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브리핑

EU, 3조원 규모의 ‘빅데이터 혁신 기술’ 연구 추진

▶ EU는 빅데이터 혁신기술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가치연합(BDVA)과 총 25억 유로(약 3조 3,400억 원))에 달하는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
▶ 맞춤형 의료, 식자재 유통, 농작물 수확 예측 분석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제조분야 및 헬스케어 분야 등에 투자할 전망

개요
▒ EU는 Horizon 2020 연구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사업을 추진
• Horizon 2020은 EU가 주도하는 가장 큰 혁신연구 프로그램으로 향후 7년 (’14~’20년)간 800억
유로 (약 108조 8,51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연구혁신 과제를 진행
• 또한, EU는 ‘데이터 주도 경제’ 정책제언1) 을 통해 유럽의 빅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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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14.7.2)

1) 데이터에 기반을 둔 미래 데이터주도 경제를 예측, 세계 디지털시장에서 EU의 경제 주도권 탈환을 위한 정책제언서

EU, 3조원 규모의 ‘빅데이터 혁신 기술’ 연구 추진

주요내용
▒ 유럽집행위원회2) (EC)는 빅데이터 가치연합(BDVA)3) 과의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14.10.13)
• 이번 PPP를 통해 빅데이터 연구를 위한 사업예산 25억 유로(약 3조 3,400억 원)를 마련하여
투자하기로 함
• 25억 유로펀딩은 EC와 BDVA에서 각각 5억 유로(약 6,680억 원), 20억 유로(약 2조 6,700억 원)
를 출자하기로 함
▒ EU는 이번 PPP를 통해 2020년까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에너지, 제조, 헬스케어 사업 발굴 및
연구를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
• ▲전 세계 데이터 시장 30% 점유 ▲유럽 내 데이터 관련 10만개의 신규 직종 창출 ▲에너지 소비율

10% 감소 ▲건강관리 및 산업 생산성 강화4)
▒ 빅데이터 파트너십 PPP는 데이터 주도경제 방안을 공표한 이래 처음으로 도출된 EU의 정책
결과물
▒ 한편, 국내에서는 미래부가 ’15년 5G,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11개 분야에는

2,233억 원을 투입(’15년미래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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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 가치연합(Big Data Value Association)은 통신사업자 노키아, 네트워크 사업자 오렌지, 전기전자기업 지멘스(Si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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