productivity effects.425) However, this only applies to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reached a critical
mass of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e increasing possibility of linking company data geographically
enables a more accurate assessment of the spatial impac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s on company productivity and
local economic activity. First works are the papers by Holl (2016) for
Spain and Kim et al. (2018) for South Korea.426) Using a geocoded
firm level panel data for Spanish manufacturing companies, Holl
(2016) examines the effects of the new motorway connection on the
productivity of companies.427) New motorways attract economic
activity,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local density of companies.
This indirectly leads to higher productivity through agglomeration
advantages. The results show that motorways increase company
productivity directly and indirectly beyond the effect of density or
business agglomeration. Kim et al. (2018)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opening of the “West Coast Expressway” in South Korea in 2001
on the location of new production facilities near the motorway.428)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 for the construction was the
promotion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surrounding reg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traffic flow between existing industrial
424)
425)
426)
427)
428)

Datta and Agarwal (2004), pp. 1649-1654.
Röller and Wavermann (2011), pp. 909-923.
Holl (2016), pp. 131-151; Kim et al. (2018), pp. 146-154.
Holl (2016), pp. 131-151.
Kim et al. (2018), pp. 1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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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Panel data for the ten years 1997 to 2006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used a fine spatial resolu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opening of the West Coast Expressway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decision on the location of new
production sites. An important criterion for the choice of location
was the presence of existing production sites in the local area. This
in turn points to agglomeration effects and a strengthening of
regional conurbations and not necessarily to increasing inclusion.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the “What Works Centre for
Local Economic Growth” (2015b) also comes to a pessimistic view
about

the

productivity

effects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s.429) In this overview, almost 30 studies are examined to
examine the causal effects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s.
The focus is on the effects on local employment and on company
relocations as well as on real estate prices. Moreover, very few
studies consider the effects of transport investment on productivity.
The main result is that road projects only partly have a positive
impact on local employment. Road projects can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companies but can also only lead to the
relocation of existing companies. The latter means that thi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enterprises, as new settlements can displace existing enterprises.
Road projects also te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perty prices,
with the effects depending on the distance to the project.

429) What Works Centre for Local Economic Growth (2015b),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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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upport for innovation activities and new businesses
Innovation activities, including R&D and investment in intangible
assets, are undoubtedly the main drivers of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in advanced industrialised countries. A clear shift in the
investment structure from tangible to intangible assets can be
observed in the OECD countries (Haskel and Westlake 2017).430)
Recent studies show that economic growth in the advanced
industrialised countries depends primarily on investments in
intangible assets and less on investments in physical capital (Haskel
and Westlake 2017).431) Countries such as Sweden, Switzerland,
South Korea and the USA are characterised by a high proportion of
investment in intangible assets and high ratio of R&D expenditures
to GDP (Source OECDSTATS). There is a consensus that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are the main driver of productivity at firm and
aggregate level (see for example Crépon et al. 1998; Hall 2011;
Mohnen and Hall 2013).432)
In contrast to public support for physical investment, there is a
strong argument for public support for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The economic rationale to support innovation and R&D
activities is the market failure argument. According to this, support
for R&D is justified because of the possible positive external effects
on other firms (Arrow 1962).433) In this case, the R&D activity of a

430) Haskel and Westlake (2017), p. 26.
431) Haskel and Westlake (2017), p. 26.
432) Crépon et al. (1998), pp. 115-158; Hall (2011), pp. 2-43; Mohnen and Hall (2013),
pp. 47-65.
433) Arrow (1962), pp. 6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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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lso influences the returns of other companies, with the
result that the overall economic return on the R&D activity is higher
than the return for the R&D doing company. Thus, there are higher
social returns from R&D than from private returns due to external
spillover effects. Since companies only consider private returns
when deciding on R&D investment, the actual level of R&D
investment is below the socially optimal level in a free market
(Arrow 1962).434) This market failure motivates governments to
encourage R&D investment in the corporate sector. These grants
can be granted indirectly through tax incentives or directly through
public R&D grants. This argumentation in favour of promoting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other innovation
activities is undisputed in recent literature (e.g. Foray 2004).
The question now arises as to whether the innovation policy and
related policies such as promotions of start-ups can help lagging
regions to catch up with wealthier ones. However, this is a difficult
task as innovation and R&D activities are concentrated in larger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These areas are centres of science
hosting excellent universities, R&D labs and multinational firms.
The reason for the geographical concentration is agglomeration
advantages. Given the agglomeration advantages in innovation
processes, it seems difficult to make public invest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echnologically backward regions.
As far as the impact of direct R&D subsidies is concerned, the
majority of studies find additionality effects of R&D subsidies (David
434) Arrow (1962), pp. 6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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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0; García-Quevedo 2004; Czarnitzki and Lopes-Bento
2013; Cannari, D'Aurizio, and DeBlasio 2007; Görg and Strobl 2007;
Aerts and Schmidt 2008; Hussinger 2008; Bronzini and Iachini 2014;
Zúñiga‐Vicente et al. 2014; Takalo, Tanayama, and Toivanen 2013;
Becker 2015; Castellacci and Lie 2015, Bronzini and Piselli 2016;
Dimos and Pugh 2016; Carboni 2017; Howell 2017; Czarnitzki and
Hussinger 2018; Hünermund and Czarnitzki 2019).435) However, no
study explicitly examines whether the effects on developed and
technologically backward regions differ. Moreover, as a rule only a
minority of companies are activ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possible spillover effects may take time.
Support policies for start-ups is another policy to foster structural
change. Acs et al. (2016) state that those persons who intend to take
the step into self-employment anyway are usually supported by
public funds. In addition, most start-ups are one-person businesses
with low growth ambitions and limited innovation potential.436) Acs

et al. (2016) conclude that investment in skills (particularly in STEM
fields) could be more efficient by creating potential entrepreneurs
than direct grants.437) Cluster policies are another option. Several
435) David et al. (2000), pp. 497-529; García-Quevedo (2004), pp. 81-102; Czarnitzki and
Lopes-Bento (2013), pp. 76-89; Cannari, D'Aurizio, and DeBlasio (2007), pp.
329-346; Görg and Strobl (2007), pp. 215-234; Aerts and Schmidt (2008), pp.
806-822; Hussinger (2008), pp. 729-747; Bronzini and Iachini (2014), pp. 100-134;
Zúñiga‐Vicente et al. (2014), pp. 36-67; Takalo, Tanayama, and Toivanen (2013) pp.
634-642; Becker (2015), pp. 917-942; Castellacci and Lie (2015), pp. 819-832,
Bronzini and Piselli (2016), pp. 100-134; Dimos and Pugh (2016), pp. 797-815;
Carboni (2017), pp. 282-295; Howell (2017), pp. 1136-1164; Czarnitzki and
Hussinger (2018), pp. 1324-1341; Hünermund and Czarnitzki (2019), pp. 115-124.
436) Acs et al. (2016), pp. 35-51.
437) Acs et al. (2016), pp. 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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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suggest that the optimal cluster policy should focus less on
sector specialisation in the narrow sense and more on the
networking of complementary activities between related sectors.

6.1.4. Support measures for regions at the EU level
The European Union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through the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ESI) fund.438) Five main funds are working together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in all EU countries in line with the
objectives of the Europe 2020 strategy:439)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 Cohesion Fund (CF)
∙ European Social Fund (ESF)
∙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EMFF)
∙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Regional Policy is mainly delivered through the ERDF and CF
funds.440) The European Commission formulates the objectives of
regional policy as follows: “EU regional policy is an investment
policy. It supports job creation, competitiveness, economic growth,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se
investments support the delivery of the Europe 2020 strategy.”441)

438)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
en/funding/ (accessed February 11, 2019).
439) Ibid.
440)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policy/what/investment-policy/ (accessed February
11, 2019).
441)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policy/what/investment-policy/ (accessed February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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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gional policy targets all regions and cities. The ERDF is the
largest of the five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Sapała 2016).442) For the period 2014-2020, the ERDF has a total
budget of almost EUR 200 billion to promote economic growth,
create additional jobs and reduce regional disparities (European
Investment Bank 2015). ERDF support can be provided through
grants and, increasingly, through the following financial instruments
(European Investment Bank 2015). The type of assistance depends on
the category of region. The ERDF initiative “Investing in growth and
employment” focuses on investments in four key priority areas:443)
∙ Focus on supporting research and innovation
∘ (a) improving research and innovation infrastructures
∘ (b) encouraging business investment in research and innovation,
developing

links

between enterprises,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s and the higher education sector,
technology transfer, social innovation, eco-innovation, in
particular in key technologies, and the diffusion of
multipurpose technologie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digital
agents)
∘ Develop broadband and high-speed networks and support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networks for the digital
442) Sapała (2016), pp. 1-11.
443) Regulation (EU) No 1301/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on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and on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the Investment for growth and jobs goal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080/2006, https://eur-lex.europa.eu/eli/reg/2013/1301/oj (accessed February,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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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developing ICT products and services, e-commerce and
increasing demand for ICT;
∘ strengthening ICT applications for eGovernment, e-learning,
e-Inclusion, e-Culture and eHealth
∙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 Encourage entrepreneurship, in particular by facilitating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new ideas and encouraging the
creation of new businesses, including through business
incubators.
∘ Develop and implement new business models for SMEs,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internationalisation;
∘ Support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advanced
product and service development capacities;
∘ supporting the capacity of SMEs to grow in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s.
∙ Promoting a low carbon economy.
∘ promoting energy efficiency 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in enterprises;
∘ support for energy efficiency, intelligent energy management
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in public infrastructures
∘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lligent distribution
systems operating at low and medium voltage.
∘ Promotion of low carbon strategies for all types of areas, in
particular urban areas,
∘ promoting research and innovation in low carbon technologies

Appendix • 357

and their deployment;
∘ promoting the use of high-efficiency cogeneration.
The ERDF funding allocated to these priorities depends on the
category of the region. In the more developed regions, at least 80%
of the funding must be concentrated on at least two of these
priorities; in the transitional regions this priority is 60% of the
funding; in the less developed regions it is 50%. In addition, some
ERDF funding must be specifically allocated to low-carbon
economic projects: (1) More developed regions: 20%; (2) transitional
areas: 15%; and (3) less developed regions: 12%. Areas which are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by nature (remote, mountainous or
sparsely populated areas) will be given special treatment. This is an
attempt to offset the consequences of the backwardness of these
areas. Table 6-1 shows the budget of the ERDF fund. Network
infrastructures in transport and energy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followed by Research and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of SMEs. The low-carbon economy has the smallest share. Overall,
resources are distributed relatively evenly across the four thematic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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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ERDF allocation by thematic objective

in bn EURO
Network

infrastructures in transport and energy

Research and innovation

41.8
33.2

Competitiveness of SMEs

31.6

Low-carbon economy

25.8

Source: Sapała(2016), pp. 1-11.

The political priorities of the European Union’s regional policy, in
particular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have
shifted significantly between the period 2007-2013 and the period
2014-2020. The first period was based on a redistribution
mechanism favouring the most disadvantaged regions; the second
period was mainly based on growth-oriented objectives for all
regions in the European Union. Thus, ERDF priorities have shifted
from “hard” infrastructure to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digital
agenda, R&D activit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low carbon economy and the competitiveness of SMEs (Sapała
2016).444)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evaluations of EU regional policy
for the years 1989 to 2013 is available on a website of the European
Commission.445) A summary of the impact of the ERDF is provided
by the Sixth Cohesion Report.446) The European Commission (2016)
444) Sapała (2016), pp. 1-11.
445) EC evaluations, Evaluations carried out by the Commission covering the following
periods: 2007-2013, 2000-2006, 1989-1999,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
/policy/evaluations/ec/ (accessed February 21, 2019)
446) Investment for jobs and growth Promoting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in EU
regions and cities, Sixth report on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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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s an Ex post evaluation of Cohesion Policy programmes
2007-2013 focusing on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and the Cohesion Fund.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academic
studies examining the impact of EU regional policy.447) Mohl and
Hagen (2010) summarises sixteen empirical studies to date that
analysed the impact of the EU Structural Fund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Europe.448) The overall results are not clear:
some studies find positive eﬀects, some find no effects and some
even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More recently, several
studies find a positive influence of regional policy on economic
growth in regions lagging behind (Becker et al. 2013; Pellegrini et al.
2013; Gagliardi and Percoco 2017; Percoco 2017).449) These studies
evaluate the eﬀects of regional policy using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or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pproach to consider the selectivity of regional policy. Becker et al
(2013) find a high degree of heterogeneity in the growth effects of
regional policy.450) According to Becker et al. (2013), success
depends on the level of human capital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in the recipient regions. Gagliardi and Percoco (2017) note that the
effect is mainly due to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rural areas
close to the main urban agglomerations.451) Favourable geography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offic/official/reports/cohesion6/6c
r_en.pdf (accessed February 21, 2019).
447) European Commission (2016), pp. 2-50.
448) Mohl and Hagen (2010), pp. 353-365.
449) Becker et al. (2013), pp. 29-77; Pellegrini et al. (2013), pp. 217-233; Gagliardi and
Percoco (2017), pp. 857-868; Percoco (2017), pp. 833-843.
450) Becker et al. (2013), pp. 29-77.
451) Gagliardi and Percoco (2017), pp. 85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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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rogressive suburbanisation of the rural landscape created
new opportunities for urban rural areas and thus strengthened the
impact of policy.

6.1.5. Summary
This chapter has given an overview of support measures to
declining to firms in declining industries and regions.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measures was discussed based on the
literature, including investment support for enterprises, support for
R&D and innovation, broadband internet and infrastructure
measures in general. The results of the studies show that both
support for broadband Internet and innovation activities can help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structural change. There are also
positive results from investment support measures. Evidence on
investments in public infrastructure is mixed. The establishment of
new universities can influence the local economy. However, all
these measures take a very long time to take effect and success only
comes after a long adaptation period.
The general conclusion is to move from partial and often sectoral
interventions to a more general approach, with a focus on
innovation and incentives for private investment, and investment in
a modern broadband Internet. This supports a wide range of
businesses, not just shrinking industries. This kind of reorientation
of industrial policy towards a more general approach has been
extensively documented in the literature (Aiginger 2014; Aiginger
and Sieber 2006; Peneder 2016; Pianta 2014; Rodrik 2004; Stigl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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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and Monga 2013).452)
The European Commission follows a broader approach. It
supports R&D, innovation, productive investment, broadband
Internet and other general technologies. Another priority is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6.2. An analysis of the EU R&D budget in the
area of societal challenges
6.2.1. Introduction
The Framework Programme (FP)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a funding programme of the European Union to
support and encourage research in the European Research Area
(ERA) (European Commission 2011).453) The aim of this section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European Union’s research funding in
the field of societal challenges. The Horizon 2020 database at the
individual level will be analysed in order to gain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e projects in the field of societal challeng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Horizon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has
focused its research on societal challenges.
The first Framework Programmes (FP1) started in 1984. After FP7
the name is changed to “Horizon 2020” for FP 8. The specific
452) Aiginger (2014), pp. 2-25; Aiginger and Sieber (2006), pp. 2-25; Peneder (2016), pp.
1-31; Pianta (2014), pp. 277-305; Rodrik (2004), pp. 1-42; Stiglitz, Lin, and Monga
(2013), pp. 1-18.
453) European Commission (2011), p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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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ctions and budget vary according to the funding period.
In FP6 and FP7, the focus was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European Commission 2011).454)
In the H2020 programme, the focus is broader and includes
so-called grand societ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natural
resource scarcity, green transportation and energy, ageing, and
improved healthcare (European Commission 2011).455) The H2020
program is essentially a pillar of the EU 2020 strategy for promoting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6.2.2. H2020 programme
The budget of EU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H2020 for the period 2014-2020 is about € 75-77 billion
(European Commission 2013).456) Horizon 2020 is thus the world’s
largest transnational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The
forms of financing and funding range from basic research to
innovative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 launch. Research and
technology institutions, universities, companies and cooperation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are key target groups for Horizon
2020. The budget of the H2020 programme represents 7–8 per cent
of the European Union’s budget to be spent between 2014 and 2020
(European Commission 2011).457) This is an increase by € 17 billion
as compared to the previous FP 7 programme or by 34 per cent in
454)
455)
456)
457)

European
European
European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Commission
Commission

(2011),
(2011),
(2013),
(2011),

pp.
pp.
pp.
pp.

2-14.
2-14.
1-30.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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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prices (Table 6-2). The budget of the new horizon
programme 2021-2027 is also planned to increase (European
Commission 2018).458) Overall,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oposed to increase investment in research and innovation to €
114.8 billion for the period 2021-2027 of which Horizon Europe is
allocated €97.6 billion, or 86 per cent of the total EU R&D budget
(European Commission 2018).459)

Table 6-2. Overview of the budget of the different EU framework programmes

Framework

Budget (billions of

Budget (index in

Programme

€ current prices)

constant prices)

Change to previous
period in constant
prices in per cent

FP1

1984–1987

3.8

FP2

1987–1991

5.4

FP3

1990–1994

6.6

FP4

1994–1998

13.2

100.0

FP5

1998–2002

15.0

108.7

FP6

2002–2006

16.3

106.4

-2

FP7

2007–2013

53.2

320.7

201

14

H2020

2014–2020

77.0

430.7

34

H2020

2021–2027

97.6

506.6

18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11, 2013, 2018).460)

The

H2020

programme

consists

of

three

different

and

complementary financing components (European Commission
2013):
∙ Research excellence (EUR 24,441 million = 32 per cent)
458) European Commission (2018), p. 5.
459) European Commission (2018), p. 5.
460) European Commission (2011), pp. 2-14; European Commission (2013), pp. 1-30;
European Commission (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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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al leadership (EUR 17,016 million = 22 per cent)
∙ Societal challenges (EUR 29,679 million = 38 per cent)
The first pillar “Research excellence” support the best project
ideas and the most talented and creative researchers. It will provide
access to world-class research infrastructures that will enable
Europe to attract the best researchers in the world. This area
includes

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emerging

technologies, Marie Curie Actions and research infrastructures. The
overall budget for the six year period is EUR 24,441 which is equal
to a share of 32 per cent (European Commission 2013).461)
The second pillar “Industrial leadership” aims to maximize the
growth potential of European SMEs so that they can become world
leaders. It enables significant investment in industrial technologies,
innovation in SMEs and access to risk finance. It also includes the
leadership of Key Enabling Technologies (KETs). Funding excellent
research and industrial leadership have always been one of the
major Framework Programme goals. Horizon 2020, “industrial
leadership” also brings with it another important new element:
financing the risky and costly construction of production plants for
pilot

projects

(example

CO2-free

production

of

hydrogen

electrolysis plant) (European Commission 2013).462) This funding
approach is new and goes beyond the classical linear innovation
support model - from basic scientific discoveries to technology
development to marketable products (Montalvo and Leijten 2015).
461) European Commission (2013), pp. 1-30.
462) European Commission (2013), p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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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verall budget is EUR 17,016 million (European Commission
2013).463)
The third pillar “Societal challenges” addresses the main social
concerns and EU policy objectives such as health and wellbeing,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green transportation and
energy supply, security and ageing. Thus, the programme tries to
address the grand challenges or major societal challenges. The
budget for research in societal challenges between the period
2014-2020 is EUR 29,679 million which is equal to proportion of 38
th

per cent. This is a strong increase compared to 7

framework

programme with aproportion of 22 percent or12,110million (Table
6-3) (European Commission 2013).464)

Table 6-3. Overview of the budget of the 7th EU framework programme

€
million
Cooperation Collaborative research
of which Health, Energy, Environment (including climate change),
Socio-economic sciences and Humanities and Security

32,365
12,110

Ideas- European Research Council (Frontier research actions)

7,460

People- Human Potential, Marie Curie actions

4,728

Capacities- Research capacities, Research infrastructures

4,217

Nuclear research and training

2,751

Joint Research Centre
Total
Source: European Union (2006).

463) European Commission (2013), p. 4.
464) European Commission (201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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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53,272

The current EU R&D and technology funding programme
2014-2020 is structured as follows (European Commission 2011,
2013).465)
∙ Excellent Science
∘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FET)
∘ Marie-Sklodowska-Curie Actions
∘ Research Infrastructures
∙ Industrial Leadership
∘ Leadership in enabling and industrial technologies (LEI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Nanotechnologies
∘ Advanced materials
∘ Biotechnology
∘ Advanced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 Space
∘ Access to risk finance
∘ Innovation in SMEs
∙ Societal Challenges
∘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H2020-EU.3.1)
∘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and
maritime and inland water research and the bioeconomy
(H2020-EU.3.2)
∘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H2020-EU.3.3)
∘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H2020-EU.3.4)
465) European Commission (2011 p. 5, 201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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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te action, environment,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 (H2020-EU.3.5)
∘ Europe in a changing world - inclusive, innovative and
reflective societies (H2020-EU.3.6)
∘ Secure societies - protecting freedom and security of Europe
and its citizens (H2020-EU.3.7)
∙ Other topics
∘ Spreading excellence and widening participation
∘ Science with and for Society
∘ The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
∘ Euratom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 2014-2018.
The background of the H2020 program was the 2008/2009
economic crisis, with subsequent rising unemployment,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and the increasing awareness that something
must be done to tackle climate change (European Commission
2011).466) Another motivation is the recognition that advanced
economies face a growing number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This includes significant demographic
changes due to declining birth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At the same time, migration pressure is expected to persist (Grimm

et al. 2013).467)
The new idea is that innovation policy can help to address urgent
societal challeng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calls for “more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i.e. better governance
466) European Commission (2011), p. 3.
467) Grimm et al. (2013), pp. 43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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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such as anticipation, participation, reflection and
transparency, to ensure that the process and focus of R & D and
innovation better addresses societal preferences and concerns about
ethics and ethics take into account issues of sustainability (Coenen,
Hansen and Rekers 2015; Edler and Fagerberg 2017).468)
The EC has listed several success stories thanks to EU 2020
funding (European Commission 2018).
∙ Solar jet fuel (fuel from water and carbon dioxide)
∙ Robot care (robots are helping the young and the old)
∙ Never ending battery e development of a super battery
∙ Dream house (more cost-effective and resource efficient housing)
∙ Greener water transport (a 100% electric ferry)
∙ Crops for cosmetics (production of cosmetics and bio-plastics
based on oil extracted from seeds from a hardy non-food crop)
The next framework programme has similar objectives than
H2020. According to the EC H02021-2027 has following goals
(European Commission 2018):469)
∙ Strengthen EU science and technology thanks to increased
investment in highly skilled people and cutting-edge research;
∙ Foster the EU’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its innovation
performance, notably supporting market-creating innovation
via the European Innovation Council and the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468) Coenen, Hansen and Rekers (2015), pp. 483-496; Edler and Fagerberg (2017), pp.
2-23.
469) European Commission (2018),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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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 on the EU’s strategic priorities, such as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d tackle global challenges that
affect the quality of our daily lives.
As in the H2020 societal needs and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other global challenges
account for an important part.

6.2.3. H2020 projects in the field of societal challenges
The next step is a detailed analysis of the H2020 funded projects
in the field of societal challenges (SC). H2020 SC cover seven
subcategories. The largest funding line is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7.5 bn) followed by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6.8 bn) and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6.3 bn) (Table 6-4). Food security and climate action
are in the middle with €3.9 bn and €3.1 bn. The smallest
programmes are “Europe in a changing world: inclusive, innovative,
reflective societies” and “Secure societies - protecting freedom and
security of Europe and its citizens.”

Table 6-4. Overview of the budget for the H2020 programme societal challenges
for the period 2014-2020
Budget in
billion Euro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7.5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and maritime
and inland water research and the bioeconomy

3.9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6.8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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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 Continued
Budget in
billion Euro
Climate action, environment and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

3.1

Europe in a changing world: inclusive, innovative, reflective societies

1.3

Secure societies - protecting freedom and security of Europe and its
citizens

1.7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13).

Table 6-5 gives an overview of distribution of the signed H2020
projects by field of societal challenges for the period 2014-2018
(mid November 2018). The data originate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website.470)
It includes information on interactive data on H2020 proposals,
success rates, funded projects and participants. The number of
signed H2020 projects in the field of societal challenges is 4736 of
which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account for 1163
projects.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is almost similar
frequent with 1007 projects. These two largest accounts for 46 per
cent of all signed projects and 44 per cent of the EU budget in the
field of societal challenges. The remaining subcategories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account for 789 projects;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and maritime
and inland water research and the bioeconomy” accounts for 657
projects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for 789 projects.

470) Horizon Dashboard, interactive data on H2020 proposals, success rates, funded
projects and participants, 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top
/en/projectresults/index.html (accessed Novembe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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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maining programmes “Europe in a changing world: inclusive,
innovative, reflective societies” and “Secure societies - protecting
freedom and security of Europe and its citizens” are relative small
programmes with 295 and 294 projects. The average EU contribution
for each H2020 project is € 2.8 million with the highest for projects
in the field of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Table 6-5. Overview of the budget of the H2020 programme by subgroup

EU

EU

signed contributioni

Contribution
per
signedcontrac

contracts

nmillion€

20167

35560

1.8

4736

13360

2.8

789

2780

3.5

657

1790

2.7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1007

2820

2.8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1163

3110

2.7

530

1530

2.9

295

522

1.8

294

803

2.7

total 2014-2018
Societal challenges

tinmillion€

of which: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and maritime and inland water
research and the bioeconomy

Climate action, environment and
resourceefficiencyandrawmaterials
Europe in an changing world:
inclusive, innovative, reflective societies
Secure societies - protecting freedom and
security of Europe and its citizens
Societal challenges cross theme
Cross-theme
Euratom and training programmes
Excellence science
Industrial Leadership

1
112

229

2.0

51

640

12.6

11431

13500

1.2

3531

709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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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5. Continued

EU

EU

signed contributioni

Contribution
per
signedcontrac

contracts

nmillion€

Science with and for society

102

214

2.1

Spreading excellence and widening participation

204

527

2.6

9

8

0.9

210

108

0.5

Access to risk finance
Advanced Manufacturing and Process Technologies

tinmillion€

Advanced Materials

85

498

5.9

Biotechnology

94

211

2.2

Source: Horizon Dashboard, interactive data on H2020 proposals, success rates, funded projects and
participants, 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
(accessed November 21, 2018).

The database also includes information on the coordinating
country of the signed H2020 projects.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s of signed H2020
projects in the field of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while France and The Netherlands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in the category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water and bio economy” (Table 6-6).
Coordinators in Spain achieve the highest proportion in three
categories: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and “Climate action, environment,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 Coordinators in the UK are leading in
Europe in the category “changing world - inclusive, innovative and
reflective societies” while Mediterranean countries account for
almost half of the H2020 projects in the field “Secure societies protecting freedom and security of Europe and its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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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6. H2020 projects by coordinating countries

Food
Health,

Europe in a

Climate

security,
sustainable

demographic agriculture

action,

Secure,

Smart,

clean and

green and

change and

and forestry, efficient

integrated

wellbeing

marine,

transport

energy

environment,
resource
efficiency
and raw

water,

materials

bio economy

Secure

changing

societies -

world -

protecting

inclusive,

freedom

innovative

and security

and

of Europe

reflective

and its

societies

citizens

(H2020-EU.3.1) (H2020-EU.3.2) (H2020-EU.3.3) (H2020-EU.3.4) (H2020-EU.3.5) (H2020-EU.3.6) (H2020-EU.3.7)
Austria (AT)

1.5

0.8

4.3

5.0

3.4

3.7

Belgium (BE)

4.6

4.2

5.9

8.9

4.9

6.1

2.7

Germany DE

13.7

7.9

12.9

14.9

10.2

12.8

8.0

Denmark DK

2.9

4.2

1.6

0.8

1.0

1.8

0.0

Greece (EL)

2.9

3.8

3.8

2.4

2.9

8.5

14.2

Spain (ES)

13.1

11.7

17.3

16.8

18.5

9.8

15.0

France (FR)

8.3

15.8

8.1

12.5

10.2

6.1

5.3

Italy (IT)

7.1

10.4

13.5

11.9

11.7

9.8

15.9

Netherlands (NL)

4.4

14.3

13.3

5.1

5.3

9.8

7.9

3.5

Portugal (PT)

1.0

0.8

1.6

1.5

1.5

1.8

1.8

Sweden (SE)

5.4

2.5

1.9

2.4

2.9

2.4

0.9

15.2

10.0

10.2

11.6

11.2

14.0

12.4

10.0

14.6

13.7

6.2

11.7

15.2

15.9

United Kingdom
(UK)
Other

Source: Horizon Dashboard, interactive data on H2020 proposals, success rates, funded projects and
participants, 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
(accessed November 21, 2018).

Table

6-7

contains

information

on

the

most

successful

coordinating institutions in receiving H2020 projects. Information is
restricted to the four largest EU countries. As expected technical
universities are most successful in attracting H2020 projects. In
France and Germany, the biggest receivers are large research
institutions (German Aerospace Center, Fraunhofer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Applied Research, French Alternative Energies and
Atomic Energ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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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H2020 projects in the field of Societal challenges by coordinating
institution (five and more h2020 SC projects during 2014-2018)
Number
of H2020
projects
United Kingdom
University College London

14

The Welding Institute (twi limited)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11
10
10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The University of Sheffield
The Chancellor, Masters and Scholars of the University of Oxford

9
8
7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Element energy limited
The University of Edinburgh

7
5
5

The University of Exeter
Ital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Consiglio Nazionale Delle Ricerche)

5
18

University of Bologna (Alma mater studiorum Università di Bologna )
Technical university Milan Politecnico Di Milano
Technical university Turin Politecnico Di Torino

14
9
8

Engineering Ingegneria Informatica SpA
Rina Consulting Spa (consulting & engineering services)
Italian Aerospace Research Centre (Centro Italiano Ricerche Aerospaziali - CIRA)

7
6
5

Deep Blue Srl ( research and consultancy with a focus on human-centric designed solutions
France
French Alternative Energies and Atomic Energy Commission (Commissariat à l'énergie

5

atomique et aux énergies alternatives)
The 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INRA, pronounced [in?a]; English: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 national de la santé et de la
recherche médical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18
16
13
10

Office National D'etudes Et De Recher..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Germany

8
7

German Aerospace Center
Fraunhofer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Applied Research (Die Fraunhofer-Gesellschaft

36

zur Fö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24

Technical University Munich (Technische Universitaet Muenchen)
Eberhard Karls Universitaet University (Eberhard Karls Universitaet Tuebingen)
Research Centre Juelich (Forschungszentrum Julich) Gmbh

9
5
5

Technical University Dresden (Technische Universitaet Dresden)

5

Source: Horizon Dashboard, interactive data on H2020 proposals, success rates, funded projects and
participants, 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
(accessed Novembe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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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8 contains a detailed list of the largest H2020 SC projects.
The most frequent H2020 projects in the area “Climate action,
environment and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 include
projects in the field eco-innovations and a sustainable supply of raw
materials. The most frequently funded areas are support measures
to improve the air quality and reducing the carbon, steps towards a
circular economy, new solutions for sustainable production of raw
materials. The biggest beneficiaries are SMEs and the geographic
focus are cities and the Atlantic marine ecosystem.
The signed H2020 contracts in the field of “Europe in a changing
world: inclusive, innovative, reflective societies” have a focus on ICT
and e-government applications. The programme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and maritime and
inland water research, and the Bioeconomy” include H2020 projects
in sustainable and competitive agriculture, forestry, agri-food and
bio-based sector and resource-efficient eco-innovative food
production and processing
The largest programme “Health, Well-Being and Ageing” focus on
ICT solutions. Example are service robotics. Classical technologies
and fields such as development of new diagnostic tools and
technologies and new therapies for chronic diseases account for a
large share of the budget. Box 6-2 gives two examples of H2020
projects in the area of ageing and robots.

376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Box 6-2. Continued. Examples of H2020 projects
in “Health, Well-Being and Ageing” (H2020-EU.3.1.4).

Project name: WE4AHA. Title: Widening the support for large scale uptake of
Digital Innovation for Active and Healthy Ageing.
Time period: 2017-09-01 to 2020-12-31. Project description: "WE4AHA will
advance the effective, large-scale uptake and impact of Digital Innovation for Active
and Healthy Ageing (AHA), building on a comprehensive set of support and
promotion services. Through WE4AHA’s centralised administration, coordination and
external communication, the relevant stakeholders will be mobilised to help develop
and implement three EU guided activities: Innovation to Market (I2M), Blueprint
Digital Transformation of Health and Care for the Ageing Society, and EIP on AHA.
WE4AHA will support the definition and execution of an I2M plan, further
development of the Blueprint to drive the policy vision on digital innovation, and
the consolidation of EIP on AHA Action Groups and Reference Sites. It will connect
demand- and supply-side stakeholders through matchmaking, twinning, assessing
innovative interventions using MAFEIP, and fostering engagement and many other
support activities. It will leverage additional private and public investments by
mobilising a growing number of stakeholders in Europe’s digital health and care and
silver

economy

sectors

- industry,

public

authorities,

end

users,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ors, insurers, and research communities committed to innovate on
a large-scale.
WE4AHA will draw on its numerous, strong synergies and links to relevant H2020
R&I actions and other EU and international programmes. The highly interdisciplinary
consortium will ensure the proper execution of the work plan by leveraging the
partners’ access to expertise and evidence. The consortium composition is an
unparalleled matching of partners with strategic competences in health and active
ageing and leading experts in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innovation oriented to
business, ICT enabling technologies, stakeholder engagement, communication,
dissemination and the multiplier effect. Additional support is provided through a
pool of experts and an Advisory Board of key stakeholder organisations with
high-level competences in relevant fields."
EU contribution: EUR 2,000,000
Lead institution: FUNKA NU AB

SE, Partners:

Empirica Gesellschaft fuer Kommunikations- und Technologie Forschung mbh
Azienda ospedaliera universitaria federico
European health telematics association
European regions research and innovation network
Connected health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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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2. Continued

The Lisbon council for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social renewal
Ticbiomed tecnologias de la informacion para la salud en la region de murcia
asociacion
Age platform Europe; Project name: “RADIO”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H2020-EU.3.1 Title: “Robots in assisted living environments: Unobtrusive, efficient,
reliable and modular solutions for independent ageing” Start: 2015-04-01, end:
2018-03-31. Project description: "Demographic and epidemiologic transitions have
brought a new health care paradigm with the presence of both, growing elderly
population and chronic diseases.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as well as the need
for long-term care. Institutional care for the aged population faces economical
struggles with low staffing ratios and consequent quality problems.
Although the aforementioned implications of ageing impose societal challenges, at
the same time new opportunities arise for the European citizens, the healthcare
systems as well as the industry and the European market.
Two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assistive environments and independent
living are user acceptance and unobtrusiveness. Mostly explored in a smart home
setup and the unobtrusive installation of audio-visual monitoring equipment, the
consensus is that users accept monitoring if they are not constantly aware of its
presence. A more recent trend is home assistant robots. These two lines of
development have for the most part ran without heavil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even more so, without developing integrated solutions that combine smart
home automation with robotics. In RADIO, we will develop an integrated smart
home/assistant robot system, with the objective of pursuing a novel approach to
acceptance and unobtrusiveness: a system where sensing equipment is not
discrete but an obvious and accepted part of the user’s daily life.
By using the integrated smart home/assistant robot system as the sensing
equipment for health monitoring, we mask the functionality of the sensors rather
than the sensors themselves. In this manner, sensors do not need to be discrete
and distant or masked and cumbersome to install; they do however need to be
perceived as a natural component of the smart home/assistant robot functionalities.
EU contribution: EUR 3,805,625
Lead: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DEMOKRITOS"" (Greece)
Partners:
Robotnik Automation Sll (ES)
Aphoi Koumanakou & Sia Ee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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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2. Continued

Fundacion Privada Hospital Asil Degranollers (ES)
Echnologiko Ekpaideftiko Idryma (Tei) Dytikis Elladas (GR)
Avn Innovative Technology Solutions Limited (UK)
Ruhr-Universitaet Bochum (DE)
Sensing & Control Systems Sl (ES)
Fondazione Santa Lucia (IT)
Source: Horizon Dashboard, interactive data on H2020 proposals, success rates, funded projects and
participants, 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
(accessed November 20, 2018).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includes projects in area of low
carbon and efficient energy system,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of
renewable electricity and heating/cooling, smart grids, storage and
energy system integration with increasing share of renewables and
pre-commercial production of advanced aviation biofuel.
The H2020 programme in the area of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has funded different transportation systems including:
∙ Technologies for low emission light duty powertrains,
∙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of
aviation
∙ Electric two-wheelers and new ultra-light vehicle concepts
∙ Emission free vessels
∙ Few Engines
∙ New Large Passengers Aircraft
∙ New Airframes
∙ Automation pilots for passenger cars
∙ Large scale demonstration of Hydrogen Refuelling St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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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EV road vehicles
∙ Large scale validation of fuel cell bus fleets
∙ Refuelling infrastructure for road vehicles

6.2.4. Summary
This section provided an overview of the H2020 programmes in
the field of societal challenges. With the H2020 programm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changed their research focus towards
societal challenges. This includes migration, ageing of the
population and climate change. Overcoming these challenges is a
common task tha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Much of these
programmes flow into basic research conducted at university and
research organisations.

Table 6-8. List of funded H2020 projects in the area of societal challenges
by subcategory

H2020
Topic Description

EU

Signed

contribution

Grants
Climate action, environment and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
Advanced Earth-system models

2

29.3

Demonstrating innovative nature-based solutions in cities

8

98.3

Demonstration/pilot activities

8

53.5

131

39.0

152

61.4

5

32.2

Boosting the potential of small businesses for eco-innovation and a
sustainable supply of raw materials
Boosting the potential of small businesses in the areas of climate action,
environment,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
Disaster Resilience & Climate Change topic 1: Science and innovation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from assessing costs, risks and
opportunities to demonstration of option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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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8. Continued

H2020
Topic Description

EU

Signed

contribution

Grants
Eco-innovative solutions

11

86.4

First application and market replication

11

34.9

3

19.0

2

19.1

Improving the air quality and reducing the carbon footprint of European cities
Improving the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exploitation of Atlantic marine
ecosystems
Moving towards a circular economy through industrial symbiosis
New solutions for sustainable production of raw materials

5

42.6

10

61.7

6

28.2

6

70.4

15

115.0

Pathways towards the decarbonisation and resilience of the European
economy in the timeframe 2030-2050 and beyond Raw materials Innovation
actions
Raw materials Innovation actions
Systemic, eco-innovative approaches for the circular economy: large-scale
demonstration projects
Europe in an changing world: inclusive, innovative, reflective societies
European societies after the crisis
ICT-enabled open government
Innovative mobile e-government applications by SMEs

6

14.5

10

25.7

9

4.9

New business models for inclusive, innovative and reflective societies

64

22.3

SME business model innovation

35

11.1

76

30.3

5

16.0

6

25.1

7

26.4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Accelerating market introduction of ICT solutions for Health, Well-Being and
Ageing Well
Advancing active and healthy ageing with ICT:
ICTsolutionsforindependentlivingwithcognitiveimpairment
Advancing active and healthy ageing with ICT:
Earlyriskdetectionandintervention
Advancing active and healthy ageing with ICT:
serviceroboticswithinassistedlivingenvironments
Advancing bioinformatics to meet biomedical and clinical needs

8

23.5

Big Data supporting Public Health policies

6

27.9

195

110.3

23

132.3

9

47.8

8

47.4

Clinical research for the validation of biomarkers and/or diagnostic medical
devices
Clinical research on regenerative medicine
Development of new diagnostic tools and technologies: in vitro devices,
assays and platforms
Development of new diagnostic tools and technologies: in vivo medical
imag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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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8. Continued

H2020
Topic Description

EU

Signed

contribution

Grants
Diagnostic characterisation of rare diseases
Ebola and other filoviral haemorrhagic fevers (Ebola+) programme: future
outbreaks
Implementation research for scaling-up of evidence based innovations and
good practice in Europe
Networking and optimising the use of population and patient cohorts at EU
level
New concepts in patient stratification

2

31.2

3

44.1

7

39.8

6

57.0

7

44.5

New therapies for chronic diseases

13

74.7

New therapies for chronic non-communicable diseases

10

58.9

New therapies for rare diseases

20

119.8

Personalised coaching for well-being and care of people as they age

8

32.5

Personalised medicine approaches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1

55.0

Self management of health and disease: citizen engagement and mHealth
Supporting innovative SMEs in the healthcare biotechnology sector

14

62.9

107

112.9

The European Human Biomonitoring Initiative

1

49.9

Tools and technologies for advanced therapies

6

34.2

8

45.5

7

38.1

14

82.3

6

46.8

154

62.0

Resource-efficient eco-innovative food production and processing

45

22.5

Thematic Networks compiling knowledge ready for practice

12

24.0

5

23.2

3

22.4

2

46.3

2

21.6

1

45.0

Understanding common mechanisms of diseases and their relevance in
co-morbidities
Understanding disease: systems medicine
Understanding health, ageing and disease: determinants, risk factors and
pathways
Vaccine development for malaria and/or neglected infectious diseases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andmaritimeandinlandwaterresearch,andtheBioeconomy;
Stimulating the innovation potential of SMEs for sustainable
andcompetitiveagriculture,forestry,agri-foodandbio-basedsectors

ERA-NET Cofund: Public-Public Partnerships in the bioeconomy
Valorisation of agricultural residues and side streams from the agro-food
industry
From lignocellulosic feedstock to advanced bio-based chemicals, materials
or ethanol
Valorisation of the organic content of Municipal Solid Waste, contributing to
the renewable circular economy
Co-fund on One Health (zoonoses – emerging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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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8. Continued

H2020
Topic Description

EU

Signed

contribution

Grants
Valorisation of cellulose into new added value products
Converting bio-based feedstocks via chemical building blocks into advanced
materials for market applications
Valorisation of by-products or waste-streams from the
foodprocessingindustryintohighadded-valueproductsformarketapplications
Integrated ‘zero waste’ biorefinery utilising all fractions
ofthefeedstockforproductionofchemicalsandmaterials

1

27.4

1

25.0

1

22.0

1

21.0

410

99.5

32

149.0

37

59.6

17

65.2

12

57.6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Stimulating the innovation potential of SMEs for a low carbon and efficient
energy system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of renewable electricity and
heating/cooling
Stimulating the innovation potential of SMEs for a low carbon energy
system
Next generation innovative technologies enabling smart grids,
storage and energy system integration with increasing share of renewables:
distribution network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of renewable electricity and
heating/cooling
Distribution grid and retail market

10

58.0

8

117.2

3

71.8

3

42.4

3

40.3

Demonstration of the most promising advanced biofuel pathways

3

37.6

Demonstrating advanced biofuel technologies

2

30.2

Scaling up in the ocean energy sector to arrays

2

29.9

Large scale energy storage

2

25.0

2

21.7

2

20.0

171

43.9

10

33.5

9

49.3

Demonstration of renewable electricity and heating/cooling technologies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solutions integrating energy, transport, ICT
sectors through lighthouse (large scale demonstration - first of the kind) projects
Transmission grid and wholesale market
Enabling decarbonisation of the fossil fuel-based power sector and energy
intensive industry through CCS

Enabling decarbonisation of the fossil fuel-based power sector and energy
intensive industry through CCS
Enabling pre-commercial production of advanced aviation biofuel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for Transport
Breakthrough innovation
Competitiveness of European Aviation through cost efficiency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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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8. Continued

H2020
Topic Description

EU

Signed

contribution

Grants
Maintaining industrial leadership in aeronautics

8

49.1

Technologies for low emission light duty powertrains

7

43.9

Reducing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of aviation

6

37.6

Electric two-wheelers and new ultra-light vehicle concepts

5

31.8

3

51.6

Demonstrating and testing innovative solutions for cleaner and better urban
transport and mobility
Towards the energy efficient and emission free vessel

3

47.7

Engines

1

131.4

Large Passengers Aircraft

1

124.7

Airframes

1

117.4

Systems

1

85.0

Fast Rotorcraft

1

69.2

Automation pilots for passenger cars

1

36.0

Regional Aircraft

1

35.5

1

35.0

Large scale validation of fuel cell bus fleets

1

32.0

Large scale demonstration of refuelling infrastructure for road vehicles

1

32.0

1

25.0

71

29.0

10

33.4

9

45.4

7

19.7

6

45.8

6

20.7

Large scale demonstration of Hydrogen Refuelling Stations and FCEV road
vehicles
- including buses and on site electrolysis

Large scale demonstration in preparation for a wider roll-out
of fuel cell bus fleets (FCB) including new cities – Phase two
Secure societies - protecting freedom and security of Europe and its
citizens.
Engaging SMEs in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Pan European Networks of practitioners and other actors in the field of
security
Technologies for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mitigation
in the context of fight against crime and terrorism
Cybersecurity PPP: Privacy, Data Protection, Digital Identities
Prevention, detection, response and mitigation of the combination
ofphysicalandcyberthreatstothecriticalinfrastructureofEurope.
Cybersecurity PPP: Addressing Advanced Cyber Security Threats and Threat
Actors

Source: Horizon Dashboard, interactive data on H2020 proposals, success rates, funded projects and
participants, http://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portal/desktop/en/projectresults/index.html
(accessed Novembe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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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ase Studies in ‘new skills and jobs’
The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initiative is one of the seven
initiatives of the EU2020 strategy. This strategy emphasises the
modernisation of labour markets by enabling workers to develop
and improve skills throughout their working lives (European
Commission 2010, 2011, 2016).471) The main objective of this
flagship initiative is to increas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better match supply and demand. As 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s relatively high, this initiative is mainly aimed at women.
Consequently, Case Study 1 analyses the drivers of female
participation in Europ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is
also growing in EU Member States (European Commission 2010,
2011). Today, education policy, 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are of great importance to policy makers. According to the
European Commission (2010, 2011, 2016), companies report
increasing imbalances and difficulties in finding the right skills for
their changing needs.472) The EU 2020 strategy identifies five key
priorities for higher education in the EU: (ⅰ) increasing the number
of graduates; (ⅱ) improving the quality and relevance of teaching
and learning; (ⅲ) promoting student and staff mobility and
cross-border cooperation; (ⅳ) strengthening the ‘knowledge
triangle’ linking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and (ⅴ)
471) European Commission (2010 pp. 1-20, 2011 pp. 1-19, 2016 pp. 1-17).
472) European Commission (2010 pp. 1-20, 2011 pp. 1-19, 2016 p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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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effective governance and funding mechanisms for
higher education. Case study 2 on the links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industry is linked to this EU 2020 strategy.

7.1. Female labour participation
7.1.1. Introduction
This chapter examines the factors underlying the increase in
labour participation of women. It summarises the current literature
and provides stylised facts for the EU Member States. A special focus
is put on the role of policy factors. A stylised fact is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in the labour market. This can be
observed in all advanced countries, except for the USA, where the
employment rate is stagnating or falling as for women without
formal qualifications. Black, Breitwieser and Schanzenbach (2017)
show that labour force participation among US women fell by 3.5
percentage points between 2000-2016.473)
Eckstein and Lifshitz (2011) believe that the increase in women’s
employment rate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conomic changes
that has occurred in the last century.474)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is not the only change that has occurred
in society in recent years. There has also been a dramatic decline in
fertility and greater parental investment in children; a significant
decline in marriage; a higher degree of positive assortative mating;
473) Black, Breitwieser and Schanzenbach (2017), pp. 2-23.
474) Eckstein and Lifshitz (2011), pp. 167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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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children living with a single mother; and changes in social
norms governing the role of married women in the workplace
(Greenwood, Guner and Vandenbroucke 2017).475)

7.1.2. Evolution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Europe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EU 2020 strategy is to raise the
EU employment rate of persons 20-64 years old to at least 75 per
cent by 2020.476) Since the male employment rate in 2017 is already
78 percent, the target is primarily aimed at women. Against the
background of a rapidly ageing population,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women in employment could help to mitigate the
effects of a shrinking labour force. In 2017, the EU employment rate
for persons aged 20-64 reached 72 per cent, the highest rate ever
recorded (Eurostat 2018) (Figure 7-1). This is an increase of 3.5
percentage points as compared to 2010 and 5.3 percentage points
as compared to 2001. The female participation in the EU28 is higher
than in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about 60 per cent) (Source: OECDstats).477)
The increase in the overall employment rate in the EU28 is mainly
due to the increase on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Since 2002,
475) Greenwood, Guner and Vandenbroucke (2017), pp. 1346-1434.
476) This section is based on Eurostat (2018), Employment statistics, https://ec.europa.
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mployment_statistics and https://
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mployment_statistics#E
mployment_rates_by_sex.2C_age_and_educational_attainment_level (accessed November
21, 2018).
477)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https://data.oecd.org/emp/labour-force-participa
tion-rate.htm (accessed December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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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verall female employment rate of 20-64 aged in the EU28 has
increased, with an increase of 8.3 percentage points at EU level
(Figure 7-1). Among the larger EU countries, the largest increases in
female employment rates between 2002 and 2017 can be observed
in Germany (+13 percentage points). Between 2010 and 2017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is most pronounced in
the Czech Republic (10 percentage points), Germany (6 percentage
points), Sweden (5 percentage points), United Kingdom and in
several smaller EU member states. The increase in Germany and
Sweden is remarkable, as in both countries the female employment
rate is well above the EU28 average. In 2017, the highest female
employment rates are recorded in Iceland (85 per cent) and Sweden
(80 per cent), while the lowest female employment rates can be
observed in Greece (48 per cent) and Italy (53 per cent).
Despite the strong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for men in 2017
is still higher than for women in all EU Member States, but the
employment gap at EU level has narrowed. Meanwhile, the
difference in the employment rate between women and men at EU
level narrowed from 17.3 percentage points in 2002 to 11.5
percentage points in 2017 (67 per cent versus 78 per 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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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 Employment rate by sex, age group 20-64, 1993-2016

Source: Eurostat, Employment and activity by sex and age - annual data [online data code: lfsi_emp_a]
From 20 to 64 years; percentage of total population (resident population concept – LFS),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lfsi_emp_a&lang=enM (accessed November,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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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end can be observed in 23 out of 28 EU Member States.
Traditionally, women tend to take on more family responsibilities
than men and are therefore often less involved in the labour market.
Historically, low level of educational qualification and the effect of
fertility are regarded as factors for low female participation rates.
Table 7-1 shows the evolution of the female participation rate by
age class for the EU28 member states and two EFTA countries (CH
and NO) for the period 2010-2017. The time period is restricted to
the period after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to avoid short
term impacts on the participation rate. The increase in the female
employment rate in the EU28 between 2010 and 2017 can be
observed in all age groups, but most strongly in the 50-64 age group,
with an increase of 10 percentage points. The increase can be
observed for all EU member states unlike for the younger age classes
where there is more variety. For the 25-29 and 30-34 age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s are 0.3 and 0.7 percentage points
respectively. The corresponding change for the age classes 35-39
and 40-44 years is 1.1 and 1.3 percentage points, respectively.
Overall there is clear pattern between age and change in the
participation rate. The younger the women the low the increase in
the participation rate is. This also indicates that family-friendly
policies play only a minor role in explaining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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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Labour participation rate of women by age category

From 25 to 29 years
2010

2017

change

From 30 to 34 years
2010

2017

Change

From 35 to 39 years
2010

2017

change

EU28

76.8

77.1

0.3

77.8

78.5

0.7

79.5

80.6

1.1

Belgium

83.6

79.5

-4.1

84.4

80.9

-3.5

85.3

81.4

-3.9

Bulgaria

68.7

65.1

-3.6

76.0

77.0

1.0

83.5

82.2

-1.3

Czechia

67.1

70.0

2.9

64.7

68.5

3.8

80.8

78.3

-2.5

Denmark

79.8

76.2

-3.6

85.5

80.3

-5.2

85.2

83.8

-1.4

Germany

77.6

78.6

1.0

77.9

79.6

1.7

80.0

80.8

0.8

Estonia

76.1

76.1

0.0

74.9

74.5

-0.4

85.0

81.6

-3.4

Ireland

79.1

79.1

0.0

77.0

78.7

1.7

70.4

78.1

7.7

Greece

78.9

77.3

-1.6

75.8

80.1

4.3

76.4

82.1

5.7

Spain

85.0

83.1

-1.9

84.4

84.2

-0.2

81.8

85.6

3.8

France

81.8

79.7

-2.1

81.4

80.8

-0.6

84.3

82.4

-1.9
3.9

Croatia

79.9

79.6

-0.3

82.7

84.1

1.4

81.4

85.3

Italy

60.9

61.6

0.7

67.5

68.3

0.8

68.2

70.4

2.2

Cyprus

84.8

85.1

0.3

85.6

84.6

-1.0

85.1

84.9

-0.2

Latvia

82.0

83.8

1.8

83.4

83.0

-0.4

89.0

83.8

-5.2

Lithuania

86.2

84.2

-2.0

86.7

86.3

-0.4

89.8

90.4

0.6

Luxembourg

81.1

84.5

3.4

83.1

88.4

5.3

78.7

87.7

9.0

Hungary

66.7

72.0

5.3

65.6

70.0

4.4

75.1

76.9

1.8

Malta

73.1

87.4

14.3

61.0

76.2

15.2

53.6

72.5

18.9

Netherlands

85.8

84.4

-1.4

85.9

83.8

-2.1

83.1

82.0

-1.1

Austria

81.4

83.5

2.1

81.2

84.7

3.5

83.5

85.2

1.7

Poland

76.0

74.0

-2.0

78.6

76.8

-1.8

82.5

80.4

-2.1

Portugal

85.8

88.2

2.4

90.3

91.1

0.8

89.7

91.7

2.0

Romania

70.4

71.5

1.1

75.0

71.5

-3.5

77.1

76.3

-0.8

Slovenia

84.3

84.1

-0.2

92.4

91.0

-1.4

92.6

93.6

1.0

Slovakia

69.6

68.8

-0.8

71.6

69.1

-2.5

85.5

79.4

-6.1

Finland

77.1

76.5

-0.6

77.5

76.2

-1.3

84.4

81.7

-2.7

Sweden

80.6

83.7

3.1

86.3

87.4

1.1

88.3

89.9

1.6

United Kingdom

77.0

81.3

4.3

76.0

79.1

3.1

76.4

80.0

3.6

Iceland

71.8

84.5

12.7

82.8

90.9

8.1

85.6

87.9

2.3

Norway

80.8

81.2

0.4

84.3

81.8

-2.5

87.1

85.8

-1.3

Switzerland

84.6

89.2

4.6

81.5

85.8

4.3

80.4

84.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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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Continued

From 40 to 44 years
2010

2017

change

From 45 to 49 years
2010

2017

change

From 50 to 64 years
2010

2017

change

EU28

80.7

82.0

1.3

80.0

81.8

1.8

52.6

62.4

9.8

Belgium

82.8

82.2

-0.6

77.5

79.6

2.1

45.0

55.9

10.9

Bulgaria

84.6

86.8

2.2

84.9

86.7

1.8

54.6

65.2

10.6

Czechia

90.7

89.3

-1.4

91.7

92.7

1.0

53.6

67.1

13.5

Denmark

87.6

85.3

-2.3

86.9

86.0

-0.9

65.7

73.6

7.9

Germany

84.3

84.2

-0.1

84.8

86.6

1.8

64.6

73.7

9.1

Estonia

91.4

87.7

-3.7

92.3

93.4

1.1

72.8

77.7

4.9

Ireland

68.0

76.2

8.2

70.6

71.6

1.0

53.8

59.7

5.9

Greece

75.6

80.4

4.8

70.1

76.6

6.5

40.4

46.3

5.9

Spain

77.7

85.1

7.4

75.2

80.4

5.2

49.0

60.2

11.2

France

85.5

84.9

-0.6

86.0

85.0

-1.0

53.6

62.9

9.3

Croatia

80.1

85.1

5.0

77.0

78.1

1.1

42.7

45.7

3.0

Italy

66.8

70.3

3.5

64.3

68.3

4.0

37.7

51.9

14.2

Cyprus

82.4

83.9

1.5

76.1

80.8

4.7

53.7

57.7

4.0

Latvia

88.8

88.7

-0.1

90.6

87.3

-3.3

66.0

72.9

6.9

Lithuania

90.5

88.9

-1.6

88.7

91.3

2.6

64.3

75.5

11.2

Luxembourg

75.3

83.5

8.2

75.6

84.1

8.5

44.7

50.6

5.9

Hungary

82.3

86.5

4.2

82.7

89.2

6.5

45.5

56.2

10.7

Malta

48.2

70.1

21.9

35.9

62.9

27.0

20.5

38.5

18.0

Netherlands

83.0

80.7

-2.3

81.1

82.6

1.5

55.7

67.0

11.3

Austria

85.8

86.2

0.4

84.3

87.3

3.0

50.2

59.2

9.0

Poland

83.6

81.3

-2.3

82.1

82.4

0.3

42.1

51.1

9.0

Portugal

84.7

88.4

3.7

82.8

85.5

2.7

57.2

63.2

6.0

Romania

77.9

77.2

-0.7

72.8

76.7

3.9

42.3

45.0

2.7

Slovenia

93.0

93.8

0.8

89.2

92.1

2.9

44.4

55.8

11.4

Slovakia

90.8

87.1

-3.7

89.3

90.2

0.9

50.7

63.6

12.9

Finland

89.1

88.5

-0.6

89.9

89.3

-0.6

69.0

75.2

6.2

Sweden

89.7

91.1

1.4

88.0

91.8

3.8

75.4

82.0

6.6

United Kingdom

80.7

81.1

0.4

82.2

82.4

0.2

60.7

68.5

7.8

Iceland

91.8

91.2

-0.6

87.2

90.8

3.6

82.3

82.6

0.3

Norway

85.8

85.7

-0.1

84.2

83.9

-0.3

71.7

73.8

2.1

Switzerland

80.1

83.6

3.5

83.6

85.1

1.5

67.2

74.6

7.4

Source: Eurostat, Employment and activity by sex and age - annual data [lfsi_emp_a] From 20 to 64 years;
percentage of total population (resident population concept – LFS), http://appsso.eurostat.ec.euro
pa.eu/nui/show.do?dataset=lfsi_emp_a&lang=enM (accessed November,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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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Factors influencing the increase of labour participation

of women
Theoretical background
Many studies have examined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Jaumotte 2003; Thévenon 2013;
Christiansen 2016a, b; Christiansen et al. 2017).478) Possible
explanatory factors include family friendly policies and taxation as
well as changes in socio demographic factors (Figure 7-2). Family
friendly policies include family/children allowances, new or
improved childcare facilities, and changes in the statutory
retirement age, pension systems as well as unemployment
insurance. Changes in socio-demographic factors include the rising
level of education of women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labour
supply, changes in attitudes with a growing tendency towards
independence, lower fertility which may lead to an increase in
labour supply and longer life expectancy, which may have changed
women’s attitudes to work.
Family friendly polices consist of several different policies
(Jaumotte 2003):479)
∙ introduction of individual taxation
∙ family/children allowances (transfers through taxes and benefits
system)
∙ parental leave (to take leave after childbirth)
478) Jaumotte (2003), pp. 2-45; Thévenon (2013), pp. 2-45; Christiansen (2016a, b), pp.
2-28; Christiansen et al. (2017), pp. 2-31.
479) Jaumotte (2003), pp. 2-45; Thévenon (2013), pp. 2-28; Christiansen (2016a, b), pp.
2-28; Christiansen et al. (2017), p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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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sion of childcare facilities for working parents with
children
∙ parents’ right to shorter working hours and telework regulations

Figure 7-2. Factors influencing labour supply of women

Source: Christenson et al. (2017).

The role of fertility is not clear cut (Ahn and Mira 2002; Kögel
2004; Engelhardt, Kögel, and Prskawetz 2004, Da Rocha and Fuster
2006).480) More children can, at least temporarily, lead to a
reduction in the labour supply of women. However, more children
can lead to an increased demand for jobs in the education sector,
where women are disproportionately employed.
It is widely believed that taxes matter for the decision of women
to work. High tax rates on the second owner in a family likely leads
480) Ahn and Mira (2002), pp. 667-682; Kögel (2004), pp. 54-65; Engelhardt, Kögel, and
Prskawetz (2004), pp. 109-120; Da Rocha and Fuster (2006), pp. 118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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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 decline in the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Jaumotte
2003; Thévenon 2013; Christenson et al. 2017).481) Parent leave and
childcare provision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Parental leave and
subsidised childcare are outstanding examples of family policy
measures that support the reconciliation of family life and labour
market careers for mothers. Paid parental leave is regard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enabling them to better balance family balance and employment
responsibilities.
Provision of childcare places, especially for children from 0 to 3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2017 the provision of childcare
infrastructure for children from 0 to 3 years is 34 per cent (Eurostat
based on EU-SILC). In 5 EU Member States (Denmark, the
Netherlands, Sweden, Luxembourg and Portugal) 50 per cent or
more of children 0 to 3 years have access to childcare. It is
important to note these childcare places are not necessarily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 In many countries, companies
have established or expanded childcare leave and other family
benefits.

Empirical studies
Correlations at the cross-country level shows that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goes hand in hand with the provision of
childcare places for children aged 0-3 years. The correlations can
481) Jaumotte (2003), pp. 2-37; Thévenon (2013), pp. 2-23; Christenson et al. (2017), p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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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observed for all groups (Figure 7-3). However, when changes of
the variables are used the correlations seems to be driven a group of
small countries (Figure 7-4). Expenditures for family/children are
rarely correlated with the female participation ratio. And exception
is the age class 45-49 years where the relationship is significant at
the 5 per cent level (Figure 7-5).
The literature on the factors influencing women's labour supply
mainly focuses on the role of childcare costs and parental leave
regulations. Several studies provide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role of childcare costs in the decision of women to work (Havnes
and Mogstad 2011; Lammi-Taskula et al. 2012; Emmerson et al.
2014; Bettendorf, Jongen, and Muller 2015; Bauernschuster and
Schlotter 2015; Geyer, Haan, and Wrohlich 2015; Bick 2016).482)
Other studies focus on the role of the gender wage gap (Attanasio et

al. 2008; Bredemeier and Juessen 2013) and the importance of the
increase of educational qualification of women (Eckstein and
Lifshitz 2011).483)
Most of the studies conclude that the costs of childcare and the
provision of childcare places play a role. The availability of
childcare places for children aged 0 to 3 years is particularly
important. There are huge differences in the supply of childcare
places for this age group between EU countries. However, the
482) Havnes and Mogstad (2011), pp. 1455-1465; Lammi-Taskula et al. (2012), pp. 2-40;
Emmerson et al. (2014), pp. 2-20; Bettendorf, Jongen, and Muller (2015), pp.
112-123; Bauernschuster and Schlotter (2015), pp. 1-16; Geyer, Haan, and Wrohlich
(2015), pp. 84-98; Bick (2016), pp. 639-668.
483) Attanasio et al. (2008), pp. 1517-1552; Bredemeier and Juessen (2013), pp. 603-631;
Eckstein and Lifshitz (2011), pp. 167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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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re difficult to compare due to different methods, sample
and country coverage.
Evidence for Northern European countries have shown that there
is a close link between access to high-quality, affordable childcare
and high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Lammi-Taskula

et al. 2012).484) In contrast, an extensive report conclude that
subsidised childcare is not effective in raising the female
participation ratio (Emmerson, Johnson and Miller 2014).
Three recent studies investigate the impact of public child care on
female employment for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here we
observe a strong increase in the female labour participation ratio.
Bauernschuster and Schlotter (2015)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a legal claim to a place in kindergarten in Germany.
Instrumental variable and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s on
two individual-level data sets yield positive effects of public child
care on maternal employment.485) Bettendorf, Jongen and Muller
(2015)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care
Act in the Netherlands in 2005.486) This made childcare allowances
in the Netherlands becoming more generous.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increased from 1 billion to 3 billion euro in 2004-2009.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the authors find that
this reform has had little impact o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ate despite significant budgetary expenditure. The
joint reform increased the maternal employment rate by 2.3
484) Lammi-Taskula et al. (2012), pp. 2-25.
485) Bauernschuster and Schlotter (2015), pp. 1-16.
486) Bettendorf, Jongen and Muller (2015), pp.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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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age points (3.0%) and the maternal working time by 1.1
hours per week (6.2%).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reform has
slightly reduced fathers’ working time. Geyer, Haan and Wrohlich
(2015)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friendly policies (parental
leave reform) on labour supply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
Germany.487) The results suggest that a combination of parental
benefit and subsidised childcare has significant employment effects
on mothers.488) Brilli, Del Boca and Pronzato (2016) find that a
percentage change in public childcare coverage not on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mothers to work but also the results of the
children’s language test.489)
Attanasio, Low and Sánchez-Marcos (2008) use a life-cycle model
of labour supply and saving to model the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female labour participation rate in the US.490) The authors find
that both the reduction of childcare costs and reduction of the
gender pay gap explain a large proportion of the increase i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The authors conclude that a reduction
in childcare costs of more than 15 per cent would be needed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by 20
percentage points.

487)
488)
489)
490)

Geyer, Haan and Wrohlich (2015), pp. 84-98.
Geyer, Haan and Wrohlich (2015), pp. 84-98.
Brilli, Del Boca and Pronzato (2016), pp. 27-51.
Attanasio, Low and Sánchez-Marcos (2008), pp. 15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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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3.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by age class and availability of childcare places for children 3 and less in 2017

Source: Eurostat, Children in formal childcare or education by age group and duration - % over the population
of each age group - EU-SILC survey [ilc_caindformal],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
ow.do?dataset=ilc_caindformal&lang=enand,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
taset=lfsi_emp_a&lang=enM (accessed November,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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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4.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f women by age class and change in availability of childcare places
for children 3 and less between 2010 and 2017

Source: Eurostat, Children in formal childcare or education by age group and duration - % over the population
of each age group - EU-SILC survey [ilc_caindformal],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
ow.do?dataset=ilc_caindformal&lang=en and,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
taset=lfsi_emp_a&lang=enM (accessed November,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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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5.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s for family and children in 2017

Source: Eurostat, online data code: spr_exp_sum)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 family and children benefit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Social_protection_statistics_-_fami
ly_and_children_benefitsand,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lfsi_emp
_a&lang=enM (accessed November, 15, 2018).

There are also studies that find no positive impact of public
childcare on the labour supply of women. For instance, Havnes and
Mogstad (2011) investigate the link between childcare and maternal
employment rates. The authors investigate the gradual expansion of
subsidised childcare in Norway.491) Robust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show that, despite a strong correlation, there is little or no
causal impact of subsidised childcare on maternal employment.
Rather than increasing the labour supply of mothers, the new
subsidised childcare system usually displaces informal childcare
arrangements,

suggesting

significant

net

costs

of

childcare

491) Havnes and Mogstad (2011), pp. 1455-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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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ances. The authors conclude that affordable and readily
available childcare is not a driving force both for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maternal employment and for their rapid
growth in recent decades.
Gehringer and Klasen (2017) empirically examine the role of
different family policies in influencing the labour market behaviour
of women in the EU member states.492) The results suggest that
family policy expenditure does not have a stable and significant
impact on overall labour market participation. However, higher
expenditure on family allowances, cash benefits and childcare
benefits appear to promote part-time work, while only expenditure
on parental leave systems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women's full-time employment. Cipollne, Patacchini and Vallanti
(2014) als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increase i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the EU-15 countries.493) The authors
show that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family-oriented policies
account for almost 25 per cent of the actual increase in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young women and more than 30 per cent of
highly skilled women. Interestingly, changes in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s contribute less to explaining the participation of
low-skilled women.
Bick (2016) shows that increasing the supply of subsidised
childcare for children aged zero to two years in Germany leads to an
increase in the maternal employment rate but this increase is
492) Gehringer and Klasen (2017), pp. 15-42.
493) Cipollne, Patacchini and Vallanti (2014), pp.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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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494) In addition, the author shows that the provision of
subsidised childcare to more women does not achieve one of the
commonly agreed objectives of such reforms, namely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Empiric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re not clear cut. While previous studies
find a negative correlation, the evidence is less clear when looking
at the advanced countries (OECD) and the more recent time period
(Ahn and Mira 2002; Kögel 2004; Engelhardt, Kögel, and Prskawetz
2004, Da Rocha and Fuster 2006).495) Adsera (2004) shows that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have fallen over the last two
decades and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male participation
rates.496) The authors also stress that both a large proportion of
public employment promotes the fertility of women aged 25-29 and
30-34 through the provision of employment stability and generous
maternity benefits related to previous jobs, such as in Scandinavia.
However, Gupta, Smith and Verner (2008) show that the “Nordic
model,” while successfully promoting the employment of women, is
a costly solution.497)
Ziefle and Gangl (2014) investigate the impact of a series of policy
changes in the German parental leave programme on maternal
employment behaviour.498) The analysis shows that mothers have
494) Bick (2016), pp. 639-668.
495) Ahn and Mira (2002), pp. 667-682; Kögel (2004), pp. 45-65; Engelhardt, Kögel, and
Prskawetz (2004), pp. 109-120; Da Rocha and Fuster (2006), pp. 1187-1222.
496) Adsera (2004), pp. 17-43.
497) Gupta, Smith, and Verner (2008), pp. 65-82.
498) Ziefle and Gangl (2014), pp. 56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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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d strongly to various changes in German parental leave,
based on event history modelling techniques and data from the
Socio-Economic Panel 1984-2010, which include both prolongation
of entitlements and incentives to accelerate return to work.
It is widely regarded that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depends on fiscal incentives or disincentives. Fiscal policies can
affect both the participation decision and the number of hours
worked. In the EU member states there are still countries that
exhibit disincentives to work for second earners. Thevenon (2013)
shows that there is a negative impact of the relative tax rate for
second earners on the female labour force rate.499)
Kaygusuz (2010) finds, based on counterfactual experiments, that
20-24 per cent of the increase in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s due to changes in the income tax structure.500)
Wage changes account for 62-64 per cent. Azmat and Gonzales
(2010) assess the impact of a 2003 Spanish income tax reform on
fertility and employment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501) The
reform introduced a tax credit for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and increased the child deduction for all
households with children. The authors find that the combined
reform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both fertility (by almost 5 per
cent) and the employment rate of mothers with children under three
years of age (by 2 per cent). These effects are more pronounced
among less educated women.
499) Thevenon (2013), pp. 2-82.
500) Kaygusuz (2010), pp. 725-741.
501) Azmat and Gonzales (2010), pp. 48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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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pain, Osuna (2018) show that changes in tax rates and in the
educational distribution are the main factors behind the increase in
female LFP during the late 1990s, while changes in child care costs
and earning profiles are mainly responsible for the subsequent
growth in the 2000s.502)
Fernandez and Wong (2014) note that the change in the divorce
regime, which required mutual consent to a unilateral divorce
regime, and the significant decline in the gender pay gap account
for 54 percent of the increase in femal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the US.503)
Several studies agree that female wage growth, reduction of the
gender wage gap (Attanasio et al. 2008; Bredemeier and Juessen
2013) and the increase of educational qualification of women
Eckstein and Lifshitz (2011) are significant drivers of the increase in
the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ate.504) For instance, for the
US Bredemeier and Juessen (2013) shows that female wage growth
and declining fertility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general
increase in female hours since the 1970s.505) Eckstein and Lifshitz
(2011) notes that the rise in education levels accounts for about one
third of the increase in female employment, while about 40 per cent
remain unexplained by observed household characteristics.506) The
authors show that this unexplainable part is empirically due to
changes in preferences or costs for child rearing and housekeeping.
502)
503)
504)
505)
506)

Osuna (2018), pp. 1-27.
Fernandez and Wong (2014) pp. 342-347.
Attanasio et al. (2008), pp. 1517-1552; Bredemeier and Juessen (2013), pp. 603-631.
Bredemeier and Juessen (2013), pp. 603-631.
Eckstein and Lifshitz (2011), pp. 1675-1726.

Appendix • 419

Similarly, Euwals, Knoef and Van Vuuren (2011) show that the rising
level of education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507) In addition, and the
negative impact of children of labour supply is declining over time.
The data are based on a sample of Dutch women born between 1925
and 1986. Adema et al. (2014) also demonstrate that the increased
educational

attainment

has

contributed

to

greater

female

employment participation. 508)
The

increased

educational

qualification

is

an

important

determinant for the increase in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for
women. Klesment and Van Bavel (2017) show that men have achieved
more education than women in the past. However, recently this
gender imbalance in education has reversed in many EU countries.509)
In the last cohorts, women typically have as much or more education
as men. Data is based o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N = 95,389 for 27 countries).

7.1.4. Case study for selected EU countries
Empirical studies show that it is not just one factor, but a bundle
of factors that are responsible for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labour market. Taxation, family-friendly policies and
childcare policies are certainly important factors. The case of
Sweden might be interesting in this respect. Sweden has a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80 per cent in 2017 (20-64 aged).
507) Euwals, Knoef and Van Vuuren (2011), pp. 729-753.
508) Adema et al. (2014), pp. 2-22.
509) Klesment and Van Bavel (2017), pp. 46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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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highest female participation rate in the EU28 and one of
the highest of the world (except Iceland). However, Sweden had
historically a high female participation rate achieving a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70 per cent already in the 1970s.
Sundström and Stafford (1992) document that Sweden has been
characterised both by high female participation and high fertility
since the end of the 1980s.510) This may indicate that attitudes, laws
on gender equality, historical traditions and different attitudes to
women in the workspace are more important than policy factors.
Among Western countries, Sweden is at the forefront of reforms that
encourage women to work. Sweden has been first to open craftsman
processions and higher education for women in the 19th century, the
introduction of maternity leave and paid maternity leave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s well as equal pay 70 years ago (Box
7-1). This explains the historically high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labour force. The present day Swedish family policy has its roots
in the 1970s and builds on three main pillars: individual taxation
introduced in 1972, parental leave and public childcare. Women
and men are expected to provide for themselves through paid work,
and parents are empowered through the availability of parental
leave and public childcare. The provision of public childcare is
generous and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since the mid-1970s
(Jönsson 2002).511)

510) Sundström and Stafford (1992), pp. 199-215.
511) Jönsson (2002), pp. 3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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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1. Sweden has introduced several reforms that
encourage women to work:

1720: The Guild Regulation of 1720 secures the right of women to apply for a
permit to work within all guild professions, trades and handicrafts.
1741: The requirement of guild membership for innkeepers is dropped, effectively
opening the profession to women.
1749: Women are given the right to engage in the trade of knick-knacks, and the
permit to be active as a street seller in Stockholm, a very common
profession for poor women, are to be foremost issued in favour of women
in need of self-support.
1798: Married business women are given legal majority and juridical responsibility
within the affairs of their business enterprise, despite being otherwise under
guardianship of their spouse.
1810: Amendment to the Guild Regulation of 1720 secures the right of all women
of legal majority to apply and be granted a permit to work within all guild
professions, trades and handicrafts without having to fulfill the normal
requirement of male applicants, because of their greater difficulty to support
themselves.
1846: All Trade- and crafts works professions previously controlled by the guilds
are opened to all women of legal majority.
1853: The profession of teacher at public primary and elementary schools are
opened to both sexes.
1861: The first public institution of higher academic learning for women, Högre
1861:
1874:
1900:
1901:
1923:

lärarinneseminariet, is opened.
The dentist profession is opened to women.
Married women granted control over their own income.
Maternity leave for female industrial workers.
Women are given four weeks maternity leave.
The Law of Access formally grants women the right to all professions and

positions in society, except for certain priest- and military positions.
1939: Ban against firing a woman for marrying or having children.
1947: Equal salary for both sexes.
1948 Maternity pay.
1972: Individual taxation.
Source: Timeline of women's legal rights (other than voting). Wikipedia, Du Rietz, Anita, Kvinnors
entreprenörskap: under 400 år, 1. uppl., Dialogos, Stockhol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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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EU member states, Vlasblom and Schippers (2004)
conclude that the increase in participation rates of women cannot
be explained by changes in educational levels or in the number and
timing of children. The authors suggest that the female labour
supply is increasing for all levels of education and for women with
and without children.512)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mainly
behavioural

changes

are

responsible

for

the

increase

in

participation rates in recent decades.
Fogli and Veldkamp (2011) introduce a new factor explaining the
spatial evolution of the female employment rate in a country.513)
The authors develop a model for learning effects to explain the
increase in the female employment rate. In this model, women learn
about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by observing women in
close proximity. If only a few women participate in the labour force,
information is scarce, and participation is slowly increasing. As
information accumulates in some regions, the impact of maternal
employment will be less uncertain, and more women will participate
in this region. Learning is accelerating, labour force participation is
increasing faster and regional employment rates are diverging.
Finally, information is spreading throughout the economy and
regions are becoming more similar again.
Austria, Germany and Sweden are examples of countries in which
the participation rate of young women has risen disproportionately.
For example,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the 25-29 age
512) Vlasblom and Schippers (2004), pp. 375-392.
513) Fogli and Veldkamp (2011), pp. 110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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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ncreased by 2.0, 1.0 and 3.1 percentage points respectively
compared to 0.3 percentage points in the EU28 between 2010 and
2017 (see Table 7-1). The corresponding values for the 30-34 age
group are 3.5, 1.7 and 1.1 percentage points respectively. This
increase is remarkable as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in these
countries is already above the EU28 average. It is therefore
interesting to take a closer look at government family policies. In
fact, these countries have introduced a mix of measures from 2000.
In Austria and Germany, the number of measures accelerated from
2009 and could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Table 7-2).

Table 7-2. Introduction of family friendly policies in Austria, Germany and Sweden

2000
2008
2009
200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01
2006
2008

Germany
Welfare benefits
New provisions on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payments
School start package
Increase in child benefits
Increase in child supplement to unemployment assistance
One-off child bonus
---Support education-related scheme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Education package - various measures to help the education of children
from low income.
New homecare allowance: Child-rearing benefit for parents not using public
childcare
Introduction of a legal entitlement to early chilodhood education for all children
Parental allowance in conjunction with a non-marginal part-time job
Increases in child allowances, i.e. the child benefit and the supplementary
child allowance
Working time
Supporting flexible working hours and labour organisation,
Introduction of a tax free Parental Allowance. Parents who
Expansion of child-care under the age of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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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Continued

2013
2016
2007
2007

2001
2004
2009
2012
2013
2016

Sweden
Welfare benefits
Increase of housing allowance for low income family with children
Increase of the large-family supplement
Working time
1) Introduction of a gender equality bonus for the parental leave system
Increasing the length of paid parental leave by one month
Austria
Welfare benefits
Single parents or partners on low incomes may apply for an extra grant
Introduction of children supplements for single parents and sole earners
Deductibility of childcare costs
SME/OPE Package: maternity benefit for self-employed has been raised
More flexible rules for childcare allowance
Adjustment of the existing child care allowance
Working time

2002
2004
2008
2011
2011
2012
2013
2015
2015
2016

Entitling employees to reduce their working time or to take leave
Extension of entitlement to part-time work for parents working in companies
Development of childcare facilities
Creation of new childcare places
Expansion of all-day child care facilities (Ganztagesbetreuung) in schools
Extention of childcare leave to non natural parents
Introduction of care leave or “part-time” care leave for the purpose of
caring
Parental part time cannot be taken at very small amounts
Pregnant freelance workers prohibited from work around giving birth
Family time

Source: Labour Market Reforms Database, European Commission, https://webgate.ec.europa.eu/labref/public/
(accessed December, 10, 2018).

The example of Sweden shows that the removal of gender-specific
legal restrictions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mightbeimportant. In
the EU28 gender-specific legal restrictions are no longer an issue
but for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Gonzales et al. (2015)
examine the impact of gender-specific legal restrictions and other
policy decisions as well as demographic features on wo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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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514) Based on a large and novel
panel set of gender-specific legal restrictions, the authors find that
restrictions on women’s right to inherit and own property, as well as
legal barriers to the exercise of economic activities such as opening
a bank account or the free exercise of professions, are strongly
linked to wider gender gaps in labour participation. These factors
have a significant additional impact o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beyond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Another factor for the increase in the labour supply is the
structural change towards service industries. The care facilities for
children are expanding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women. As society ages, the demand for female labour increases,
especially in the health care and social sectors which are dominated
by women.
The role of attitude is another factor for the increase in the female
participation rate. Fortin (2005) show that gender role attitudes play
an important role for female labour participation of Women across
OECD Countries.515) Another factor is that more women want a
career. Striving for independence of women is an important driving
force. Abe (2013) find a significantly higher labour market
participation in coastal regions in North Japan.516) The author
attributes the high participation in the northern coastal region to
long-standing norms regarding women’s work.
514) Gonzales et al. (2015), pp. 2-28.
515) Fortin (2005), pp. 416-438.
516) Abe (2013), pp. 1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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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Summary
To sum up the case study shows that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s increasing particularly for the older
age classes. Various factors are responsible for the increase in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Overall, women in Europe
are still less active in the labour force than men. Christiansen et al.
(2017) suggest that individual demographics, attitudes to gender
roles and policies are important factors in women’s decision to work
outside the home.517) More education, less fertility, contact with
working mothers an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working women are
particularly important. When designing tax policies, ca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ere are deterrent effects for second earners.
The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 on families could be revised
to facilitate the entry of women into employment. Flat-rate cash
benefits for family members appear to discourage women from
working, while higher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especially in emerging European countries.
The EU 2020 strategy aimed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especially for women. Indeed, in the EU-28 the employment rate for
women is rising, while in the US it is falling. At first glance, the EU
2020 strategy has thus achieved its objective in this area. However,
the employment rate for women began to rise as early as the 1990s
and 2000s. It is therefore unclear to what extent the EU 2020
Strategy

and

other

national

family-friendly

policies

have

517) Christiansen et al. (2017), p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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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d to this increase.
In addition, decision on the number of hours is worth
investigating in future. In many EU countries, working women work
significantly fewer hours of work overall than men. Christenson et

al. (2016) suggest that education is not a strong indicator of the
number of hours worked for women who have already entered the
labour force.518) Married women are equally likely to enter the
labour market but tend to have shorter working hours. Also,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management positions in companies that
are much more pronounced (Christiansen et al. 2016).519)

7.2. Links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firms
Increasing the number of graduates, improving the 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lifelong learning are top priorities
in the knowledge society (European Commission 2010, 2011).520)
Case study 2 deals with partnerships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industry and thus contributes to this debate. Three examples are
investigated in detail including the Cooperative State University
(“Duale Hochschule” in German) initiated by the Federal state
Baden-Württemberg (Germany), initiatives to improve employability
skill in tertiary education and the partnerships between firms and

518) Christenson et al. (2016), pp. 2-18.
519) Christenson et al. (2016), pp. 2-18.
520) European Commission (2010 pp. 1-21, 2011 p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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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es.
This chapter focuses on university-business partnerships in
education, not on mutual research cooperation. The dual vocational
system, which is available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is not
examined. There is an intensive political and scientific discussion as
to whether the German dual training system is still up to date
(Thelen 2007; Walden and Troltsch 2011; Graf 2013, 2017) and
whether it is suitable for other countries (Lehmann 2000).521) The
reason is that the number of apprenticeship places is fall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in many European countries and many
apprenticeship places are not filled (see for Germany BIBB 2017 for
Germany).522)

Furthermore,

attempts

to

introduce

the

dual

vocational train systems in other parts of the worlds have been not
successful. In South Korea, for example, Jeong (1995) shows that
machines and training in most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too outdated to provide trainees with updated knowledge for
operating new machines in private companies.523)
The section is structured as follows. The first subsection provides
some stylized facts on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highly
educated workers. The following subsections deals with forms of
university business cooperation in general followed by employability
skills in higher education, cooperative higher education and new
higher educational models for working adults.
521) Thelen (2007), pp. 247-260; Walden and Troltsch (2011), pp. 305-322; Graf (2013,
2017), pp. 185-205.
522) BIBB (2017), pp. 2-35.
523) Jeong (1995), pp. 23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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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Stylized facts on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highly

educated workers
The demand for skilled labour is growing worldwide. At the same
time, the supply of graduates from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increasing rapidly. In fact, the share of workers with a tertiary
degree increased in all EU countries between 2010-2017 (see Figure
7-6 for the age group 30-34 years). Most EU countries have higher
education objectives with a tertiary share in the 30-34 age group
between 28 per cent (Romania) and 65 per cent (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2018).524) Advanced EU member states such
as Sweden, Denmark, the Netherlands and the Baltic States have
already exceeded their targets in 2017. The relatively low tertiary
share in Germany and Austria is partly due to their strong dual
vocational system. However, Switzerland, Denmark and the
Netherlands which also offer apprenticeship education exhibit a
higher than average tertiary share.

524) European Commission (2018), p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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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Tertiary educational attainment in European countries for age class
30-34 years

Source: Eurostat, Tertiary educational attainment by sex, age group 30-34, https://ec.europa.eu/
eurostat/web/products-datasets/product?code=tgs00105accessed28.12.2018.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e increase in demand for workers
with a higher education degree. Goldin and Katz (1998) show that
technology-skill and capital-skill complementarities are the main
reason for the rising demand for skilled workers and this trend
already started in the early 20thcentury.525) The fact that new
technologies lead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skilled workers at the
expense of unskilled workers is commonly referred as to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cemoglu and Autor 2011).526) Bartel and
Lichtenberg (1987) point out that skilled worker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with respect to learning and implementing
525) Goldin and Katz (1998), pp. 693-732.
526) Acemoglu and Autor (2011), pp. 1043-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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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chnologies due to their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adopt to
changes in the work environment.527) Theoretical work shows that a
high proportion of skilled workers in the economy encourages 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 (Acemoglu 1998).528) Consequently, a
country with a high share of less skilled workers would have greater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effectively new technologies because of
the lack of absorptive capacity (Acemoglu and Zilibotti 2001).529)
Numerous firm-level studies confirm that firms with an intensive use
of skilled labour are more likely to adopt new technologies (e.g.
Doms, Dunne and Troske 1997).530) More recently, Michaels, Natraj
and Van Reenen (2014) find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are polarising labour markets by increasing
demand for highly skilled workers at the expense of medium skilled
labour, with little impact on low-skilled workers.531)
The recent wave of digitisation suggests that the trend of
increased demand for more highly education workers will continue
(Brynjolfsson and McAfee 2014; McKinsey 2017).532) The most
significant current trend in digitisation include auto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ic

decision-making

replacing

human

judgement, increased connectivity, the rise of networks and online
platforms, and the rise of the data economy and robotics (McKinsey
2017). There is an explosion of data and information, new ICT
527)
528)
529)
530)
531)
532)

Bartel and Lichtenberg (1987), pp. 1-11.
Acemoglu (1998), pp. 1055-1089.
Acemoglu and Zilibotti (2001), pp. 563-606.
Doms, Dunne and Troske (1997), pp. 253-290.
Michaels, Natraj and Van Reenen (2014), pp. 60-77.
Brynjolfsson and McAfee (2014), pp. 2-85; McKinsey (2017), p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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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es and it requires a concerted effort from all employees to
interpret and apply that data in a way that is relevant to every
industry. This explosion of information that has characterized the
workplace today also means that employees must be able to adapt to
changing business needs, and therefore requires lifelong learning.
McKinsey (2017) suggests there is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ICT-skilled employees.533) One-third of the new jobs in the US in the
past 25 years are types that did not exist before. This includes areas
such as hardware manufacturing, ICT development, ICT systems
management and app creation but also statisticians and data
analysts. In addition, occupations with a high degree of routine
content are more likely to be substituted by ICT than those with
non-routine tasks. Routine tasks can be defined as tasks that follow
repetitive well-defined rules whereas non-routine tasks typically
consist of complicated activities such as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Marcolin, Miroudot, and Squicciarini 2016).534)
Studies for the advanced countries find evidence of an increased job
polarisation where occupations in routine tasks are affected most by
digitisation and robots while professionals and occupations in
non-routine task are not replaced (Goos, Manning, and Salomons
2009, 2014; Fernandez-Macias 2012; Acemoglu and Restrepo
2017).535) A related literature on the labour market effects of
automation show that low-skilled and middle skilled jobs that rely
533) McKinsey (2017), pp. 2-12.
534) Marcolin, Miroudot and Squicciarini (2016), pp. 2-25.
535) Goos, Manning and Salomons (2009 pp. 58-63, 2014 pp. 2509-2526); FernandezMacias (2012), pp. 157-182; Acemoglu and Restrepo (2017), p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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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petitive processing of information are expected to
disappear with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the use of big data and industrial platforms (Arntz, Zierarn, and
Gregory 2016).536)
The growing demand for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type of tertiary education required, new models
of higher education, employability skills and shorter, more
practice-oriented courses, as well as the need for further training of
workers in tertiary adult education.

7.2.2. Forms of university business cooperation
Interactions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industry
can take many forms. First, universities are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and collaborators in research and innovations activities
and commercialisation of these activities (Teece 1986).537) For
instance, there are R&D collaborations (e.g. R&D joint ventures and
partnerships, licensing and cross-licensing agreements, sharing of
equipment and research tools) (Hall, Link, and Scott 2013),538) R&D
contracting to universities, industrial financing of university
research, spin-offs (Pirnay and Surlemont 2003), science parks
(Massey and Wield 2003) and university start-ups (Shane and Stuart
2002).539) These university business collaborations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science-based and technology-oriented fields such
536)
537)
538)
539)

Arntz, Zierarn and Gregory (2016), pp. 2-16.
Teece (1986), pp. 285-305.
Hall, Link, and Scott (2013), pp. 485-491.
Pirnay and Surlemont (2003), pp. 355-369; Massey and Wield (2003), pp. 3-85; Shane

and Stuart (2002), pp. 15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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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biotechnology, pharmac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McMillan, Narin, and Deeds 2000).540) Second, there
are educational partnerships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firms. Davey et al. (2018) identifies five types of educational
partnerships:541)
∙ Curriculum co-design (e.g. employers involved in curricula
design with HEIs)
∙ Curriculum co-delivery (e.g. guest lectures)
∙ Mobility of students (e.g. student internships/placements)
∙ Dual education programmes (e.g. part academic, part practical)
∙ Lifelong learning for adult employees (e.g. executive education,
industry training and professional courses)
Dual study programmes are a new hybrid form of higher
education, which offer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study at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obtain certification for
practical vocational training or an internship in a company. The
dual studies originate from Germany and involves cooperative state
universities and private firms (Minks, Netz, and Völk 2011;
Heidemann and Koch 2013).542) In such programmes, students
spend longer periods in both academic and employer environments.
Mobility of students are another important form of educational
partnerships. This includes temporary or permanent movement of
students from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business, internships
or apprenticeships as part of formal education, co-operative
540) McMillan, Narin, and Deeds (2000), pp. 1-8.
541) Davey et al. (2018), pp. 1-173.
542) Minks, Netz, and Völk (2011), pp. 23-94; Heideman and Koch (2013), pp.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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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work placements in industry, doctoral studies hosted inside
industrial labs, hiring of students through the academics’ contact,
work placement in doctoral research and joint supervision of PhDs
(Davey et al. 2018).543) These include the temporary placement and
integration of students into business as part of their curriculum.
Technical universities in the fields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often offer joint doctoral and master’s theses, which are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local companies (see homepage Technical
University Munich, ETH Zürich and see Box 7-2).544)

Box 7-2. Examples of cooperations of universities and firms in higher education

The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TUM) works actively with companies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 career. This includes job offers, career forum and
alumni mentoring. On the website of the university firms can offer internships,
student jobs, theses or permanent positions that are of interest for TUM students
and alumni. The online ad is free of charge.545) In addition, TUM offers a career
Forum. Here firms can organise workshops, lectures or excursions in order to get
in touch with promising students. Finally, there is TUM Mentoring from Alumni for
Stud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UM Mentoring, alumni answer questions and
promote their personal development. The idea is to connect students with TUM
alumni.

543) Davey et al. (2018), pp. 1-173.
544) “A strong alliance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https://www.tum.de/nc/en/resear
ch/research-partners/ (accessed December 21, 2018).
545) see TUM Job- and Internship Portal, https://www.together.tum.de/en/career/job-se
arch/employers/) (accessed Decembe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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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2. Continued

The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TUM) works actively with companies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 career. This includes job offers, career forum and
alumni mentoring. On the website of the university firms can offer internships,
student jobs, theses or permanent positions that are of interest for TUM students
and alumni. The online ad is free of charge.546) In addition, TUM offers a career
Forum. Here firms can organise workshops, lectures or excursions in order to get
in touch with promising students. Finally, there is TUM Mentoring from Alumni for
Stud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UM Mentoring, alumni answer questions and
promote their personal development. The idea is to connect students with TUM
alumni.

Curriculum co-delivery such as guest lectures, and cooperative
curriculum are another form of educational partnerships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firms. Cooperation in curriculum
development and delivery includes student projects in cooperation
with business, development of a fixed programme of courses
modules majors or minors, definition and organisation of new study
programmes, professional courses on a fee-basis to respond to the
particular skill and training needs of industry, guest lectures by
business representatives, training relationships of firm employees
provid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raining of postgraduates
and internships at firms e.g., joint supervision of PhDs, temporary
exchange of personnel, curriculum-integrated work placement
programmes, curriculum, further professional education (Davey et

al. 2018).547) Finally, there is lifelong learning defined as provision
546) see TUM Job- and Internship Portal, https://www.together.tum.de/en/career/job-se
arch/employers/) (accessed December 21, 2018).
547) Davey et al. (2018), pp.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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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dult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Examples are that
employees participate in training courses either in-house or at the
university that are jointly organised by firm executive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hile there is a long tradition of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companies in the field of research, calls for
a stronger educational partnership have only recently emerged
(Davey et al. 2018; Hansen 2018; Oprisko 2014).548)
A recent survey of 18000 higher education institutes, academics
and firms in Europe show that education and research are the main
areas in which the university and business cooperate (Davey et al.
2018).549) Specifically, cooperation in research (i.e. joint R&D,
management consultancy, staff mobility) is the most widespread
area of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businesses closely
followed

by

educational

partnerships.

The

latter

includes

curriculum co-design, curriculum co-delivery, student mobility,
dual education programmes and lifelong learning Furthermore,
student mobility is one of the most developed university business
collaboration activity. Davey et al. (2018) find that this activity is
widespread in 50 per cent of universities, 32 per cent of businesses
and 35 per cent of academics surveyed.550) This was followed by
co-delivery of the curriculum, lifelong learning and curriculum
design, with the lowest level of development reported on dual
education programmes. The authors conclude that, despite
considerable efforts by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European
548) Davey et al, (2018), pp. 1-173; Hansen (2018), pp. 149-158; Oprisko (2014), pp. 132.
549) Davey et al. (2018), pp. 1-173.
550) Davey et al. (2018), pp.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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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and business, there is a widespread lack of
awareness of the different forms of cooperation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business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This applies to activities of “less practised” educational cooperation
(curriculum co-design and co-delivery, lifelong learning and dual
courses) (Davey et al. 2018).551)

7.2.3. Employability skills in higher education
There is an ongoing discussion about the ability of graduates to
meet employers’ needs. Employers complain about the lack of
practical relevance and the low importance of practical phases at
universities (European Commission 2011). In addition, several studies
confirm again and again the strong desire of students for “practical
study” (Taylor 1998; Knight and York 2004; Cassidy 2006).552)
Cassidy (2006) suggest that employers are concerned about the lack
of employability that can be observed in entry-level applications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Recently, McKinsey (2017) suggest that
40 per cent of the employers worldwide have vacancies of
entry-level positions because of a lack of skills. The corresponding
numbers for Germany and the UK are 32 per cent and 30 per cent
respectively. A major reason for the vacancies is the lack of
graduates with technical skills and generally a lack of graduates in
STEM (Science, Technology including information technology,
551) Davey et al. (2018), pp. 1-173.
552) Taylor (1998), pp. 143-164; Knight and York (2004), pp. 1-76; Cassidy (2006), pp.
5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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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and Mathematics) subject degrees. Cassidy (2006)
suggests that employers consider it the task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o develop these skills.
European universities are increasingly being asked to train highly
mobile graduates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ever-changing needs
of the modern workplace (Andrews and Higson 2008).553) Fallows
and Stevens (2000) state that it is no longer sufficient for new
graduates to have academic expertis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students to acquire the skills that improve their employment
prospects. These employability skills include: Retrieval and handling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resentation, planning and
problem solving, and social development and interaction.
The Bologna process initiated in 1999 results in comprehensive
reforms of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systems. The Bologna
Declaration refers to the need for higher qualifications relevant to
the labour market. The London Declaration of 2007 go one step
further by declaring employability to be one of the core objectives
of the Bologna reforms after “modularisation” and “international
mobility” (Schubarth 2015).554) However, the biggest deficit of the
Bologna reform is seen in too short practical phases during the
studies (Schubarth 2015).555)
Schubarth (2015) summarises three initiatives of Germ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improve employability skills.556) The
553)
554)
555)
556)

Andrews and Higson (2008), pp. 411-422.
Schubarth (2015), pp. 23-30.
Schubarth (2015), pp. 23-30.
Schubarth (2015), pp. 23-30.

440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4-1-4-1-4-1 model” at the Bonn-Rhine-Sie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ver a special semester structure that is designed to
enable Bachelor students to acquire methodological knowledge as
well as social and personal skills and to acquire knowledge
independently. The study model provides for one fifth of the total
lecture time for project or self-study phases. During the lecture
period there is a constant alternation between a four-week lecture
week and a one-week block week. Many project papers ensure that
the students acquire specialist knowledge, practical skills and
interdisciplinary competences.
The “UNIAKTIV” project at th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combine university teaching and social commitment, the “Service
Learning.” Bachelor and master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have been gaining an insight into charitable
projects and institutions since 2005 and are strengthening their
social and personal skills as well as their specialist skills. Students
from all faculties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for
the benefit of local, non-profit organizations (Schubarth 2015).557)
“The Coburg Way” at Co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aim is
to prepare students for the demands of the labour market and
society by means of an interdisciplinary orientation of the courses,
individual support and didactic guidance and support. The
university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teaching of key
competences such as the ability to think across disciplines, cultural
education, media and language skills as well as a common standard
557) Schubarth (2015), pp.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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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ducation and standards. In additio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s to be established by means of
action-oriented tasks (Schubarth 2015).558)
The University of Luton has launched an initiative to ensure that
each of its students is concerned with these skills and integrates
them into the academic curriculum for all disciplines. The initiative
focused on creating detailed templates that describe the university’s
expectations of each bachelor’s programme (Fallows and Stevens
2000).559)
Mason, Williams and Cranmer (2009) examine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employability initiatives on the labour market
performance of graduates.560) The authors find that structured work
experience and the involvement of employers in the design and
delivery of degree programm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graduates' ability to secure employment in graduate jobs. However,
a measure of departmental involvement in explicit placement and
assessment of employability does not depend significantly on labour
market performance.

7.2.4. Cooperative higher education
With the new cooperative higher education programmes (referred
as cooperative state university or university of cooperative
education (“Duale Hochschule” in German) (Göhringer 2002;
Hillmert and Kröhnert 2003; Reinhard 2006; Minks, Netz, and Völk
558) Schubarth (2015), pp. 23-30.
559) Fallows and Stevens (2000), pp. 75-83.
560) Mason, Williams, and Cranmer (2009), p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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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Heideman and Koch 2013) a new form of tertiary education
emerged in Germany at the beginning of the 1970s.561) They are less
research-oriented than traditional universities, characterised by
shorter courses than th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have more
emphasis on practice than theory and generally work more closely
with companies in teaching than traditional research universities
(Minks, Netz, and Völk 2011; Heideman and Koch 2013).562) The
university of cooperative education (“Duale Hochschule”) is a hybrid
institution that combines features of the German vocational training
system with tertiary level schooling. The dual study programme can
be seen as a reaction to perceived deficits in dual apprenticeship
training and initially intended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universities and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Minks, Netz, and
Völk 2011; Heideman and Koch 2013).563)
This trend towards corporate education can also be observed in
the US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Bedar 1999, Ryan 2009).564)
Bedar (1999) suggests that more than half of the companies
collaborating with corporate universities planning to extend their
partnerships with accredited universities to award degrees. In
addition, the Institute for Work Based Learning at Middlesex
University (UK) develops individual programs to recognize learning
in the workplace and offers official university recognition, ranging
561) Göhringer (2002), pp. 53-58; Hillmert and Kröhnert (2003); Reinhard (2006), pp.
16-21; Minks, Netz, and Völk (2011), pp. 23-94; Heideman and Koch (2013), pp.
52-56.
562) Minks, Netz, and Völk (2011), pp. 23-94; Heideman and Koch (2013), pp. 52-56.
563) Minks, Netz, and Völk (2011), pp. 23-94; Heideman and Koch (2013), pp. 52-56.
564) Bedar (1999), p. 70; Ryan (2009), pp. 131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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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redits to Level 8 awards. The Institute takes a strategic and
flexible approach to engaging the Employee-Employee University in
a 3-way learning agreement. Their transparent process and the
quality of their courses have made them the market leader in
vocational education in the UK.565)
A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study programmes at the university
of cooperative education in Germany is that a training contract with
a company is a prerequisite for admission. The programme lasts
three years and the students receive remuneration from the training
company during this period (Minks, Netz, and Völk 2011; Heideman
and Koch 2013).566) The target group are school-leavers with a
university entrance degree who do not aim for longer academic
studies but show an interest in a training path that was more
integrated into vocational practice. The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Duale Hochschule” is an attractive alternative to universities,
especially for high school graduates with less favourable family
backgrounds and the desire to quickly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as well as for graduates of vocational schools
(Trautwein et al. 2006; Minks, Netz, and Völk 2011; Heideman and
Koch 2013).567)
The origin of the university of cooperative education lies in a
study and training concept developed in 1972 in cooperation with
565) Institute for Work Based Learning: A partnership approach to workbased learning,
https://ub-cooperation.eu/pdf/cases/N_Case_Study_Middlesex_University.pdf (cited
in Davey et al. (2018), pp. 1-173).
566) Minks, Netz, and Völk (2011), pp. 23-94; Heideman and Koch (2013), pp. 52-56.
567) Trautwein et al. (2006), pp. 393-412; Minks, Netz, and Völk (2011), pp. 23-94;
Heideman and Koch (2013), pp.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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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companies located in the Stuttgart region (Daimler-Benz,
Bosch and SEL) (Minks, Netz, and Völk 2011; Heideman and Koch
2013).568) In 1971, Daimler-Benz AG made a proposal to the
Baden-Württemberg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to
promote the attractiveness of training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dual system by combining training with a kind of “university course
system.” During the same year, the Stuttgart companies Robert
Bosch GmbH, Daimler-Benz AG and Standard Elektrik Lorenz AG
also held talks on this subject. It was agreed that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the planned alternative training
courses would be to offer high school graduates a genuine
alternative to the “classical” university studies. This meant that the
new training courses had to offer comparable opportunities to those
offered by a university degree - comparable in terms of attainable
income but also comparable in terms of career opportunities.
However, these conditions could only be met in the long term if the
quality of the learning content and learning objectives of these new
training programmes had a level comparable to tha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Minks, Netz, and Völk 2011; Heideman and
Koch 2013).569)
The “Duale Hochschule” can be regarded as a successful concept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fter Baden-Württemberg, four
other Federal states in Germany (Berlin, Saxony, Schleswig-Holstein
and Lower Saxony) also established similar study programmes.
568) Minks, Netz, and Völk (2011), pp. 23-94; Heideman and Koch (2013), pp. 52-56.
569) Minks, Netz, and Völk (2011), pp. 23-94; Heideman and Koch (2013), pp.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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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en-Württemberg's “Duale Hochschule” can now also offer their
own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programmes. Admission
requires subject-related or general higher education entrance
qualification (high school degree). Applicants sign a three-year
training contract with a company where half of the training also
takes place. The other half of the training takes place at the “Duale
Hochschule,”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hases alternating at
intervals of about three months (Hillmert and Kröhnert 2003).570)
Most of the lectures are held by part-time lecturers who are
mainly recruited from companies but also from universities of
applied sciences or universities. Thus, the teachers have practical
experience and the study contents can be adapted quickly to
technological change. Attendance at lectures is compulsory
(Hillmert and Kröhnert 2003).571) These practical phases do not take
place at the “Duale Hochschule,” but in the company. The student
usually receives a training allowance or salary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e training.
The courses of study at the “Duale Hochschule” cover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and social work
(in health care, administration) some of them with in-depth
specialisations. Examples of studies in the field of technology
include (https://de.wikipedia.org/wiki/Berufsakademie):
∙ Automotive management, vehicle system technology/engineering,
Mechatronics/Automation
570) Hillmert and Kröhnert (2003), pp. 195-214.
571) Hillmert and Kröhnert (2003), pp. 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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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Maintenance
and Service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and production
engineering, Technical Management, Suppl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 Information technology (fields of study: Automotive, Network
and Software Engineering, Engineering Informatics,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Applied Computer Science/Applied
Computer Science)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formation
systems, Bioinformatics/Biosystem Informatics, manufacturing
process informatics, Practical Computer Science)
∙ Refrigeration

system

technology/air

conditioning

system

technology
∙ Specific technology fields (Biotechnology, paper technology,
plastics technology, Wood technology, timber construction)
∙ Media related fields (media informatics, Media technology and
information systems)
∙ Medical fields (medical technology, Medical Informatics)
∙ Safety (occupational safety, radiation protection, environmental
technology)
∙ Engineering fields (industrial engineering, systems engineering,
production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engineering, Project Engineering - International Technical
Management, electr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Heideman and Koch (2013) suggest that the majority of courses
are offered in economics with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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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d by technical and engineering sciences, computer science
and by far the social sciences.572) The participating companies
belong to a broad spectrum: Metal and electrical industry, chemical
industry,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retail trade and
information technology. Overall, the proportion of dual students in
Germany is low, at less than 4%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Heideman and Koch 2013).573)
Career prospects after graduation are regarded as satisfactory.
Zettler et al. (2013) show that the type of university attended
(universit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or cooperative state
university) is not related to early career success.574) The chances of
the graduates of cooperative university being taken on by the
training company are high, as the company co-finances the
training. In Baden-Württemberg, the average rate of trainees being
hired at the training facility is 85 per cent (DHBW 2016). A
disadvantage of graduates of the “Duale Hochschule” is the
orientation towards his training company, whereas a university
degree is more generalistic. The advantage, however, is that
graduates of “Duale Hochschule” already have a higher practical
relevance are already able to put what they had learned into
practice.
Heidemann and Koch (2013) state that the expansion of the
cooperative can pose a threat to the classic dual vocational syste
m.575) The authors state that the career opportunities of graduates
572) Heideman and Koch (2013), pp. 52-56.
573) Heideman and Koch (2013), pp. 52-56.
574) Zettler et al. (2013), pp.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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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lassical vocational system are limited by the expansion of
the dual courses of study. Companies prefer to place bachelors of
the cooperative universities in positions that were previously
attainable through internal further training. From an education
policy

perspective,

the

authors

suggest

that

dual

degree

programmes should be part of adult education aimed at employed
skilled workers with lower qualifications.

7.2.5. New higher educational models for working adults
As already mentioned, the need for tailor-made university
programmes for companies is growing.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working adults. In recent decades, many new educational models
have been developed to reach people for whom the current
post-secondary possibilities are not suitable. For the United States,
Oprisko (2014) assumes that the sharp rise in university costs has led
to new educational models.576) Examples for new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r working adults are the College for America, ASU
online studies and Danube university in Krems (AT). However, long
distance universities for working adults already exited for a long
time (for instance the Fern University in Hagen, Germany). Recently,
new technical possibilities such as e-learning and massive online
open courses (MOOC) leads to new higher education study
programmes allowing for distance learning and teaching for higher
and adult education (Bates 2005; Keegan 2013; Kaye and Rumble

575) Heidemann and Koch (2013), pp. 52-56.
576) Oprisko (2014),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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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77) E-learning is seen as a less expensive alternative to
traditional classroom instruction. Expenses for training are greatly
reduced because of lower travel costs and costs for booking the
training facilities (Strother 2002).578) Online education is also
regarded as promising option for retraining of displaced workers
(Mitchell and Brynjolfsson 2017).579)
A good example of university-based lifelong learning provision is
the Danube university in Krems (University of continuing Education)
founded in 1995 (Dinevski and Dinevski 2004).580) This university
offers postgraduate courses for working adults allowing for
professional re-orientation for further career development. Other
examples are the College for America (CfA) founded in summer 2012
and Starbucks ASU partnership in 2014 (see Box 7-3). It is designed
to focus on working adults who may not feel comfortable in a
classroom, cannot afford traditional college programs, and cannot
travel to campus due to work and family circumstances. Targets are
frontline employees who need additional skills and qualifications to
advance their careers (Clerkin and Simon 2014).581) Several private
firms sign the programme. Anthem (Anthem Blue Cross and Blue
Shield) regards the CfA as an opportunity to retain employees and
help them become more valuable to the company by improving
their skills. Meanwhile, CFA has corporate partners such as Aetna,
577)
578)
579)
580)

Bates (2005), pp. 5-16; Keegan (2013), pp. 3-89; Kaye and Rumble (2018), pp. 10-35.
Strother (2002), pp. 2-27.
Mitchell and Brynjolfsson (2017), p. 290.
Dinevski and Dinevski (2004), pp. 227-235. See homepage of the Danube university

of Krems : https://www.donau-uni.ac.at/en/.
581) Clerkin and Simon (2014), pp. 6-13.

450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Anthem Blue Cross and Blue Shield, Dell, Gap, McDonalds, Penn
Medicine and government agencies in several states. The study
programme is sponsored for their employees. The College for
America case provides an educational solution that is aﬀordable,
accessible and responsible for results that serve the interests of
students and their employers. Several stakeholders work together
from

design

to

implementation,

including

curriculum

and

assessment developers, subject matter experts, UC faculties, and
employers (Hanson 2018).582) Target group are low-income and low
skilled workers.
Another example of employee education is the program
developed by Starbucks and selected by Arizona State University as
its education provider in 2014 and reformed in 2017 which made
the study support program even more accessible to employees. For
example, the tuition fee can be paid for every four years of an
employee study program and not just for the last two years as
originally

planned.

In

addition,

the

company

now

offers

reimbursements after each semester, replacing the initial policy that
students had to complete 21 credits before reimbursement.
Starbucks plans to spend up to $250 million to enable 25,000
employees to graduate by 2025, and currently has approximately
2,000 employees enrolled (Jaschik 2015).583)

582) Hanson (2018), pp. 149-158.
583) Jaschik (20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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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3. The SNHU College for America at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SNHU)

SNHU has launched a $10,000 bachelor's program with options in health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College for America offers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designed specifically for working adults and their employers.” This program is
currently only available through partnerships with specific employers, such as Dunkin'
Donuts, McDonalds, Anthem Blue Cross and Blue Shield, ConAgra Foods and
Goodwill Industries. The employers cover tuition fee (Clerkin and Simon 2014;
Hanson 2018).584)
Starbucks ASU partnership. The partnership that creates and opportunity for all eligible
Starbucks employees to earn a bachelor’s degree through ASU online. Starbucks
cover tuition fee for over 70 undergraduate degrees online (Jaschik 2015).

7.2.6. Summary
This chapter analysed the links between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The interactions are diverse and range from curriculum
co-design and co-delivery, student placements in companies, dual
education programmes and lifelong learning for adult employees.
These forms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ture, as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digitalisation will continue to
change the labour market with changing tasks. Adult learning is
strongly supported at EU level. In concrete terms,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more flexible learning opportunities for
adults and improved access through more learning at work.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ertiary educated workers, better
employability and lifelong learning are high priorities in the EU
2020 strategy (European Commission 2010). Increasing the

584) Clerkin and Simon (2014); Hans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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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 of short-term higher education programmes could be an
effective measur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labour force
with higher education. The programmes offered by the Cooperative
State University are jointly organised by industry and the university.
This will ensure a high level of employability. In addition, these
studies are remunerated, making them attractive for low-income
families who cannot afford to finance higher education. The EU
2020 Strategy mentions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involving all stakeholders (European Commission 2010). This also
require stronger involvement of the business sector. The European
Commission also proposes a new approach to adult learning
(European Commission 2010). This includes “knowledge alliances,”
i.e.

projects

that

bring

companies

and

education/training

institutions together to develop new curricula, close innovation
capacity gaps and take into account labour market needs. The
European Commission is also proposing “EU Industrial PhDs” under
Marie Curie fellowship actions European Commiss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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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novative Growth Policy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Industrial Policy and Job
Creation
Myungheon Lee, Hongyul Han, Sangyong Joo, Jun Ho Jeong, and Martin Falk

This study examines EU2020,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European Union, with a focus on its background,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s in the fields of
industrial policies and labor market policies.
The Europe 2020 strategy was presented in the context of
challenges posed by globalization facing the EU and its social
change. With China emerging as an economic power to challenge
the dominance of the United States,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for the EU to maintain its current geopolitical and
geopolitical importance. Climate change, energy needs, and
demographical issues such as aging and immigration, are serious
challenges to its economy and society. Europe 2020 is a
comprehensive growth strateg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which simultaneously embodies the
value of innovation and inclusion. In addition,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is also emphasized. For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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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the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at the EU
level has been strengthened to create a close link between economic
and financial strategies. In addi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flexible open system, the evaluation and monitoring functions of
the executive committee have been strengthened and the
partnership participation of various interest groups has been
expande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industrial policy, Europe’s industrial
policies have traditionally been based on horizontal approaches
which do not appear to have substantially changed in Europe 2020.
However, the strategy incorporates a so-called matrix-type policy
structure

that

takes

into

account

sector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a horizontal approach centered on
policies to foster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approaches, which focused on the function of the
pseudo capital market, directing production resources such as
capital to specific industries, the industrial policy of the EU is
focusing on creating conditions for innovation by establishing an
“information market” and promoting R&D.
The new industrial policies of the EU, represented by the flagship
initiative of “industrial polici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re a
combination

of

smart

speci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entrepreneurial self-discovery and strategic coordination and
open-innovation policies based on an industrial ecology system in
which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civil societies play a key
role. Although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such an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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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olicy in the long term, several issues remain in regard to
its implementation. These include the absence of a clear definition
of

responsibilities

and

coordination

among

the

executive

committees in charge of industrial policy, the fragmentation of
policies and low synergies resulting therefrom, the ambiguous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countries, and
differences in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due to
differences in historical backgrounds and economic systems among
the latter.
Another flagship initiative of Europe 2020, “new technologies and
jobs,” has four priorities: improving labor market operations,
providing employable skills, improving job quality and working
conditions, and supporting job creation and labor demand.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EU has fostered dialogue among the
social partners and carried out legislative improvements at the EU
level, based on an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exis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However, the result of the interim assessment in 2014
was that “the initiative was not successful in creating a consistent
framework

for

employment

policy.”

Following

a

mid-term

evaluation, efforts have been made to clarify employment-related
policies directions in the European Employment Guidelines and to
regularly review their implementation by individual member
countr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Semester. Although
the overall employment situation in the 28 member countries of the
EU has improved since the mid-2010s, there are still structural
problems in the EU labor market, such as low employment ra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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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ern member countries, low employment rates among the
young and the less educated, the segregation of labor markets,
deteriorating matching efficiencies between labor supply and
demand, sluggish growth of real wages, and increase of “in-work
poverty.”
The following are som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ese EU experiences.
First, the so-called horizontal approach focusing on correcting
market failures in industrial policy should not be the only option.
The horizontal approach is favored as a counteraction to the
vertical approach to select specific industries which was once
prevalent in East Asia. Howeve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 vertical approach may be
preferred in some cases. The experiences of the EU show that a bias
towards the horizontal approach can make it difficult to achieve
performance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Second, a shift in the perspective on industrial ecosystems is
necessary as evidenced by the smart specialization and industrial
and innovation policies of the Open Innovation 2.0 paradigm.
Perceiving the economy as an ecosystem implies the assumption
that every pertaining subject, including the public, the private
sector, the research sector, and the citizens, participates in
innov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players is complementary and horizontal based on the
principles of check and balance. Therefore, competi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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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should interact and, based on the interplay that results,
the market and reputation-based mechanisms must function
simultaneously to perform a screening role.
Third, the role to be played by the public sector must be
reformulated in relation to the second issue mentioned above. In a
situation where a holistic innovation is needed that encompasses
not only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also social innovation,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public sector can play a variety of
important roles, providing tangible and untangible resources or the
competencies needed to form a platform that can support
innovations, coordinate interests, purchase innovative products,
create markets, and employ public finance to catalyze additional
private invest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escape from the obsession with
“cutting-edge” projects. There is a tendency in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to prefer radical projects which do not sufficiently take into
account the competitive advantages the country or region already
possesses. On the other hand, the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promotes structural changes in a country or a region. This
necessitates

consideration

for

various

paths

such

as

“modernization” or “diversification.” These are strategies that try to
strengthen public support for interfaces between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nd existing industries to encourage convergence
between them, thereby upgrading existing industries. In order for
such a strategy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choose an
appropriate path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existing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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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aknesses.
Fifth, the EU 2020 strategy seeks not only to increase productivity,
but also to strengthen inclusive policies to maintain and expand
employment. The growing interest within the EU concerning
employ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due to the recognition of various problems that weake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local communities can
eventually collapse in areas where the industrial base is weakened
due to a lack of skilled labor and equipment investment, which in
turn makes it impossible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recover.
As such, while making effort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existing industries, measures should also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that can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Sixth, in the context of labor policy, it is important to promote
autonomous social dialogu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representatives. In particular, when implementing the concept of
“flexicurity,” a balance of flexibility and stability is essential.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utilize financial resources
for clearly targeted purposes when necessary.
Seventh, in order to adapt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and to
match demand and supply in the labor market, it is necessary to
place a high policy priority on constant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education/traini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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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Growth Policy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Industrial Policy and Job Creation
Myungheon Lee, Hongyul Han, Sangyong Joo, Jun Ho Jeong, and Martin Falk

이 보고서에서는 EU가 2010년대에 추진한 종합적 경제발전 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정책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관련 정책전략의 특징을 살핀다. EU는 대외적으로 미국과 신흥국의 사이에서
경제적·정치적 지위의 약화라는 도전과, 대내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이민, 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포용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EU가 시도했던 정책들의 근저에 있는 개념과 실제 정책의 내용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다. EU의 성공과 한계 경험은 포용적 국가 형성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94320

9 788932 217284

ISBN 978-89-322-1728-4
978-89-322-1072-8(세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정가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