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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서 FP(Framework Programm(이하 FP)

을 1050년대 이후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6년 단위로 실행되고 있으며 현재 2011년에서 제 7차 2007년에

서 2013년까지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향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 8차 FP의 토대

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FP참여를 통한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 7차 FP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EU의 제 7차 FP의 참여현황을 구체적으로 EU회원국과 비 회

원국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도록 한다.

1. 서론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서 FP(Framework Programm(이하 FP)

을 1050년대 이후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6년 단위로

실행되고 있으며 현재 2011년에서 제 7차 2007년에서

2013년까지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향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 8차 FP의 토대

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FP참여를 통한 EU권

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제 7차 FP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EU의

제 7차 FP의 참여현황을 구체적으로 EU회원국과

비 회원국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도록 한다. 제 2장에서는 FP 7차 참여현황에 대해

서 전반적인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3장에

서는 비 EU회원국들의 참여현황 제 4장에서는 기관

별 참여현황을 살펴보았다.

2. FP 7차 참여현황

2.1 국가별 참여 자격
FP 참여 자격은 EU 회원국, 준회원국 JRC 그리

고 유럽 관련 국제기구가 일차적인 대상에 해당되며,

예산 또한 EU에서 직접 지원된다.

제 3국가들에게도 참여 자격이 부여되나, 분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

기 때문에, 비유럽권 참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

원은 소속국가 구분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된다(참고

표 1).

2.2 국가분류별 참여 현황 (2007-2009)
2007-2009년간 총 51,397개 기관이 FP에 참여하였

다. 이 중 EU 회원국 소속 기관이 43,857개로 전체

참여기관의 85%에 해당한다. 준회원국 소속의 참여

기관은 4,151개이며, 비 유럽권 제 3국 소속 기관 또

한 3,389개로 준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극적 참

여하였다(참고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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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U 및 관련국 비 EU국

참여 대상

EU 회원국

준회원국

JRC

EU관련 국제기

구

국제협력대상국

- 러시아,

신생독립국

-

지중해연안/서발

칸 반도

- 기타 동유럽,

중앙아시아

-

경제성장국(중국,

인도 등)

산업선진국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여 조건 제한조건 없음
참여기관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

예산 지원 직접 지원 자체부담 원칙

[표 1] FP 참여 자격
(과제 성격에 따라 예외적 규정이 적용되기도 함)

EU 회원국, 

43,857, 85%

준회원국/후보국
4,151 , 8%

비 EU 국
3,389, 7%

[그림 1] FP 7 국가분류별 참여 현황(2007-2009)

예산 수탁 규모로 볼 때는 제 3국의 경우 연구비를 자체

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원국(13,333 백만

유로)이나 준회원국(1,330 백만 유로)에 비해 직은 적은 수

준이다

EU 회원국, 준회원국 및 회원후보국, 제 3국의 참

여 성공률은 참여기관 수 기준 또는 예산수탁 기준

모두 20% 전후의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국가 분

류별 성공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참

고 그림 2).

22.1% 21.4% 21.7%
20.2%

18.4%
19.4%

EU 회원국 준회원국/후보국 비 EU 국

참여기관기준 예산수탁기준

[그림 2] FP 7 국가분류별 참여성공률

2.2.1 EU 회원국, 준회원국 참여 현황 분석(2007-2009)
EU 회원국 소속 FP 7 참여기관 43,357개 중 여전

히 독일(6,677개), 영국(6,389개), 프랑스(4,883개), 이

탈리아(4,521개)가 가강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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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P 7 EU 회원국 참여 현황(2007-2009)

이 들 4개 국가가 총 EU 회원국 참여의 50%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 7차 프로그램에서는 스페인

과 벨기에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이며, 네덜란드 역시

6차 때와 마찬가지로 활발히 참여한 것을 볼 수 있다

참여국 별 예산수탁 현황은 참여 현황에 거의 비례

하였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예산을 EU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이는 EU 회원국 지

원 예산의 약 57%에 차지한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가 10억 유로 가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수탁하였

다. 스위스가 참여과제 측면에서는 스웨덴이나 벨기

에에 비하여 적으나, 예산 측면에서는 앞서고 있음을

볼수 있다.

3. 비 EU국 참여현황 분석 (2007-2009)
2009년까지 3년간 비 EU국 참여기관 3,389개 중

미국이 총 613기관이 참여하여 가장 높은 참여수준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이외 산업선진국 중 호주 151개

기관, 캐나다 13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특히 일본이

6차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적극적 참여를 하고 있으며

(57개), 뉴질랜드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하였다

(참고 그림 4).

한국은 6차 프로그램에(총 18개) 비하여 7차 프로

그램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기는 하나, 다른 산업선진

국들에 비하여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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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151 131

57 54 33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한국

[그림 4]  FP 7 산업선진국 참여
현황(2007-2009)

국제협력대상국 중 러시아가 316개 기관이 참여하

여 FP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249개) 인도(190개)가 러시아 순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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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남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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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모로코

이집트

칠레

튜니지아

요르단

기타

[그림 5]  FP 7 국제협력대상국 참여
현황(2007-2009)

브라질(171개), 아르헨티나(91개), 칠레(51개)와 같

은 남미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이며, 남아프리

카(138개), 이집트(62개), 튜니지아(48개)와 같은 아프

리카 국가들 또한 활발하게 EU와의 기술협력을 위하

여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FP 참여는 아직 낮

은 수준이다(참고: 그림 5).

예산 수탁 규모로 볼 때,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산

업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연구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

기 때문에 국제협력대상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613개)이 러시아에(316개) 비하여

거의 두 배 가까운 과제에 참여를 하였으나, 수탁 예

산은 오히려 러시아가(39백만 유로) 미국의(22백만

유로) 거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현

저히 높은 참여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호주, 캐나다 또

한 수탁 예산은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4. FP 7차 FP 기관별 참여현황

2009년 대학이 전체 선정과제의 38%를 차지하며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였고, 예산 수탁은 대학 29%,

연구기 23%를 차지하고 있다. 7차 프로그램에서 산

업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난 15년 간 꾸준히 감소 추세(FP4 39%, FP6의

31%, FP7에서는 25%)를 볼수 있다. 산업계의 FP 참

여 동기는 예산지원 보다는 국제 R&D 네트워크 참

여, 지식 창출, 전략적 장기 협력 파트너쉽 구축, 기

술 표준화 선점 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FP가

학술적 탁월성을 갈수로 강조하는 있다는 점에서 다

양한 산업계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참여

동기 또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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