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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제 당
국은 AI와 관련된 조치를 고려할 때 공정성,

정부, 민간부분 AI 개발통제 규칙 제시

투명성, 안전성, 보안을 고려하도록 했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인공지능(AI) 전

기관들은 또한 그들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

략의 일환으로 민간부문에서의 AI 개발통제

증 가능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추구해야 하

를 위한 규제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음.

며, 가능한 최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기
술적 및 정책적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미국의 AI 수용

있음.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기술적 도전과제
와 윤리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

또한 규제 원칙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 위한 규제원칙은 대중의 참여 보장, 규제

시민의 자유, 미국의 가치 증진을 위해 AI에

부담의 경감,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

의한 불법적 차별 조사, 정보의 무결성을 위

촉진 등 세 가지 목표에 기초하고 있음.

해 필요한 통제 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음.

첫째, 연방정부 기관들이 미국의 대중, 학
계, 업계 리더, 비영리 단체, 시민사회의 피
드백을 포함해 AI 관련 규칙 결정에서 공개

Bloomberg

적인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

고 있음.

les/2020-01-07/ai-that-reflects-american
-values?srnd=opinion

둘째, 규제 부담의 경감을 위해 백악관은 AI
혁신과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선제 조치,
혹은 부담스럽거나 중복되는 규칙을 피하도
록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음.
이에 따라 정부기관들은 규제조치에 앞서
특정 AI 기술규제 전에 위험평가와 비용 편
익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향후 AI의 발전 속
도를 감안할 때 기관들은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분야 전반에서 빠른 변화와 대응을 할

백악관, Open Access 행정명령 검토 중

수 있도록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
요가 있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정부가

셋째, 새로운 규제원칙은 신뢰할 수 있는 AI

지원하는 연구결과 열람 제한 기간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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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즉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 의회 상원 법사위원회 지적재산소위원회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위원장인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도 백악관과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까지 부처 간 2

이용 제한 기간 폐지는 출판업계에서 4만개

차례의 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연구자와

행정명령의 결정여부 및 발표 시기 등에 대

출판계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명령을 재

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협의는 과학기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음.

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logy Po
licy)이 아닌 백악관 비서실에서 주관한 것
으로 알려짐. OSTP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Physics Today
https://physicstoday.scitation.org/do/10.1

소위

‘제로

엠바고(zero-embargo)’원칙이

063/PT.6.2.20191219a/full/

시행되면 연방정부 지원 연구결과물의 열람
기한 제한이 폐지되고 출판 즉시 일반인들
이 이용할 수 있게 됨. 이와 같은 상황에
거대 출판사들은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Physics Today를 발간하고 있는 미국물리
학회를 포함한 많은 과학단체들은 수입의

미-일 양자정보과학 협력연구 협약 체결

대부분을 구독료를 통해 얻고, 이를 통해 잡
지 및 뉴스레터 발행, 교육 및 홍보 제공,

미국과 일본이 10일 양자정보과학 분야 협

시상 및 회의 후원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

력연구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협약을

음. 지난해 12월 말 미국물리학회, 미국지구

체결했음. 도쿄 주재 미 대사관 측은 성명

물리학회 등 물리학 관련 62개 과학, 공학

을 통해 양자과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국제

및 의학 단체들은 백악관에 해당 행정명령

협력은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

의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음.

과 국가안보를 향상시키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복수의 과학 및 의료 출판 단체들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에 서한을 보

이 성명은 또한 양국이 초고속의 강력한 차

내 연구의 질적 제고와 전문가 평가 등을

세대 컴퓨팅 혁명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도

위해 현행 12개월의 이용 제한 기간이 필요

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

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운데 나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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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해 11월 앞으로 10년 안에 100

에너지부의 양자정보과학 연구 지원 사업

쿼트의 양자컴퓨팅 기계와 2039년까지 훨씬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생산하겠다는 계

1. 양자컴퓨팅 및 양자 네트워크 개발 지원

획을 발표했으며, 세계적인 IT기업 IBM은
일본의 양자컴퓨팅 사업 지원계획에 참여하

미 에너지부는 양자컴퓨팅 및 네트워크 발
전을 위한 연구에 6,070만 달러의 지원 계

기로 했음.

획을 발표했음.
또한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지
난해 11월 미국 연구 환경의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 측과 공동연구환경위원회

폴 다바 에너지부 차관은 양자정보과학, 양
자컴퓨팅과 네트워킹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이번 계획을 통해 지원받게 될 프로젝트들

(JCORE)를 출범시킨 바 있음.

은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분야에서 미국의
켈빈 드록마이어 OSTP 국장은 양자 협력에

리더십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관한 도쿄 성명은 미국의 강력한 과학기술
동맹관계를 보증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생
산적인 연구 환경의 중요성, 연구에서의 청
렴성과 엄격성, 개방성과 안보의 균형성 등

양자컴퓨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개
(5년 지원) 프로젝트에 4,700만 달러를 지원
하며,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
점을 맞추고 있음.

을 연구 환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양자컴퓨팅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래밍

미국-일본 양국은 새로운 협약을 통해 워크

언어

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 양자과학 연구 발

- 컴파일러 및 디버깅 접근방식을 포함한

전을 위한 협력과 함께 인력 양성을 지원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도구와 기법의 제

고 향후 진행될 양자과학 협력의 다양한 가

품군 생산

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했음.

- 양자컴퓨팅 알고리즘의 개발
또한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 양자 감
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양자

또한 양자 기반 통신의 폭을 크게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역 양자네트워크를 개

정보과학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음.

발을 위해 5개(4년 지원) 프로젝트에 1천 3
NextGov

7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https://www.nextgov.com/emerging-tech/
2019/12/us-japan-sign-international-stat

모든 지원 프로젝트들은 총 9개의 에너지부

ement-quantum-cooperation/162053/

산하 연구소, 10개의 대학, 1개의 비영리기
관의 참여를 통한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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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으로 예상됨. 이번 지원은 에너지부

로젝트들에 940만 달러를 지원하며, 아래와

과학국 첨단과학컴퓨팅연구소를 통해 이루

같은 주제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었다고 발

어질 것이며, 2019회계연도에는 2가지 이니

표함.

셔티브에 총 1,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음.
- 핵융합과 플라즈마 과학에 양자 컴퓨팅
2. 입자물리학 및 핵융합에너지과학 관련
양자정보과학 지원

의 적용
- 양자 감지를 위한 플라즈마 과학 기법의
사용

미 에너지부는 입자물리학 및 핵융합에너지

- 고에너지 밀도 조건에서 물질의 양자 반

과학 관련 양자정보과학(QIS) 연구에 2,140

응 조사

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음.
미 에너지부 산하 브룩헤이븐연구소는 고에
폴 다바 에너지부 차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너지 물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양자 콘블루

양자정보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적인

전 신경망 네트워크(Quantum Convolution

과제를 해결하는 역량 향상에 큰 기대를 걸

al Neural Networks)와 양자 천문측정학(Q

고 있다고 밝혔음.

uantum Astrometry) 등 두 개의 프로젝트
를 주도하고 있음.

또한 이번 프로그램이 인공지능과 같은 분
야에서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어주면서 미

양자 천문측정학 분야에서는 천문학적인 관

국 과학계가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최첨단에

측을 위해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2차원

위치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음.

광학 간섭계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시험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입자물리학 분야에서는 21개의 2년 또는 3
년 프로젝트들에 1,200만 달러를 지원할 예
정인데, 다음과 같은 주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됨.
미 에너지부
https://www.quantaneo.com/Department-

- 희소입자 탐지를 위한 양자센서의 개발
- 입자물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양자컴퓨

of-Energy-announces-21-4-million-for-q
uantum-information-science-research_a

팅의 사용

265.html,

- 우주와 양자시스템 연결 양자시뮬레이션

https://www.energy.gov/articles/departm

실험

ent-energy-announces-607-million-advan
핵융합에너지과학 분야에서는 6개의 3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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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종양 세포만을 대
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방식으로 종양에 유

뇌종양 세포 제거 가능한 나노 입자 제조

전자 치료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음.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생분해성 실험
실에서 제조한 나노 입자를 이용해 “자살
*

메둘로바스토마(Medulloblastoma)와 AT/RT

유전자” 를 소아의 뇌종양 세포로 전달하는

는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도 치명적인 소아

방법을 개발했음.

뇌 질환 중 하나인데, 방사선을 포함한 전통
적인 치료법은 종양뿐만 아니라 건강한 조

* 자살유전자 : 세포막이나 세포소기관 등이 정상

직에도 해를 끼칠 수 있고 성장기 아이들의

적인 형태를 유지하다가 핵내 염색질의 응집에

발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새로운 치료

의해 세포 전체가 위축되면서 단편화하여 아폽

법 개발이 시급했음.

토시스 소체(apoptotic body)를 형성, 세포사(細胞
死)하는 경우을 말함.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학의 암센터, 약품

학술지 Nanomedicine : Nanotechnology,
Biology and Medicine 2020년 1월호에 게
재된 연구에 따르면, PBAE로 알려진 폴리
아마이드 물질 poly(beta-amino ester) 나
노입자는 종양 세포를 죽이고 실험동물의

연구소, 생명공학 연구팀 등이 협력해 DNA
를 결합하고 운반하도록 설계될 수 있는 고
분자 나노입자의 PBAE* 클래스를 개발했음.
* PBAE(Poly-beta-amino-esters) : 아크릴산염과
아민(유기화합물)으로 합성된 중합체로, PH

생존을 연장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법의 일

반응성 및 생분해성과 같은 특성을 가짐.

부로 사용됐음.
이른바 자살 유전자는 25년 넘게 암 치료와

Phys.org

연구에 활용되어 왔는데, HSVtk(herpes si

https://phys.org/news/2020-01-nanoparti

mplex virus type I thymidine kinase) 유

cles-suicide-gene-therapy-pediatric.html

전자는 자연적 종양 억제 기능을 회복시키
는 효소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음.
실험 결과 복강에 주사로 쥐에게 전달된 자
살유전자와 갠치클로비르(ganciclovir)의 결
합으로 두 종류의 소아 뇌종양 세포 중 6
5% 이상이 죽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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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상태 진폭 분포가 균일하면 무손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 능력 향상 기술

실 압축 알고리즘으로 높은 압축비를 쉽게
미국 시카고대와 아르곤 국립연구소 연구팀

달성할 수 있다면서, 오차범위의 손실 압축

은 데이터 압축 기술을 이용해 슈퍼컴퓨터

을 통해 압축률에 대한 시뮬레이션 정확도

의 시뮬레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음.

개발했음.
데이터 압축을 포함한 전체 상태 시뮬레이
시뮬레이션 능력은 물리적 컴퓨터 시스템

션 프레임워크는 MPI를 활용하며, 시뮬레이

규모와 가까울수록 시뮬레이션과 하드웨어

션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세타(Theta) 슈

사이의 계산력 격차를 좁히지만, 시뮬레이션

퍼컴퓨터를 이용해 실행했음.

의 메모리 요구사항은 시뮬레이션 큐비트의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시뮬레이션의 규모가 제한적임.
Phys.org
오늘날 전체상태 시뮬레이션의 한계는 48큐

https://phys.org/news/2020-01-simulate-

비트로, 연구팀은 데이터 압축기술을 이용해

quantum-bits-supercomputer-compressi

대형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한계를 48큐

on.html

비트에서 61큐비트로 늘려 계산력 격차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음.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지난해 말 개최된 고성능 컴퓨팅, 네트워킹,
저장 및 분석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
erence for High Performance Computin

온라인 불법 행위 감시 인공지능 알고리즘

g, Networking, Storage, and Analysis)에
미국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연구팀은 온

서 발표됐음.

라인 소셜 미디어의 대화 등을 모니터링해
MPI(Message Passing Interface)는 시뮬

온라인에서의 추행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할

레이션을 병렬로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데,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

n-qubit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총 r 순

했음.

위를 가졌다고 가정하면, 각 부분 상태 벡터
는 각 등급에서 nb 블록으로 나뉘어 각 블

온라인 괴롭힘을 방지하려면 공격적, 협박

록이 메모리에 압축된 형식으로 저장되는

적, 부정적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신속한 탐

방식임.

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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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함.

고 발전된 검색어를 제공할 수 있음.

이러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
해 기존에는 온전히 기계에 의지하거나 사
Deccan Herald

람이 직접 채취해야 했는데, 두 방법 모두

https://www.deccanherald.com/science-a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왔음.

nd-environment/new-ai-algorithms-canspot-online-trolls-study-792801.html

지난해 1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신경
정보 처리 시스템 학술회의 중 사회적 선을
위한 인공지능 워크숍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는 온라인 트롤(Troll)로 불리는 온라인 불
법 행위들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술을 소개했음.
연구팀은 인간이 직접 온라인 트롤을 감시,
추적하는 일을 담당할 경우 작업의 확장성
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잠재적
편견 또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음.

다발성 경화증 치료 위한 줄기세포 이식
과 약물치료 비교 임상실험
미 국립보건연구원(NIH) 국립 알레르기 및

연구팀이 개발한 GloVe는 인공지능 머신러

감염질환 연구소(NAID)는 심각한 수준의 다

닝 기술을 이용한 단어 연계 알고리즘으로

발성 경화증(MS)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및

벡터 공간에서 별개의 두 단어 사이 언어적

약물 치료법을 비교하는 임상실험을 진행하

또는 의미적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음.

고 있음.

GloVe는 하나의 키워드에서 시작해 실제로

MS는 사람의 면역세포가 중추신경계를 공

사용 중인 관련 단어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이번 치료법 실험

단어들의 클로스터를 생성하여 이를 분석하

의 목적은 두 가지 치료 방법의 안전성, 효

고 있음,

능 및 비용 효과를 비교하는 것임.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MeToo"의 사용을

치료 전에 추출한 혈액 형성 줄기세포 중

검색하면 "SupportSurvivors", "ImWithHer",

일부를 재주입하면 면역체계를 재형성하여

"Not Silent"와 같은 관련 해시태그 클러스

새로운 면역세포가 중추신경계를 공격하지

터가 생성되며, 이를 이용해 보다 역동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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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스스로 재설정할 수 있게 할 수 있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음. 이러한 치료 방법은 자가혈구세포이식,
즉 AHSCT라고 불리는데, 연구팀은 이 방법

2020년 스타트업 주요 동향 예측

이 MS의 재발 진행을 중단시키고 약 복용
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지만 부작용 위험도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2020년도 주목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

만한 스타트업 동향을 다음과 같이 예측함.

연구팀은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미 식

자본의 효율성 최우선 : 2019년 시드 단계

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은 12가지 이상

투자금액이 평균 700만-1,100만 달러까지

의 MS 치료제 중 어떤 약품이 중증 MS 환

증가하며 과거 시리즈A 투자 규모와 비슷해

자에 적절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는지 연

졌는데, 이에 따라 2020년에는 벤처 캐피털

구하고 있음.

들이 투자의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시할 것
으로 전망됨.

BEAT-MS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미국과 영
국의 성인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AHSCT*

스타트업 문화의 중요성 증대 : 스타트업

또는 사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고효율 생물

특성상 많은 일을 빨리 처리하는 문화가 인

학적 약품 중 하나를 복용하도록 한 후 6년

재 유치와 지속 가능한 브랜드 추구 등에

간 추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채용과
인사정책 등에서 보다 인간적이고 개방적인

실험 기간 동안 실험 참가자들을 정기적으

정책을 취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전망임.

로 검사해 MS 질병의 진행 경과와 기간 등
을 조사하고, 두 가지 치료법의 효과와 비

B2B 산업 관심 : 그동안 우선시 되었던 B2C

용, 삶의 질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

산업에 이어 2020년에는 보험, 물류, 산업

석할 계획임.

기술과 같은 B2B 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
어와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기술을 도입하

* AHSCT : Autologous Hematopoietic Stem Cell

며 산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임.

Transplantation(조혈모세포이식)

오프라인 브랜드의 르네상스 : 최근 몇 년
미 국립보건연구원(NIH)
https://www.nih.gov/news-events/news-r
eleases/new-multiple-sclerosis-treatmen
t-trial-compares-stem-cell-transplantatio
n-best-available-drugs

동안 스타트업들은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
는 경향이 강했는데, 브랜드 차별화와 사업
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의 중요성
이 커지는 추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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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온라인 서비스 : 디지털 서비스에

의 약 7%를 차지하며 기후면화의 주범으로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완벽한 고객 경험을

지목되는 시멘트 생산 공정에 석회암을 기

기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빠르고 유

존의 방법보다 낮은 온도와 에너지를 필요

연한 상호작용 능력이 강조될 것임.

로 하는 합성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을 제공
하고 있음.

투자 및 보안 분야에서 주목받는 사물인터
넷(IoT) : 2020년까지 204억 개의 물체가

Shape Therapeutics : 돌연변이 치료 및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며, 그 수는 우리 삶의

예방을 위해 인간의 RNA를 수정하는 기술

모든 영역에 IoT가 진입함에 따라 계속 증

을 개발해 기존 Crisper-Cas9 프로세스보

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

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십억 개의 네트워크 연결 지점을 안전하게

시리즈A에서 3억 5,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

유지하는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

치했음.

질 것으로 예상됨.
Better.com : 신청 후 몇 주까지 시간이 걸
리는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몇
분 안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
Forbes

료를 받지 않고 대출 이자로 수입을 올리고

https://www.forbes.com/sites/kjartanrist/

있으며, 올해 뉴욕 시장에 진출하면 미 전역

2020/12/30/2020-startup-predictions-top-

50개주에서 이용이 가능해짐.

trends-to-watch-out-for/#4e9bf0712d14
Afresh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신선
식품의 재고를 최적화 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형
식료품 체인점들과 제휴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2020년 주목할 만한 혁신적인 스타트업

Understory : 강수량, 바람, 온도, 기압, 습

Inc.com은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제

바탕으로 미국 내 주요 보험회사들과 제휴해

시하며 2020년에 미국에서 주목을 받을 것

자동차, 농업 보험 등 분야에서 새로운 보험

으로 예상되는 스타트업들을 소개했음.

금 청구 및 지불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Solidia : 이 회사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Movandi : 5G 무선 네트워크가 2020년 미

도 등을 추적하는 기상 감지기의 데이터를

국 내에서 크게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15 -

USA

2020.2 Vol.76

고밀도 지역 외에서는 이용성이 떨어질 것

공공 안전을 위한 광대역 개발 시연에 초점

으로 우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 5G 주파수

을 맞춘 NIST와 ITS 사이 추진된 53개 공

대역의 범위 확대 기술을 통해 지역에 상관

동 협약도 포함됐음.

없이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상무부 연구소들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77
건의 새로운 발명을 하고, 56건의 특허를
출원, 28건의 특허를 승인받았음.
Inc.com
https://www.inc.com/kevin-j-ryan/innovat

또한 현재 진행 중인 67건의 특허 라이선스

ive-startups-to-watch-in-2020.html

등을 통해 $147,414의 로열티 수익을 올렸
고, 소속 연구자들은 전문가 평가 과학 기술
학술지에 총 3,220건의 논문을 발표했음.
상무부 연구소들의 기술이전 활동은 전통적
인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데이
터 및 참고 자료의 제작, 사용자 시설의 가
용성 확대와 포스닥 및 객원 연구원 교육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기술이전 보고서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미 국립표준기술원(NIST)은 연방 상무부(DO

2018년 NIST는 법의학 실험실, 암 진단 평

C) 산하 NIST, 국립해양대기청(NOAA), 정보

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DNA 등에 대한 최

통신과학연구소 (ITS) 등 3개 기관 연구소들

신 표준기준재료 (SRM)를 개발했고, NOAA

의 활동에 관한 2018년 기술이전 연례보고

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 센서 시험

서를 발간했음.

과 교정 등을 지원했으며, ITS는 5G 표준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월터 코팬 NIST 원장은 기술이전은 각 연

했음.

방 과학기술 기관의 임무 중 필수적인 부분
이라며, 이 보고서는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
한 투자가 미국인들의 삶과 미국 경제의 이
익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음.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1

2018년 상무부 소속 연구소들은 전년 대비
120건 증가한 총 534건의 전통적 협력연구
개발협약 (CRADA)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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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가
속화

가 될 수 있음.
일단 전문가들의 선행을 통한 데이터가 구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은 머신러

축되면 그것을 토대로 AI를 학습시킬 수 있

닝과 딥러닝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상용

고 학습 단계를 졸업한 AI 프로그램은 인간

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컴퓨팅 능력이

의 개입 없이 보다 많은 표본에 대해 빠른

요구됨.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의사결정 속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전망임.

AI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정답에 근접
한 의사결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
며, 학습단계 후에는 이를 유사한 상황에 반
복해서 적용함.

IP Watchdog

학습 단계에서 AI는 높은 컴퓨팅 사양이 요
구되지만, 학습이 완료된 AI 프로그램은 자
동화 및 효율적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

https://www.ipwatchdog.com/2019/12/24/
artificial-intelligence-accelerates-decisio
n-making-patent-portfolio-management/i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는 일반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평가, 개별 특허권의 잠재적 가
치 추정, 포트폴리오 내 기술적 적용 범위의
취약 영역 식별, 도태할 특허권의 식별, 외
부 포트폴리오 평가, 내부 포트폴리오와의
비교 등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이처럼 특허 포트폴리오 관련 업무의 폭이
상당히 넓지만 입력된 표본들을 통해 반복
적인 과정을 처리하는 AI의 특성을 고려하
면 활용성이 높음.
표본의 수가 적은 경우 AI로 자동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수만 또는 수십만 개
의 개별 특허가 투입될 수 있는 수준에서
작동할 경우 AI 기술 활용에 긍정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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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1989년 부다페스트에서 설립된 후 동유럽의
공산주의체제 국가들이 점차 참여하면서 현
재는 중남부 유럽의 가장 오래되고 큰 과학

동남유럽국, ‘트리에스테 선언’ 서명

기술 협력기관이 되었음.
중유럽 이니셔티브의 회원국들은 과학외교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도 동의함.
해당 이니셔티브의 사무국장인 로베르토 안
토니온(Roberto

Antonione)은

“효과적인

국제 과학기술협력을 위해서는 든든한 정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이탈리아 교육연구부 장관 로렌조 피오라몬티>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논의는
중앙유럽이니셔티브(CEI)* 국가 과학 장관들

내년 트리에스테(Trieste)에서 열리는 유로

이 ‘트리에스테 과학기술 선언문 (Trieste D

사이언스 오픈포럼(EuroScience Open For

eclaration on Science)에 서명함. 이 선언

um)에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임.

을 통해 Horizon Europe의 참여를 독려하
고, 지역 내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
대가 마련됨.
SCIENCE l BUSINESS
* CEI(Central European Initiative) : 17개 회원
국을 포함하여 중유럽 및 동유럽 지역 협

https://sciencebusiness.net/news/science
-ministers-south-east-europe-want-piec
e-horizon

력포럼

이번 선언문은 지역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Horizon Europe에 비 EU회원국
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원간 교
류를 확대하기로 함.
중유럽이니셔티브의 회원국들은 총 17개국
이며,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이탈리아 및
동유럽의 EU회원국들, 벨라루스, 몰도바, 그
리고 우크라이나 등이 이에 해당함. CE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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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g and Innovation)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영국, 혁신연구 지원기관 설립 보류

통합한 바 있음.
당초 영국정부가 계획한 미국의 방위고등연
지원기관

또한 브렉시트 이후 공동연구 참여 연구자

설립 내용이 12월에 발표된 보리스 존슨(Bo

들의 이동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경청하고

ris Johnson) 총리의 입법 계획안에 포함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EU 국가 내 거주

어 있지 않았음.

에 제약을 두지 않음) 등을 해온 점이 즉각

구계획국(DARPA)형의

혁신연구

적 비난을 자제하는 배경이기도 함.
현 기술사업화기관인 이노베이트 UK(Innov
ate UK)에서 독립하는 DARPA형 연구지원
기관의 설립은 2019년 10월에 제안 되었으
며, 보수당의 선거 공약에도 구체적으로 명
시되어 있음. 과학부 장관인 크리스 스키드

SCIENCE l BUSINESS

모어(Chris Skidmore)는 ‘장기적으로 보았

https://sciencebusiness.net/news/uk-dro

을 때 연구 성과의 파급력이 강력한 인공지

ps-pledge-new-innovation-funding-body

능 및 데이터 기술 연구’에 신설 연구지원
기관이 5년 간 약 8억 파운드의 자금을

투

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이후 발표된 총리의 입법 계획안에
는 새로운 기관설립의 구체적인 내용 대신
‘유망 과학기술 분야의 고비용, 고수익 연구
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엘스비에社, 프랑스와 국가 라이센스
계약

다’는 보다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음.
정부는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이

거대 출판사인 엘스비에(Elsevier)가 프랑스

내용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음.

대학 및 연구기관 컨소시엄인 쿠페랑(Coup
erin)과 국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 비평

2019년 12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큰 승리를

가들은 그러나 이 계약이 과학저널 논문의

거둔 정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DARPA형

오픈 액세스(Open Access)*를 진전시키기에

기관 설립을 철회한 가운데, 지난 2년 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함.

영국혁신기구(UKRI) 설립과정을 지켜본 연
구자들은 비난을 자제하고 있음. 현 정부는

* Open Access : 연구성과물을 무료로 공개

7개의 연구지원협의체와 이노베이트 UK(In
novate UK)를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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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1년부터 출판물을 무료로 읽을 수

근과 저자들의

오픈 액세스 출판 모두에

있도록 의무화하는 플랜 S(오픈 액세스를

(요금) 부담을 준다는 점을 비판함. 프랑스

위한 유럽 12개의 국가 연구기관 컨소시엄

물리학회 (French Society of Physics)는

이니셔티브)와 상충되기 때문임.

출판사들과의 협상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예를 들어 프랑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4년 동안(2019-2022)

스 당국을 비판하기도 함. 독일과 노르웨이

연간 구독비용을 할인하여 2022년말 까지

의 기관은 단순한 할인 대신, 하이브리드 지

2009년의 구독비용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출을 없애고 이전 가입비를 사용하여 구독

포함되어 있음. 계약을 2019년 1월부터 소

과 오픈 액세스 출판을 가능하게 하는 소위

급 적용하면 2019년에 연간 150만 유로를

“전환적 계약”에 서명하거나 이를 추구하고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프랑스 정부가 밝힘.

있음.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역시 이와 동일함.

계약 내용에 따르면 게재된 모든 논문이 즉
시 전체 공개가 가능한 형태로 출판되지 않

프랑스 정부는 엘스비어(Elsevier)와의 계약

음. 대신 연구자가 OA 출판을 결정하면 비

을 통한 절감액의 3분의 2를 “국가공개과학

용의 25%를 환불받게 됨. 정부는 처음으로

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국가공개과학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는

기금은 오픈 액세스 출판 프로젝트를 위해

입장임.

사용될 것이며 곧 2천 6백만 유로에 달할
예정임.

하지만 비평가들은 OA 비용을 지불하지 않
은 논문 처리 문제에 의문을 제기함. OA 비

프랑스 오픈 사이언스 바로미터에 따르면,

용을 지불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는 출판 1

엘스비어(Elsevier) 저널은 2017년 과학논문

년 후에나 엘스비에 서버에서 무료로 읽을

의 약 30%를 다른 출판사보다 더 많이 출

수 있게 되고, 이는 2016년 프랑스 법률에

판했음. 이 논문들 중 약 20%가 무료로 활

서 규정한 6개월 보다 길게 됨. 프랑스 정

용 가능하지만, 프랑스 국내 무료 공개 논문

부는 저자의 동의에 따라 6개월 후 온라인

비율인 40%에는 미달함.

자료실에서 무료로 논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SCIENCE
이번 계약이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가속
화 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프랑스 수학학회는 이번 거래가

https://www.sciencemag.org/news/2019/1
2/elsevier-deal-france-disappoints-open-

“하이브리

드” 저널을 장려함으로써 독자들의 논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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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연구원은 CLASS의 프레임워크(framework)
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 이 스마트 시티 기술이

스마트 도시위한 CLASS 프로젝트

도심 지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혼잡성을 감
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실적으로 안전한 차량을 만들기 위한 하나
의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고 평가함.
스마트시티 부서의 협력 담당자 루카 치안
토레는 모데나 시(市) 내의 MASA 프로젝트
는 현대적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과 이탈리
아의 전통적인 고품격 자동차들을 조합하고
CLASS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최첨단 소
프트웨어들은 이탈리아 북부 도시인 모데나
시(市)에서 자동차 스마트 지역(MASA)내의
자동차들과 연계하여 실용화 실험 중에 있
음. 이 CLASS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fram
ework)는 디지털 교통 표지판, 스마트 주차
에서부터 대기 오염 시뮬레이션 및 보행자
사고 방지 응용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스마

있으며, 이는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시의 기틀이 될 것으로 판
단함.
CLASS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아래의 소
프트웨어들은 도시 환경 오염

및 교통 문

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임.
- 사고나 기타

비상 상황 발생의 경우 최

선의 경로를 조언하고 실시간 교통 상황

트시티 응용 기술을 포함함.

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

실시간 통제 하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CLASS 소프트웨어

털 교통 어플리케이션
- 이동 중인 차량의 오염 배출량을 실시간
으로 측정하는 대기오염도 측정 어플리케

는 이동 데이터와 저장 데이터를 하나의 분
석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해 통합함
으로써,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는 보행자,

이션
- 해당 지역 내 가용 주차장의 실시간 데이
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장

교통, 자동차 등의 복잡하고 엄청난 데이터
처리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함.

어플리케이션
- 보행자가 차량에 보이지 않더라도 운전자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터센터(BSC)의 수석연
구원이며 CLASS 프로젝트의 기획자인 에두
아르도 퀴뇨네스(Eduardo Quiñones)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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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은 CLASS

도시 즉, 발라도리드(스페인), 노팅햄(영국),

GitHub 채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http

테페바시/에스키셰히르(터키)에서 적용이 승

s://github.com/class-

인됨. REMOURBAN 프로젝트는 실행 가이

euproject)

드라인으로 ‘The Urban Regeneration Mo
del (URM)’을 통해 에너지, 교통 그리고 정
보통신 기술을 통한 유럽 도시 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각 도시의 상황에
맞는 혁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꾀함.
CORDIS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13199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class-software-framework-makes-mode

곧 활용될 예정임. 다음 대상 도시들은 벨

na-smarter-in-real-life-setting

기에의 세랭(Seraing)과 헝가리의 미슈콜츠
(Miskolc)이며,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각 도
시 협력기관들과 협조 하에 현지 상황에 맞
는 재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 모델을
테스트하는 중임.
현재 시범 도시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혜택
을 받기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대상 지역 주

지속가능 도시 전환 가속화

민들의 반발로 인해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 도시 내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은 확대되고 있
지만, 이를 위해 시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이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음. 시민들은 스마트
도시화의 주요 수혜자가 되겠지만 그 변화
에 대한 저항성도 보여줌. 따라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
트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의 협조가 필수적임.
EU 지원 프로젝트 REMOURBAN는 도심재
생을 위해 몇 개 도시를 대상으로 준비 작
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 중 세 개의 시범

움이 있었음.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연령대가
높아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의사소
통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둘째로, REM
OURBAN 프로젝트의 도시재생모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재개발이 가져올 혜택들에 대
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았기 때문임. 또한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한 비용의 일정 부분
을 부담해야 했다는 점도 주민들의 저항을
유발함.
주민들의 저항에 프로젝트 진행에 난항을
겪던 관계자들은 전략을 바꿔 거주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그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시켰음. 그 결과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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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어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었음. 가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계속 개발하고

르시아 후엔테스는 “재개발에 저항하던 주

있음. 프로젝트 수행 결과, 연구자들은 선택

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프로젝트의 시

적 번식이 양과 염소가 기후 변화로 인한

민 접촉전략과 핵심 구호를 조정하였다”고

다양한 기상 조건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도울

설명함.

수 있다는 것을 밝힘.
iSAGE의 연구팀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성이 높은 양과 염소를 번식시키는 방법을
CORDIS

연구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BMC Geneti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13199

cs’ 저널에 게재되었음. 연구팀은 일일 온도

-class-software-framework-makes-mode

및 습도 측정값을 포함한 날씨 데이터뿐만

na-smarter-in-real-life-setting

아니라 일일 우유 생산량과 같은 통계자료
또한 분석했음. 분석 결과, 날씨 변화에 대
한 동물의 반응은 개체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함.
프로젝트 파트너인 스코틀랜드농업대학 (SR
UC)은 유전적 변이를 관찰한 결과, 선택적

기후 변화에 대한 동물의 적응력 향상

번식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동물의 적응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 해당

iSAGE 프로젝트는 유럽의 양 및 염소 사육

대학의 연구팀은 날씨 변화에 대응하는 염

부문의 지속 가능성, 경쟁력 및 적응력 향상

소들의 유전적인 변이를 지적하며, 연구 결

을 목적으로 함. 이 프로젝트 하에서 농민,

과가 기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동

협동 조합, 기업 및 학계는 시장의 도전뿐만

물 생산을 위한 미래 육종 프로그램에 영향

아니라 사회 경제적, 인구학적, 생태학적 문

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함.

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음.
또한 해당 공동 연구는 동물 유전학과 기후

프로젝트 공동 연구자인 게오르기 오스 바

변화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

뇨스 교수는 날씨 변화에 동물이 탄력적으
로 적응하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전적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메커니즘을 조사했음. 이를 통해 그의 연구

더 커지고 있으며 날씨 변화는 작물과 가축

팀은 높은 생산력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선

생산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EU

택적 육종을 계속할 수 있고, 동시에 외부

가 지원하는 iSAGE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

환경 조건이 변할 때 안정성을 가지고 육종

제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동물의 회복력과

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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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에 종료 예정인 iSAGE는 유럽 전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역에서 양과 염소 농장의 지속 가능성을 평
가했으며, 또한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
탈리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의 농장에서

독일의 주요 경제 · 창업 · 고용지표
현황

소형 반추동물 생산 부문의 미래에 초점을
둔 정성 및 정량 조사를 수행했음. 설문조

자동차·제조, 의료·바이오산업이 보유한 경

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형 동물 사육 농가

쟁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출비중을 통한 무

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생산력 향상

역 흑자를 기반으로 독일 경제는 유럽 경제

에 대해 낙관적이었으나, 실제로 이를 위한

의 ‘엔진’으로 자리매김함. 최근 세계경제의

기술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음.

침체와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 영국 브렉
시트의 의회 통과, 프랑스의 경제회복 등의
이슈에 둘러싸여 독일 경제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2020년을 맞이하여 독일의 주요 경
CORDIS

제·창업·고용 관련 지표를 살피고자 함.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11735
-weatherproof-sheep-how-to-enhance-a
nimal-resilience-to-climate-change

○ 배경
- 지난 20여 년 전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
과 과잉 복지로 인해 한때 ‘유럽의 병자
(病者)’로 불렸음. 하지만 2005년 ‘앙겔라
메르켈’의 집권 이래 독일 경제는 유로존
평균 경제성장률(1.6%)을 상회하는 2.7%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실업률은 11.3%에
서 3.4%로 감소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독일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 긴축재정과 고용시장 개선을 통해 국가경
쟁력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준 2006년 26위에서 2012년 9위로 끌
어올리며 메르켈의 집권을 연장시킴.
* 2019년 IMD기준 국가경쟁력 63개국 중 독일
17위 기록(한국 2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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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정권에서의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
지하며 시장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
는 역점을 두었으며, 일관성을 지닌 경제
정책과 대외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등 리
더십을 통해 독일을 유럽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성장시킴.
- 그러나 2018년 말, 마이너스 대의 산업생
산률로 진입하며 경제 침체의 모습을 보

그림

최근 5년간 독일 산업생산률 추이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Tradingeconomics 편집)

이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음. 주요 창업
지표나 고용지표는 여전히 활황인 양상을

- 고점을 기록했던 ‘17~’18년도와 달리, 글

보이고 있으며, 독일 경제부는 12월 월간

로벌시장에서의 투자 저하로 인해 ‘19년

보고서를 통해 안정적인 신규주문 추세를

도에는 산업생산률은 감소하여 마이너스

언급하며 산업생산에서의 점진적인 회복

대에 진입하였으며, 연말에 이르러 다소

징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힘.

회복하는 양상을 보임. ’19년도 4사분기
의 신규 주문량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

○ 주요 경제지표

아 ‘20년도에는 회복세를 계속해서 회복

- 세계의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의 정치적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긴장감 속에서 독일은 2019년 0.5%의 실
질 GDP 성장률, 마이너스 대의 산업생산

- 경기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

율을 기록하는 등 2018년 이후 다소 성

인 구매관리자 지수(Purchasing Manage

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남

rs’ Index, PMI)는 IHS Markit 기준 ‘19

수치

년 말 43.7을 기록, 경기의 확장으로 볼

항목
GDP 성장률
국내 총생산
연평균 GDP
대비 투자
정부 수입
연평균
인플레이션비율

무역수지

2018

2019

수 있는 50이하 수준을 유지함. 다만, 저

0.5

점을 기록했던 ’19년 9월과 달리 증가세

3,344.4십억 €

3,424.7 십억 €

를 기록하며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

21.38 %

21.83 %

1,552.9 십억 €

1,602.6십억 €

1.75

1.43 (11월까지)

1.5

228 십억 €

냄.
- 2018년 기준 GDP 대비 수출비율이 47.

208 십억 €

4%로 프랑스(31.3%), 영국(30%), 한국(4

(11월까지)

4%)에 비해 수출비중이 높은 편임. 이에

표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재구성)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DIW 경제연구소, World Bank,

따른 무역수지는 ‘19년도 11월까지 208

IMF)

십억 유로로 전년 수준을 상회하며 양호
한 성적을 기록함.

- 26 -

EU

2020.2Vol.76

며, 2017년 226십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
함.

그림 독일의 GDP 대비 수출비중
(출처: World Bank, Tradingeconomics 편집)

- 독일 경제연구소(IFO)에 따르면 독일 대부
분 기업은 2020년도 1사분기의 수출전망

그림

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예년 수준을 유지

독일 기계 및 장비산업 주요 수치
(출처: 독일투자청GTAI)

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

- 기계 및 장비산업 내 주요 분야로는 파워

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트랜스미션, 자재취급기술, 공작기계, 공
조기술(Air Handling Technology), 식료

- 또한 독일의 주요 25개 파트너국가 대상

품처리 및 포장, 농업기계, 건설장비 및

수출은 2016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

건축자재처리, 밸브·피팅 등이 있음. 향후

를 보이는 등 세계 무역전쟁의 지속은 독

자동화 및 로보틱스, 3D 프린팅·제작, 에

일 수출경제에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너지효율화, 정보화·커넥티드 등이 미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슈로 언급됨

- ‘Made in Germany’ 슬로건의 상징적인

- 독일 투자청은 소재 관련 산업을 크게 경

산업인 독일의 기계 및 장비(Machinery

량화, 나노테크, 플라스틱산업으로 분류

& Equipment), 소재(Materials) 산업을

함. 경량화분야는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살피면, 독일 투자청(GTAI)은 기계

생산퀄리티 개선, 기능성, 회복탄력성(Res

및 장비 산업의 특징을 중소·강소기업의

ilience) 등을 목표로 고성능 강(Steel),

높은 점유율과 전자, 로보틱스, 소재, 소

카본 복합재(Carbon Composites), 알루

프트웨어 등을 통합하는 주요 미래산업

미늄과 목재 등에 관해 연구·개발함

분야로 손꼽음.
- 이들 기업은 세계적인 생산제조산업의 요
구에 부합하는 맞춤화된 다품종 소량생산
을 통해 세계시장의 16%를 점유하고 있
음. 수익의 79%가 수출을 통해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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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내에서 창업과 벤처투자, 기업 육성
등 역동적인 에코시스템을 보유한 선도국
가 중 하나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
웨덴, 핀란드 등과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허, 창업, 연구개발 등으로 유
럽 디지털싱글마켓의 한 축을 담당함.

항목

수치
2019

스타트업 투자거래 규모

6,228 백만 유로

스타트업 투자거래

704 건

유니콘 기업 보유 수

12 개社

그림 독일 신소재 디자인 개발 구상
(출처: 폭스바겐AG, VDMA, 독일투자청GTAI)

- 나노분야에서 독일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과 함께 선도국 중 하나로, 나노소재,

법인 설립 소요기간

나노툴, 나노분석, 나노툴 관련 기술에 정
특허 등록건수(독일 소재)

부 보조 및 EU 연구, 독일의 연구소 등과

표

함께, 에너지효율, 생산기술, 헬스, 모빌리

(최소)

8일

46,617 건
(2018년 기준)

독일의 주요 창업지표(재구성)

(출처: EY Startup Barometer Deutschland, World Bank,

티, 커뮤니케이션, 보안 등 유망산업분야

CB Insights)

적용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함.
- 플라스틱분야에서 독일은 25% 이상의 유

- 2019년 다수의

e-커머스, 디지털헬스, 핀

럽 생산을 담당, 주요 기점으로 약 1,010

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추가

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함. 포장재, 건축

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총

및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의료분야에서

12개의 기업이 유니콘스타트업의 위치에

활용되고 있으며, 76개의 대학, 연구소,

오름.

연구센터 등은 산업체와 연계하여 연구개
- 탄탄한 제조업에 기반을 두어, 디지털화를

발함.

이루기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로
○ 주요 창업지표

지스틱스, 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핀테크,

- 독일 경제를 둘러싸고 다소 부정적인 전

디지털헬스, e-커머스 등 솔루션 분야에

망과 긍정적인 신호가 공존하는 가운데,

큰 강세를 보임. 전년대비 2019년 가장

국가적으로 지속해오던 창업 지원과 혁신

크게 성장한 분야는 모빌리티와 핀테크이

R&D 지원에의 노력은 독일을 2019년에

며, 소프트웨어분야는 꾸준한 성장을, e-

도 유럽 내 주요 창업스타트업의 중심지

커머스, 디지털헬스분야는 다소 감소한 추

로 역할을 다하는 데에 기여함.

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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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규모순)

분야

Auto1 Group

E-commerce & direct-to-consumer

Otto Bock

Health

HealthCare
N26

Fintech

Celonis

Data management & analytics

FlixBus

Auto & Transportation

NuCom Group

Other

wefox Group

Fintech

CureVac

Health

Deposit Solutions

Fintech

About You

E-commerce & direct-to-consumer

Omio

Travel

GetYourGuide

Travel

그림 독일 스타트업 투자 규모 및 실적
(출처: EY Start-up Barometer Deutschland)

표 2019년 독일 유니콘스타트업(출처: CB Insights)

- 투자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전년대비
2019년 36%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 주요 고용지표
- 독일은 3.1%의 낮은 실업률과 전년 대비
1.4%의 고용률 상승을 기록, 고용시장은

2019년 704건으로 전년대비 13%가 증가

세계 경제에 비해 꾸준하게 비교적 양호

함. 독일지역 중 베를린과 바이에른지역

한 수준을 이어감.

의 강세는 여전함.

- 국내 인구의 고용 참가와 해외에서의 노
동인구 유입을 통해, 독일은 1991년 통일
이래 4천 5백만명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노동인구를 보유하게 됨.
- 14년간 지속된 고용인원의 증가폭은 다소
주춤해졌으나 꾸준히 증가하며, 실업률은
2019년 들어 크게 감소한 특징을 보임.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많은
수의 창업기업의 등장은 독일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림 주요 산업별 독일 스타트업투자 실적
(출처: EY Start-up Barometer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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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실업률

2018
3.2 %
140 백만명

실업자

(전년 11월
기준)

청년실업률
(25세 이하)
청년실업률
(25 ～ 75세)
고용인원

6.2 %

3.1 %

44,709 천명

수치

외한 생산제조업에 0.7%의 종사자가 늘

2019

어남. 반면, 농·산림·어업 종사자는 2.0%
감소함.

3.1 % (11월
기준)

○ 시사점

136 백만명
(11월 기준)

- 수출비중이 높은 독일 경제는 대외관계

5.9 % (11월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음. 영국

기준)

의 브렉시트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1월

2.8 % (11월
기준)

31일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탈퇴는 확정

45,477 천명

적이 되었으며, 이제는 원활한 브렉시트

(11월 기준)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의 관세동맹 범위,

표 독일의 주요 고용지표(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안보 및 외교정책
협정, 외국인 지위 및 노동권, 환경제도

- 3.1%의 실업률 구성을 살피면, 남성은 3.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상을 필요로 함.

5%, 여성은 2.6%, 25세 이하 청년실업률
은 5.9%, 25~75세의 실업률은 2.8%를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탈퇴는 유럽연합을 이끄는 주요국
인 독일에게 재정적·정치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전망함. 독일의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은 2027년 2배 수준인 330억에 달
할 것으로 예상하며, 무역, 기업이전, 거
주·노동 등의 이슈를 국내외적으로 해결
해야할 것으로 예상함.
- 프랑스는 젊은 대통령을 앞세워 추진한
노동개혁과 친기업정책이 영향을 미치며,
1.3%의 경제성장률 증가와 실업률의 완
화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2020년을 기대
하고 있음. 고용의 증가가 내수시장 중심
의 프랑스에 활기를 더하였으며, 친기업·

그림 독일 산업별 고용증가 추이(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성장정책은 2022년까지 꾸준히 프랑스의
성장을 이끌 전망이라고 밝힘.

- 각 산업별 고용증가 추이를 살피면, 건설
업 종사자와 서비스업 종사자가 각각 1.
4%, 1.0%로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을 제

-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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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등 여러 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한

기업형 벤처캐피털과 기업형 엑셀러
레이터 관련 동향

산학연이 합동으로 혁신 연구개발, 에코
시스템 구축 등에 열을 올림.

2019년부터 현재까지 CVC추세는 수익창출
에 집중하는 독립 벤처캐피털 회사들과는

- 독일은 디지털화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

달리, 여러 스타트업과의 제품개발에 초점을

책을 추진하여, 영-EU, 미-중, 미-EU 간

맞춘 이익 및 시너지효과를 모두 고려한 자

의 국제 정세의 움직임에 따른 반향을 최

유로운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성행

소화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한 해가

하고 있음. 유럽 내 에코시스템에 큰 영향

될 것으로 전망함.

을 끼치는 추세를 보이므로, 이에 현 동향
및 CVC 하위 개념인 엑셀러레이터(CAs) 및
인큐베이터를 비교·파악함.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으로의 비즈니스진출을 위해, CVC 및

1)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지수보고서
2) 세계은행(World Bank) 조사데이터

CAs, 인큐베이터 특징 조사와 현지 유럽 스
타트업과의 협력 및 운영·지원방식을 살펴보
고자 함.

3) DIW 독일경제연구소 보고서
4) GTAI 독일투자청 보고서

○ 배경

5)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
6) EY Start-up Barometer

- 기업형 벤처사업(Corporate venturing a

Deutschland(‘20. 1)

ctivities)은 대기업의 전략적 성과에 매우

7) CB Insights 보고서

중요한 요소로, 내부적인 구조혁신과 다

8) IBK경제소식지(13년 6월), ‘독일 ’메르켈

른 조직 및 기관과의 사업적 제휴목적으

정부‘의 3가지 성공요인’

로 진행함. 스타트업에도 펀딩과 아이디
어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상호이득이 됨.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 캐피탈 펀딩과 엑
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함.
- 2011년 이후부터 매년 CVC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작년 말 PITCH
BOOK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전체 CVC
참여 거래 점유율 18.3%로 상반기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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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최고치를 기록함.

개의 기업이 참가했고, 2만 여명의 멘토
및 투자자가 공동 진행함.
- 2019년 초반에 유럽 프로그램 진출을 본
격화하여, 런던, 베를린 등에서 엑셀러레
이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 $400k정
도의 회계·법률적 지원과 투자자연결 및
사무실, 멘토링, 코칭, 네트워킹 등 제공.
파트너 회사로는 TARGET, BOSCH, Ama

그림 CVC에 따른 VC거래점유율 지표(Pitchbook)

zon alexa, IBM, Ford 등이 있음.
- CVC는 대표적으로 BMW iVentres, Allia
nce Venture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이 있
으며, 재무수익과 전략점 이점을 주 목적
으로 함. 기업형 엑셀러레이터는 Microso
ft Ventures Accerlerator, Telekom hu

2. Seedcamp(Incubator)

b:raum, Axel Springers Plug'n Play 등

- 30명의 유럽 투자자들이 세운 유럽형 시

프로그램 개념으로 혁신 스타트업 선별과

드펀드 기관으로, 런던에 본사위치. 글로

인적자원 및 아이디어 개발을 목적으로

벌 네트워킹과 투자 및 멘토링, 코칭, 워

함. 또한 인큐베이터는 혁신적인 아이디

크샵, 콜라보 프로젝트 기회 제공 등 다

어 개발 및 지원을 주 목적으로 사내 인

양하게 지원함.

력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코칭,
네트워킹 또는 사무실 및 인프라 제공을

- 2018년 말 기준 총 300개 이상의 기업이

하는 것을 각자 특징으로 하고 있음.

참가했고, 후속자금으로 2억 달러 이상을
모금. 파트너사는 Index Ventures, Atom

○ 유럽 및 독일 내 주요 엑셀러레이터(CAs)
및 인큐베이터

ico Investments, Atlas Venture, Balder
ton Capital, TAG, Forsyth Group and
Brown Rudnick, Carlos Espinal 등이

1. Techstars(CAs)

있음.

- 유럽 내 런던과 베를린에 지사를 둠. 전
세계 기업가들의 주요네트워크이자 미국
시드(seed)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300여개의 회사를 선정하여 3개월의 멘
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함. 현재까지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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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tion F(Incubator)

럽 혁신 에코시스템 내에서 시장진출 지

-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원부터 과정 상 필요한 투자자 확보, 기

시설을 소유한 스타트업 비즈니스 인큐베

술력 증강 등의 시리즈 A-B투자형태 지

이터로, 전체 산업분야의 다양한 국제기

원방식을 취함.

업들이 프로그램에 협력 및 투자 진행.
파트너로는 Facebook, Microsoft, Naver,

- 2017년부터 일정 참가비용을 받으며, A2

Adidas, Sharkeup Factory 등이 있음.

M(Access to Market), A2F(Access to F
inance)에 초점을 맞춘 멘토링, 코칭, 펀

- 크게는 두 프로그램으로, 초기창업자들을

딩, 네트워킹 등 기회를 제공함.

위한 Founders Program과 기존창업자
들을 위한 1년 동안 Fighters Program

- 파트너로는 Deutsche Telekom, Ericsso

으로 나누어 진행함.

n, IBM, Siemens, Bosch, Telefonica, T
U University, College London 등 약 20

-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

0여 개의 다양한 독일 기업 및 대학 기관

킹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과

이 속함.

같은 대기업과의 워크샵 등 다양한 이벤
트를 제공. 업무 공간 및 숙소, 내부 편
의시설을 제공하지만, 직접적인 멘토링이
나 코칭세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
징임.

4. Founders Factory(Incubator)
- 영국 런던에 기반한 엑셀러레이터로, 인공
지능 & 빅데이터, 미용, 교육, 핀테크, 미
디어, 소매업, 여행 등 분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지원. 현재까지 프로그램으로

3. EIT Digital Accelerator(CAs)

95개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으

- 벨기에에 위치한 엑셀러레이터. 미래 혁신

로 22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함.

디지털기술 분야의 유럽 스타트업 기업만
을 대상으로, 기존 기업가 및 대학·연구기

- 비스포크(대상맞춤형) 프로그램, 코칭 지

관 등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스케일업, 자

원팀이 상주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기회

본투자, 네트워킹을 제공함.

와 자본 £30,000지원을 비롯하여 VC와

- 주력분야는 디지털 산업, 디지털 시티, 디
지털 웰빙,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광범위한 디지털 분야를 포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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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다른 엑셀러레이터 방식의 코호트
(연구관찰형)가 아닌 개인창업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구성함. 제품
인증과 피드백, 데이터 접근, 시장분석과
관계, 신뢰성, 자본 전반 지원이 이루어
짐. 파트너로는

LOREAL, easyJet, The

6. TheFamily(Incubator)
- 베를린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유럽 내
테크 에코시스템 강화와 창업가들에게 교

Guardian, Vodafone 등이 있음.

육 및 서비스, 자본접근 및 펀딩 등의 프
로그램을 진행. 800여 개 이상의 스타트
업이 참가했고, 베를린과 파리, 런던, 브
뤼셀에 회사를 두고 있음.

5. Axel Springer Plug and Play(CAs)

- 실리콘밸리와 구분된 유럽만의 에코시스

- 베를린에 위치한 엑셀러레이터로, 유럽 내
디지털

템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로, 다양한 스타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는 악셀

트업 기업인 Zalando, Delivery Hero, N

스프링거와 90년부터 국제 스타트업 엑셀

26, Omio, Blinkist, EyeEm 회사를 오퍼

러레이터로 활동해 온 플러그 앤 플레이

레이터로 캠프에 참가시켜 프로그램 내

테크 센터의 합작 프로그램. Google, Pay

자문을 진행하고 있음.

pal, Logitech, DropBox등 회사가 성장하
는데 큰 도움이 됨.
- 최근 악셀 스프링거와 포르쉐가 손잡고,
디지털 비즈니스모델에 새로운 개념을 도
입하였고, Plug and Play 센터에서는 다
수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7. 50 Partners(CAs)
- 50명의 IT계열의 사업가들이 설립한 프랑
스 파리의 엑셀러레이터로, 18개월 동안

- 100일간 프로그램 간 피칭트레이닝, 워크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

숍, 멘토링, 전문가 자문, 네트워킹 등을

로 초기단계의 스타트업과 시드 컴퍼니를

지원받고,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함. 파트너사로는 Microsoft, france

지원. 파트너 기업으로는 Amazon, Googl

televisions, Accel, Google, UBER, Twitt

e, Microsot, Berlin Partner, Deutsche

er, Amazon, Generali 등이 있음.

Bank 등이 있는 것으로 유명함.

- 개별 멘토링 및 워크숍, 네트워킹, 공동
작업 공간과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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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조성했으며, 500K -5M€ 규모의 자

9. Startup Wise Guys(Incubator)

금 지원과 투자자 소개와 관련된

프로그

- 에스토니아 탈린에 위치한 인큐베이터. 3

램을 진행하고 있음. 50개 파트너가 공동

개월 동안 에스토니아 탈린, 라트비아 리

투자 및 프로젝트를 주관함. 대기업·투자

가,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3개국에서 현장

자·미디어·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공동

멘토 프로그램이 진행됨.

프로젝트를 진행함.
- 주요 분야는 AI&VR, 분석&마케팅, 핀테
크 등으로 B2B SaaS, Fintech, CyberN
orth를 주축으로 진행함.
- 기본적으로 코칭부터 250여 명의 비즈니
8. hub:raum(CAs, Incubator)

스 멘토링과 €30,000 자금 일괄지급 방

- Deutsche Telekom의 디지털 기술 인큐

식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B2B 세일즈 교

베이터로 유명하며, 초기스타트업과 기존

육,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자금조성, 네

유럽 내 전자통신회사에 5G, AI, IoT기술

트워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함. 파트

등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향을

너로는Amazon, Google, eItDigital, Micr

제안하고 있음.

osoft 등이 있음.

- 프로토타입 프로그램과 5G 기수, 인공지
능(AI), IoT 파트별 세부 프로그램이 존
재. 스마트 디지털 사회 구현과 인류 전
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발전, Io
T 생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10. ProSiebenSat.1 Accelerator(CAs)
- 베를린과 뮌헨에 위치한 유럽 내 가장 큰
미디어 기업 중 하나로 B2C계열 스타트

- 멘토링, 투자, 도이치 텔레콤 만의 네트워

업 스케일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함.

크를 제공하며, 기술개발 및 무료 코워킹
스페이스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시
드 투자금으로 €300,000 지급함. 이외에

- 지원 조건으로는 음식&음료, 미용, 패션,
전자상거래, 건강, 핀테크, 오락 관련 특

도 파일럿 프로젝트에도 재정지원이 이루

정분야의 입증된 비즈니스모델과 일정부분

어짐.

의 수입이 있는 기존기업만 참가 가능함.
-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광범위한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성장을 모니터링함.
미디어 기업의 특색을 살려 €1.5M만큼의

- 35 -

EU

2020.2Vol.76

광고 지원(TV, 광고, 온라인 비디오, 인플

12. SpinLab(Incubator)

루언서 캠페인)을 진행함. 파트너로는 Go

- 독일 내에서 TOP 3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ogle for Startups, AWS, REWE, Accel,

로 선정되었으며, 전체 유럽 내 17위로

e.Ventures, Lakestar 등이 있음.

선정됨.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기업으로 P
orsche, DELL, AOK, Deutsche Bank, D
eutsches Rotes Kreuz 등의 파트너사와
협력함.
- 총 6개월 간 라이프치히에서 진행되는 프

11. Microsoft ScaleUp(CAs)

로그램으로 초기단계의 스타트업 관리형

- Microsoft가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인공

형태를 갖추고 있음. 다른 프로그램들과

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
체인, IoT, 스마트

는 달리 기간 중에 HHL SpinLab Invest

기술 솔루션 등의 주

ors Day를 개최하여 중간점검을 통해 시

력분야 스타트업에 집중함. 강력한 인프

장 진출 전략수정이나 투자자 모집 등을

라를 바탕으로, 전 세계 5곳에 엑셀러레

진행함.

이터를 두고 있음.
- 프로그램이 Microsoft와 공동 마케팅 및

-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원하며, 기초 운영
지원금 및 €15,000 자금 및 대학기관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형 시장 진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출을 계획함. 고객 확보를 위한 타겟 마

제공함.

케팅실현과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사업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마케팅·영업 임원급 전문가와 이전 참가기
업과의 네트워킹을 주선하고, 프로젝트 사
업 참여기회와 Microsoft 소프트웨어 및

13. Beyond 1435(CAs)

리소스 접근 권한을 부여 등 다양한 인프

- 독일 Deutsche Bahn이 유럽 내 철도산
업 및 대중 교통산업으로 출발하여, 신기

라 지원을 진행함.

술과 혁신비즈니스를 도입한 운송에코시
스템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엑셀러레이터임.
- 데이터 전문가 코칭 및 멘토링 프로그램
과 동시에 사무실 공간, €25,000 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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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이루어짐.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기

- 기존 기업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얻은 경

회도 제공함. Deutsche Bahn, SBB CFF

쟁적 우위선점 목적과 혁신기술 스타트업

FFS, Siemens, Bombardier 등의 파트

조기지원 및 협력을 통해 진화·확장하는

너사와 협력함.

경쟁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와 이면 기술
및 아이디어 경쟁으로 인해 CVC의 규모
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
한 산업분야의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자

14. Bosch Startup Habour(CAs)

금 모집 및 프로그램 혜택 등 좋은 기회

- 베를린 창업분야에 초점을 맞춘 벤처 프

로 작용함.

로그램으로 IoT 분야 육성을 목적으로
함. 종합 코칭, 멘토링 및 교육 커리큘럼
을 제공하며, Bosh 사업부, 파트너와 잠
재고객 및 투자자들과 네트워킹을 주선

1) Haslanger, Patrick, The landscape of

함.

corporate venturing in Germany:
Insights on corporate venture capitals

- 스타트업의 개별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and corporate accelerators, UO Working

조정하고, 육성프로그램은 2-4개의 기업
을 한 팀으로 구성함. 이외에도 Stuttgart
Connectory 코워킹스페이스를

운영하

Paper Series, No. 01-19
2)https://pitchbook.com/news/articles/eu
ropes-cvc-wave-continues-in-2019 (유럽

면서 공급체인, 물류, 데이터 분야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함.

내 2019 cvc동향, Pitchbook)
3)https://pitchbook.com/news/articles/3-t
hings-to-know-about-cvc-activity-in-2019
(cvc 동향, Pitchbook)
4)https://www.nexitventures.com/blog/the
-hottest-vc-trends-of-2019/ (유럽
관점에서 본 cvc 전망, Nexitventures)

○ 시사점
- Pitchbook과 Privte Equity 등의 데이터
베이스와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
CVC 및 VC 추세가 아직 최고단계가 아
니며 차후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
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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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정부, 오픈 디지털 플랫폼 구축

Matilda Ernkrans(마틸다 에른크란스) 고등
교육·연구장관은 스웨덴의 원활한 과학 저술

과학 논문 저술은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ti

활동을 위해 국가 디지털 플랫폼이 설치되면,

fic Communication)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

이는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과학 전 분야에서

지하고 있고,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안

하나의 연구 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정적으로 운영되는 학술지가 중요한 커뮤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케이션임. 그러나 이러한 학술지들이 비영리
로 운영되며, 수익이 없이는 오픈 액세스로의

이러한 공동의 플랫폼 운영은 비용 절감뿐만

전환 과정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더 많은 구성원에게 연

없음.

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임. 이는 평생
교육의 실현과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위

이에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왕립도서관(KB,

해 매우 중요함.

Kungliga Biblioteket / Swedish Royal Libr
ary)에 위임하여 스웨덴 과학 저술을 오픈 액

공공 재원을 통해 수행된 모든 연구 논문이

세스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플

늦어도 2020년부터는 발표 시점부터 즉각적

랫폼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음.

으로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목표였음. 왕립도서관은 2017년부터 “과학
논문의 오픈 액세스 전환”이라는 국가적 사
업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해 왔음.

스웨덴 왕립도서관
https://www.kb.se/om-oss/nyheter/nyhet
sarkiv/2019-12-20-oppen-digital-plattfor
m-for-svenska-vetenskapliga-tidskrifter.
html
왕립도서관은 스웨덴 과학 저술지들의 지원

스웨덴 교육부(고등교육·연구)

필요성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부분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

의 경우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nden/2019/12/oppen-digital-plattform-for

파악하였음. 이러한 기술 지원은 연구 기반

-svenska-vetenskapliga-tidskri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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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성평등 및 기후 등에 투자 강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음.

스웨덴 정부가 2020년도 대학 예산안을 결

공공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들

정하면서 전년도 정권 교체기 예산안(transi

이 환경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는 일 또한

tion budget)에서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다

매우 중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들은 대

시 반영하였음.

학 운영 과정에서 Agenda 2030과 같이 지
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

스웨덴이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연구 국가

노력하였는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

임무를 갖게 되었음.

가능한 기술 역량 보급은 필수적임. 따라서
대학 지원금
(2020년 예산안)

2020년
(SEK)

2021년
(SEK)

의료·교육인력
교육 지원금
증액

33 000 000

33 000 000

유치원/초·중등
교원 교육
지원금 증액

108 000 000

162 000 000

하였음.

공학 교육
지원금 증액

80 000 000

110 000 000

Matilda Ernkrans 고등교육·연구장관은 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교육 지원금
증액

55 000 000

76 000 000

의과 교육
지원금 증액

35 000 000

53 000 000

하계 교원교육

37 000 000

37 000 000

일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학자금 지원
(Student Loan)

182 000 000

185 000 000

사항이다. 정부는 이를 매우 긴급한 상황

합계

530 000 000

656 000 000

정부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분야, 즉 의과,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원, 사
회기반시설 종사자, 엔지니어 등의 교육을
강화하여 종래 “평생교육 지원 계획(Kunsk
apslyftet, Adult Education Initiative)”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 방안을 재도입하기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 교사, 의사 등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 직업 종사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

으로 보고, 알맞은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1 SEK = 약 123 KRW (2020.01.21.현재)

또한 대학에서의 양성평등 및 차별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며, 대학 운영 규정에도
이를 반영시키기로 하였음. Ernkrans 장관
은 “국가 공공부문 종사자의 약 4분의 1 가
량이 대학에 있으며, (성)평등에 관한 노력
이 정책에서 우선시되어 수많은 직원들과

스웨덴 교육부(고등교육·연구)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
n/2019/12/satsningar-pa-kompetensforsorjni
ng-jamstalldhet-och-klimat-vid-larosatena/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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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구협의회, 연구주간 주제로
‘뇌’ 선정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학, 정신의학, 육
체와 정신의 건강 등의 분야와 밀접한 연관
이 있음.

노르웨이 연구협의회(RCN, Research Coun
cil of Norway / NFR, Norges Forskning

노르웨이의 뇌 연구는 프리쇼프 난센(Fridtj

sråd)가 주관하는 “연구 주간(Research Da

of Nansen) 시대부터 시작된 긴 역사를 가

ys / Forskningsdagene)” 행사의 올해 주

지고 있음. 탐험가·정치가·동물학자였던 난

제로 “뇌”가 선정되었음.

센은 논문을 통해 뇌가 세포의 관상 결합이
아닌 독립된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

연구 주간은 RCN이 주관하여 노르웨이 전

계 최초로 밝혔으며, 난센의 발견(neuro-do

역에서 열리는 연구계의 축제와 같은 행사

ctrine)은 오늘날 신경과학의 기초가 되기도

로서, 매년 9월 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

하였음.

는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기로 결정하
였음. 이는 전국에서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RCN의 Røttingen 대표는 “노르웨이에는 뇌

참여하여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연구에 대

연구를 위한 훌륭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

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함. 2019

며, 여기에는 기초 연구와 임상 연구 둘 다

년 행사에서는 총 400개 이상의 이벤트를

포함된다. 연구협의회는 그간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약 8만5천 명이 참여하였음.

다수 지원해 왔으며, 노르웨이에는 NORBR
AIN, NORMENT 등과 같이 세계적 수준의
해당 분야 연구소들이 있다.”라며 분야 선정
의 배경을 설명함.

노르웨이 연구협의회(RCN/NFR),
https://www.forskningsradet.no/nyheter/20
20/hjernen-er-tema-for-forskningsdagene/
최근 몇 년 간 인간의 뇌에 관한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인체 중에서는
가장 덜 알려진 부분이기도 함. 뇌는 감정,
관계, 논리, 학습, 반응, 사고, 꿈 등 인간의
모든 일상을 총지휘하고 있음. 또한 뇌의
기능은 목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몸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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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직후 개인들의 데이터를 연구 샘플로 이용
할 수 있었다고 발힘.

카롤린스카 의대, 급성 HIV 감염에서
MAIT 세포 활동과 기능 발견

MAIT 세포는 인간 면역 체계의 일부로서,
일차적 임무는 피부나 점막과 같은 인체의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KI, Karolinska Ins

경계에서 박테리아의 침투를 막는 것임. 특

titutet) 연구진은 학술지 Nature Communi

히 폐에서 폐결핵과 같은 박테리아 감염을

cations에 발표한 연구에서 인체 면역 시스

막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M

템의 일부인 MAIT(Mucosal - Associated

AIT 세포는 (박테리아가 아닌) 바이러스의

Invariant T, 점막연관불변사슬T) 세포가 인

일종인 HIV의 감염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초기에 활발

보이고 있음.

한 반응을 일으키고, 유전자 발현의 재(再)
프로그래밍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냄. 종

이전 연구에서는 HIV 감염 이후 시간이 지

전에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MAIT 세포의

나면서 MAIT 세포가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

기능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 알려져 있었음. 이번 연구에서 MAIT 세

번 연구의 성과는 큰 의미를 가짐.

포가 사실 감염 초기에 그 수가 증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 활
동한다는 사실을 밝혀냄.
감염이 만성화(chronic)되면서 체내 MAIT
세포의 수는 점차 줄어들게 됨. 인체 면역
체계의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HIV 감염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MAIT 세포는 회
복될 수 없음. Sandberg 교수는 “이 연구
에서 우리는 MAIT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

HIV 감염 초기에 인간의 면역 체계가 어떻
게 반응하고 활동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동안 학계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 이
번 연구 논문의 부저자인 Johan Sandberg
(요한 산드베리) KI 의과학 교수는 미국 Wa
lter Reed Army Institutes of Researc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대한 양의 바이오뱅
크(Biobank)에 접근하여 HIV 감염 직전 및

턴이 감염 초기 단계에 점진적으로 변화한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항(抗)박테
리아 기능이 줄어들면서 다른 성격을 가지
게 되고, 이는 개인의 면역 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덧붙였음.
Sandberg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HIV
관련 연구는 백신 및 치료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들의 연구 역시 새로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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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
혔음.

카롤린스카 의대(KI)
https://nyheter.ki.se/ny-upptackt-om-mai

MAX IV는 스웨덴 룬드(Lund)에 지난 2016

t-cellernas-aktivitet-och-funktion-vid-ak

년 건립되었으며, 빠른 전자들(electrons)로

ut-hiv-infektion

가득 찬 초대형 고리 구조물을 보유하고 있
음. 이 전자들을 극도로 정밀한 방법으로
고속 통로를 거쳐 자석에 부딪치게 하여 X
선을 만들고, 연구자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
었던 물질 내부의 초소형 구성 성분을 볼
수 있음. 여기서 발생된 X선은 연구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의 광선관(beamline)으로 조
사(照査)됨.

찰머스공대, MAX Ⅳ 연구시설에 바
이오 시험 장비 도입

찰머스공대 산업·재료공학과에서는 다양한
광선관 중에서도 Cosaxs와 Formax 관에

스웨덴 찰머스공대(CTH, Chalmers)가 세계

대해 모듈 형태의 유연성을 가진 유량계(流

적 수준의 입자가속기(싱크로트론, synchrot

量計)를 개발하기로 하였음. 이는 바이오 기

ron) 연구시설 MAX IV 내에 바이오 기반

반 소재, 특히 셀룰로오스 개발을 둘러싼 연

소재(bio-based material) 연구를 위한 시

구 및 산업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

험 장비를 설치하기로 하였음. 이는 특히

목적이 있음. 바이오 기반 셀룰로오스는 오

셀룰로오스 연구에 최상의 연구 환경을 제

늘날 널리 사용되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됨.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MAX IV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싱크
로트론 광선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물

찰머스가 개발할 유량계를 통해 반고체 및

질의 가장 내부 구조를 탐구하는 일에 완전

액체 상태의 물질 내부에서 힘과 움직임 사

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되었음.

이의 관계와 이들이 물질의 특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됨. 연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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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soft materials)에서는 분자 구조와 물질
의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일이 매

스웨덴 전략연구재단, 대학-기업 간
인력교류 지원 과제 선정

우 중요함. 유량계 모델에서 물질의 흐름
특성(flow behaviour)을 더 정확히 예상할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 Stiftelsen för S

수록 더 좋은 물성을 가진 신소재를 만드는

trategisk Forskning / Swedish Foundati

데 도움이 될 것임.

on for Strategic Research)은 대학과 기
업 간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2019년도 전략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 찰머스공대 Roland

적 이동성(Strategisk mobilitet / Strategic

Kádár(롤란드 카다르) 교수는 다음과 같이

Mobility) 사업에 지원한 40개 연구과제 중

설명하였음.

14개를 최종 선정하였음. 선정된 과제들은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등 SSF의 모든 주

“ MAX IV는 원래 다양한 과학적 시험 기회

력 분야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유동학(流動學, rheometry)적* 시험

과제들 중에는 대학에서 기업으로 이동하여

시설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인원들과, 기업에서

연구 및 개발의 결과물을 통해, 일반적인

대학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가 거의 비

사용자들이 이 시설을 더 잘 활용할 수

슷한 수를 이루었음. SSF는 매년 본 사업에

있기를 기대한다.”

총 1천5백만 SEK를 투자하여 과제당 50만
에서 150만 SEK를 1년에서 2년 간 지원함.

* Rheometry : 응력과 변형률 및 그 파생
물간 정성적 및 정량적 변형과 움직임을

SSF의 Lars Hultman(라르스 훌트만) 대표

연구하는 과학 기술

는 이번 사업에 대하여 연구자 또는 개발자
들이 대학 연구소와 기업·병원 간을 이동하
는 일은 스웨덴 연구계에서 전략적으로 매
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S
SF가 이렇게 중요한 지식 교환에 기여할 수
찰머스공대(CTH)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함.

https://www.chalmers.se/sv/institutioner/
ims/nyheter/Sidor/Nya-unika-testmojligh

선정된 14개 과제는 다음와 같음.

eter-for-forskning-inom-biobaserade-ma
terial%20vid%20MAXIV.aspx

(신청자, 원소속기관 → 수행기관 / 과제명)
1. Tobias Wrigstad, Uppsala Univ → Ora
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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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ment Research in the IT Industry

rance for a More Secure Information

2. Bo Segerman, SVA(스웨덴 수의학연구소)
→ Uppsala Univ. / Interpretation of

Society
13. Malgorzata Honcharenko, Karolinska

Genetic Variation in Microorganisms

Inst. → Evoc Therapeutics / Modific

3. Dragos Dancila, Uppsala Univ. → Ge

ation of Exosomes for Targeted Del

ms PET System / More Energy-effici

ivery of Pharmaceuticals

ent Low-energy Particle Accelerators

14. Rahul Kanchan, ABB → Chalmers /

4. Di Yuan, Uppsala Univ. → Netonomic

Future Electric Powertrains for eMob

s AB / Robust Optimization for Grow

ility

ing Mobile Networks
5. Olof Hjortstam, ABB → Chalmers / C
harging Dynamics for Future HVDC I
nsulation Systems
6. Masoumeh Ebrahimi, KTH → Ericsson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

/ Deep Learning in Neural Networks

https://strategiska.se/pressmeddelande/d

in Peripheral Units

e-far-strategisk-mobilitet/?video=1

7. Sören Poulsen, Saab Dynamics → Lu
nd Univ. / Electromagnetic Analysis
of Next-generation Radomes
8. Jens Sjölund, Elekta → Uppsala Univ.
/ Learning Numerical Methods for Sp
ecific Purposes
9. Sara Straniero, Karolinska Inst. → Al
bireo AB / Modulation of Bile Acid T
urnover in Liver Desease
10. Aida Z. Muratovic, Livsmedelsverket
(스웨덴 식품안전청) → Uppsala Univ.
/ Overcoming Climate Change within
Swedish Seafood Production
11. Dong-Yuan Sheng, Westinghouse →
KTH / Digital Reactor - A Full-Scale
Nuclear Reactor Model
12. Ulrik Franke, RISE → Länsförsäkrin
gar(스웨덴 시·도립 보험) / Cyber 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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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자 자본을 유치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을 도울
수 있는 기존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이다.”

스웨덴-노르웨이, 대도시 이외 지역
스타트업 육성위해 공동 투자

<새로운 투자 네트워크 및 협력 플랫폼 시도>
스타트업을 통해 혁신을 이루는 일은 오랫
동안 대도시에서만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

현재 스웨덴의 초기 투자 자본의 95%는 3

역 혁신 장려 사업 RIS(Rural Innovation

개 대도시인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지역

Stimulation)의 목적은 대도시 이외 지역의

에 집중되어 있음.

스타트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이 사업의
일환으로 Innovatum Starup은 노르웨이의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웨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Blender Collective와

의 사이언스 파크/인큐베이터 중 하나인 In

협업하여 새로운 스타트업 투자자 네트워크

novatum Startup에서는 소외된 지역, 그

를 향후 2년 반 동안 개발·시험하고, 기존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 접경 지

기업과 신생 스타트업의 협력 플랫폼 또한

역 소재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맡

새롭게 구성하기로 하였음.

아 진행하기로 하였음.
노르웨이 남동부 Østfold 지역과 스웨덴 서
부 Fyrbodal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될 이 사
업에서 얻은 경험과 결과는 향후 양국의 다
른 소규모 지역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Strömqvist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Øst
fold와 Fyrbodal 두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반복 가능하며 장기간 지속
Innovatum Startup의 사업 총괄 담당자 J
esper

Strömqvist(예스페르

스트룀크비스

가능한 일반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임. 앞
으로 혁신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필수적이며,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은

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전반적으로 스타트업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 스타트업을 통해 혁신을 시작하고 발전시

수 있으며, 이번 사업은 중요한 혁신이 보다

키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

많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

다. 그 첫 번째는 설립 초기 단계에서 투

라는 기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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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사업은 EU 프로그램인 Interreg Swed

사-환자 매칭을 제공하며 유럽을 이끄는 디

en - Norway 및 스웨덴의 Västra Götalan

지털 의료 제공 업체로 올라섰음. KRY의 성

d 주(州)가 공동으로 투자하며, 2020년 1월

장에는 유럽 스타트업 업계에서 저명한 투

부터 2년 반에 걸쳐 총 1억 4500만 SEK(한

자사들인 Index Ventures, Accel, Creandu

화 약 178억 원)가 투자될 예정임.

m 등이 함께하였음.

SISP
https://www.sisp.se/start/innovatum-startup

현재 KRY는 3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700명이 넘는 의료 인력들과 계약
을 맺고 있음. KRY의 서비스는 스웨덴과 노

스타트업, 원격 의료시장 성장 가속화

르웨이, 그리고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독일
에서도 이용이 가능함.

유럽 최대 디지털 의료 서비스 기업들 중
하나인 스웨덴의 스타트업 KRY가 1억4천만
유로(약 18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
치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야심찬 성
장 계획과 디지털 시대에 수백만 명의 환자
들에게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접근 방식의 전
환에 속도가 붙게 되었음.

EU-Startups(Sweden)
https://www.eu-startups.com/2020/01/sto
ckholm-based-kry-secures-e140-millionto-expand-its-health-app-for-online-doct
or-appointments/

2015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설립된 KR
Y는 자신들이 개발한 디지털 의료 애플리케
이션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들은 수 분 이내
에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의
사와 상담을 시작할 수 있음. 서비스 시작
이후 KRY는 현재까지 140만 건 이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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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가기술연구센터, 디지털 의료
연구 신규 투자

통한 새로운 디지털 도구의 개발이 필수적

VTT 핀란드 국가기술연구센터가 최근 성장

VTT가 오랜 기간 여러 분야에서 축적한 경

중인 웰빙·의료기술 연구 클러스터 Kuopio

험, 특히 머신러닝, AI 등의 기술력을 바탕

(꾸오삐오) 지역에서 디지털 의료 분야 연구

으로 Kuopio의 의료 클러스터의 수준을 한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음. 이 신규 프로그램

단계 높이고 지역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

은 국민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디지털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이다.”라고 설명하였음.

의료 분야 기술 혁신, 핀란드와 해당 지역에
서 글로벌 의료 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해

VTT Kuopio 사무소의 Markus Forsberg

개설되었음.

(마르쿠스 포르스베리) 교수는 “현재 의료계
에서는 진행성 기억 상실이나 우울증과 같

의료 기술은 이미 핀란드의 주요 강점 분야

은 뇌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도구의 개

이자 수출 분야로 자리 잡았는데, 건강 데이

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의료 서비스 개선의

터를 기반으로 한 최신 기술은 기술사업화

효율화와 더불어 방대한 양의 건강 데이터

에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Kuopio에서는

를 바탕으로 한 도구를 활용한다면 이 문제

지역 대학들, 기업 커뮤니티, 시 정부의 적

를 더욱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극적 참여를 통해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설명하였음.

솔루션 분야에 강점이 있는 혁신 클러스터
(ecosystem)를 만들었으며, VTT는 이를 계
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음.
VTT 핀란드 국가기술연구센터
클러스터의 일부로서 VTT는 지역 의료기술

https://www.vttresearch.com/media/news/vt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로

t-makes-new-investments-in-digital-health

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문가
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VTT의 Antti Vasara(안띠 바사라) 대표는
“핀란드 국민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늘
날 글로벌·공공 의료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제 의료 분야의 중
요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면 부단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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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인공지능 기술위원회, AI 국가표준 개발

정부, 국제협력 개선 계획 발표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미하일 코튜코
프는 ‘외국인, 국제 및 해외기관 주체와의
교류에 관한 명령’ 개선 계획을 밝힘. 이번
계획은 기존에 있던 국제협력 수행 시 충족
해야 하는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동안
과학계의 반발을 샀던 기준을 개선하는 것임.
인공지능 기술위원회는 AI 분야의 두 가지
현재 세부적인 수정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

국가표준을 개발함. 하나는 ‘GOST R 58776

으나, 러시아 외 다른 국가에서도 국제교류

-2019: 행동을 모니터링 하고 인간의 의도를

시 다양한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상황을 고

예측하는 수단’이며, 다른 하나는 ‘GOST R

려하여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58777 -2019: 항공 운송, 공항 내 검사의
기술적 수단’임.

한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는 위 명령이 국
가 프로젝트 ‘과학’과 ‘교육’의 목표에 반하

러 표준청(Rosstandart)의 승인을 받아 2020년

며 과학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교환에 방해

9월 1일부터 새로운 표준이 시행될 예정이며,

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기술 검증 수단 적용 및 운영에 대한 국내

11월 15일 총회에서 해당 명령을 취소할 것

외 경험 및 테스트, 품질 지표 및 데이터

을 촉구한 바 있음.

검증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이 표준에 포
함됨.
타스

2020-2021년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

https://tass.ru/

템 품질, 응용 인공지능 기술 등의 영역에서
약 30개의 표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 중
9개는 러시아 연방의 빅데이터 저장 및 분
석을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러시아 벤처재단
https://rvc.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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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주로켓 발사 계획 발표

정부, 과학도구 인프라 개선 보조금
예산 승인
정부는 수입 장비를 대체할 국내산 장치 구
매를 우선으로 하는 과학 도구 인프라 개선
목적의 과학 보조금 지급에 승인함. 이는
국가 프로젝트 ‘과학’ 보조금 예산으로 약 9
8억 루블이 올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 관련된 법령은 메가사이언스급 시설

국영기업 로스코스모스는 2020년에 우주로

에서 주로 시행될 최소 5개의 세계적 대규

켓 발사를 4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

모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장기

힘. 발사는 바이코누르, 보스토치니, 플레츠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목

크 및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진행

표임.

될 예정임.
이를 위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상임위원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 기존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세계

로스코스모스 사장 드미트리 로고진은 2020

적 대규모 프로젝트로 대체하고, 프로젝트

년에 계획된 20건의 발사 계획 및 앙가라

기간과 연장 가능 기간은 각각 3년, 2년이

발사체 테스트를 재개하는 한편 Proton-M

며, 주제와 경쟁 선택 기준을 공식화하기 위

의 발사 또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한 전문가 협의회가 설립될 것임.

2019년에는 25건의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군사용을 포함한 정확한 수치는 이후에 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표될 예정임.

https://ras.ru/

타스
https://tas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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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기술프로젝트 지원 승인

러-중 우주 망원경 공동프로젝트 논의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TI) 실행을 담당하

러시아와 중국의 전문가들은 우주비행사의

는 부서 간 워킹그룹은 Healthnet, Energy

감독 하에 로봇 조작을 통해 세계 최초로

net, Aeronet, Technet, Circle Movement

지구 궤도 부근에서 조립하는 대형 우주 망

Project의 7개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

원경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함.

금 및 자본투자 형태의 지원을 승인함.
러-중 프로젝트 수행자 Mikhail Sachkov는
아래는 해당 프로젝트임.

이 우주 망원경(OAST)이 허블 우주 망원경

1. 전기네트워크의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

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응한다고 설명하였음. 현

한 무인 운송 플랫폼
2. 무선 기술에 기반한 비행 검사를 위한

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천문학 연구소와
중국 광학, 정밀 역학 및 물리학 연구소에서

모바일 단지
3. 가격과 특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소형

개발되고 있음.

범용 위성 플랫폼
4. 암 치료를 위한 세계 최초의 비 바이러

적외선을 관측할 OAST는 10미터 길이에 3
6개 세그먼트로 지구 궤도에서 제작됨. 제

스성 유전자 치료제
5. 고온 초전도체를 기반으로 한 와이어 생
산 공정에서 테스트 될 첨단기술 생산을

작기간은 약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
며, 2030년대에 완성될 것으로 보임.

지원하는 포괄적 디지털 솔루션
6. 최대 80kg의 용량을 실어 운송할 수 있
는 화물용 드론
리아노보스티

7. 공학 및 수중 로봇 개발

https://ria.ru/

타스
https://tas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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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러 전문가, 10대 과학성과 선정

러 과학재단, 2019년 9대 연구 선정

전문가들은 2019년도 러시아 과학의 성과를
10가지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달성에는

러시아 과학재단은 언론사 코메르산트와 20

기존에 잘 알려진 과학 센터뿐만 아니라 국

19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과학

내 유수 대학도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 중 가장 인상적인 9가지를 선정함.

주목할 만함.

ㆍ원자력 안전성 확보 및 핵무기 비확산에

ㆍ향후 4년 간 우주지도를 작성할 우주 망
원경 Spektr-RG 발사

도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성미자 감지기
ㆍ운전자 상태 진단으로 사고를 줄이는 모

ㆍ나노 규모의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세계
적 수준의 중성자 원자로 시설

바일 앱
ㆍ과산화수소 추출 유기 과산화물 기반 곰

ㆍ높은 환경 안전성의 녹색 촉매
ㆍ소립자 물리학에서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팡이성 곡물 질병 치료용 신약

전망되는 무균 중성미자의 존재 확인

ㆍ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과 폴리에테르에테

ㆍ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 개발

르케톤으로 제작한 인공뼈
ㆍ말미잘 추출물을 이용한 진통제

ㆍ크렘린 발굴

ㆍMRI 데이터의 특수 수학적 처리법을 활

ㆍ스몰렌스크 나폴레옹 관련 유물 발굴
ㆍ중간증폭이 필요 없는 고속신호 전송 시

용한 뇌손상 연구

스템

ㆍ7가지 악성 포도 바이러스의 발견
ㆍ새로 개발된 지구 자기 활동 관련 우주

ㆍLynx1 단백질 이용한 흡연자 암 치료법
개발

기상 분석 방법
ㆍ시베리아 동북부에서 출토된 유골의 DNA

ㆍ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안 나트륨 이온 배
터리에 사용될 유망한 재료 합성

분석을 통한 정착 역사 확인

러시아 과학재단

러시아과학지

http://www.rscf.ru/

http://www.scientificruss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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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퇴적물을 통한 지구 환경변화
연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해양연구소 연구진은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3D프린팅 첨가제용 원료 생산 효율
상승

남극 해저의 해류로 형성된 동부 대서양 바
닥에서 거대한 퇴적물을 발견하였고, 이를

항공우주산업에서 3D프린팅의 사용이 점차

통해 지구 환경 변화의 역사를 알 수 있을

정착되어 가고 있음. 부품 제조 시 티타늄-

것이라고 밝힘.

알루미늄 및 티타늄-니켈의 사용이 늘어나
고 있고, 프린팅용 복합 분말의 생산 비용은

과학자들은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수백 km

전체 비용 효율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떨어진 시에라리온 고지대에서 고정밀 음향

있음.

측심기 및 지진 음향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바닥 지형을 복원하였고, 모스크바 면적의

산업에 금속 첨가제 공장을 본격 도입될 경

약 2배에 달하는 등수심(等水深) 퇴적암 표

우 높은 원료비용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류(contourite drift)를 발견함.

않아 고품질의 금속 분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이 퇴적물로 인해 현재 남극의 심해수는 북

MISiS의 연구팀은 유성밀(Planetary Mill)의

동대서양에 거의 도달할 수 없으나 과거 유

특수 조합을 이용하여 티타늄과 알루미늄을

입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연구는

포함한 둥근 입자로 구성된 복합 분말을 집

고대 지구의 환경 변화 추적뿐만 아니라 석

중 가공함으로써 3D 인쇄용 분말 생산을

유 및 가스의 탐색과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

단순화할 수 있었음

을 할 것으로 전망됨.
연구팀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구체 획득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3D 프린팅을 진행하
는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20% 감소
러시아 과학재단
http://www.rscf.ru/

시켜 인쇄 시 큰 레이저 출력을 사용할 필
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러시아과학지
http://www.scientificruss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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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투어
스콜코보 재단은 1월 23일부터 블라디보스
토크를 시작으로 연례 오픈이노베이션 스타
트업 투어를 개최하며, 주요 목표는 지역의
기술 기업가 활동을 강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임.
스콜코보 포럼 이사 예카테리나 이노젬체바
에 따르면 투어 첫날은 지역의 디지털화와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메
인 이벤트는 정부, 비즈니스, 산업, 주요 대
학, 개발 기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점으로서의 지역’ 패널토론이
될 예정임.
향후 3개월 동안 진행될 스타트업 투어는
아르한겔스크, 이바노바, 페름, 크라스노야르
스크 등 10개 도시를 방문할 예정임.

스콜코보 재단
https://sk.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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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hina)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 정부, 2020년 과학정책 추진방향 발표
• 2019년 중국 과학기술 혁신 10대 성과
• 저장대학, 중국 최초 뇌과학과 설립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
•
•
•

과학원, DNA 복제 조절 메커니즘
난징대학, 고품질 그래핀 박막 개발 성공
과학기술대학, 극한 온도에 견디는 신소재 개발 성공
병원균과 숙주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구현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2019년 3분기 전국 기술 시장 거래 상황 통계 발표
• 2019년 중국 특허 승인 45만3,000건
• 2019년도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와 대중 창업 단지 워크숍 개최

4. 과학기술 외교 동향
• 중-싱가포르, 과학기술 협력 합의서 체결
• 중-브라질 과학기술부 Marcos Pontes 회견

China

2020.2 Vol.76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5. 민생 과학기술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 뒷받침하는

정부, 2020년 과학정책 추진방향 발표

것임.
6. 상호 보완적이며 질 높은 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 배치를 구축하고 지방 혁신

베이징에서 2020년 전국 과학기술 업무 회
의가 개최되었으며, 2019년 과학기술 업무
보고 및 2020년의 주요 업무 및 정책추진방

발전 수준을 높임.
7. 혁신 능력의 개방 협력을 심화시켜, 글로
벌 혁신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융합하

향이 발표됨.

는 것임.

2019년에는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중국의 과
학기술 실력과 국제 경쟁력이 한 층 더 강
화되었음. "창어 4호" 달 착륙 성공, 장정(长
征) 5호 탑재 로켓 발사 성공, 신형 극지 쇄
빙선 “설룡（雪龙） 2호” 사용 등 커다란

8.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혁신
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것임.
9. 인재의 혁신 활력을 자극하고, 수준 높은
인재의 육성을 가속화하는 것임.
10. 학풍 건설을 강화하여, 좋은 혁신 생태
권을 조성하는 것임.

성과들이 이뤄졌음. 또한, 주요 분야의 정책
조치가 정착되고, 혁신 환경 최적화가 지속
되었으며, 대학교와 연구기관의 과학 연구
자율권이 확대되었음. 연구 개발비 추가 공제
정책 추진, 연구인력 평가 개혁 및 국제인재
유치 등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음.

중국과학기술부
www.most.gov.cn/kjbgz/202001/t2020011
1_151075.htm

과학기술부는 다음과 같이 2020년의 주요
방향을 발표함.
1.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핵
심 기술 확보와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임.
2.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세우고 혁
신적인 국가체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임.
3. 혁신적인 기지 배치를 최적화하여 국가

국무원, 과학기술장려제도법규화

실험실 주도의 전략적인 과학기술 역량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장려조

을 배양함.
4. 신기술 성과전환 응용을 가속화하고 새
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하는 것임.

례(개정초안)>를 채택, 최근 몇 년간 과학기
술장려제도 개혁에서 효과를 보인 제도를
법규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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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장려하고 인재 양성에 활력을 넣기

2019년 중국 과학기술 혁신 10대 성과

위한 중요한 조치로, 2017년 5월말에 <과학
기술장려제도 개혁에 관한 방안>(이하 <개

1. "창어 4호" 달 뒷면 착륙

혁방안>)이 마련되었고, “질 향상, 구조 최

1월 3일, 창어 4호는 달 뒷면 동경 177.6

적화, 절차규범”을 키워드로 하여 2년간 꾸

도, 남위 45.5도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음.

준히 추진되어 왔음.

중계위성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근접 촬
영한 달 뒷면 사진을 지구로 보냈음.

2019년 말에는 국가과학기술상 후보 준비
사업에 대한 제도 간소화 덕분에 많은 연구

2. 5G 상용 승인 공식 발급

자들이 행정 부담을 덜게 되었음. 예전에는

공업과정보화부는 6월 6일에 중국텔레콤,

과학기술 장려 접수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3대 중국 광

년 정도 앞당겨 준비해야 했고, 많은 시간과

대역통신사에게 5G 상용 승인을 발급했으

에너지를 표 작성이나 심사에 소비하는 바

며, 중국은 5G 상용화로 본격적으로 진입

람에 연구 시간이 낭비되었음.

했음.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장려 제도 개혁 역

3. 커창반(科创板) 개시

점 사업의 시행, 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평

7월 22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개장된

가제도 모색 등 과학기술 장려 도의 과학화

커창반은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바이

와 규범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

오와 프리미엄 장비 제조를 비롯한 하이테

고 말했음.

크 산업과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함.
4.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칩 개발 성공
8월 1일 칭화대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뇌
계산과 컴퓨터 기반의 기계학습 결합의
중국정부망

인공지능 칩이 네이처지 표지를 장식함.

www.gov.cn/xinwen/2020-01/09/content_

이러한 융합 기술은 컴퓨터 과학에 기초

5467690.htm

한 인공 신경 네트워크와 신경 과학에 기
초한 펄스 신경 네트워크의 이점을 살려
범용 인공 지능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촉
진할 것으로 기대됨.
5. 원거리 양자 암호 키 분배에 대한 최초
검증
통신 광섬유의 손실과 검출기의 소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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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암호 키 분배 시스템은 보통 100km

일 오후에 해군에 인도되었음. 산둥호는

이내에서만 높은 부호율(조직부호에서 1

중국이 자체 설계와 개발한 항공모함으로

블록 중의 정보점의 수 k와 블록의 길이

전에 랴오닝호(辽宁号)에 비해 많이 개선

n과의 비율 k/n)을 얻을 수 있음. 새로운

된 것으로 알려졌음.

키 분배 방안은 단일 광자 간섭의 특성을
이용해 양자 암호 키의 성공율을 300킬로

10. “장정 5호(长征五号)” 로켓 복귀 성공

미터의 장거리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2년 만에 중국 최대의 추진력을 가진 “장

수 있도록 했음.

정 5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음. 탑
재 능력이 가장 뛰어난 우주발사체인 “장

6. 유전자 편집 줄기세포로 에이즈 치료

정 5호”는 높이 57m와 5m의 지름을 가

중국 과학자들이 유전자 인체 조혈모세포

지고 이륙중량이 870t에 이름. 미래에 달

에 대해 유전자 편집을 실시해 CCR5 유

탐사 3기, 화성 탐사, 유인 우주정거장 등

전자의 활성을 없애고 이를 HIV 감염된

수많은 우주비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환자에게 옮겨 준 다음에 효과를 보였음.
7.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구조 해석
Science에서 중국 학자의 아프리카 돼지

과학망

콜레라 바이러스 3차원 구조를 설명하는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

논문을 기재했음. 이는 아프리카 돼지 콜

/12/434359.shtm

레라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해석한 것
으로, 신형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음.
8. 태양 질량 70배 블랙홀 발견
중국 과학자들은 LAMOST(망원경)를 이용
해 3,000여 개의 쌍성 천체를 측정했으며,
그 중에 태양 질량의 70배를 갖고 있는
블랙홀을 발견했음. 이를 통해 LAMOST가
지금까지 가장 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함.
9. 첫 국산 항공모함 산동호(山东号) 임무
개시
중국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산동호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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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대학, 중국 최초 뇌과학과 설립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저장대학이 중국 최초로 뇌과학과 뇌의학

과학원, DNA 복제 조절 메커니즘

분야의 교육, 연구, 임상을 결합하는 의과대
학부 뇌과학 및 뇌의학과를 설립했다고 발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는 네이처에 조

표함. 중국과학원 원사이자 저장대학 의약학

단백질* 변형체 H2A.Z의 DNA 복제 시작

부 두안슈민(段树民) 주임이 원장으로 임명

위치 조정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함.

되었으며, 중국의 뇌과학과 뇌의학 인재 양
성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 조단백질 : 순 단백질과 아미이드가 들어
있는 물질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따위

하버드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브라운대학

의 원소로 구성

교, 캘리포니아공과대학 등을 비롯한 대부분
의 국제적 대학들은 신경과학 학부 전공을

연구자들은 조단백질 변형체 H2A.Z가 DNA

개설 운영하고 있음. 이런 배경에서 중국

복제 시작 위치의 인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최초의 "뇌과학" 학부 전공을 세우고, 학부-

했다고 추정하고 추가 실험을 통해서 그 과

석사-박사 통합과정 육성 모델을 채택하고,

정을 제시했음. H2A.Z가 함유된 핵소체는

기초와 임상 결합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메틸화효소 SUV420H1을 직접 결합함으로

인재육성의 새로운 모델을 목표로 함.

써 핵소체에 있는 H4 그룹 단백질의 20번
째 리신의 디메틸화 수식을 촉진할 수 있

뇌의학(신경외과, 신경내과, 정신과, 의학심

음. 이 같은 수식을 가진 H2A.Z 핵소체는

리 등)은 고도로 전문적이면서도 고도의 교

ORC1 단백질을 모집해 염색질 시작 위치의

차학문 배경이 필요한 학과로 현재 국내외

선택을 복제하는 것임. 이로써 새로운 DNA

에서 뇌의학 전문의학부의 맞춤형 육성 체

복제 시작 위치가 인증된 조정 통로를 완전

제가 없음. 우선적으로 뇌과학 및 뇌의학대

히 확인하였음.

학 산하 생물학(신경생물 방향)과 임상의학
(신경정신의학 방향)을 학부 전공으로 개설

전 게놈 분석을 통해 이 조정 통로가 DNA

이 추진될 것임.

복제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H2A.Z에
의해 조절된 복제 위치가 다른 복제 위치보
다 더 높은 복제 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추가로 발견했음. 이 통로가 생리적 조
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과학망

연구원들은 특정 생쥐 모델을 구축했음. 그

news.sciencenet.cn/htmlnews/2020/1/434

결과로 생쥐 T세포에서 H2A.Z를 박멸하면

415.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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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T세포 증식이 느려지고 복제 신호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알아냈음.

난징대학, 고품질 그래핀 박막 개발
성공

DNA 복제 시작의 세밀한 조절 메커니즘을

최근 난징대학 물리학부 가오리보(高力波)

밝히는 것은 성장 발달, 암 발생, 그리고 다

교수진이 “양성자 보조 성장 고품질 그래핀

른 많은 생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박막”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를 네이처

의미가 있음. DNA 복제의 시작이 DNA 서

지에 발표했음.

열의 조절 외에도 후생유전학 요소도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DNA 복

이 연구는 고품질 그래핀 박막의 성장을 통

제의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제하면서 제작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뿐만

생각과 방향을 제공했다는 것에 이번 연구

아니라, 이 방법의 내재적인 메커니즘, 즉

의 의의가 있음.

양성자 보조를 발견했는데, 이 방법은 유연
성 전자 공학, 고주파 트랜지스터 등 더 많

연구원들은 이 DNA 복제 새로운 통로의 종

은 연구 분야에 보급될 것으로 기대됨.

양 발생을 조절하는 기능을 계속 연구하고,
이 새로운 통로로 가는 소분자 억제제를 선

이 성과에 이용하는 화학기상성장법(chemic

별하여 해당 항암 약물의 개발을 위한 초기

al vapor deposition, CVD)은 현재 그래핀

연구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을 대면적으로 고품질 단결정립 또는 박막
을 만드는 가장 주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
음. 그러나 그래핀은 기질 재료와 강한 결
합을 발생해 성장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는
것임. 이 현상은 균일 박막의 제작을 심각

과학망
paper.sciencenet.cn/htmlpaper/2019/12/2

하게 제한하여 2차원 소재의 추가적인 응용
을 저해하고 있음.

01912261623253354223.shtm
연구진은 주름을 없애는 다양한 방법을 시
도해 봤지만 효과가 좋지 않았음. 대량의
실험 기초에서, 연구자들은 양성자가 그래핀
을 관통한 후 전자와 다시 수소로 조합될
확률이 있다고 추정했음. 이에 따라 연구진
은 수소 플라즈마로 그래핀 주름을 약화시
키고 또한 그래핀 성장 과정에서 수소 플라
즈마를 도입하면 그래핀 주름을 완전 없앨

- 61 -

China

2020.2 Vol.76

수 있음.

재료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Advanced Mat
erials에 발표되었음.

그래핀 박막의 평평한 특성 때문에 그래핀
표면의 다른 물질, 특히 그래핀 옮기는 과정

가볍고 단단하면서도 최강의 탄력을 갖추고

에서 발생하는 매개체인 PMMA 잔류 제거

극한 고온과 저온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시 청소하기 쉬운 이점을 나타냈음.

항공우주, 연체로봇, 기계 완충 등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재료임. 많은 재

"주름을 없애야 큰 치수의 그래핀을 최대한

료가 이 중 하나 또는 몇 가지 특성을 가졌

균질화하고 고품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가

으나 모든 특성을 갖춘 재료가 극히 드문

오리보는 말했음. 양성자가 보조하는 CVD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방법이 그래핀의 고유 특성을 최대한 유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다른 종류의

최근 몇 년간 국제학계에서는 흑연질 탄소

나노소재를 제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나노 튜브와 그래핀으로 가벼운 초탄력 소

이라고 전망하였음.

재의 개발을 시도했지만, 제작 과정이 복잡
해 밀리미터 사이즈의 “작은 물건”만 제작
되었음.
과학망

최근 우슈홍 연구팀과 량하이웨이 연구팀은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

열분해 화학적 제어를 통해 생물재료를 흑

/1/434679.shtm

연질 탄소 나노 섬유 에어로겔 소재로 바꾸
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음.
‘간단히 말하자면, 자연계에 있는 몇몇 천연
재료의 구조를 본받아 그 안에 있는 수소,
산소를 '가져가'고 탄소만 남겨 두는 것’이

과학기술대학, 극한 온도에 견디는 신
소재 개발 성공

라고 량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생물재료를

중국과학기술대학교 우슈홍(俞书宏) 원사 연

새로운 탄소 재료의 무게는 입방 센티미터

구팀과 량하이웨이(梁海伟) 교수팀은 최근에

당 6밀리그램 정도로 가벼우며, 200만 번의

200만 번의 압축에도 불구하고 섭씨 영하 1

압축을 거친 후에도 변형하지 않고 영하 10

00도에서 영상 500도까지 버틸 수 있는 신

0도에서 영상 500도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소재를 개발했다고 발표함. 이 성과는 국제

모두 탄력과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음.

탄소 재료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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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에 따르면, 이 새로운 재료는 경제적으

를 발견하고, 이 효소가 병원균과 숙주 상호

로 장점이 크기 때문에 우주 태양전지, 슈퍼

작용 중의 역할을 밝혀냈음.

콘덴서, 에너지 완충 그리고 압력 전도 장치
등의 분야에서 응용될 전망임.

연구 성과는 “A Bacterial Effector Deubiq
uitinase Specifically Hydrolyses Linear U
biquitin Chains to Inhibit Host Inflamma
tory Signalling”이라는 제목으로 Nature M
icrobiology(네이처·미생물학) 저널에 온라인
과기망

으로 발표되었음.

news.sciencenet.cn/htmlnews/2019/12/43
4370.shtm

유비퀴틴화(ubiquitination)는 진핵 생물* 특
유의 단백질 대사 활동으로, 병원균 분야에
서는 선형 유비퀴틴 사슬을 특이하게 잘라
내는 단백질 분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오
랫동안 토론해 왔음.
*

진

핵생물 :

진

진
양

물을 말한다.
대표되는 다

칭

병원균과 숙주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구현

들을 통

핵생물은

진

진

핵세포를 가

생

핵세포는 세포 내에 핵으로

진

한 세포소기관을 가

세포

하는 이름임

주용쥔 실험실은 먼저 병원균에 대한 새로
운 단백질분해조절 효소 활성 선별 체계를
설계하여 43가지 서로 다른 병원균을 광범
위하게 선별하였으며, 레지오넬리 폐렴군(Le
gionella pneumophila)이 선형 유비퀴틴
사슬을 절단하는 활성을 가지는 것을 발견
하고, 뒤이어 300여개 관련 단백질에서 단
백질분해조절 효소의 활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함.
<실험 과정>

국가자연과학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저장대

RavD와 유비퀴틴의 복합체 구조를 해석하

학 생명과학연구원 주용쥔(朱永群) 교수 연

여 RavD가 특유한 Cys-His-Ser 촉매 구조

구팀은 새로운 단백질분해조절 효소(DUBs)

를 가진 것을 처음으로 발견함. 감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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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RavD는 숙주 대식세Macrophages）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내의 유비퀴틴 사슬을 지속적으로 절단하여
숙주NF-κB 면역 반응을 억제함. 또한 RavD
의 이런 특성은 숙주 세포 안에 보편적으로

2019년 3분기 전국 기술 시장 거래 상황
통계 발표

존재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알려졌음.
전국 기술거래 시장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 연구는 최초로 단백질분해조절 효소를
특이하게 절단한 새로운 효소를 발견하여
병원균 분야의 장기적인 과학적 난제를 해
결하였으며, 병원균이 숙주 NF-κB 신호통

3분기까지의 기술계약은 241,284건, 거래액
은 12,170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
비 32.1% 증가하며 전국 기술거래는 안정
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음.

로를 억제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하였
음.

계약 유형별로는 기술 서비스 계약액이 전
년 대비 22.7% 늘어난 6,202억4,000만 위
안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 개발 계약이 2위
로 거래액 3,777억7,000만 위안으로 전년보
다 32.6% 늘었음. 기술이전계약은 전년 동
기보다 95.7%나 늘어나 거래대금 1,720억6,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www.nsfc.gov.cn/publish/portal0/tab448/i
nfo77165.htm

000만 위안으로 3위를 차지했음. 기술자문
계약은 270억 위안으로 4.5% 줄어, 4위를
차지했음.
기술 분야별로는 전자정보, 도시건설과 사회
발전, 신에너지효율과 에너지절약 분야가 거
래액 상위 3위를 차지했음. 이 중 전자정보
기술 계약은 3,217억3,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해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도시건설과 사회발전기술 계약은 1,
888억1,000만 위안으로 52.8% 증가했음.
신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분야 기술 계약은
빠른 증가를 보여 1,795억 위안의 거래액으
로 3위로 뛰어올랐음. 핵활용, 환경보호와
자원종합이용 분야 기술계약의 거래액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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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대비 각 59.1%, 20.7% 하락했음.

2019년 중국 특허 승인 45만3,000건

거래 주체별로는 기업법인이 기술거래에서

중국 지적재산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발명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여, 총 기술계약 수출

특허 45만3,000건, 실용신안 158만2,000건,

이 169,518건, 거래액 10,806억 위안, 주간

외관디자인 55만7,000건을 승인했으며, 국

대비 28.9% 증가하여, 전국 기술계약 총액

내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 13.3건

의 88.8%을 차지했음.

으로 확정됐음.

과학연구기관의 기술계약은 21,512건, 거래

이에 따르면 2019년 11개월 동안 지적재산

액은 469억2,000만 위안이며, 대학의 기술

권 사용료 수출입 총액은 371억9,000만 달

계약 수출은 전년대비 빠르게 증가하여 41,

러로, 이 가운데 수출액은 60억1,000만달러

939건, 거래액이 595억7,000만 위안이었음.

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해, 지적재산
권의 질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 PCT국제

지적재산권 유형별로는 지적재산권을 다루

특허(특허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을 통해

는 기술계약이 95,500건 체결돼, 5,445억

제출한 국제특허) 신청은 연간 6만1,000건

위안으로 전년보다 38.0% 증가해, 전국 기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음.

술계약 총액의 44.7%를 차지했음. 이 중 기
술비밀계약이 50,858건, 거래액 2,564억3,0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설명에 따르면 1년간

00만 위안임.

전국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구축이 추진되면서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계획별로는 3분기까지 30,824건의

법제도의 정비,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각급 정부 과학기술 계획사업 기술계약을

강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의 정비

체결해, 2,456억3,000만 위안임. 그 중 국가

가속화, 지식재산권 분야의 종합규제 강화

와 부서의 계획 프로젝트 7136건이 395억

등을 보완했고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 협

8,000만 위안으로 63.1% 증가했음.

력, 지적재산 사업 발전 기반 강화 등 사업
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음.
지난 1월에 개최된 지적재산권국 국장 회의
에서는 새해의 지적재산권 사업에 대해 7가
지 요구를 제시했음.

중국과학기술부
www.most.gov.cn/kjbgz/201912/t2019123

1. 지식재산권 최상위권 설계를 강화하고

0_150771.htm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요강을 가속화하며
지식재산권 14차 5개년 계획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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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해,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계속 보완
하는 것임.

2019년도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와
대중 창업 단지 워크숍 개최

2.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높은 수준으
로 정착시킴으로써 집행 능력을 강화하

2019년도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터와 대중

는 것임.

창업 단지 통계 분석과, 각 지역 인큐베이

3. 지적재산 심사의 질과 효율을 지속적으

터, 대학과학기술단지 및 대중 창업 단지 조

로 높여, 특허와 상표 심사의 질과 효율

세정책의 이행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성을 개선하는 것임.

위해서 과기부 횃불센터가 2019년도 과학기

4. 지적재산 가치 실현을 강력히 촉진하고,
지적재산 운영체계를 건전하게 하여, 지적

술기업 인큐베이터와 대중 창업 단지 통계
워크샵을 주최했음.

재산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임.
5. 지적재산 공공서비스 능력의 향상, 지적

전국 각지의 과학기술 주무부처와 국가세무

재산 분야의 심도 개혁, 지적재산 기반

총국 및 여러 지방의 인큐베이터 담당자 등

정보자원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임.

2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부 횃불센

6.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더

터 인큐베이터관리처 관계자는 “중국 창업

욱 강화하여 “일대일로” 지적재산 국제

인큐베이팅 발전과 다음 사업에 대한 사고”

협력을 심화하고, 지적재산의 글로벌 거

라는 발표를 하고 “고품질 발전” 추진을 둘

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임.

러싸고 새로운 시기에 창업 인큐베이팅 발

7. 지적재산 사업의 종합보장을 강화하고,

전의 발상과 목표를 제시했음.

지적재산 문화 건설과 인재육성을 강화
과기부 횃불센터 정책조사와 통계처, 기술정

하는 것임.

보처 등 부처의 담당자가 횃불센터 집계 작
업 상황을 소개하였으며, 과학기술업체 인큐
베이터, 대학과학기술단지, 대중창업 단지
등의 조세정책 해독, “횃불센터 정보통계시
과기망

스템” 소개를 진행했음.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
/1/434570.shtm

전국 각 지역의 과학기술 주무부처 관계자
들이 참석해 각 지역의 과학기술기업 인큐
베이터와 대학과학기술단지, 그리고 대중 창
업 단지의 정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언
을 나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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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샵 개최는 전국 각 지역의 과학기

4. 과학기술 외교 동향

술 관련 주무부처에 연간 과학기술기업 인
큐베이터, 대학과학기술단지, 대중창업 단지
의 통계 작성과 세입정책 관철에 의미가 있
어 창업 인큐베이터의 질적 발전을 더욱 추
진할 것임.
*

:

중

10월에

개발

과

, 국무원의

기

부

가 설립되

기

부

하이

아래

로

크산업개발

만들어
는

크산업

. 2006년 5월에 과

부에서 부처 통합 재편

)가

인으로 198

하이

기

.

하이

과

기

과

(약

부의

개발구,

과

창업단지), 하이
크,

신형 산업

증

등

기

기업

인

크 기업, 기

면에서

스

월한

이 양국 과학자의 이익과 경제, 사회, 문화,
민생 등 공동 발전의 필요성에도 부합한다
고 말했음.
중국 과학기술부는 양국이 더 나은 과학 기
술 혁신을 위한 협력을 전개하고, 또 협력의

(대중

성과가 양국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시장,

성과를

와 맞춤형 과학기술 혁신 협력을 펼치는 것

크 산

이

, 지역

스위키트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싱가포르

지

크의 발전, 산업화

의 실현 을 임무로 하여 국가 하이
업

과학기술부 부장 왕즈강은은 싱가포르 국립
연구재단의 초청으로 싱가포르 총리서리 흥

횃불센터 당 앙
승
학 술 횃불 테
센터
었음
학
술
돼새 운 학
술 횃불 테
센터 칭 횃
불센터
졌음 학 술
도
횃불센터 " 테
"
테
학 술
큐베 터
테
술
핀테
혁
클러 터
혁 능
강 측
탁
두
왔음
9년

중-싱가포르, 과학기술 협력 합의서 체결

신

거

력

줄 수 있도록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음.

어

.

흥스위키트 총리는 국제 협력의 의미를 강
조하면서 고령화, 지속가능 발전 등 양국 공
동 관심사를 놓고 중국과 산학연의 다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왕즈강 부장과 흥스위키트 총리는 중국 과

중국과학기술부

학기술부와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의 과학

www.most.gov.cn/kjbgz/201912/t2019121

기술 혁신 협력 실행 관한 합의서 체결식에

7_150568.htm

참석했음.

중국과학기술부
www.most.gov.cn/kjbgz/202001/t2020010
9_1510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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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브라질 과학기술부 Marcos Pontes 회견

할 것을 제안하였음.

과기부 부장 왕즈강은 2019년 12월 19일
베이징(北京)에서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
부 장관 마르코스 폰테스(Marcos Pontes)
일행을 만났음. 양국 과학기술 혁신사업의

중국과학기술부

최신 진전, 미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www.most.gov.cn/kjbgz/201912/t2019122

놓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중요한 내용을 실

5_150727.htm

행하기 위해 심도 있는 대화를 이뤘음.
왕즈강 부장에 따르면 2019년은 중국과 브
라질이 수교 45주년으로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했고, 과학기술 혁신이 양국 고위층
의 관심사가 되는 주요 협력 주제가 되어
협력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음.
다양한 정부간 협력 메커니즘 안에서 중국
과 브라질이 공동연구, 과학기술단지, 인적
교류, 과학기술 성과전환 등 성과를 거뒀음.
그 중 중국-브라질 지구자원위성은 첨단 기
술 분야의 “남남협력” 모범으로 꼽혔음.
앞으로도 양측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분
야에서 공동 연구와 응용 시범을 전개하고,
청년 연구자의 교류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자고 왕부장은 제
안했음.
폰테스 장관은 브라질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하는 역할을 중시하고
있고, 미래 바이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신
소재, 스마트시티 등을 비롯한 브라질 과학
기술 발전 주요 방향에서 중국과 공동연구
센터를 함께 건설하고 산학연 발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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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 문샷형 연구에 1,150억엔 예산 편성
• 국가경쟁력 향상 위해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필요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 췌장 암세포 전이 촉진 전사인자 발견
• 의약품 부작용 등을 예측하는 AI 개발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
•
•

AI 법률 벤처 기업 「Legal Force」
AI 활용 공급망 효율화 기술 시험 시작
농약스타트업, 1억엔 투자금 확보
정부, 대학의 주식회사 설립 허용 검토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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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선택한 영역의 전문가 수준으로 신체적
능력, 인지능력 및 지각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문샷형 연구에 1,150억엔 예산 편성
지난 12월 17-18일, 동경에서 개최된 ‘문샷

2. 2050년까지 건강사회를 위한 조기 질환
예측·예방의 실현

국제심포지엄’에서 문샷형 연구개발목표가
발표되었는데, 심포지엄에서 각 분과회별 이

(1) 50년까지 인간장기 사이의 포괄적 네트

니셔티브 보고서가 공표되고, 문샷 목표와

워크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질병예측·

구체적 대처가 나타났음.

미병(未病) 평가시스템을 확립하고 질환
의 발병자체의 억제 및 예방

문샷형 연구개발사업은 일본에서의 혁신적

(2) 50년까지 사람의 평생 개체기능의 변화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로 기존에는 없는

를 인간장기 사이의 포괄적 네트워크를

보다 대담한 발상에 근거하는 도전적인 연

기반으로 파악해 질환으로 발병 전의

구개발(문샷)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임. 작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상태」, 즉 「미병

년도

상태」를 건강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방

추경 예산에서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법을 확립

(JST)에 800억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
발기구(NEDO)에 200억엔, 또한 금년도 추

(3) 50년까지 표적분자 등을 포함한 질환을

경 예산에서도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

일으키는 네트워크 구조를 식별하고 새

D)에 100억엔, 일본농업·식품산업기술총연합

로운 예방·진단·치료방법을 확립

연구기구(NARO)에 50억엔의 예산을 편성

(4) 사람에게 적용가능하고 비침습 장기 간

함. 정부 전체에서 총 1150억엔의 기금을

네트워크의 관찰 및 조작기술을 확립

조성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함.
3. 2050년까지 AI와 로봇의 공진화에 의한
스스로 학습·행동하는 인간과 공생하는

□ 슈퍼 조기의료 등 8 가지 목표 제시

로봇의 실현
1. 2050년까지 조화로운 발전에 의한 사람

(1) 50년까지 사람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이 신체, 뇌, 공간, 시간의 제약에서 해

사람과 동등 이상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방된 사회를 실현

사람의 인생과 더불어 성장할 AI 로봇의
개발

(1) 50년까지 여러 사람이 원격 조작하는
아바타와 로봇을 조합·사용하여 대규모

(2) 50년까지 자연 과학의 영역에서 스스로

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생각·행동하고 원리·해법의 발견을 목표

과 인프라를 개발

로 자동화 AI 로봇시스템의 개발

(2) 또한 50년까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 50년까지 인간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환
경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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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 성장할 AI 로봇의 개발

4시간 365일 가동하는 지능형 농장 등
의 창출)

4. 2050년까지 지구환경재생을 실현하는 자

(1) 2030년까지 특정 농작물 등을 대상으로

원·물질순환을 구축

각종 센서에서 얻은 생육정보와 기상정

(1) 쿨 어스(Cool Earth)로서 대기에서 이산

보 등을 통합한 AI 농사시스템의 프로

화탄소를 회수·이용하는 다이렉트 에어

토타입을 개발하고 24시간 작업을 위한

캡처(DAC) 등의 방출기술 개발

실용성 검증

(2) 클린 어스(Clean Earth)로 해양 플라스
틱 쓰레기 등의 물질을 분해·사용하는

8. 2050년까지 경제·산업·안전보장을 비약적

기술을 개발함. 이를 2030년까지 파일

으로 발전시키는 오류 내성형 범용 양자

럿 플랜트 및 시제품에서 검증하고 50

컴퓨터를 실현

년까지 상용레벨로 전 세계에 확산시킴

(1) 2030년까지 일정 규모의 NISQ 양자컴

으로써 쿨 어스(Cool Earth)와 클린 어

퓨터를 개발함과 동시에 실효적인 양자

스(Clean Earth)를 실현

오류정정 실현
(2) 2040년까지 분산처리형의 양자컴퓨터를

5. 2050년까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기능

개발함과 동시에 양자오류 정정을 통한

을 궁극적 활용하여 물·비료 등의 자원제
약을 극복

사용 가능한 작업계산을 실현
(3) 2050년까지 대규모화를 달성하고 오류

(1) 2030년까지 특정 농작물을 대상으로 사

내성형(전송 오류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버공간 상에서 육종(育種)의 디자인화

사용될 수 있는 내성) 범용 양자컴퓨터

를 가능하게 하면서, 토양 미생물을 활

를 실현

용한 질소·인 등의 제어기술과 새로운
해충 제어기술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6. 2050년까지 식량의 낭비를 없애고 건강·
환경에 고려한 합리적인 식품소비를 촉
진하는 솔루션 개발
(1) 2030년까지 식품분야에서의 AI 공급망
을 구축하고,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합
리적인 소비행동을 촉구하는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구축·실증
7. 2040년까지 급격한 기상변화에도 즉각
대응하고 강인한 농림수산체제를 구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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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향상 위해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필요

공하여 왔음.
JSPS는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교

21세기 이후 일본인 노벨상수상자는 미국에

류사업을 통해 매년 500건 정도의 공동연구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요시노

와 세미나를 지원하는 등 국제네트워크를 5

아키라 아사히 명예펠로우가 수상했음. 그러

0여 개국·지역과 구축하고 있음.

나 논문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의 국제경쟁
력은 저하되고, 대학원생의 박사과정 진학률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에서는 도전적인 연구

도 하락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를 수행하는 신진연구자의 도전 기회의 확

위해 일본학술진흥회(JSPS) 사토미 스스무

대를 도모하고 있음. 또한 젊은이나 중소규

이사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모의 연구는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얻

신진연구자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은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발전해 전개되는

놓음. 다음은 이사장의 의견을 요약한 것임.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 지원도 중요함. 따
라서 더 나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연구분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는 대부분이 약

야 및 연구의 발전단계, 규모에 관계없이 다

30년 전에 행해진 것임. 이미 여러 곳에서

양한 학술연구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

지적되고 있지만, 상위 10% 논문수도 일본
의 순위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JSPS는 신진연구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제

국제 공동논문이 적다는 점에 대한 위기도

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절실함을

있음. 또한 박사과정 진학자 수가 점점 줄

강조하고자 함. 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어들고 있음. 연구자의 숫자 자체는 증가하

목표는 박사과정의 20% (약 1만 5000명)에

고 있지만, 국립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의 감

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절반

소에 의해 안정된 직업으로서 연구자 수는

정도 밖에 지원할 수 없음. DC 특별연구원

줄어들고 있음.

은 현재 약 4000명에서 8000명 규모로 확
충할 필요가 있고, 박사가 기업에 취직하는

정부, 대학, 산업계 등의 관계자가 총출동하

지원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런 일

여 젊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

에 지금 나서지 않으면

의 그랜드 디자인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함.

약해지고 10년 후에는 정말 후회하는 상황

일본학술진흥회는 지금까지도 특별연구원 제도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일본 전체의 힘이

속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DC1, DC2, 포스트
닥터 등 자유로운 발상 연구를 하는 연구자
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해외를 목표로 하
는 연구자에게는 해외 특별연구원제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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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포와 접착하여 해당 위치에 그치지만, BAC
H1의 기능이 항진되면 세포 접착에 관련된

췌장 암세포 전이 촉진 전사인자 발견
[연구 내용]
췌장암은 암 중에서 가장 치료성적이 불량
한 「최강의 암」이라고 불림. 그 이유는 진
단시에 종종 암세포가 이미 간 등 다른 장
기로 전이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전이는 췌
장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에서 관찰되어
환자의 예후를 크게 좌우하지만 그 구조는
불분명한 점이 많이 남아 있음.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해명하는 것이 암 치료의 개선
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유전자의 발현이 저하되고, 이동 능력이 상
승, 간 등 다른 부위에 전이해 나감.
흥미롭게도 암의 전이를 모방한 실험조건에
서 인간의 췌장암세포에서 BACH1의 기능을
저하시키면 간 등으로 전이가 크게 감소하
는 것이 판명되었음. 반대로, BACH1의 작
용을 상승시키면 전이도 항진되었음. 즉, 췌
장암에서는 BACH1 기능이 상승함으로써 암
세포가 원래 존재한 위치에서 혈관이나 림
프관 등을 타고 이동하여 전이가 생길 수
있음. 그래서 BACH1를 검출할 수 항체를
새로 만들어 동북대학 병원 췌장암 환자의

동북대학, 창생 응용의학 연구센터, 공익재
단법인 실험동물 중앙연구소 등의 연구그룹
은 전사인자 BACH1 단백질이 췌장암 (가장

검체를 조사한 결과, BACH1의 양이 높으면
치료 경과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음.(그
림 2).

예후가 나쁜 암의 하나)의 전이에 중요하다

세포 접착 분

는 것을 발견했음(그림 1).

자
E-cadherin
야 생
형

간 전이
생
존
률

간에 전이한 암세포
BACH
1 결손
생존기

혈관내에 침투한 암세포

간

BACH1의 작용에 의해 주

할

위와의 접착이 저하한 암세
그림 2. BACH1 단백질의 전이에서의 역

포
췌장암세포

야생형 및 BACH1 유전자를 파괴한 인간의
그림 1.

췌 암
장

세포가 전이되는 기전 (모

췌장암 세포를 마우스의 췌장에 이식했음.

델

)

췌장에 생긴 암세포는 초기에는 주변의 세

(A) BACH1 유전자를 파괴한 췌장암 세포에
서 세포 간 접착(갈색 부분:세포 접착분자
E-cadherin)가 항진하고 질서정연한 조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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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나타내고 있음. (B) 이식한 췌장암 세

에 그 치료성적은 5년 생존율이 10%

포에 의해 생긴 간의 전이 수는 야생형에

정도에 그치고 있음.

비해 BACH1 유전자를 파괴한 췌장암 세포

주 3. 전이 : 전이는 세포 간 접착이 저하하

에서 낮았음. (C) 동북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고 세포의 운동능력이 항진하는 것이

받은 췌장암 환자의 생존 기간은 BACH1

중요하다고 함. 하지만 이 성상은 이

단백질의 발현량이 높은 군에서는 발현량이

상 증식 등과는 달리 체세포의 유전

낮은 군보다 짧음.

자 변이로 설명할 수는 없음.
주 4. 유전자 돌연변이 : 유전자를 구성하는

본 연구를 통해 췌장암이 전이되는 기전의

DNA의

서열정보에

변화가

생기는

일단이 해명됨. 향후 췌장암의 병태의 해명

것. 세포증식을 촉진하는 유전자에 돌

이나 치료법의 개발이 더 진행 예정이며, 폐

연변이가 생겨 그 작용이 비정상적으

암 등 다른 암에서도 BACH1가 중요하다고

로 상승하는 경우, 세포증식에 브레이

보고되고 있음. 이번 발견으로 지금까지 미

크를 거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해명인 암 전이의 이해가 더욱 진행될 것으

그 작용이 손실될 경우, 두 가지가 섞

로 예상됨.

인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본 연구는 일본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 보조
금,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AMED) 신약개발 등 생명과학연구지원 기반
사업(BINDS) 등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동북대학
[용어 설명]

https://www.tohoku.ac.jp/japanese/2019/0

주 1. 전사인자 : 유전자의 작용을 조절하는
일군의 단백질. 약 2만개의 인간 유전
자 중 10% 가량이 전사인자 또는 전
사인자를 보조하는 단백질의 유전자
인 것으로 알려졌음. 전사인자는 각
유전자가 몸의 어디에서 언제 작동하
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
고 있음.
주 2. 췌장암 : 췌장암은 초기에는 자각증상
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기
쉬운 경향이며, 진행이 빠르며, 또 다
른 부위로 전이되는 것도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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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등을 예측하는 AI 개발

효능 예측은 hMDB에 각 의약품과 그 투여
에 의해 발생하는 일이 실제로 보고되고 있

의약품 및 기능성 음료·식품 구성 물질의

는 유해성을 연결예측(Link Prediction)하여

구조 및 작용 메커니즘 등의 정보 없이 부

대상 의약품의 알려진 효능은 물론, 지금까

작용·유해사상 및 효능을 정밀하게 예측할

지 보고된 예가 없는 효능을 예측할 수 있

수 있는 AI 시스템이 개발됨. 이번에 개발된

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본 기술이 드럭

AI 시스템 「hMDB」(humanized Mouse Da

리포지셔닝(drug

taBase)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지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repositioning)에

활용할

프로젝트의 기초연구성과와 기반기술의 실
용화를 목적으로 Karydo TherapeutiX 주식

hMDB에 의한 부작용·유해현상 예측은 AI의

회사가 기초기술연구소(ATR)와 공동으로 개

사고회로를 분석하여 의약품의 어떤 특징을

발한 시스템임.

AI가 파악해 예측을 출력했는지를 풀어낼
수 있고,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각 의약품

개발된 AI는 물질이 주입된 쥐의 전신 데이

의 예상되는 부작용·유해현상발생의 생물학

터를 지표로 하여 그 물질이 인간에서 일으

적 메커니즘을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키는 부작용과 효능을 예측하는 시스템임.

났음.

또한 hMDB을 발전시켜, 성별, 연령대별로
부작용·유해성과 그 발생빈도를 예측할 수

본 연구그룹이 개발한 hMDB 및 hMDB/LP

있는 「hMDB-i」(humanized Mouse DataB

법은 예측능력에 있어 의약품 개발에서 주

ase, individualized)와 드럭 리포지셔닝(dru

류 예측시스템 중 하나인 「LINCS L1000」

g repositiong) 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출처 : 미국 국립보건원 (NIH) http : //lin

「hMDB/LP법」(hMDB

csproject.org) 등 복수의 기존 AI 예측시스

*

/

Link

Prediction

템(의약품에 관련된 구조, 유전자 발현, 표

법)을 개발했음.

적, 상호작용 등 많은 특징을 AI로 분석하고
* drug repositioning : 판매실적이 있고
임상 시험에서 안정성이 확인된 기존 약

부작용과 효능을 예측하는 시스템)보다 뛰
어난 예측능력을 보여주었음.

물에서 다른 질환에 효과적인 새로운 약
효를 찾아내어 이를 적용하는 연구 방법
이 AI 시스템은 현재 가상신약, 가상치료실

Karydo TherapeutiX

험 플랫폼의 하나로서 사업화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구(JST)

(특허출원 완료), 현재는 「저위험, 저비용의

국제전기통신기초기술연구소(ATR)

의약품 개발도구」를 목표로 한 새로운 개발
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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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정식 버전의 제공을 시작했음.
정식 버전의 출시 4개월 후인 8월에 도입회

AI 법률 벤처 기업 「Legal Force」

사 수는 100개를 넘어섰음. 그동안 영문 비

계약서 검토(계약내용의 재검토)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에 AI(인공지능)를 활용
하여 자동화하자는 교토대학発 벤처 기업이

밀유지계약서,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계약서, 건설계약 계약서 등 여러 계약서의
자동리뷰 기능도 추가했음.

탄생했음. 「Legal Force (법률 포스)」가 그
것임.
동 회사는 대표이사 CEO(최고 경영자)의 츠
노다 노조무 씨와 대표이사 공동 창업자인

MA&A Online
https://maonline.jp/articles/venture_kyoto
university20191223

오가사와라 마사 씨가 2017년 4월에 설립
한 회사임.
츠노다 씨는 2010년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후, 같은 해에 구 사법시험에 수석합격을 한
인물로, 사법 연수생을 거쳐 2013년에 모
리·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M&A 이슈, 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 등 다
양한 법률이슈를 경험했음.

AI 활용 공급망 효율화 기술 시험 시작

한편, 오가사와라 씨는 도쿄대학 법과 대학
원의 특별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어 사법 시
험에 합격 후 츠노다씨와 마찬가지로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에 입사했음.

미쓰이 물산 주식회사는 공급망 업무 효율
화 정착을 위해 물류 로지스틱 경영의 효율
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AI 기술을
통해 데이터 활용기술의 발전은 눈부신 한

그 후 두 사람은 Legal Force를 설립하고
가혹한 노동환경에 놓이기 쉬운 법무담당자
의 업무개선을 목표로 계약검토업무에 특화
한 계약서 검토리뷰 소프트웨어 「LegalFor
ce」의 개발에 착수하였음. 2018년 8월에 오
픈 β 판의 제공을 개시하고, 2019년 4월에

편, 현장 요구사항의 다양성과 업무속인성
(属人性)이 폭넓어, 시스템화·AI 기술의 적
용을 포함한 솔루션을 모색해 왔음.
미쓰이는 이를 위해 AI 업계 중에서도 공급
망 최적화의 선두에 있는 TRYETING를 파
트너로 선정, 미쓰이 물산이 가진 공급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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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지능작업」을 자동화하는 나고야의 기업임.

실증 실험단계에 들어갔음.

이른바 AI 기술의 도입과제인 「도입비용 및
개발기간의 장대화」를 해결하는 UMWELT

■ 실증실험의 내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의 기간시스템에 제

본 실증실험에서는 TRYETING의 핵심기술인

공함. 특히 TRYETING에서는 재고관리·근무

데이터알고리즘 통합플랫폼 「UMWELT (음

교대 관리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 관련된

베르토)」의 수요예측 알고리즘과 미쓰이 물

사람·물건의 최적화를 전문으로 제조업체와

산의 공급망 운영의 데이터를 합함으로써

소매·물류·무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능업

회사의 공급망 운영효율성 검증을 목적으로 함.

무 자동화」에 노력하고 있음.

TRYETING는 일본에서 몇 안 되는 공급망

회사웹사이트 : https://www.tryeting.jp/

영역에 식견을 가진 AI-SaaS 벤더의 입장
에서 미쓰이 물산의 다양한 사업영역, 수많
은 출자에 대한 기술적용기회를 활용하여
「UMWELT」을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과 가

PRTIMES

치 제공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함.
■ 「UMWELT」에 대해
UMWELT는 라이센스 이용이 가능한 데이
터 알고리즘 통합 플랫폼으로 클라우드에
결합하여 어떤 데이터도 쉽게 고도의 알고
리즘을 만들 수 있음. 기존의 시스템을 지
능화할 수 있는 AaaS (Algorithm as a Se
rvice)로 제공하고 있음. 심층 학습 및 최적
화기술 등의 시스템 이중화가 어려운 기술
도 안전하게 이중화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농약스타트업, 1억엔 투자금 확보

※

튜 오
학 농 · 품
농

어그로 디자인 스
:

동경대

과

디

업 식

(Agro Design Studio)
산업기

술 종
농
작 농

겸비하고 있어 서버리스에서 다양한 알고리

구기구(

즘과 학습처리를 혼합하여 일괄 처리함으로

연구개발을 위해 2018년 3월에 시

써 미래예측·인력배치의 최적화, 공급망 운

약 스타트업

업연구소기구)에서

신규

합연
약의

한

영의 효율화 등 다방면에 출력을 가능하게
신약은 약 60%가 스타트업이 시발점이 되

하고 있음.

는데, 신흥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연구개발
■ 기업 TRYETING 대해

한 것을 주요 제약기업이 인수 및 라이센스

인식·미래예측 및 최적화를 중심으로 한

구매에 의해 일련의 시스템이 확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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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농약은 아직 대기업이 자체 개발

다음은 CEO 니시가야씨가 밝히는 사업 방

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외에서도 이

향임.

영역의 스타트업은 극히 적음.
“ 지금까지 농약은 전형적인 제조업이었지
어그로 디자인 스튜디오가 목표로 하는 것

만 이를 정보산업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은 바로 의약모델을 농약산업에도 도입하여

중요하며, 실제로 의약계의 기업은 「물건

새로운 농약을 시장에 내놓아 사업으로 단

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된 데이

단히 성립시키고 계속해 나가는 것임. 또한

터를 취급하는」 정보산업으로서 자신들을

기존의 제약방법을 업데이트하여 자신의 방

평가하고 있다. 농약에서도 비슷한 변화

식으로 새로운 농약의 개발에 힘씀. 원래

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신약개발계의 스타트업에는 크게 두 가지

의 개념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패턴이 있음. 하나는 약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계 (신약개발 지원형)」 기업

현재 어그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살충제

임.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약을 만드는 「신

를 포함하여 6개의 파이프 라인의 개발을

약개발 파이프라인계」의 기업으로 어글 디

진행하고 있음.

자인 스튜디오는 후자에 해당함.
회사는 이러한 목표를 가속화하기 위해 리
얼텍 펀드, 인큐베이팅 펀드에서 자금조달을
실시했다고 밝혔음. 이미 마감된 두 번째

테크 크런치

클로즈도 포함하여 회사명 비공개의 은행계

https://jp.techcrunch.com/2020/01/16/agr

펀드를 더한 3사로부터 시드(seed) 라운드

odesign-fundraising/

에서 총 1억엔을 조달함. 조달한 자금은 인
재채용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임. 진행중인 파이프 라인 안에서는
살충제와 질산화억제제의 라이센스 아웃*
판매를 먼저 예상하고 있어(2023년 라이센
스 아웃이 목표),이를 위해 농약후보제의 개
량 및 온실시험, 안전성시험 등의 노력을 가
속시킴.
*

라 센
이

스 아

품
것

어간 상
해주는

웃

술
판매

: 기

의 생산과

권
게

이나 지적재산

이 들

를 타사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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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의 주식회사 설립 허용 검토

대부분임. 대학 내 연구조직에서는 급여 및
인사제도 등 대학 전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정부는 국립대학과 연구개발법인의 출자규

하며, 획기적인 개발을 하고도 적절한 보수

제를 개선하여 대학이 주식회사를 대학 밖

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연구계획의 승인 등

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 주식회사는 기

행정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음.

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임. 현재 산
학연계의 구조에서는 대학의 규정에 얽매여

새로 설립할 수 있게 된 대학 외부의 연구

자금이나 인사면에서 제약을 받음. 또한 연

기관에서는 대학 전체의 급여 체계에서 분

구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불할 수 없는 등

리된 처우가 가능하게 됨. 임기와 성과보수

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등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

데 장애가 되고 있었음. 이와 같은 조치는

발 성과에 따른 보수의 지불도 가능하게

규제 검토로 해외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산

됨.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우수한 연구자를

학협력을 늘리려는 목적임.

불러들이는 효과가 기대됨.

산학협력이 활발한 해외에서는 대학이 외부

국립대가 출자할 수 있는 범위도 현재는 지

에 연구조직을 두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

적재산권을 실용화하는 기술이전기관(TLO)

음. 예를 들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독

및 벤처캐피탈에 한정됨. 이 외에도 지정된

립된 연구기관 「SRI 인터내셔널」은 정부기

일부 국립대학 법인은 민간의 요구와 대학

관 및 전 세계의 기업과 손을 잡고 연구개

의 연구성과를 매칭하는 컨설팅 등을 전문

발을 하청 받고 있음. 일본 기업인 도요타

으로 하는 대학発 벤처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자동차와

있지만, 연구개발 관련 조직에 대한 출자는

오오바야시쿠미등과도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음. 연간 수입은 5억

전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달러(약 500억엔) 정도로 약 1700명의 직원
이번 규제 재검토로 대학 외부에 기업과의

을 거느리고 있음.

공동연구를 위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도
벨기에 루벤 카톨릭 대학을 중심으로 설치

록 함.

출자에 충당하는 재원은 기부금이

된 IMEC는 나노테크놀로지의 연구거점으로

나 특허료 수입 등 대학의 자체자금을 상정

유명함. IMEC는 2019년에 파나소닉과 손을

함. 국립대는 재정사정이 어려워 대학이 설치

잡고 고체전해질을 사용한 전지의 개발을

하는 외부의 연구조직에는 기업의 투자를 유

발표했음.

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대학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서 기업과 공동연구하고 민간

한편, 일본에서는 대학의 연구자가 기업과

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을 하청받기도 함.

공동연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소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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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에 따르면, 새롭게 인정되는 외부조직
에서는 대학의 연구자가 대학과 외부 조직
모두와 고용 계약을 맺는 「크로스 어포인트
먼트」로 일하는 것이 예상됨. 연구개발 이
외의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직원은 전담으로
하여 지재관련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고안할 것을 촉구함.
내각부가 내각 법제국 등의 조정을 거쳐 20
20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
임. 정부는 지금까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
한 국립대의 TLO에 대한 출자허용 등을 추
진해 왔음. 그러나 해외에 비해 산학협력은
형편없는 실정임.
정부는 25년도까지 기업으로부터 대학이나
국립연구개발법인에 대한 투자를 14년도의
3배를 목표로 내세우지만, 17년도는 약 1.2
배에 그쳤음. 내각부에 따르면 대학의 연구
비 기업부담비율은 독일이 10% 이상인데
반해, 일본은 2% 정도로 침체.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산학
연계를 막는 규제 재검토가 급선무가 되고
있음.

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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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ESCO
• ‘Gender Equality and Ethics of AI’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개발도상국 9개 과제 승인

2. 호주
• 블록체인 로드맵’ 발표, 2030년 디지털경제 주도권 확보 박차
• 호주 우주청, ‘Moon to Mars Program’ 컨설팅 실시

3. 영국
• 인문학을 통해 바라본 AI, ‘JUST AI’ 네트워크 발족
• UKRI-DFG, 인문예술분야 공동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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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ESCO

하고 사회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
제적 차원의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UNES

‘Gender Equality and Ethics of AI’ 국제
컨퍼런스 개최

CO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컨퍼런스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AI 디바이스, 알고리즘 및 데이터 세트에

UNESCO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축
하하기 위해 3월 7일에 ‘양성평등과 AI’ 관

만연한 성 편견 극복
2. 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기능적 역할 및

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함. 이번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대표성 향상

컨퍼런스는 2019년 3월에 발간된 ‘I’d Blush

3. 산업계 내에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AI

if I Could’의 후속 연계 행사임. UNESCO

원리, 가이드라인 및 윤리 코드의 활발한

는 독일 및 EQUALS Skills Coalition*과

구축

협업으로 출판물을 발간했음. 출판물은 교육
으로 여성 및 소녀들의 디지털 기술을 향상
시켜, 디지털 분야에서의 양성평등을 추구하
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담고 있음.
UNESCO
https://en.unesco.org/IWD2020

※ I’d Blush I Could : 휴대폰 보조 앱 Siri가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

성적인 표현에 보이는 반응에서 인용
* E

0000372680

QU L

A S Skills Coalition : 2014년에 국제전

기통신연합(IT

술 련문 책
와U

정보통신기

엔 문
직

임지는 유
력으로 조

U/

전

기구)

관

제

N Women의 협

된 단체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AI 앱에 드러난 성 불
평등과 편견을 다루고자 함. 아마존의 Alex
a와 애플의 Siri처럼 보조 기능의 목소리는
여성이며, 앱 개발업자 및 디지털 분야에서
성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 현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개발도상국 9개
과제 승인

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터키, 에티오피아

음.

등 9개국의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컨펀러스 개최는 AI를 윤리 측면에서 고찰

9개 과제가 유네스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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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총회가 프랑스

2. 호주

파리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회의
에서 채택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이들 9개 과제는 각각 십만 U
SD 달러 지원금을 IFCD(International Fun

‘블록체인 로드맵’ 발표, 2030년 디지
털 경제 주도권 확보 박차

d for Cultural Diversity)로부터 받게 됨.
*

U

정부는 블록체인이 향후 디지털 경제에서

’

NESCO s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

호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 생산

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

성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al Expressions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담은 ‘블록체인
로드맵’을 발표함.

공모에 지원한 480개 프로젝트 중 선정된 9
개 과제는 해당 국가의 문화 능력 및 지식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 설계에 산업계와 학

을 함양하고, 문화 산업을 부흥하는 데 기여

계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5년간

할 것으로 기대됨.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산업-학계가 협력하기로 함. 앞서

선정된 9개 국가는 조지아, 터키, 아르헨티

발표된 ‘AI 로드맵’과 함께 블록체인 로드맵

나, 모잠비크, 에콰도르, 멕시코, 남아프리카

은 2030년까지 호주가 세계 디지털 경제를

공화국, 에티오피아 및 베트남임. 이 중 에

주도하기 위한 정부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

콰도르, 조지아, 터키 및 베트남은 처음으로

음. 블록체인 교육 실시를 위한 공통 기반

연구 수혜국이 됨.

구축 등 로드맵 실행을 위해 호주무역투자
부(AUSTRADE)와 함께 스타트업, 파일럿 프

이로써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IFCD

로그램 진행 등을 함께 하기로 함. 로드맵

는 총 59개국ML 114개의 연구를 지원하게

은 블록체인 기술 국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

되었으며, 연구 기금은 7백5십만 USD 달러

한 연방정부의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구축

에 달하게 됨.

되었음.

UNESCO
https://en.unesco.org/news/unesco-funds
-nine-new-projects-support-culture-deve
loping-countries

전통적으로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번 로드맵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외 분야에서
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공급망 뿐만
아니라 상품 추적, 상품 신용장 확인, 고객
정보 이관 등, 농산물 수입자, 대학 및 금융
분야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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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호주 우주청, ‘Moon to Mars Program’
컨설팅 실시

산업 리서치 업체인 가트너(Gartner)는 202
3년쯤에는 블록체인이 전 세계 물류 공급망
의 중요한 시스템이 될 것이며, 연간 2조
달러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담당할 것이
라고 전망하고 있음.
정부의 ‘National Blockchain Roadmap’은
industry.gov.au/blockchain에서 자세히 살
펴볼 수 있음.
호주 우주청(Australian Space Agency)은
‘Moon to Mars Program’ 컨설팅을 실시,
호주 전역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
Ministry of Industry, Science and

견 등을 경청했음. 5년간 1억 5천만 호주

Technology

달러가 투입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https://www.minister.industry.gov.au/mini

목적을 가지고 있음.

sters/karenandrews/media-releases/bloc
kchain-roadmap-points-way-success

1. 달 및 화성 프로젝트에 있어 호주의 뛰
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
주고,
2. 호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우주 관련 산업 성장 및
달˙화성 탐사 활동에 기여하며,
3. 호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계의 변
화를 지원하는 것임.
호주우주청장 Megan Clark AC는 달 및 화
성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보조금 기회를 통
해 호주의 우주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
어내고, 120억 원 호주 달러에 달하는 우주
경제의 규모를 3배로 키우며, 2030년까지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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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기대감을 나타냄. 또한 현재의

3. 영국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가 발생되고, 다음 세대의
영감을 이끌어내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인문학을 통해 바라본 AI, ‘JUST AI’
네트워크 발족
연구자와 업계 실무자들간의 네트워크인 ‘J
UST AI’가 발족되었음. 이는 Ada Lovelace

Australian Space Agency

Institute와

인문예술연구위원회(Arts

and

https://www.industry.gov.au/news-media/

Humanities Research Council)가 공동으

australian-space-agency-news/moon-to-

로 발족한 것으로,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공

mars-program-design-have-your-say

동의 선을 위해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
제하고 사용할 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
된 것임.
이번 네트워크에는 철학, 법, 언론분야, 인
간-컴퓨터 상호작용 관련 분야, 사용자 중심
데이터 과학, 컴퓨터 과학 및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함. 이들의
활동에는 워크숍, 논문투고, 다학제간 공동
연구 등이 있음.
기존의 AI 관련 연구와 토론은 주로 사회적
위험성, AI의 위험성 등 주로 추상적인 수준
에서만 이루어짐. 공정성, 투명성, 권리, 혹
은 단순한 기술적 측면 만을 다루었음. 이
번에 구축된 네트워크는 이를 뛰어넘어 이
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를 실증적으로 증
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여 AI 기술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규정, 디
자인 등을 만들어내기 위함 구체적인 방향
을 가지고 있음.
우선 먼저 1년간 운영된 예정이며, 박사후

- 85 -

그 외 주요동향

2020.2 Vol.76

연구자들이 네트워크 활동의 주축이 될 것

UKRI-DFG, 인문예술분야 공동연구 실시

임. AHRC 위원장 Edward Harcourt 박사
는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흔들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사회가 이를 효과적

영국혁신기구(UKRI)의 인문예술위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HR

으로 사용하여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C)는 독일연구회(German Research Found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책임감 있고 윤리

ation, DFG)와 19 UK-German 공동 연구

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번 네트워크가 아주 의미 있는 그 첫발자국
이 될 것이라고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양 연구기관의 이번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양국의 인문예술 연구자들이 영국과 독일에
서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것임.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었으며, 지난 2019년
가을에 동료평사가 실시되었음. 첫 번째 공

UKRI
https://ahrc.ukri.org/newsevents/news/ne
w-humanities-led-network-will-put-socia
l-justice-at-the-heart-of-ai-research/

동연구 공모에 170개의 연구가 신청되었으
며, 예상보다 높은 관심에 양 기관은 19개
의 연구를 선정, 지원하기로 합의함. 총 연
구기금은 UKRI는 약 5백만 파운드, DFG는
약 6백만 유로이며, 2020년 초에 연구를 시
작하여 2023년까지 진행될 계획임.
예상보다 높은 양국의 인문예술 공동연구
관심에 양측은 높은 기대감을 나타냄. 정치
적 배경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관심이 낮고 투자가 적지만, 사회적 맥락 속
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문예술 연구는 중요
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 첫 번째 라운드
연구 공모에서 보여준 높은 관심을 고려하
여 두 번째 라운드 연구에서는 법과 언어학
등도 연구분야에 포함할 예정임.
AHRC가 DFG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반
적인 연구 관리를 책임지며, 과제 공모도 A
HRC를 통해 이루어짐. 두 번째 라운드 공
모 또한 첫 번째처럼 AHRC가 연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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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을 관리할 예정임.
이번에 선정된 19개 과제 목록은 AHRC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UKRI
https://ahrc.ukri.org/newsevents/news/uk
-and-german-research-collaboration-sup
ports-innovation-in-the-arts-and-humani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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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A)

○ 목적
- 미 국립과학재단(NSF)은 2016년 미래 과학 공학 분야 투자를 위한 과감하고 장기적
인 연구 및 관리 아이디어로서 10 Big Ideas를 발표
- 이중 하나인 성장융합연구(GCR)는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과 연구 방법론을 통합하고 과학적 발견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분야
- 중요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 깊이 있는 과학적 질문과 긴급한 사회적 요구
등에서 비롯되는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통합 :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식, 이론, 방법, 데이터 등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프레임워크, 패러다임 및 학문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형성

○ 지원 자격
- 미국 내 2년제 및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소속 연구자
- 비영리 기관, 비학술 기관, 독립 박물관, 천문대, 연구소, 전문단체 및 유관단체 소속
연구자

○ 지원 방법
- NSF 규정에 의한 본 제안서 제출
- 1단계 1-2년, 2단계 3-5년으로 나누어 총 5년 간의 연구제안서 제출

○ 지원 금액 : 10개 프로젝트에 3년 내지 5년 동안 총 1,200만 달러 지원

○ 지원 신청 마감 : 본 제안서: 2020년 2월3일

○ 관련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nsf.gov/pubs/2019/nsf19551/nsf1955
1.htm?WT.mc_id=USNSF_25&WT.mc_ev=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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