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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 국립과학재단, ‘2026 Idea Machine’ 추진
• 연방정부 R&D 의무지출, 2년 연속 증가
• 백악관, 민간 인공지능 개발 규제 원칙 발표
• 미 에너지부의 양자정보과학(QIS)센터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 태양에너지만으로 기능 하는 차세대 온실 기술
• 휴대폰 앱 용량 줄여주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
• 암 게놈 지도 분석 위한 37개국 협력 연구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미-중 무역 분쟁 등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벤처 투자 급감
•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주목하는 미군 연구소 개발 기술
• 2020년도 국제 지적재산 미 특허 2위 유지
4. 과학기술외교 동향

• 미국-러시아 기술외교의 발전, 영향, 미래
5. 인문사회과학 동향

• 인간과 협력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융합 연구
• 심리학 연구 결과를 법정에서 이용하는 문제

EU

21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 유럽 연구개발위원회, 과학기술연구의 재활성화 도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연내 브렉시트 완전 합의 ‘불가능’
• R&D 분야 젠더 불균형 해소 위한 SAG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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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 효율적인 식물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위한 위성 데이터 활용
• 5G 기반 응급진료 시스템의 개발
• 효율적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자원 할당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독일 PITCHBOOK 벤처 에코시스템 동향
4. 인문사회분야 동향

• 의도적 신념의 형성 :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방법

스웨덴

30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 정부, 4대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전문가 그룹 발족
• 교육부, 북극 연구 국제 협력 강조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 룬드대(LU) 행성 형성 이론, 최근 입증되어 학계 주류인 충돌 이론 반박
• 웁살라대(UU), 새로운, 친환경 중성자 방사선 흡수 물질 개발
•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 미래 연구지도자 20인 선정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소비자들 환불 절차를 돕는 스타트업
• 물 80% 절약 및 미세 플라스틱 여과 기능 갖춘 “스마트 세탁기” 개발
• 스웨덴 왕립공대(KTH) 스타트업, 세계적 패션 업체 H&M과 협력
• 불법 디지털 서비스(동영상 등) 사용, 최근 2년 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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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43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EU와 프로젝트 협력 논의
• 해외 과학자 접촉 제한 명령 폐지
• 과학계, 헌법 서문 및 조항 수정 요구
• 무인항공기 비행에 대한 규제 완화
• 과학기술혁신 BRICs 운영위원회 개최
• 러 과교부, RAS와 전략적 관계 강조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 북극 수중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암 치료 목적의 DNA 나노 로봇 개발
• 저장 장치용 그래핀 기반 재료 개발
• 원자로 작동 시간 증가 방법 개발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금속 분발 생상공장 설립
• 희토류 금속 추출 재료 업체 매각
• 생체 결제 시스템 확대
• 원자로 작동 시간 증가 방법 개발
4. 인문사회분야 동향

• RAS 세계문학연구소, 연구자 업적 평가 방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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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 정부, 생물안전법 출범 추진
• 중국과학원, 국제협력의 높은 성과 달성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 공동 연구팀, 양자 네트워크 구축 발판 마련
• 중국과학원, 탄소 나노 튜브 광전전환 메모리 제조 성공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중관춘, 방역용 과학 기술 제품 개발 프로젝트 모집
4. 인문사회분야 동향
• 빅데이터 시대 휴대용 인문사회과학 지식 베이스 구축

일 본

62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 「인문과학만의 연구 추가」 과학기술기본법 검토
• 인문과학연구, 과학기술진흥 법 개정에 반영
• 연구력강화·신진연구자 지원패키지 결정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 세계 최초 지문·정맥·맥파 동시 측정 성공
• 양자계산 「구글 넘어라」 특허 두뇌경쟁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산학 오픈 이노베이션 규슈 조직 합병
• 동북대학, 첨단 기술 활용 사회과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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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EyeVision」 AI 진단 지원솔루션 제공
4. 인문사회분야 동향

• 일본-영국, AI 검증 위한 인문․사회과학 공동연구 실시

코로나19 주요동향

73

1. 미국

• 사스(SARS)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포 유사성 발견
• NSF,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연구 과제 13개 지원
• 가장 유력한 코로나19 백신 3가지
• 워싱턴대 연구팀, 코로나19 새로운 구조 발견
2. 일본

• 6개 대학, 아시아 네트워크 활용, 감염증 연구 추진
3. 중국

• 코로나19 AI 보조 의학 영상진단 시스템 연구 성과
• 코로나19 특허 정보 연구보고서 발표
• 코로나19 백신, 인체 주사 투여 단계 진입
• 공신부, 전염병 방역부문 5G 응용 강화 요구
4. 스웨덴

• 카롤린스카 의대, 향후 코로나 진행 상황 예측 연구결과 발표
• 스웨덴연구협의회, 연구기간 연장 등
5. EU

• EU, 코로나19 R&D 예산 지원 발표
• 코로나19 백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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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요 동향

82

1. 영국

• 영국혁신기구, 연구윤리위원회 발족 계획 발표
2. 호주

• 정부, ‘호주-인도 전략연구’ 지원
3. 국제기구

• UNESCO, 22차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5인 선정

주요 사업일정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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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학재단, ‘2026 Idea Machine’ 추진

• 연방정부 R&D 의무지출, 2년 연속 증가
• 백악관, 민간 인공지능 개발 규제 원칙 발표
• 미 에너지부의 양자정보과학(QI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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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에너지만으로 기능 하는 차세대 온실 기술

• 휴대폰 앱 용량 줄여주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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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미-중 무역 분쟁 등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벤처 투자 급감
•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주목하는 미군 연구소 개발 기술
• 2020년도 국제 지적재산 미 특허 2위 유지

4. 과학기술외교 동향
• 미국-러시아 기술외교의 발전, 영향, 미래

5. 인문사회과학 동향
• 인간과 협력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융합 연구
• 심리학 연구 결과를 법정에서 이용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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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간략한 개요와 동영상 형태로 제출된 아이
디어가 연구 제안서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국립과학재단, ‘2026 Idea Machine’
추진

컨퍼런스와 EAGER 형태의 제안서를 접수

미 국립과학재단(NSF)은 ‘NSF 2026 Idea

컨퍼런스에서는 상위 33개 아이디어들을 개

Machine’ 33개 아이디어의 주제별 컨퍼런

인별 또는 그룹별로 묶어 실행 가능한 연구

스 및 연구지원(EAGER: EArly-concept Gr

주제 또는 새로운 장기연구 프로그램으로

ants for Exploratory Research) 제안서 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며, EAGER에서는 33

출을 장려하기 위해 동료서한(DCL)을 발표함.

개 아이디어들을 전환 가능한 연구로 확장,

※ 2026 Idea Machine : 미국 독립 250주년인

할 예정임

개발 및 시험하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임

2026년에 맞춰 국가 발전 및 인류에 공헌할

‘NSF 2026 Idea Machine’은 학부생 및 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학원생, 박사후 과정, 초·중고생, 업계 관계
자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여성, 소수

NSF는 2016년에 ‘NSF 2026’을 발표하였음.

민족, 장애인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

이는 미래 과학·공학 분야 투자를 위한 장

고 있음

기적 아이디어 지원을 목적으로 발표한 NSF
10 Big Ideas 사업의 일부로, 미국 건국 250
주년인 2026년까지 장기적인 과학·공학 연
국립과학재단

구를 위한 강력한 아이디어 지원을 목적으

https://www.nsf.gov/pubs/2020/nsf20041/

로 하고 있음.

nsf20041.jsp?WT.mc_id=USNSF_25&WT.
‘NSF 2026’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2026

mc_ev=click&fbclid=IwAR1nI0OOwgM4dM

Idea Machine’은 2018년에 미국 전역 학

Tsm_8fDMO5wqGjDs-yiW336QTqaahWggh

생, 교사,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wLCbzUN13H-g

공모전을 실시하였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된 최종 패널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3개
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음. 전문가 패널은
아이디어의 시의적절함, 과학 및 사회적으로
끼칠 잠재적 영향, 기관 간, 국제 또는 민관
협력의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아이디
어를 선정했음.

- 9 -

USA

2020.3 Vol.77

연방정부 R&D 의무지출, 2년 연속 증가

연방정부의 R&D 의무지출 중 응용연구에
대한 지출액은 2018년도 384억 달러, 2019

미 연방정부의 2018년도 R&D 의무지출(R&D

년도 추정치 438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Obligation) 총액은 1,294억 달러로, 2017년

4.9%, 14% 증가했음

도에 비해 8.8% 증가했고, 2019년도 지출
추정치 1,415억 달러 역시 전년 대비 9.3%

응용연구비 지원 역시 보건복지부가 가장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와

였음

국방부가 2위와 3위를 기록했음

대학 등 정부 외부의 연구기관들이 의무지

R&D 의무지출 중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지

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

출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편중 현상이 강한

018년도의 경우 전체의 72.2%인 935억 달

반면 수학 및 컴퓨터과학의 경우는 에너지부,

러가 지원했음

국방부 등 기관 간 분산되는 경향이 있음

정부 기관에 따라 R&D 의무지출의 주요 대
상에 차이가 있음. 국방부는 70% 이상을 기

국립과학재단

업에 지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60% 이

https://www.nsf.gov/statistics/2020/nsf20

상을 대학 등 학술기관에 지출한 것으로 나

308/

타났음
연방정부의 R&D 의무지출은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국방부, 국립과학재단 순으로 많

백악관, 민간 인공지능 개발 규제 원칙

은 예산이 집행되었음

발표
연방정부의 R&D 의무지출 중 기초연구에
대한 지출액은 2018년도 362억 달러, 2019

미 백악관은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 개발 규

년도 추정치 397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제를 담당하는 기관 간의 일관성 있는 규제

8.8%, 9.6% 증가했음

적용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적용할 열 가지
규제 원칙을 발표함

기초연구비 지원은 생명과학 지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

2019년 2월 발효된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

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가 뒤

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에서 대중의 참여

를 잇고 있음.

보장 및 과잉 규제 제한을 위한 규제 원칙
마련을 요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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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신뢰 : 기관은

에 의해 처리, 저장 및 전송되는 정보의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는 통

있도록 규제 및 비규제 수단을 이용함

제를 실시해야 함

2. 대중 참여 : 기관은 인공지능 관련 규칙

10. 기관 간 조정: 기관은 AI 경험을 공유하

제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대중의 참여를

고 일관되게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협력해야 함

3. 과학적인 무결성 및 정보의 품질 : 기관은
인공지능 정책 결정을 위한 기술적 증거
를 허용해야 함

Fedscoop
https://www.fedscoop.com/white-house-a
i-principles-memo/

4. 위험 평가 및 관리 : 기관은 인공지능의
위험 및 비용의 허용 수준 결정을 위한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5. 편익과 비용 : 기관은 규제 적용에 따른

미 에너지부의 양자정보과학(QIS)센터

이익과 비용을 고려해야 함
6. 유연성 :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규
제를 추구해야 함

미 에너지부는 과학 이니셔티브 지원의 일
환으로 향후 5년 동안 6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양자정보과학(QIS: Quantum Infor
mation Science)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7. 공정성 및 차별 예방 : 기관은 기술 적용
및 이에 따른 결과가 불법적인 차별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해
야 함

발표함
2018년 12월 발효된 국가 양자과학 이니셔
티브 법에 따라 에너지부를 비롯해 국립표준
기술연구원(NIST), 국립과학재단(NSF) 등 정

8. 공개와 투명성 : 기술에 대한 신뢰와 신
용을 얻기 위해 기관은 대중에게 AI 기
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는 시기를 결
정해야 함

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양자정보과학연구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며, 최대 1
0개의 QIS 센터를 설립할 예정임
양자물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컴퓨팅은

9. 안전 및 보안 : 기관은 인공지능 시스템

기존 컴퓨터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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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양자 감지기는 미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양
자 통신시스템은 해킹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위한 지식과 역량

태양에너지만으로 기능 하는 차세대
온실 기술

이 부족한 상태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광합성에
새로운 QIS센터들은 양자물리학과 양자정보

사용되지 않는 태양빛 파장으로 발전된 에

이론 등을 바탕으로 양자 시스템에 대한 완

너지로 온실의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

벽한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발했음

새로운 센터의 운영에 참여하는 미국 내 대학,

온실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많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민간 기업 등이 보유

은 양의 태양 전지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

하고 있는 양자과학이론, 기술 개발, 공학

용 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데, 연구팀은 식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센터가 주요 도

이 광합성에 이용하지 않는 빛의 파장을 이

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임

용하는 모델링 연구에 성공했음

앞으로 설립될 QIS 센터들은 양자 통신, 양

학술지 Joule에 게재된 연구는 본 대학의

자 계산 및 에뮬레이션, 양자 장치 및 센서,

공학, 식물생물학, 물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양자 시스템을 위한 재료와 화학, 그리고 합

협력해 실시한 새로운 모델링 연구의 결과임

성, 제조, 통합 등을 위한 양자 주조 공정
등을 개발할 것임

광합성은 빛의 일부 파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잉여 파장을 활용해 유기 태양전지
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음
미 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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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태양전지는 흡수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ent-energy-announces-625-million-new-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 파장으로 에너지

quantum-centers

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입증이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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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효율성이 여태껏 정당화되지 않았음

new-centers-lead-way-towards-quantum
-future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유기 태
양전지로 생산 가능한 에너지의 양과 온실
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추산하는 모델을
개발해 최적의 온도 범위를 유지하는 데 필
요한 에너지 부하를 계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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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등 인근에서

시청자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고 스트리밍되

주로 재배되는 토마토 성장을 위한 에너지

는 것과 마찬가지로, 앱을 이용하고 있을 때

의 양 계산에 초점을 맞췄음

만 휴대폰에 전달하는 방식임

연구팀은 이러한 모델링 계산 결과 목표로

연구팀은 용량이 큰 동영상, 그래픽, 코드

하는 식물의 광합성 양을 줄이면 에너지의

경로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

무선통신 네트워크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와

데, 둘 사이의 균형이 온실 운영의 재정에

속도 저하에도 불구하고 즉시 스트리밍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음

수 있다고 설명했음
앱 스트리머(AppStreamer)라는 이름의 소
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인기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https://news.ncsu.edu/2020/02/next-gene

있는 게임 앱의 저장 요구량을 85%까지 줄
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ration-greenhouses/
이 소프트웨어는 게임을 방해하지 않고 앱
과 클라우드 서버 간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교환하는데,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앱이
작동하는 동안 게임을 하면서 어떠한 차이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음

휴대폰 앱 용량 줄여주는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
미국 퍼듀대 연구팀은 휴대폰의 데이터와
코드를 소프트웨어로 스트리밍해 앱이 차지
하는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
발했음
이 연구는 2월 18일 프랑스 리용에서 열린
국제 임베디드 무선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국

저장 용량이 큰 게임 앱에서 작동될 수 있
는 앱 스트리머는 다른 앱들의 저장 공간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앱 자체를 휴대
폰으로 더 빨리 다운로드할 수도 있음
앱 스트리머는 5G 환경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집약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 5G의 수용
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전망임

제회의에서 세 편의 우수 논문 중 하나로
Tec Explorer

선정됐음

https://techxplore.com/news/2020-02-app
이 기술의 원리는 넷플릭스 영화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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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게놈 지도 분석 위한 37개국 협력 연구
이 프로젝트의 운영위원회 참여 기관들은
37개국 1,3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여하

MIT와 하버드대 외에 캐나다의 온타리오 암

는 암 게놈 연구 프로젝트(PCAWG, Pan-Ca

연구소, 영국의 웰컴 생어 연구소, 독일의

ncer Project)는 암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

유럽 분자 생물학 연구소, 산타 크루즈 캘리

를 증진하고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

포니아대 등이 있음

한 포괄적인 암 게놈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
했음. 학술지 Nature와 부속 학술지들에 발
표된 23편의 논문은 게놈에서 암을 유발하
는 주요 돌연변이의 지도를 만들기 위한 중

Harvard Gazzette

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음

https://news.harvard.edu/gazette/story/2
020/02/big-step-toward-identifying-all-ca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연구팀 52
명이 6년 동안의 장기 프로젝트를 주도하
고, 1,300여명의 과학자와 임상의들이 참여
한 PCAWG 프로젝트에서는

38개 종양 유

형의 2,600개 이상의 전체 게놈을 분석했음
16개 연구팀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암의 발생, 원인, 진행 및 분류 등의 측면을
조사해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분자 과정의 다양성을 식별하는 등 암 생물
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음.
이전의 암 게놈 연구들이 단백질을 암호화
하는 게놈의 1%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프
로젝트는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게놈의 나머지 99%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연구팀은 이번 대규모 국제적 연구 협력이
전체 암 게놈 데이터를 이용해 가능한 연구
유형과 새로운 생물학적 통찰력의 폭을 보
여준 것으로 평가했음

- 14 -

ncer-causing-genetic-mutations/

USA

2020.3 Vol.77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르면, 미국 내 벤처캐피털 거래는 2018년 2
36건 108억

미-중 무역 분쟁 등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벤처 투자 급감
국가 안보 및 미래 기술 리더십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양국 간 무역 분쟁
에 더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해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3대 악
재로 중국의 대미 기술 투자가 어려움을 겪
고 있음
특히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술 대기업
들의 미국 스타트업 인수 러시는 중단됐으
며, 중국의 미국 내 벤처 투자가 거의 사라
져가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달러에서 2019년 163건 65억

달러 규모로 급감했는데, 주요인은 2014년
이후 급증하던 중국의 대미 벤처 투자가 급
감한 것으로 조사됨
미-중 투자 동향을 추적하는 로디엄그룹 보
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유전자 편집
등 글로벌 경쟁력에 중요한 미국의 핵심 기
술 분야 투자에 주력해왔음
그러나 테슬라, 우버 등 미국의 첨단기술 회
사에 대한 가장 적극적 후원자 역할을 했던
텐센트 등 중국 대기업 투자가들이 최근 미
국에서 철수를 하며 미국 내 기술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임

CNBC
https://www.cnbc.com/2020/01/31/chines
e-venture-capitalists-draw-back-silicon-v
alley-investments.html

실제로 미국의 수십 개 첨단 기술 스타트업
들이 더

이상 중국의 자본을 공급받지 못

해서 사업 수행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술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주목하는 미군
연구소 개발 기술

정치적 긴장 고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불
안에 따른 것으로 분석.

테크링크(TechLink)는 미국의 스타트업 등
기업들에게 미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의 지

사모펀드 데이터 추적 회사인 프레킨에 따

원으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을 무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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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펄스 산소 측정 의료기를 개발했음

이 회사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 공군은 3D 프린팅을 이용해 제조비용을

이르기까지 연방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크게 절감한 강철 제조 기술을 개발했음

기술, 시장 및 지적 재산 환경의 검토에서
라이선스 및 협력 연구까지 전문적인 참여
를 통해 정부의 연구결과를 시장에 내놓을
TechLink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https://techlinkcenter.org/602-reasons-in
2019년 테크링크의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novative-businesses-should-be-excited-a

미군 연구기관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들

bout-2020/

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음
-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연구소에서는 표준
발포 소총의 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는 소
총의 새로운 총열을 설계함

2020년도 국제 지적재산 미 특허 2위 유지

- 해군연구소에서는 만화 영화 마린보이처럼
헤엄치는 로봇을 개발했는데, 기존 수중
차량 구동 방식에 대한 효율적 대안으로
서 생물학적 추진 시스템의 가능성을 입
증함

미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2월 4일 발표한 연례 국제 지적재산(IP) 순
위에서 미국과 유럽이 순위를 지켰음
이 순위에서는 세계 53개국이 특허 및 저작

- 공군은 현장 의료용 스마트폰 앱 배트독
(BATDOK)을 개발했는데, 이 앱은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현장에서의 환자 관
리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음
- 공군은 영하 40도 이하 환경에서도 강도
와 강성을 입증한 저온, 고강도 합금 기
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음

권 정책부터 지적재산의 상업화 및 국제 조
약의 비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IP) 정책
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음
종합 순위에서 미국은 95.29점을 얻어 영국
(93.62), 프랑스(91.50), 독일(91.08), 스웨덴
(90.56) 및 일본(90.40) 등에 앞서 1위를 차
지하며 세계 지적재산 분야 선도 국가의 위
치를 다시 확인했음

- 국가보훈처는 병원에서 환자의 혈중 산소
공급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새로운

특허 제도 부문에서 미국은 3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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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이어 한국, 스위스와 함께 94.4

4. 과학기술외교 동향

4점 동점으로 공동 2위를 기록했음

미국-러시아 기술외교의 발전, 영향, 미래
싱가포르의 경우 특허 부문 1위에도 불구하
고 종합 점수에서는 84.42점으로 10위권에

지난 75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학술 및

들지 못했는데, 상표 문제, 디자인 권리, 영

관련 기관들은 수많은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업 비밀 등 부문 등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

협력을 통해 세계 과학의 발전을 위한 기회

를 받았음

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래외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종합 점수 2위를 기록한 영국은 특허 부문
에서는 91.67점을 얻어 프랑스, 독일, 아일

미국과 러시아와의 기술외교 초기 양국의

랜드, 스페인, 타이완 등 7개국과 공동으로

학술기관들은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기타

5위를 기록해 종합 2위 자리를 불안하게 하

다양한 분야를 개척하는 주제 관련 워크숍

고 있음

을 실시하며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켜왔음

미국은 저작권 부문 1위, 상표 부문에서는

구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 양국의 기

공동 1위, 상업화 3위, 위법 단속 1위, 시스

술외교 프로그램들은 광범위하게 발전했는

템 효율성 1위 등을 기록한 것에 비해, 영

데, 미국의 하워드휴즈 의학연구소와 러시아

업 비밀 및 디자인 부문에서 7위와 16위로

의 엥겔하르트 분자생물학연구소 등은 양국

낮은 성적을 거둠

간 신진 연구자 지원협력을 실시했음

GIPC의 CEO 데이비드 허시만은 IP는 일자

양국의 기술외교 초기부터 시작된 러시아

리와 투자를 위한 경제적 동력이 되고 있다

시베리아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핵입자

면서, 미국의 경우 IP가 국내총생산(GDP)

가속기 설치 등 핵물리학, 생물연구, 경제분

중 6조 달러, 81개 산업 분야, 그리고 4,50

석센터 등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협력이 발

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하며 러시아에서 가장 고립되었던 지역이

밝혔음

과학연구의 중심지로 개발되기도 했음
1920-30년대부터 미국 포드자동차가 러시
IP Watchdog

https://www.ipwatchdog.com/2020/02/04/
u-s-patent-system-second-place-2020-in
ternational-ip-rankings/id=118543/

아 볼가자동차에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미국의 기업들은 러시아의 산업기반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는 1990년대 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로
이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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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5. 인문사회과학 동향

의 장기적인 협력의 과학적 가치는 상당하
지만 양국 간 교류에 따른 단기적인 손익
문제는 구체적인 협력 진행을 위한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요소로 남
아있음

인간과 협력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융합 연구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팀은 사회적 신호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보를

과학기술 연구는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꾸준

목적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한 노력에 의해 점진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

개발을 위해 75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음

지만 양국의 기술외교 프로그램들은 단기적
성과 달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고 있는 현

관련 연구비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

실을 과학자들은 감수할 필요가 있음

구프로젝트청(DARPA)의 인공사회지능(ASIS
T: Artificial Social Intelligence for Succe
ssful Teams program) 프로그램에서 지원
됨. 이 프로그램은 ‘마음이론’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좋은 팀메이트가 될 만한 인공지

Science Diplomacy

능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

http://www.sciencediplomacy.org/article/
2019/evolution-impacts-and-promise-us-

애리조나대에서는 이를 위해 마음이론을 기

russian-techno-dipl

반으로 하는 팀을 위한 인지설계(ToMCAT:
Theory of Mind-Based Cognitive Archite
cture for Teams)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음
ToMCAT 프로젝트에서는 이 대학 내 정보
학부, 컴퓨터과학과, 가정 및 인문과학과,
농업 및 생명과학대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연구팀은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비디오게
임 환경에서 테스트할 인공지능 팀원을 개
발할 예정인데, 이 팀원은 1-4명의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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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해 마인크래프트가 부여하는 맞춤형
임무를 수행하게 됨

심리학 연구 결과를 법정에서 이용하는
문제

인공지능 팀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미 과학진

디지털 및 물리적 감지기를 통해 각 개인들

흥협회(AAAS) 연례회의에서는 사법 시스템

에 대한 정보와 다른 인간 팀원들과의 상호

개선을 위한 심리학의 이용 방안 등에 관한

작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임

논의가 진행됐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공지능 팀원이 인

애리조나주립대의 법정심리학 전공 테스 닐

간 팀원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함께

교수는 적절하지 않은 심리학적 증거의 이

팀원들의 목표와 사회적 역학관계에 대한

용이 사법 절차와 판결에서 부당한 결과로

정보를 수집해 팀원들의 목표 달성에 도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을 줄 수 있도록 개입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임

닐 교수 연구팀은 과학적 기반이 결여된 심
리학적 증거를 증인, 변호사, 판사 등이 수

대학 측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일상생활

용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정당성을 위협

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음

새로운 기술과 이해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고 밝혔음

이날 발표된 논문 “법적 맥락에서의 심리학
적 평가 : 법정에서 쓰레기 과학의 추방”에
서는 대부분의 심리학적 평가 증거들이 제
대로 검증받지 않고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
University of Arizona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https://uanews.arizona.edu/story/grant-f
und-development-socially-savvy-artificial

연구팀은 심리학과 법학 등 두 분야에 걸쳐

-intelligence

연구를 진행했는데, 법정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하는 심리학자들이 이용한 자
료 364건에 대해 조사했음
조사 결과, 평가 자료의 67%가 다른 전문
가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데, 이들 중 과학
적인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를 거쳐
출판된 평가 자료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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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래되고 부정확한 검사 결과들이 계
속 이용되고 있는 반면, 새롭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들은 아직 인기를 얻지 못하
고 있음
닐 교수는 법원의 결정을 위해 전문가 증인
이 이용하는 증거 자료는 경험적 검증, 방법
론의 인정, 전문가 평가 저널 평가, 방법론
적 신뢰성 등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법원은 종
종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설명했음

미 과학진흥협회(AAAS)
https://www.aaas.org/news/psychological
-science-seeks-improve-legal-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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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 즉, 1
천200억 유로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가

유럽 연구개발위원회, 과학기술연구의
재활성화 도모

브리엘 위원장이 밝힘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은 부유한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새로운 책
임자로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이
임명됨. 마리야 위원은 연구, 교육, 혁신 분
야의 실제적인 단일 시장 형성을 통해 동유
럽과 서유럽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
다고 밝혔음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연구자들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현재보다
3배 이상(30억 유로) 확보했음.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과제 선정률이 낮은 국가들
의 연구자들이 진행 중인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며, 연구제안서 제출 시 행
정적인 지원도 받게 될 것임

가브리엘은 자신의 비전은 더 강한 포용력
을 가진 유럽을 만드는 것이며, 기존 회원국
과 신규 회원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구개
발 수행능력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
운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기술혁신을 위한 새로운 연합의 창설과 같
은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했던 전임자들
과 달리, 가브리엘은 잘 조율된 R&D 정책
들이 원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실용적
인 접근을 할 계획임. 그녀는 “규모는 작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자의 급여가 각
국가별 계수에 따라 결정되는 탓에 동유럽

만 확실한 조치가 동반되는 프로젝트들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음

의 연구자들은 서유럽의 동료 연구자들 보
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데 대하여 불만을
가져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위원회

SCIENCE ㅣ BUSINESS

는 2021년 말까지 각 국가별 급여 차이를

https://sciencebusiness.net/news/new-rd

명확히 보여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commissioner-aims-revitalise-european

임. 그 전까지는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

-research-area-east-and-west

rope)의 마리퀴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연
구자들만이라도 모든 회원국 내에서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조치가 취해질 예정임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국가 간 정치활동에
영향을 받아 언제든지 삭감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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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연내 브렉
시트 완전 합의 ‘불가능’

있을 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제3
국을 위한 규칙들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설
명했음

우르슬라(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020년 안에 영국과의 통상협

영국 정부는 무역과 관련된 EU의 규칙 및

상을 완전히 타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

가능하다”고 밝혔음. 위원장은 새로운 통상

음. 이에 대해 우르슬라 위원장은 영국과 E

관계를 협상하기 위해 영국 총리 보리스 존

U의 규제 차이가 EU의 국가들을 상대로 교

슨(Boris Johnson)이 설정한 1년은 매우

역하는 영국 기업들에 불가피한 장벽이 될

부족하고, 모든 사항에 대한 협상 타결은 불

것이라고 영국에 경고함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들부터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한
다고 주장함
SCIENCE ㅣ BUSINESS
실제로 협상결과가 12월 31일까지 의회에서

https://sciencebusiness.net/news/impossi

비준되려면 영국은 9개월 내지 10개월 안에

ble-strike-full-brexit-deal-year-says-eu-c

협상을 종결해야 함. EU와 영국 사이의 기

ommission-president

존 합의에 따르면 양측이 합의할 경우 이
전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이에 대한 결정은 7월 이전에 내려져
야 함
위원장은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이 올
해 연말까지 영국 연구자들에게 열려 있다
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단절을 넘은 협력’을
촉구했음
우르슬라 위원장은 EU와 영국의 협력 관계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그 구조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해 불가피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음. 또한 그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강력한 안보 및 방
위 협력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R&D 분야 젠더 불균형 해소 위한
SAGE Project
유럽 학술연구 분야에서 리더 수준에 오른
사람들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남성의 비율은 이의 3배 이상임. 게다가 고
등교육 기관 소속 연구자들 중 여성의 비율
이 4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학술
논문 교신저자 점유율은 31%에 그침

도 영국이 EU 방위연구기금에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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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원 SAGE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임명하기도 함. SAGE 프로젝트는 정책설계

엘린 드류(Eileen Drew)는 젠더 불균형을

매뉴얼 제작 외에도 기관 대상 온라인 젠더

해소하는 것은 유럽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등교육기관 내 젠더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각 대학들이

평등을 위한 기본 헌장을 제정, 발표하는 등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 활동도 병행하였음

말함.
SAGE 프로젝트는 36개월에 걸친 연구기간
SAGE 프로젝트가 여성 연구자수 증가를 통

동안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

해 우수한 연구자 확보, 관점의 다양화, 의

함.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은 새로운 젠더

사결정 보완, 창의력 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관련 수업들을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개설

믿음에 기초해 있음. 학술분야 내 젠더 평

하였으며, 특정 수업들은 필수과목으로 지정

등 실현을 위해 발족된 SAGE 프로젝트는

하기도 하였음. 더하여, 참여기관들의 인사

각 대학들이 나름의 젠더평등 정책계획을

관리부서와 학부 사무실은 젠더 불균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tool-kit)을 개발했

계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

음. 엘린 드류는 해당 매뉴얼이 각 기관 내

였고, 한 대학에서는 새로운 승진 정책을 개

여성의 고용 및 경력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

발해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도 하였음.

들을 제거하고, 의사결정과정 내에 존재하는

또한 대학들은 여성 관리자 및 연구자들을

젠더 불균형을 탐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젠더에

고 평가함

기반한 차별과 학교 내 성희롱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교내 상담관을 임명함

젠더평등 정책의 계획 과정은 젠더 관련 세
부 데이터 수집과 현행 정책 및 그 실현 과

SAGE 프로젝트가 종료되긴 했지만, 해당

정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됨. 이러한 분석

컨소시엄은 연구의 탁월성을 확보하고

들을 통해서 채용, 경력 개발, 일-생활 간의

구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

균형, 커리큘럼 및 연구 개발 부문에 존재하

으로서의 젠더평등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는 젠더 불균형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기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임

연

위한 행동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임
프로젝트 참여 대학들은 특정 젠더가 불이
익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SAGE 프로
젝트가 제공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채용 및
승진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그 결과로 의사

CORDIS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13358

결정체 내 젠더 불균형 해소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두 개의 대학들은 여성 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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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올리브,
포도나무, 시트러스 나무 등의 식물 내의 운

효율적인 식물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위
한 위성 데이터 활용

반체들을 분석했음. UN 식량농업기구의 보
고서에 따르면 포도 피어슨균에 감염된 식
물은 가지가 약해지고, 잎이 마르고 단단해

POnTE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은 위성 데이터

지며, 과실이 쪼그라들며, 내부의 수분이 마

를 사용하여 이탈리아의 올리브 나무를 죽

르는 증상을 보임

이는 박테리아를 관찰했음. 이 연구의 결과
는 향후 박테리아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

일반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이

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박테리아는 2013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발견
되어 스페인과 프랑스에 영향을 미치면서

식물 병원체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

남부 유럽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음. 식량

스, 박테리아 및 곰팡이는 농업 생산량의 현

농업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치료법이 알려지

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식량 안보와

지 않은 이 병원체가 근처 동쪽지역과 북아

생태계를 위협함. 유럽위원회의 합동연구센

프리카 지역으로 더 확산될 위험이 있음

터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과 2017년 사이
에 포도 피어슨균(Xylella fastidiosa)이 이

포도 피어슨균의 잠재적 위협을 완화하기

탈리아 남부 아풀리아(Apulia) 지역의 올리

위해서는 예방 및 조기 탐지가 필수적임.

브 나무 약 650만 그루에 피해를 입혔으며,

유럽식품안전청의 시브렌 보(Sybren Vos)는

그 피해 면적은 538km2에 달함

“원격 감지 기술은 균에게 공격받는 식물의
사전 증상을 감지하여 포도 피어슨균에 대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EU가 지원하는 P

한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말했음

OnTE 프로젝트의 여러 파트너들이 개최한
포도 피어슨균 학회에서 합동연구센터의 피
터 백(Pieter Beck) 박사는 센티널(Sentinel
-2)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날씨 관련 정
보를 수집한 결과를 발표했음. 피터 백 박

CORDIS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11656
-how-to-save-olives-from-destructive-dis

사는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면 포도 피어슨
균이 초래하는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포도 피어슨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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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음

5G 기반 응급진료 시스템의 개발
5G 기술은 디지털 경제사회에 핵심적인 구
성요소이며, 가상 유비쿼터스, 초광역 대역
폭, 낮은 전송 지연률을 바탕으로 실시간 데
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가능하게 해줌.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킹은 소프트웨어 기
반의 조정 및 운영을 통한 다이나믹하고, 유
연하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한 네트워킹 방식이며, 네트워크 기능 가
상화(NFV)는 네트워킹 서비스를 생성, 공급

EU 지원 프로젝트인 5G-TRANSFORMER가
개발한 5G 기반 응급진료 프로그램은 이의
한 예로 볼 수 있음. 찰스3세 마드리드 대
학의 발표에 따르면,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데모실험 결과, 오차를 최소화하고 반응시간
을 줄일 수 있는 100% 자동 시스템의 개발
에 성공했음. 이는 곧 응급상황 발생 시 환
자의 생존율 증가를 의미함

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방식
임
5G TRANSFORMER 프로젝트는 5G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
이싱(Network Slicing)에 주목했음. 이 패러
다임의 핵심 아이디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설계할 시에 구조를 여러 개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들로 다중화하는 것임. 하나의 네트

이 시스템은 환자의 맥박 및 혈액 분석 결
과를 증강현실기기를 통해 의사들에게 실시
간으로 전송하여 그들의 진단을 돕게 됨.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는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음.
해당 대학의 카를로스 베르나도교수는 “낮

워크 슬라이스는 완벽하게 독립된 가상 네
트워크로서 사용자들에게 지정된 서비스들
을 제공하며, 네트워크 운영자는 엑세스 네
트워크(AN)와 코어 네트워크(CN)를 포함한
네트워크 슬라이스를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은 지연도와 높은 성능을 가진 5G 기술 덕
분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고, 이는 사회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
져다 줄 것”이라고 밝힘

CORDIS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13285

5G-TRANSFORMER 프로젝트는 2019년 11

-how-to-develop-a-5g-based-revolutiona

월에 종료되었으며, 이의 핵심 목표는 “수평
적 산업의 수요에 맞춰 오늘날의 모바일 교
통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정의 네트워킹(S
DN)/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기반 모바
일 교통 및 컴퓨팅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 25 -

ry-system-for-health-emergencies

EU

2020.3 Vol.77

효율적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자원 할당

프라 제어시스템의 상용화였음
특허 출원된 SMuFin의 최신 버전은 이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놀라

버전에 비하여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퀀텀 레벨의 실

를 20배 감소시키고 성능은 2배로 끌어올릴

험 데이터나 몇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는 행성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람과 기기
의 상호 연결을 위한 사물 인터넷(IoT)을 지

소프트웨어 정의 제어시스템이 바르셀로나

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들이 막대한

슈퍼컴퓨팅 센터(BSC)에 상당한 영향을 주

양의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기는 했지만, Hi-OMICS프로젝트의 시장 분

어야만 함

석에 따르면 유전체학 시장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나타남

지능형 컨트롤러는 데이터 센터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실시간 할당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해당 기술이 5G 분야

더 적은 에너지로 시스템 기능을 가능하게

와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

하고,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운영비용을 감소

는 막대한 잠재력을 발견했음. 프로젝트의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는 또한 최종

자체 스타트업(Nearby Computing)은 지능

사용자의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형 자원 할당기술을 기반으로 5G 및 사물인

수 있음

터넷 시장에 진출했음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는 소프트웨어 기술
을 바탕으로 상황별 실시간 대응을 통하여
이러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줌. 다만 소프
트웨어 정의 인프라는 최근에 개발된 기술
로, 기능향상을 위해 이를 적용한 대형 데이
터 센터는 아직 없음. 이제 EU 지원 프로젝

CORDIS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13199
-class-software-framework-makes-mode

트인 Hi-OMICS는 새로운 데이터 시대를 준
비하기 위해 해당 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Hi-OMICS는 이전에 수행된 Hi-EST프로젝
트의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주된 목표는 컴퓨팅 기반 유전체학의 작
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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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에 도달하면서 호황을 맞음

독일 PITCHBOOK 벤처 에코시스템 동향

Company name
FlixMobility
GetYourGuide

○ 배경

Deutschland
N26

- DACH 벤처 에코시스템에는 독어권 3개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포괄
하며, 정치 현안이나 미·중간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은 독일 경제 불안정성, 오랫동
안 지속된 유로존 내 경기 침체 상황 대
비 투자 현황 및 가능성을 살펴봄

Date

€500.0

2019.07.18.

€432.1

2019.05.16.

€416.4

2019.07.18.

BioNTech
BioNTech
ADC Therapeutics

€373.2
€287.8
€270.4

2019.01.04.
2019.07.09.
2019.06.12.

Celonis
Wefox
adjust
Arvelle

€256.6
€212.8
€202.5

2019.11.21.
2019.12.11.
2019.06.12.

€59.6

2019.04.15.

Therapeutics

- 국제 통화 기금(IMF)에 따르면, 스위스 0.

Deal
size(€M)

표 2019년도 DACH 상위 10위 거래순위(PitchBook)

76%, 오스트리아 1.60%, 독일 0.54%의
낮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IMF는 2
019년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

- 전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한 증권자산 배
분을 담당하는 글로벌 벤처캐피탈리스트

의 향상, 투자자의 역내 투자 열의 등을

는 현재 성숙도가 높아졌으며, 스타트업

반영한다면 2020년 한 해 성장률에 상당

기업가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구가함

한 기대치를 가지고 전망을 내 놓음

- CVC계획에 따라 전체 투자 자본금이 10

○ DACH 벤처 투자거래 지표

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국가 간 자
본의 흐름 유동성이 증가함. 이에 따라 C

· 2019년 주요 벤처캐피탈 거래 실적

VC의 스타트업 투자는 상호 호혜 관계를

- 2019년에 들어 전반 벤처캐피탈(VC) 거래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량은 미세하게 감소했지만, 700여 건의

것으로 전망함

거래에 80억 유로에 달하는 역대 최대 기
록을 달성함

- 지방 자치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촉
진 계획을 통해서 유로존의 팽창 부진상

- 특히, 초기단계 벤처 캐피탈 정량뿐 만 아

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벤처나 스

니라 투자 자본 비율이 재고와 자본 사이

타트업 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클의 건전한 운용을 반영하는 주요점임.
거래중앙값 규모 또한 모든 단계 최고점

- 2019년까지 기술 벤처 캐피탈 투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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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변화가 있어 왔음. 대표적으로 소

- 2019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로의 상

프트웨어, 바이오테크, 미디어 분야 내에

위 5개 투자기업으로는 하이테크 그륀더

서 지각 변동이 있음. 특히, 10년 내 200

폰즈(HTGF), HV 벤처스(HV), GoBeyond

9년 대비 약 30% 정도 투자율이 상승함.

등이 있으며, 유럽 투자자 전체로는 파테

작년 대비 바이오테크 분야는 투자가치가

크 파트너스, Creandum, Atomico 등이

173%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있음

· 글로벌 단위 국가 간 거래로의 확대

· 역내 엑시트(Exit)와 자금조달

- 국가 간 거래의 확대가 2019년 DACH의

- 2014년과 2017년 사이 엑시트가 다수 도

벤처 투자 기록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함.

출되면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의 건수

현재는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인 미국뿐만

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매 년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진 글로벌

50억 유로의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스타트

벤처활동 투자도 전체 수치에 큰 영향을

업 벤처 생태계의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가져옴

전망됨
- 2014년도에 총 117건의 엑시트로 116억
- 유럽을 기반으로 하지만 독일, 오스트리

의 자본이 도출된 것에 비하여, 2019년도

아, 스위스를 제외한 이외 지역의 투자자

에 총 70건으로 48억으로 전반적인 건수

들과의 벤처 거래량은 총 201건으로 54

와 출구량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억 유로에 달함
- 출구 건수가 감소한 것에 비해 금융 규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참여 건수가

의 증가와 벤처 캐피탈을 지원하는 포트

주춤하는 틈을 타, 미국 기업들이 2018년

폴리오 기업들의 꾸준한 성장을 살펴본다

132건에서 2019년 148건으로 투자거래를

면, 단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와

확대시킨 추이를 살필 수 있음. 급속도로

성숙도가 높은 기존회사에 대한 출구 투

투자를 확장시키면서 개입을 강화하고 있음

자회수 가치가 높게 책정된 특정 케이스
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임

- 2019년에 전반적으로 외부 투자자들이 총
73억 유로 가치의 426건의 거래에 참여

- 엑시트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업

했고, 국내 기업 간 협력과 외부 비즈니스

상장(IPO)과 PE 매수 건수가 하락한 것

수요를 끌어오면서 글로벌 차원의 단독

으로 나타남. 인수합병(M&A)처럼 일반화

투자형태로 진행. 이를 통해 지역 스타트

되지 않은 노선이었기 때문에, 전체 투자

업 에코시스템이 정교해지고 성숙해지는

량의 급감보다는 단순 하락세로 이어짐.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살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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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의 역내 자금 조달은 엄청난 수익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용이 스타트업 기

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됨. 2019년에 이르

업가의 이목을 끌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

러 5년 연속 증가율을 살펴볼 때 시가 총

함. 지난 몇 년 동안 외부에서의 DACH지

120억 유로가 계속해서 스타트업 에코시

역 벤처 투자 의지가 상승함

스템으로 유입되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
음. 외부 투자자들의 규모 있는 펀딩 건

- 젊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는 베를린의

수가 점차 증가한 것도, 전반적인 벤처사

낮은 생활비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함. 독

업 선순환 구조 구축에 큰 기여를 함

일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재 유치 및 창업
률 증가 등 미래 기술 산업의 핵심 동인

- 2019년 1억 유로에서 2억 5천만 유로 상

을 구축할 수 있으며, 베를린의 미래 창

위 9개 펀드가 엑시트를 단행하면서, 차

업분야의 투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후 투자 환경에 좋은 징조를 줌. 정부 프
로그램이 씨드 전 단계와 씨드 단계에서

- 1억 달러 이상의 VC 메가 라운드 건수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외부

증가하고, 금융 규모가 성장하면서, 전체

투자자들이 중간 단계 기업에 투자를 추

적인 투자 위험도가 감소함. 초기 자본금

진함

이 탄탄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베를린 벤
처 캐피탈 에코 시스템 전반 미래가 안정

○ 독일 베를린의 스타트업 투자 동향

적임을 알 수 있음

- 베를린은 DACH 지역 내에서 가장 활발한

- 베를린은 차후 사기업에서의 원활한 데이

벤처활동이 일어나는 중심지로서, 6년 간

터 수집만 이루어진다면 엔젤 투자와 씨

활발한 VC자본 유입이 이루어졌음. 2016

드 펀딩 비율도 원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년 거래 건수에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예상하며, 향후 VC 투자 부문에서는 더

다소 감소했지만, 2019년에 자본금은 약

큰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30억 유로까지 확대되었음
○ 시사점
- 전체 거래수치 상 엔젤과 씨드 펀딩 형태
의 비중은 다소 축소되었고, 초기 VC투자

- 독일 내 벤처 산업 및 투자 환경의 선순

형태로 진행이 주를 이룸. 지난 몇 년간

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성

베를린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의 성장과 스

장 경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타트업 관련 인구의 증가 형세를 시사함

역량 있는 인재 유입 전략구축과 정부·투
자자의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마련에 중

- 다른 유럽 지역의 인기있는 허브에 비해
유리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의 인센티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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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시행된 ECB의 팽창적 통화정책

4. 인문사회분야 동향

과 난민문제, 영국 브렉시트 문제 등 자
금조달과 정치 사회적 이슈가 맞물려 있
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정
책으로 당장의 경제 문제를 해결·완수할
지는 미지수이나 역내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됨

의도적 신념의 형성 : 불편한 진실을 외
면하는 방법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행위자들
은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림.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기업 엑시트 M&
A 경쟁이 치열하나 실제 성공적인 사례는
3% 수치 내외로 보임. 글로벌 단위의 VC
투자(CVC)가 확대되면서, 2020년은 상대
적으로 유럽으로의 투자유입도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함

이 정보 중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
는 것들도 있으며, 확실한 사실 증거가 없이
단순히 친구의 추천이나 조언에 의해 뒷받
침되는 정보들도 있음. 하지만 정보의 성격
이 어떠하건 간에 사용 방향에 대해서는 대
부분의 경제학 모델들이 하나의 가정을 공
유하고 있음. 즉, 행위자는 그가 놓인 상황
의 가장 정확한 묘사를 얻기 위해 노력하려
는 경향을 가짐

Venture Ecosystem FactBook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그들의 식습관 조절

https://medium.com/hv-holtzbrinck-ventur

하기 위해 음식의 영양 구성을 확인하며, 노

es/a-climate-indicator-for-the-german-st

동자들은 그들의 노동 강도를 조절하기 위

artup-ecosystem-cd7033142c00(HV벤처스)

해 업무 환경과 위험비용을 더 정확히 파악
하려고 노력하고, 지원자들은 지원에 앞서
그의 취업 혹은 승진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
하려고 함
프랑스 국립연구소 연구원 잔 하겐바흐(는
EU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그녀는 실제로 경제 행위자가 언제나 그들
이 놓인 환경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
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함. 다시 말해 개인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신념을 형
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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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이미 이러한

이런 종류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신념들이 행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다양한 변수들을 부여 받게 되며, 연구자들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심

은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함. 예를

리학자 멜빈 레너는 그의 저서 “공정한 세

들어, 연구자는 여러 변수들을 가지고 실험

상에 대한 믿음: 근본적 환상(The Belief in a

참가자가 갖고 있는 본인의 지능(IQ)에 대한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에

신념을 관찰함.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실험

서 행위자들은 세상이 공정하며 사람들이

참가자들의 실제 신념들을 드러내도록 유도

모두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믿음에 내재

하기 위하여, 실제 수치에 가깝게 본인의 지

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함

능(IQ)을 말하는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
을 지급하였음

최근 들어 의도적 신념의 개념은 행동경제
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일반에서 많은 관심

쟌 하겐바흐는 그녀의 프로젝트에서 경제적

을 받고 있음. 경제학자들이 이 개념에 관

행위자들이 개인적 사안뿐만 아니라 타인과

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행위자들이 늘 자신

경제 환경 일반에 대한 행위자들의 의도적

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관찰되

신념 형성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임. 또한

기 시작되면서부터임. 예를 들어, 행위자들

이론적 모델뿐만 아니라 실험적 모델도 같

은 자신이 이혼할 확률이 평균 이혼율보다

이 사용할 계획임

낮고, 또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건강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함
201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쟝 티롤과 프

SCIENCESPO

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롤랑 베나부는 이보

https://www.sciencespo.fr/research/cogit

다 한 발 더 나간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음.

o/home/when-the-truth-is-inconvenient-

이 모델 안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기존 신념

or-motivating-reading-of-information/?la

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해당 이론에

ng=en

따르면, 한 행위자 내에는 여러 “자신”들이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특정 “자신”이 다른
“자신”들을 설득 혹은 기만함
최근 심리학 실험 결과들은 행위자들이 자
신의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기억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밝혀냈음.
이는 자기 이미지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동
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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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Sweden)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 정부, 4대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전문가 그룹 발족
• 교육부, 북극 연구 국제 협력 강조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 룬드대(LU) 행성 형성 이론, 최근 입증되어 학계 주류인 충돌 이론 반박
• 웁살라대(UU), 새로운, 친환경 중성자 방사선 흡수 물질 개발
•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 미래 연구지도자 20인 선정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
•
•

소비자들 환불 절차를 돕는 스타트업
물 80% 절약 및 미세 플라스틱 여과 기능 갖춘 “스마트 세탁기” 개발
스웨덴 왕립공대(KTH) 스타트업, 세계적 패션 업체 H&M과 협력
불법 디지털 서비스(동영상 등) 사용, 최근 2년 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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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크 등을 바탕으로 협력 프로그램은 스웨덴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사회 문제 해결

정부, 4대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전문가
그룹 발족

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스웨덴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주요 사회

Baylan 산업장관은 협력 프로그램의 출범과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전략적 협력 프로그

전문가 그룹 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감

램(Strategic Cooperation Program)을 출

을 밝혔음.

것임.

범시킨 바 있음. 이 프로그램은 현 정부 임
기인 2022년까지 스웨덴의 미래 성장에 특

“스웨덴 사회는 지금 여러 주체들이 협력
해야 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이

히 중요한 다음의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함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산업계, 학
- 산업계 디지털 구조 전환

계,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역량을 한 데

- 의료 및 생명과학

모아, 사회 문제들이 주는 도전에 맞서 함

- 산업계 기후 변화 대책

께 해법을 찾고자 한다.”

- 노동자 역량 강화 및 평생 교육
전문가 그룹은 이후 추가 임명이 생길 가능
성도 있음. 이들의 임기는 2022년 8월 31일
까지로 결정되었음. (현 정부 임기와 연계)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주요 인사는 다음
과 같음
1. 산업계 디지털화 구조 전환
Erik Ekudden (Ericsson 최고기술책임자·
부사장), Lars Hultman (SSF 대표), Fredrik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0년 2월
에 프로그램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임명
하고 Stefan Löfven(스테판 뢰벤) 총리 주
재로 모임을 가졌음. 총괄책임은 산업부 Ibr
ahim Baylan 산업장관이 맡으며, 분야별
전문가 그룹은 각각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을 대표하는 전문가 약 20인 내외로 구성되

Hörstedt (Chalmers공대 부총장) 등 20명
2. 의료 및 생명과학
Elisabeth Björk (AstraZeneca 부사장), Olle
P Ottersen (카롤린스카의대 총장), Björn
Eriksson (스톡홀름 주정부 의료·보건 총책
임) 등 22명

었음. 이들의 역량, 의사결정 능력,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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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계 기후 변화 대책

Tromsø(트롬쇠)에서 열린 Arctic Frontiers

Pia Sandvik (RISE 대표), Stefan Savonen

행사에 참석, 강연, 주제토론 패널, Ine Erik

(LKAB 부사장) 등 20명

sen Søreide 노르웨이 외무장관과의 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음.

4. 노동자 역량 강화 및 평생 교육
Tuula Teeri (스웨덴 공학한림원 IVA 대표),

Arctic Frontiers는 북극 지역 주변국을 대

Mikael Ahlström (SUP46 설립자) 등 21명

상으로 매년 Tromsø에서 개최되는 국제 정
책회의로서, 각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왔음. 2020년도 회의에서는 “The Power of

※ 4대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

Knowledge”라는 주제로 수많은 정치인, 연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

구자, 산업계, 지역 전문가, NGO 등이 참석

nden/2019/07/regeringen-lanserar-fyra-o

하여 토론을 벌였음.

ffensiva-samverkansprogram/
Ernkrans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
처가 중요함을 강조함. 기후 변화는 지구상
스웨덴 교육부(고등교육·연구)

의 다른 어떤 곳들보다 특히 북극 주변 지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

역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문제 해결을

nden/2020/02/samverkansgrupper-utsed

위해서는 연구를 통한 지식 축적이 필수적

da-for-att-skapa-innovativa-losningar-pa

이며, 이를 위해 북극 관련 연구의 국제적

-samhallsutmaningar/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 함

스웨덴 교육부(고등교육·연구)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
nden/2020/01/matilda-ernkrans-deltar-vi
d-arktiska-konferensen-arctic-frontiers-i
-tromso/

교육부, 북극 연구 국제 협력 강조
스웨덴 교육부의 Matilda Ernkrans(마틸다
에른크란스) 고등교육·연구장관은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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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과정을 통해 합체를 거듭하여 왔다고 주장
하였음.

룬드대(LU) 행성 형성 이론, 최근 입
증되어 학계 주류인 충돌 이론 반박

이와 같은 이론은 현재 룬드대 천문학과 교
수로 재직 중인 Anders Johansen이 이미

우주선 New Horizons호가 명왕성 너머 소

15년 전 주장하였던 내용임. 당시 Johansen은

행성대에서 촬영한 눈사람 모양의 얼음 소

경험이 일천한 박사과정생으로 그 자신도

행성 사진은 기존의 행성 형성 이론을 완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으

히 뒤엎을 만큼 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

리라고만 추측하였음. 실제로 해당 내용으로

켰으며, 동시에 스웨덴 룬드대(LU, Lund U

박사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의 급진적인 주

niversity) 연구자가 15년 전에 내놓은 이론

장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음.

을 입증하였음
이번에 NASA가 발견한 것은 명왕성 궤도보
다 훨씬 바깥쪽에 위치한 얼음 소행성 Arro
koth로서, New Horizons호가 이를 촬영한
시점은 지난 2019년 1월이었음. 오랜 전송
과정과 분석을 거친 결과, 이 소행성은 마치
눈사람과 같은 형태를 지녔다는 사실이 밝
혀졌음. 이렇게 독특한 모양을 보이는 것은,
서로 다른 천체들이 (급격히 충돌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합쳐지고 있는 상태이기
과학 논문 저널 Science에 최근 게재된 한
논문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때문임. 즉 NASA 연구팀이 Johansen 교수
의 이론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New Horizons호의 활동을 주관한 연구팀
은 행성 생성 연구의 기초를 흔들 만한 이
론을 발표하였음.
Arrokoth라는

이름의

룬드대(LU)
소행성(asteroid)의

고화질 사진을 통해 이들은 태양계 행성들

https://www.lu.se/article/forbluffande-up
ptackt-bekraftar-lundaforskarens-15-ar-

이 급격한 충돌로 인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이 입증됨. 충돌 생성 이론은 1960
년대 말부터 학계에서 인정받아 온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행성의 생성이 매우 순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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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살라대(UU), 새로운, 친환경 중성자
방사선 흡수 물질 개발

웁살라대 연구자이자 Additive Composite
의 대표인 Adam Engberg(아담 엥베리)는
공식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스웨덴 웁살라대(Uppsala University)의 스
핀오프 기업인 Additive Composite Uppsal

“대규모 3차원 인쇄 기술은 이미 산업에서

a AB가 최근 중성자 방사(neutron radiati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신

on)를 흡수하는 새로운 친환경 소재를 개발

소재를 통해 이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시

함. 이 재료는 3D 프린팅이 가능하며 산업

킬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

계 및 연구 시설에서 환경에 유해한 많은

며, 앞으로 기업들과 연구시설들이 환경에

재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해한 위험 물질들을 우리의 신소재로
교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스웨덴의 필라멘트 제작 기업인 Ad
dNorth 3D와 협력하여 신소재를 개발하였

Addbor N25라는 이름으로 생산되는 이 신

음. 이들이 개발한 신소재는 탄화붕소(B4C)

소재는 웁살라대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

와 나일론의 합성물로서 이는 기존에 중성

임. Additive Composite는 신소재의 상업화

자 방사선 흡수에 사용되던 유해 재료인 카

와 대규모 3차원 인쇄 기술 개발을 위해 20

드뮴을 대체할 수 있음

18년 설립되었음. 이들은 이미 ESS(Europe
an Spallation Source) 등 대형 연구시설에
신소재를 공급하고 있음.

웁살라대
https://www.uu.se/nyheter-press/nyheter
/artikel/?id=14022&typ=artikel&lang=sv

중성자 방사선은 의료, 원자력 분야 및 대형
재료 연구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탄
화붕소는 중성자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대
규모 3차원 인쇄(additive manufacturing)
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기하학적으로 복
잡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사선 보호 기구의
제작이 가능함

- 36 -

Sweden

2020.3 Vol.77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 미래 연구
지도자 20인 선정

“미래 연구지도자 사업에 신청한 수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스웨덴 연구계의 세대교
체를 뜻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 Stiftelsen för

한다. 또한 최종 선정된 20인 중 남녀 연

Strategiska Forskning / Swedish Foun

구자 비율이 동일한 것도 의미 있는 일로,

dation for Strategic Research)은 제7차

학계의 성평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

미래 연구지도자(FFL7) 20인을 선정하여

로 풀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는 전략적

발표하였음. 신청자는 총 227명이었는데,

으로도 중요한 요소이다. 신청자들의 학문

최종 20인 중 절반은 남성, 절반은 여성이

적 수준은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하였으며,

선정되었음.

일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재능을 확
인하기 위해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이들이

본 사업의 목표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학계

SSF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

및 산업계에서 선진적인 연구자로 활약할

음으로써, 이 사업이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

수 있도록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서 경력 개발을 위한 프리미엄 프로그램으

선정된 연구자는 5년에 걸쳐 1인당 총 1200

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 SEK(약 14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선정된 20인의 소속기관별, 연구분야별 분

되며,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포는 다음과 같음
이들 20인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연구 분야
에서 각자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있음. 그
중에 땅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떤 방식으
로 저장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토양 칩(chi
p) 개발 연구는 오늘날 기후 변화 문제 해
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 초음파를 통해 혈
액검사 분석 속도를 높이는 연구도 의료계
에 큰 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산업 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안전을 연구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보안

재료/
소속대학 생명
과학 물리
LiU
3
1
LU
2
1
KI
4
KTH
2
UU
1
GU
1
CTH
1

ICT

계

1

5
4
4
3
2
1
1

1
1
1

은 물론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
요한 연구임.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
SSF의 Lars Hultman(라르스 훌트만) 대표

https://strategiska.se/pressmeddelande/n

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함

u-ar-de-utsedda-framtidens-forskningsle
dare-genera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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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터넷 쇼핑의 물품
가격을 개인 소비자로서 지속적으로 추적

소비자들 환불 절차를 돕는 스타트업
2017년 설립된 스웨덴의 핀테크 스타트업
Woilà는 소비자들이 각종 상품 구매 후 환
불 절차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들은 최근 스칸디나
비아 지역 유력 투자사 Schibsted가 이끈
펀딩 라운드에서 280만 유로(약 36억 원)의
신규 자본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음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Woilà의 서비스는
상품 구매 후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차액
을 보상받거나, 열차 지연에 대한 환불 또는
보상금 수령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

하기는 어렵다. 전자상거래 구매 후 많은
이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건
소비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업계 생리가
그런 것이다. 열차 또한 알 수 없는 이유
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오프라인 매장
에서는 제품 구매 러시가 한 차례 일어난
뒤 가격을 내리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구조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꿔보
고자 하는 것이다.”
Woilà는 이번에 획득한 신규 자본을 바탕으
로, 외국으로의 서비스 확장이나 종목의 다
양화 등에 도전하고, 현재 10명에 불과한
직원 수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고 있음. 매주 10%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
록하며 빠르게 유명해진 Woilà는 지난 201
9년 8월 스웨덴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EU-Startups(Sweden)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https://www.eu-startups.com/2020/02/sto
이들에 따르면 온라인 가격 변동으로 인해

ckholm-based-woila-raises-e2-8-million-

EU 소비자들은 매년 91억 유로(약 12조

to-help-consumers-get-refunds/

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음. 2019년 5
월 이후 Woilà는 1800만 유로(232억 원) 상
당의 거래를 처리해 왔으며, 이는 같은 기간
스웨덴 전자상거래 시장 총 거래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설립자이자 현 CEO인 Wilhelm Schenning
은 이렇게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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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80% 절약 및 미세 플라스틱 여과
기능 갖춘 “스마트 세탁기” 개발

과 시장 진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음. “Mimbox”라고 명명된 이들의
제품은 지금 대량 생산 직전 단계로서 최종

DI Digital이 개최한 스타트업 대상 이벤트

검증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Female Founders 2018에서 수상한 바 있
는 스웨덴 예테보리의 스타트업 Mimbly는

이들의 목표는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

기존 세탁기에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박스

제품 출시로서, 개인 고객은 물론 부동산 업

형태의 특수한 장치를 개발하였음. 이 장치

체(아파트 소유업체로 공동 세탁실 관리: 역

의 주요 기능은 세탁에 드는 물과 에너지를

주), 호텔, 세탁소, 청소업체 등 다양한 고객

절약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 내는 것임

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Isabella

Palmgren 대표는 “이미 시장에는 복잡한

Palmgre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형태의 물 정화·재생 시스템이 나와 있지만,
세탁기에 사용되는 물에는 음용수만큼의 깨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탁을 할

끗한 물이 필요한 건 아니다. Mimbly의 제

때, 에너지와 물과 세제를 필요 이상으로

품은 하드웨어는 물론, 5G 시대에 걸맞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세탁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도 탑

기 관련 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재되어 있고, 이로서 더 많은 투자자의 흥미

수 있게 하기 위해, 파트너 기업들과의 공

를 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함

동 시험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장치가 잘
Mimbly는 지난 2016년 당시 찰머스공대(CT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H) 학생이었던 Isabella Palmgren과 Daniel
Colunga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이후 IK
EA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수료하였음

DI Digital
https://digital.di.se/artikel/gor-tvattmaski
2016년 설립된 이래 최근 최초로 진행한 외

ner-smarta-tar-in-miljoner-infor-lanseri

부 펀딩 라운드에서 Mimbly는 850만 SEK

ngen

(약 11억 원)의 투자금을 확득하는 데 성공
하였음. 이 자금을 통해 이들은 제품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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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왕립공대(KTH) 스타트업, 세계적

Re:newcell은 지난 2017년 스웨덴 서부 소

패션 업체 H&M과 협력

도시 Kristinehamn에서 시험적 성격의 공
장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짧은 시간 내

10년 전 두 명의 스웨덴 왕립공대(KTH) 교
수들이 식물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는 자신들
만의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에탄올

에 상표 등록과 스케일업(scale-up)에 성공
하였음. 이들은 향후 세계 여러 곳에 생산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생성을 목표로 삼았음. 현재 이 기술은 의
류 생산 업계를 변화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음
KTH 교수들인 Mikael Lindström과 Gunnar

스웨덴 왕립공대(KTH)

Henriksson은 면섬유의 분해와 재결합 방

https://www.kth.se/aktuellt/nyheter/ny-te

법을 새로이 고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knik-for-bomullsatervinning-forandrar-kl

스타트업 Re:newcell을 창업하였음. 이들의

adindustrin-1.958108

주 사업 분야는 면섬유의 재활용으로 매년
7천 톤 가량의 재료를 세계적인 패션 업체
들에게 제공해 왔음
연구자들은 또한 100% 재활용된 셀룰로오
스만으로 이루어진 Circulose라는 재료를
개발하였음. 이 신소재는 2020년 3월 시장
에 출시될 예정으로 패션업체 H&M의 사업
분야인 Conscious Collection의 일부가 됨
Re:newcell의 창업은 KTH 내 산학협력 부
서인 KTH Innovation의 도움을 받아 이루
어졌음. 동시에 이들은 이미 분해된 면섬유
를 재사용이 가능할 만큼 튼튼한 섬유 재료
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였음.
Lindström 교수는 “셀룰로오스에 대한 깊
은 지식과 이해, 또한 대형 제지 공장 건설
을 통해 축적한 경험이 바로 스웨덴과 우리
연구팀이 가진 강점이다.”라고 설명하였음

불법 디지털 서비스(동영상 등) 사용,
최근 2년 간 대폭 감소
최근 스웨덴 특허청(PRV, Patent- och Re
gistrer- ingsverket)이 조사기관 Kantar Si
fo에 의뢰하여 진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스
웨덴 내에서 동영상을 비롯한 불법 디지털
서비스 사용자 수가 2017년 21%에서 2019
년 말 1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음. 또한 불법 시청자 수가 감소하면서, 영
화, 방송 프로그램, 음악, 전자책 등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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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서비스 이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

조사기관 Kantar Sifo는 스웨덴 특허청으로

가하였음

부터 위임받아 2019년 11월 11일부터 29일
까지 스웨덴 내 거주자를 무작위로 추출하

스웨덴 특허청의 시장·커뮤니케이션 국장을

여 2000건의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맡고 있는 Margareta Ternell은 다음과 같

대중의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사용 현황과

이 설명하였음.

지적 재산권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고,
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이 조사

“정식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나 드

가 실시되었음

라마를 시청하는 사람이 늘고, 불법 다운로
드 등의 이용자가 줄어든 것은, 우리 특허
청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디지털 환경에
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기

스웨덴 특허청(PRV)

쁜 일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번 조사

https://via.tt.se/pressmeddelande/anvand

대상 중 16세-29세 젊은 층에서 불법 이용

andet-av-illegala-digitala-tjanster-minsk

자 감소세가 가장 컸다는 것이다.”

ar?publisherId=45876&releaseId=3269847

실제로 16~29세 중 불법 미디어 이용자 수
는 2017년의 46%에서 28%로 18%가 감소
하여, 전체 감소치 7%를 크게 웃돌았음
불법 미디어 이용 문화가 사라지면서 자연
스럽게 대중의 태도 변화도 일어났음. 대상
자들은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컨텐츠의 양, 높은 기술 수준(4K
화질 제공 여부 등: 역주), 제공 업체의 합
법성 등을 꼽았음
특히 이러한 고려사항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이 합법성으로서, 대상자의 57%가
서비스의 합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
견을 보였음. (2017년 당시에는 48%) 또한
남성(47%)보다는 여성(67%)이 합법적 서비
스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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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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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해외 과학자 접촉 제한 명령 폐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EU와 프로젝트
협력 논의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발레리 팔코프는
‘러시아 투데이’와의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과학자 접촉 제한 관련 명령’을 폐지한다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부원장 유리 발레가는

밝힘

유럽연합 대표단의 과학혁신 고문 로렌트
보쉐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 혁신부

해당 명령은 2019년 2월 11일, 당시 러시아

부국장 리처드 버거를 만나 회의를 가짐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미하일 코튜코프가 서
명한 것으로, 해외 과학자들과의 국제 협력

리처드 버거는 유럽연합의 과학혁신 발전전

시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 조건을 강화함으

략 개발을 설명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로써 과학계의 반발을 샀던 바 있음

분야에서 러시아와 유럽 과학자들의 노력을
반영하는 ‘CREMLIN’프로젝트의 새로운 협

한편 장관은 이러한 절차는 국가 안보와 관

력에 대하여 논의함

련되고 전 세계에서도 통용된다고 덧붙였으
며, 추가로 과학교육 분야의 국제관계가 CI

CREMLIN프로젝트는 의학, 생물학, 우주,

S 국가에 대해 어떻게 초점을 두고 발전할

나노 기술 등과 같은 과학연구뿐만 아니라

것인지에 대해 연설함

러시아와 유럽연합 간의 국제 과학기술 협
력 개발도 포함하며, 과학 외교 및 여성 과
학자와 같은 주제도 아우르고 있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http://www.ra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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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헌법 서문 및 조항 수정 요구

무인항공기 비행에 대한 규제 완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원장 알렉산드르 세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연

르게예비치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헌법 개정

방 항공청의 별도 이륙 허가 없이 경량 무

에 있어 과학의 중요성과 관련된 몇 가지

인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결의안에 서명, 2

일반적인 수정안을 제안함

월 4일에 발효됨

예를 들어 학자들은 헌법 서문에 ‘국가 개

이번 결의안을 모든 항공기에 적용하는 것

발을 위하여 과학 기술의 우선순위 인식’이

은 아니며, 낮에 150미터까지로 제한된 고

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71항과 114항

도에서 중량 250그램~30킬로그램까지의 무

에서 과학 성과 고려 및 중요성에 대한 명

인비행체 조작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시야에

확한 내용을 넣을 것을 제안함

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음

알렉산드르 세르게예프 원장은 이러한 개정

공항과 같은 제한지역에서의 비행은 이전과

을 통해 과학아카데미 및 과학계에 대한 정

같이 금지되어 임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부 투자금 증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유자는 무인항공기 구매 후 10일 이내에

있다는 뜻을 드러냄

필요한 서류를 연방 항공청에 보내 등록을
완료해야 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포이스크 뉴스

http://www.ras.ru/

https://www.poisknew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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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BRICs 운영위원회 개최

러 과교부, RAS와 전략적 관계 강조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에서 과학기술혁신에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발레리 팔코프

관한 BRICs(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

는 부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카공화국을 통칭하는 말) 운영위원회의 첫

(RAS)를 방문하여 양 기관간의 전략적 관계

회의가 개최되어 각국 관련 부처 대표들 및

를 강조함

모스크바 소재 브라질, 인도, 중국 대사관의
과학 고문이 참석함

장관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는 과학교육 전

※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짐 오닐(Jim O'Neil)

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자 지적 자

은 이들 네 나라가 2050년에 세계 경제를

본이 집중된 권위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부처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밝힘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설을 발표했음. 현재 이들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GDP
는 미국 달러로 12조 달러가 넘음

또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달성하는 것
이 중요하며, 기본연구 프로그램, 포괄적 과

본 운영위원회는 ‘과학, 기술 및 혁신분야의
새로운 BRICs 아키텍쳐’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4가지 협업 영역인 과

학기술 프로그램, 주요 과학조직의 집계 및
과학 기반의 포괄적인 업데이트 등이 이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함

학교류, 연구 인프라 협력, 혁신 분야에서의
상호교류 및 장기협력 개발 추진 시 구조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됨

러시아과학지

운영위원회의 업무에는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의 협력 조정 개선, 공동으로 구현한 이
니셔티브의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 정보 제
공, 이벤트 일정 업데이트 및 정보 구성, 분
석 지원 등이 포함됨

러시아 고등과학부
https://minobrnauki.gov.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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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암 치료 목적의 DNA 나노 로봇 개발

북극 수중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러시아 국립정보기술‧기계‧광학대학(ITMO)의
과학자들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동시에 몸

상트페테르부르크 전기기술대학(LETI) 연구

전체의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DNA 나노

팀은 북극 수역의 석유‧가스 생산 지점에

로봇을 개발함

설치하는 안테나를 기반으로 수역의 수중
병원성 단백질 생산이 중단되면 암세포는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함

분열을 거친 후 파괴되는데 DNA 효소인 데
이 시스템에는 얼음 상태의 석유 및 가스

옥시리보자임(deoxyribozymes)은 특정 조

매립지에서의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수

건이 충족될 경우, 병원성 단백질을 암호화

중 음파 탐지기와 해상 및 해안 물체로 인

하는 RNA의 결합을 절단할 수 있는 속성을

해 초래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상 배

지님

열을 기반으로 작은 물체를 감지해내는 시
이러한 속성을 이용하여 개발된 나노 로봇

스템이 포함되어 있음

은 탐지와 치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팀이 제안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타임

데, 탐지 부분은 세포에 잘못된 RNA가 존

래그(time lag)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

재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세포들을 감지, 치

라, 탐지된 얼음 물체의 올바른 분류 및 좌

료를 진행하는 부분은 병원성 RNA를 절단

표 결정 정확성 부분과 같은 일부 기능에서

하여 유해 단백질의 생성을 감소시킴

기존의 서구 모델을 능가할 것으로 보임

포이스크 뉴스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https://minobrnauki.gov.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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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장치용 그래핀 기반 재료 개발

원자로 작동 시간 증가 방법 개발

러시아 국립과학기술대학(MISiS)과 일본 국

톰스크 폴리텍 대학의 과학자들은 연료를

립 양자과학 및 방사선 연구소(National In

교체하지 않고 원자로의 작동 시간을 향상

stitute of Quantum Sciences and Radiol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

ogy)의 국제 연구팀은 저장 장치의 수명을

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연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그래핀 기반 재료

것으로 전망함

를 개발함
과학자들은 지구 전체 매장량이 우라늄보다
그래핀과 반금속 Co2FeGaGe(코발트-철-갈

4배 많은 토륨을 기반으로 한 핵연료 사이

륨-게르마늄)의 조합을 이용하여 기존 제품

클 개발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산을 수행하

보다 더 얇은 샘플을 만들 수 있었으며, 물

였고, 토륨 연료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활

리적 크기 증가 없이 자기 메모리 장치의

발한 핵분열 동위원소의 재생산 능력이 상

용량을 늘릴 수 있음

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음

크게 증가된 데이터 밀도로 향후 저장 장치

저전력 원자로 설치 시 이러한 사이클을 구

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현대의 빅데이터 기

현하면 연료 과부하 없이 원자로의 작동시

술에 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간을 75%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며,
연구원들은 향후 검증된 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실험을 계속해나갈 예정임

러시아 과학지
http://www.scientificrussia.ru/

리아노보스티
https://r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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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희토류 금속 추출 재료 업체 매각

금속 분발 생상공장 설립

러시아 벤처컴퍼니의 자본 참여로 설립된
바이오프로세스 캐피탈 벤처 펀드는 희귀

로스아톰의 연료 생산 기업 ‘TVEL’의 자회

금속 추출을 위한 이온 물질 개발 및 생산

사 ‘Centrotech’사에서 금속 분말 생산 공

업체인 ARDM사를 러시아 최대 귀금속 가

장을 설립하였으며 동 설비를 통해 알루미

공 업체인 Krastsvetmet사에 매각함

늄 합금, 스테인리스 철강 합금 등의 3D 금
속 프린터용 재료를 광범위하게 생산할 수

ARDM의 총괄 디렉터는 이를 환영하며 희

있을 것이라고 전망됨

토류 및 희토류 금속의 추출과 관련된 사업
이 향후 국내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설비 작동원리는 용융 금속을 소위 ‘가스

할 것이며 해외로의 수출도 더욱 활성화 될

스프레이’로 분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분무

것이라고 전망함

후 금속 와이어를 통해 운반하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며, 10~100마이크론 크기에 0.

2010년에 설립된 ARDM은 우라늄, 인듐, 토

1%의 산소함량을 지닌 이 구형 입자는 연

륨, 스칸듐, 세슘, 리튬, 팔라듐 등 희귀한

간 20톤 생산될 수 있음

금속 추출을 위한 이온 교환물질(수지, 흡착
제) 개발 및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

현재는 프로토타입 설치 시 기본 기술로 개

된 재료는 원자력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발 및 채택 되었던 스테인리스 철강 분말

사용됨

생산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2020년 하
반기에 상업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

러시아 벤처컴퍼니
로사톰
http://rosatom.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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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결제 시스템 확대

원자로 작동 시간 증가 방법 개발

Rostelecom은 Russian Standard Bank와

스콜코보 입주기업인 교육용 로봇 시스템

의 협업하여 얼굴 인식 기술로 지불하는 시

개발기업 ‘ROBBO’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폴

스템을 카페 체인 CoffeeBean에서 시범 운

리테크닉 대학과 핀란드 라펜란타 공대와의

영하였으며, 2020년 중반까지 전체 카페 지

공동 프로젝트에 EU로부터 약 53만 유로의

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임

보조금을 할당 받음

이를 이용하기에 앞서 Unified Biometric S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학교 교육과정(로

ystem에 디지털 이미지 등록 후 비용지불

봇, 3D프린팅, 사물인터넷, 프로그래밍 등)

이 가능하며 구매자는 사전에 위 시스템에

에 새로운 기술(Industry 4.0)을 도입하는

연결된 은행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데,

것이며, ROBBO는 장비 및 사용 방법을 제

현재 러시아 전역 175개 은행의 1만 개 이

공함

상 지점에서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본 프로젝트는 2020년 3월에 시작하여 3년
Rostelecom은 추가로 Otkritie Bank 및 L

간 진행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핀란드와

ukoil 주유소에서도 생체 결제 시스템을 시

러시아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로봇

범 운영할 예정이며 기술의 보안을 지속적

공학, 부가 기술, 사이버 물리 시스템 및 사

으로 테스트하고 생체 인식 관련 시장을 개

물 인터넷 분야 교육 방법에 대한 54가지

발할 계획임

웹 세미나 실시뿐만 아니라 학생 대상의 캠
프, 경쟁과 올림피아드와 같은 교육 행사도
포함됨

스콜코보 재단
https://sk.ru/news/
스콜코보 재단
https://sk.r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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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문사회분야 동향

러시아어의 위상이 격하되고 러시아어로
출판되는 저널의 잠재력 및 수준을 저하

RAS 세계문학연구소, 연구자 업적 평가
방침 비판

시킬 우려가 있음
- 결과적으로 인문학의 기본 체계가 붕괴하
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2020년 1월 중순 러 과학고등교육부는 정
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국가 목표 달성 수행
도 평가를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음

또한 인문학 분야에 맞는 성과 및 출판 활
동 평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야 하며, RAS

해당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의 양적
지표에서 질적 평가 시스템으로의 전환하며,
논문이 게재되는 저널의 수준에 따른 가점
부여를 통해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을
담고 있음

역사 철학분과 사무국 워킹 그룹이 상응하
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음을 제안함
이에 앞서 2월 초 RAS의 역사철학분과 책
임자 발레리 티쉬코프는 정부의 새로운 평
가방식을 비판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과학아카데미(RAS) 산

- RAS 상임간부회의에서 인문학자들은 러
시아어 국제 저명 학술지가 없는 현실에

하 세계문학 연구소는 해당 지침이 자연과

서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할 기회 자

학분야에 맞는 지침으로 인문학자들의 업적

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평가 방식으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또한 인문사회분야의 국내 현실을 볼 때

본 지침의 적용 시 대두되는 문제점으로 아
래의 사항을 지적함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연구가 다
수이며, 이는 정부의 전략적 계획 수립,
정부의 대내외 정책 관련 사항으로 국제

- 인문학 분야의 업적은 단행본, 기초연구로

저널에 게재가 불가한 상황임을 언급함

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이런 연구 및 단행본이 권위 있는 저널에
게재하는 1편의 논문에 비해 중요도가 낮
은 것으로 평가됨
타스
- 영어로 출판되는 저널에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면 세계 인문학 분야 연구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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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중국과학원, 국제협력의 높은 성과 달성
중국과학원은 ‘2020년도 사업회의’에서 현

정부, 생물안전법 출범 추진

재까지 세계 61개국의 174개 기관과 협정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은 중앙전면심
화개혁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전염병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 공공위생 응급관리체
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맺었으며, “전면적, 심층적, 다양한” 국제협
력동반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힘. 이러
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인재 4,000명, 외국
인 대학원생 1,600여 명이 지원을 받아 중
국과학원을 방문하거나 공부했다고 설명함

시 주석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방역 강화, 체제 혁신과 보완, 국가 공중위
생 비상관리 체계의 정비, 유사시에 대비하
는 능력 향상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함
또한 시 주석은 공중위생 분야 관련 법규의
강화 및 보완, 전염병 방지법과 야생동물보
호법 등 법 개정 보완에 대한 엄격한 평가
를 언급했음. 국민의 건강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생물 안전을 국가 안보
에 포함시키고, 국가 생물 안전 관리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2019년에 중국과학원에서 과학 연구를 전개
한 외국인 인재가 1,600명에 달했음. 또 20
19년도 최신 세계연구기관 순위에서는 중국
과학원이 연도 세계 1위를 차지했음
중국과학원의 국제화 추진 전략은 일련의
성과를 거뒀음. 첫째, 중국과학원과 과학기
술 선진국 연구기구의 교류협력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음. 예를 들어, 미국물리학
회 등과 함께 개최하는 ‘중미물리협력: 기회
와 도전’ 라운드테이블에서 물리학, 과학교
육, 과학연구 성실 문제 등 설립 등을 토론

생물안전법 제정을 서둘러 국가 생물안전
법규체계, 제도보장체계 등의 구축에 박차를
가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면서 과학자들의 민간 대화 채널을 구축
했음
둘째, 중국과학원 해외 과학교육협력센터 건
설이 새로운 성과를 거뒀음. 예를 들어, 파
키스탄과 공동으로 중국-파키스탄 지구과학

과학망
news.sciencenet.cn/htmlnews/2020/2/435
765.shtm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질재해, 기후변화,
인도양연합과학연구 등 협력사업을 가동했
음. 스리랑카의 원인 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지역에 안전한 급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서 중국-스리랑카 워터센터는 3세트의 안전
식수 핵심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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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대일로’ 국제과학기구연합(ANSO)의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건설이 현저히 진전된 것으로, 제2회 ‘일대
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의 성과 리스트에 포
함되었음. ANSO본부는 베이징 회로우과학
성(怀柔科学城)에 등록되었고 구성 멤버가

공동 연구팀, 양자 네트워크 구축 발판
마련

52개가 있음
중국 연구팀은 50km 길이의 광섬유로 연결된
넷째, 중국과 독일 양국 과학원이 <베이징

두 개의 양자 메모리 사이에서 양자 얽힘에

선언>을 공동 서명 발표한 것임. 독일 국립

성공했으며, 이는 양자 중계에 기반으로 양

과학원이 설립된 지 400년 만에 처음으로

자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

한 국가 과학원과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것

라고 발표함. 이번 성과는 2월호 네이처에

으로 알려졌음

게재됨
이번 성과는 중국과학기술대학, 지난(济南)
과학망

양자기술연구원 그리고 중국과학원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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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海) 마이크로시스템 및 정보기술연구소와

/1/434956.shtm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자통신 네
트워크의 노선은 위성에 기초하여 광대역
커버리지를 실현하며, 이와 함께 광섬유 네
트워크를 이용해 구역 및 전역 지상 커버리
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소개되었음. 현재
가장 먼 점 대 점 지상 안전 통신 거리는 1
00km대에 불과함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설
명함. 양자통신의 거리를 넓히는 방법은 점
대 점 전송을 구역분할 전송으로 바꾸고 양자
중계 기술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연동하는
것, 즉 통신 회선을 몇 단으로 나누고, 양자
중계기를 통해 이 몇 단락을 다시 연결함으
로써 양자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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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가장 먼
광섬유 양자 중계는 km급에 불과했음. 원

중국과학원, 탄소 나노 튜브 광전전환 메
모리 제조 성공

거리 양자 메모리 간의 연결을 위해 연구팀
은 자체적으로 PPLN(도파관)을 개발했음.
메모리의 광파장을 근적외선에서 통신 주파
수로 전환하여 50km 광섬유에 걸친 감소를
1%로 낮춰, 효율성이 이전보다 16단계로
향상되었음
실험에서 연구진은 여러 가지 신기술을 결
합하여 50km 길이의 광섬유로 연결된 두

<연구과정>

개의 양자 메모리 사이에 쌍 절점 양자 얽
힘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음. 이 거리는 두

전하 결합 소자(CCD)와 전하메모리(Memor

도시를 연결하는 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y)는 현대 전자시스템의 각각 독립적인 분

줬음

과로 각자 영역에서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

연구진은 다음 단계에서는 공간이 실제로

지만, 광전감지와 메모리 기능을 모두 갖춘

분리된 시스템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이 기

탄소 원형 소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음

술의 실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음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선양(沈阳)소재과학
국가연구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 연구진은
국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탄소 나노 튜브
메모리를 제시하여 웨어러블 전자 및 특수
과학망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

환경 감지 시스템에게 새로운 기물 설계 방
법을 제공했음

/2/435692.shtm
연구팀은 반도체 탄소 나노 튜브 박막을 도
랑재로 사용하고, 균일 이산 분포의 알루미
늄 나노결정/산화알루미늄 일체화 구조를
이용하여 복합층과 터널링 재료로 고성능
유연 탄소 나노 튜브 메모리를 얻었음. 이
성과는 최근 Advanced Materials 학술지에
온라인 발표됨.
0.4% 굽힘의 기기 읽기와 지우기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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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스위치 비율이 105 보다 높고 메모리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안정성이 108초를 초과했음. 또한 매우 얇
은 산화알루미늄 터널링은 지우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나노결정에 갇힌 운반체가 알루미
늄의 함수보다 높은 광조 에너지를 얻을 때
다시 도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음. 전기 신
호의 직접 전환과 전송으로 이미지 전달과
정보 저장하는 새로운 멀티 광전전환과 스
토리지 시스템을 구현했음

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환 클라우드 플랫
폼 구축
2020년 중국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전환체계
발표회에서 교육부 과학기술국 국장 레이차
오즈(雷朝滋)가 대학교 과학성과 전환을 간
절히 바라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

이 연구는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중국과학
원 쑤저우(苏州) 나노연구소, 지린대학(吉林
大学) 연구진이 공동 작업해 이뤄졌으며 국
가자연과학기금,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선양
소재과학국가연구센터 등의 지원을 받았음

단계에서 질 높은 발전 단계로 전환했고, 국
가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중요한 역량인 대
학은 과학기술 성과 전환 능력을 지속적으
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발표회에서 중국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전
환 클라우드 플랫폼인 “커주안윈(科转云)”이

과기망
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20-0
2/13/content_877727.shtml

공식 출범했음. 이 플랫폼의 출범은 대학의
과학기술성과 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자금을
더 끌어들일 것임
중국의 대학 과학기술 성과전환 체계의 핵
심인 “커주안윈”은 교육부 과학기술국과 재
무국의 지도 아래 중국 대학 창업투자연구
원이 개발 운영하며, 중국 최초로 중국 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클라우드 플랫폼임
또한, 발표회에서 중국의 대학교 과학 기술
성과 전환 연맹이 설립되었고, 구성원은 일
부 대학교 및 창업투자기관이 있음. 이 연
맹의 설립은 대학과 기업 그리고 창업투자
기관 사이의 교류를 더 추진하고 중국 대학
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더욱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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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이 중국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전환 창

또한 방역 사업에 참여하여 과학기술 수단

업투자펀드를 설립하여 대학 과학기술 성과

을 통해 방역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의 장기적인 운영을

하고, 당면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펀

있는 신기술 신제품을 빠른 속도로 연구개

드 총 규모는 100억 위안임

발함. 1차 공모에는 주로 4가지 방향이 포
함되었음

이날 발표회에서 5개 대학 과학기술 성과사
업이 현장에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첫 번째는 신종 일상 방호 마스크 및 일반

알려졌음

마스크 소독 기술임. 신종 마스크는 일상생
활 보호에 적용되며 성능은 GB/T 32610-20
16 표준에 부합하며, 소독처리 후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어 평균 원가가 기존
중국청년망

http://news.cyol.com/app/2020-01/20/con
tent_18333072.htm?from=groupmessage

방호마스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빠른 대량생
산이 가능한 것임
두 번째는 신형 비접촉 온도 측정 장비임.
비 적외선 급속 온도 측정 기술 또는 비 방
사 광원의 적외선 급속 온도 측정 기술을
사용하는 체온 측정 기술, 정확도가 0.3°C
이하로 우수하여, 공항, 기차역, 상가, 건물,
병원, 학교 등 곳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

중관춘, 방역용 과학 기술 제품 개발 프
로젝트 모집

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임
세 번째는 착용 가능한 스마트 체온 측정
장비임. 자가 격리, 집중 격리, 밀접 접촉자,

중관춘관리위원회(이하

중관춘

관위회)는

택시 운전사 등 사람들의 체온과 위치 정보

<방역 중 긴급히 필요한 선진 신기술 신제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함. 체온

품 연구개발 프로젝트 공모에 관한 통지서>

이상 상승, 위치 이동 이상 등 상황을 정밀

(이하 <통지>)를 발표했음

하게 파악하고 원격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함.
체온 측정은 0.1°C이내로 정확해야 함

<통지>에서는 신기술 신제품 연구개발 응용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중관춘 시범구의 각

네 번째는 소독 살균 기술 및 장비임. 택시,

종 기관들이 과학기술 혁신의 강점과 지지

버스, 지하철, 마트 등 대중교통시설과 공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장소에 적용되는 새로운 소독기술과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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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 국가소독기술규범에 부합하며, 소독

4. 인문사회분야 동향

과 살균에 효능이 있으며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함.
중관춘 시범구에서 등록된 혁신창업기업들
은 1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가지 자
격을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음. 하나는 신
청항목이 방역 수요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
방안이 완비되고 빠른 생산이 가능하며, 또
하나는 신청항목은 연구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빠른 시일에 사용에 투입할 수 있고
좋은 응용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함

빅데이터 시대 휴대용 인문사회과학 지식
베이스 구축
빅데이터 시대에는 학술자원이 넘치지만, 전
문적인 양질의 자원이 부족하고 분산되어
있는 상태임. 막대한 정보 중 학계와 독자
들에게 양질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식
데이터 베이스가 있을까하는 질문이 던져짐
1년여의 시험운영 끝에 푸단신학술 사이트
가 공식 출범했음. “즈왕”(知网), “중국사회
과학망”(中国社科网) 등 기존의 학술 공유
플랫폼과 달리 “푸단신학술”은 인문사회계

중국과기망
www.stdaily.com/index/kejixinwen/2020-0

열에 초점을 맞춰 연구성과의 빠른 공유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예상함

2/13/content_877472.shtml
2018년 9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푸단신학
술 사이트를 통해 논문 350여 편이 발표되
었고, 위챗 발표 수는 170편에 이르며 현재
30개 정도의 협력저널과 윈윈모델을 잘 구
축했다고 소개했음
"푸단신학술은 종이책과 정기 간행물을 발
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융합을
통해서 음성, 동영상 등을 활용해 저자와 독
자 간의 소통을 넓히는 장점이 있다"고 푸
단대학 출판사 사장 리화(李华)가 말했음
푸단신학술이 올해 상하이시 ‘정보화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다
음 단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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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신학술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사용자의 참여
도를 향상시켜 더욱 효율적인 지식공유법을
구현하는 특색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임. 다
른 하나는 사회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
익 모델을 모색하는 것임
인터넷 시대에 인문사회학자와 학생에게 학
술 교류와 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학술 생산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 양질의 학
술 자원을 통합하고, 학술기관을 만들어 지
적 재산권을 보급하고, 학술활동, 학과건설,
과학연구 과정, 학술성과 발표를 아우르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개인 직접 투고도 받고 있어 우수한 학술
논문이 신학술의 심사를 거친 후 온라인 첫
발행 기회를 얻을 수 있음. 또 다른 방식은
정기 간행물이나 인터넷에 발표하는 것이라
고 신학술 집행 편집장은 소개했음
첫 발행 시스템은 신학술 사이트의 중요한
개선점으로, 원래는 콘텐츠 전시 위주였으나
이제는 스마트한 교감 기능을 갖추고, 미래
에 블록체인 개념의 가능성을 갖춘 사이트
로 변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운휘망
www.whb.cn/zhuzhan/xinwen/20191218/3
094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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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 「인문과학만의 연구 추가」 과학기술기본법 검토
• 인문과학연구, 과학기술진흥 법 개정에 반영
• 연구력강화·신진연구자 지원패키지 결정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 세계 최초 지문·정맥·맥파 동시 측정 성공
• 양자계산 「구글 넘어라」 특허 두뇌경쟁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 산학 오픈 이노베이션 규슈 조직 합병
• 동북대학, 첨단 기술 활용 사회과제 해결
• 「DeepEyeVision」 AI 진단 지원솔루션 제공

4. 인문사회분야 동향
• 일본-영국, AI 검증 위한 인문·사회과학 공동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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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하는 연구개발법인에 추가함.

「인문과학만의 연구 추가」 과학기술기본법
검토

또한 산학관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

정부는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서 과학
기술기본법에 인문과학 연구와 이노베이션
의 개념을 포함시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
본법으로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실시함
세계화, 디지털화, AI, 생명과학의 큰 발전
은 인간과 사회의 존재방식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기반
으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에서는
인문과학에 관계되는 연구는 제외되어 있음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는 지난해 8
월에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11월에 보고서를
정리했음. 기본법과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활
성화법을 검토하고 이노베이션 창출의 개념
을 포함시키는 것이나 기본계획에 시설정비
측면 뿐만 아니라 인재측면 등도 추가할 것
을 제안했음.

개발법인의 출자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본
판 SBIR 제도(중소기업 혁신제도)를 과학기
술·이노베이션 활성화법에 규정하고 제도목
적을 중소기업의 경영강화에서 이노베이션
의 창출로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내각부
를 중심으로 한 부처 연계활동을 강화함
새로운 일본판 SBIR 제도에 대해서는 중소
기업청에 설치된 검토회가 중간정리를 하고
있음. 기존의 중소기업 전반에서 기술 seed
를 가진 중소기업, 특히 창업초기의 스타트
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함. 구체적인 지원책
으로 각 부처별로 SBIR분의 지출목표를 설
정한 후, 부처통합 프로그램으로서의 새로운
보조금 등의 창설과 통일적인 운용, 조달에
의한 지원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원을 실
시해, 중소기업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정함. 현재 내각부와 중소기업청에
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되어 2021년도부터의 제 6기 과학기술기본

이에 따라 정부는 개혁의 방침을 결정하고,

계획 등에 반영됨

기본계획에 「이노베이션의 창출」 「인문과학
에만 관련된 과학기술」을 추가하는 동시에
법률명을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으로
개정함. 또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활성화
법에 대해서도 「인문과학에만 관련되는 과
학기술」을 추가하는 것과 동시에 인문과학
분야 등의 독립행정법인을 활성화법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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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연구, 과학기술진흥 법 개정에 반영

인간 수정란의 유전자를 변경하는 게놈 편
집 등 생명과학의 발전에서도 윤리가 중시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국가 또는 지

되고 있음.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는 자연

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의 관점만으로는 논의할 수 없음

에 대해서 철학과 법학 등의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추가하여 연구지원에 반영함. 이는

최근에는 문과의 연구분야도 이과와의 울타

인공지능(AI)과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법

리가 낮아졌음.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인간과

과 윤리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임. 이를

사회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첨단기술이나

반영하여 정기국회에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함

정량적인 방법을 이용한 분석이 확대되고
있음

1995년에 의원입법으로 성립된 과학기술기
본법의 근본적 개정은 처음임. 내용을 살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문제와 환경문

보면,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을

제를 논의하는 정부의 전문가회의에 참가하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구를 삭제함. 또

는 멤버가 이과전문가에 치우쳐 있다는 지

한 지구온난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을

적도 있음.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계기

위해 이노베이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

로 자동주행에 관한 회의에 인문과학분야의

는 목적 등도 추가함. 명칭은 「과학기술이

연구자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음

노베이션 기본법(가칭)」으로 수정됨
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배경에는 AI의 개
발·운용에 따른 윤리나 사회관습 등의 문제
를 해결해야 함. 빅데이터에서 정확한 결론
을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지만, 투입되는
정보에 따라 인종이나 성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사라지지 않
는 것이 그 예임
2018년 정부는 AI를 사용할 때의 7원칙을
정리하여 「인간중심」을 최우선으로 내걸었
음.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 역시 AI 윤
리지침 안을 공표하고 「인간 중심」을 정했
음. AI의 규칙과 활용 방법을 생각하려면
철학이나 법학, 역사 등 「인간」을 다루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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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력강화·신진연구자 지원패키지 결정

의 약 50%에게 생활비 상당액을 확보함

박사후기과정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신

산업계의 박사 채용수를 늘리기 위해 2021

진연구자에게는 향후 경력 확보, 중견·시니

년도부터 박사과정 학생의 장기 유급인턴십

어 연구자에게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

의 학점화·선택 필수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

경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

기업과 대학에 의한 우수한 젊은 연구자의

션 회의 연구력강화·신진연구자지원 종합패

매칭구조를 2020년도에 창설하여 기업에서

키지를 결정했음

의 채용 등을 촉진함

새로운 영역 개척 및 처우 개선, 학계와 산

연구시간 확보 등 연구환경의 개선에 대해

업계에도 요구

서는 연구비 배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청
절차 등의 간소화, 육아 중인 연구자의 요구

패키지에서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취업률을

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내 보육시설 등

2025년까지 85%, 석사과정에서의 진학자의

을 2020년도부터 추진함. 연구자를 지원하

50%에 대해 생활비 상당액(연 180만엔 이

는 URA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제도를 2021

상)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함. 산업계는

년도부터 시작함. 또한, 연구시설의 공동체

이공계 박사학위소지자의 채용인원을 1,397

제를 2025년도까지 확립하기 위해 2020 ~

명(2016년)에서 2300명(2025년도)으로 늘리

2021년도에 공용화를 위한 지침·가이드 북

며, 40세 미만의 대학 교원수를 2016년부터

을 책정하여 2022년도부터 대학 등의 연구

2025년까지 약 10%(약 5500명) 늘림. 또한

시설 조직내외에 공용방침을 책정함

대학 등 교원의 학내사무의 비율을 18%(20

※ URA(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18년)에서 약 10%(2025년도) 줄이는 등의
수치목표를 설정하였음.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가

실행하여 매력 있는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가능하고, 연구비 조달·관리, 지적재산의 관

박사진학률을 향상시켜 일본의 연구능력을

리·활용 등을 관리하는 인재가 충분하지 않

향상시키고자 함

음. 따라서 연구자에게 연구 활동 이외의 업
무에서 과도한 부담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

박사 후기과정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외
부자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원을 확보
하고자 함. 우수한 박사 후기학생에게의 학
내장학금, RA, 특별연구원 DC, 해외연구기
회 등의 기회를 도모하고 경쟁적 연구비나
공동연구비의 RA 등의 적절한 급여수준을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문부과
학성은 연구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
경정비 및 대학 등의 연구개발 매니지먼트
강화 등을 향해서 대학 등에 있어서의 연구
매니지먼트 인재의 육성·정착을 향한 시스템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음

확보함으로써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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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연구능력을 다각적

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검토
및 연구기관의 역할·규모 등에 따른 분석을
2020년도부터 시작함. 국립대학의 운영비교
부금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5개의 공통

세계 최초 지문·정맥·맥파 동시 측정
성공

지표로 700억엔을 배정했지만, 2020년도부
터 13개 항목의 공통 지표로 850억엔을 편

생체인증에 사용되는 정맥이나 지문영상, 또

성함

한 생체신호의 하나인 맥파(맥박이 말초신
경까지 전해지면서 생기는 파동)를 1장의

패키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

시트형 이미지센서로 동시 측정하는 데 세

라 학계와 산업계에 대해 「기대」로서 대응

계 최초로 성공했음. 시트형 이미지센서는

을 요구하고 있음

높은 해상도와 빠른 판독을 가능하게 했음

학계에 대해서는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융

시트형 이미지센서는 얇고 휘기 때문에 웨

합영역이나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에 참

어러블 기기에 통합이 용이하고 사용자의

여와 신흥영역의 개척, 이를 위해 필요한 학

생체인증과 동시에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연

회 등의 조직과 각 대학·연구기관의 내부조

결 짓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신분위장」이

직의 검증과 신진대사 촉진, 일본의 연구능

나 환자의 오인 방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새로운 지표

기대됨

및 평가방법의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음
본 연구성과는 2020년 1월 20일(영국시간)
산업계에는 우수한 신진연구자의 발굴·지원,

에 영국 과학잡지 「Nature Electronics」온

유급 인턴십 등을 통한 박사인재의 활약의

라인 판에 공개됨

장으로서 산업계 경력경로의 구축과 인재유
동의 촉진, 박사인력의 연봉 등 처우개선,

이번 성과는 JST 미래사회 창조사업 탐색가

학계와의 교류를 포함해 전문성·다양성을 살

속형(본격 연구 ACCEL 형)사업·연구프로젝

린 직업모델 등의 검토, 공동연구 등의 있어

트에 의해 얻을 수 있었음

서의 대학원 박사후기 학생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학·국립 연구소와의 공

※ 연구개발과제 : 「슈퍼바이오 이미저의 개
발 (JPMJMI17F1)」

동연구 확대, 대학원 교육의 충실에 기여 등

1) 연구대표자 : 소메야 다카오 (동경대학

을 요구하고 있음

대학원 공학계연구과 교수)
2) 프로그램 관리자 : 마츠바 요리시게 (과
과학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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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기간 : 2017 년 7월 ~ 2022년 3월

이 실현되지 않고, 1장의 시트형 이미지센
서로, 정적(静的)인 생체인증 데이터와 동적

<연구 내용>

인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없었음

일본 사회의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시트형 이미지센서는

가운데 상승하는 의료비를 억제하면서 Qual

고효율의 유기반도체를 감광층으로 한 광검

ity of Life (QoL)를 높일지가 매우 중요한

출기와 저온 폴리실리콘 박막트랜지스터의

과제가 되고 있음.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

액티브 매트릭스를 이용한 고속 판독회로를

을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신기술

고밀도로 집적해 제작되고 있음(그림 1)

에 의한 생체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대한 기
대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환자와 가족이

이 시트형 이미지센서를 사용하여 촬영한

자신의 건강에 책임지는 셀프 케어나 재택

정맥이나 지문의 화상을 평가한 결과, 일반

의료는 초고령화 사회의 과제해결의 실마리

적인 이미저(imager : 이미지 생성 기계를

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음

지칭)를 이용한 화상과 비교하여 정맥부분
의 명암차이는 5% 이하이며, 거의 동등한

한편 웨어러블 센서에 의한 생체정보를 활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2). 또

용한 새로운 보험제도나 인센티브가 있는

한 다점(多点)의 고속 읽기에 따라 맥파분포

제도를 설계할 때 가정에서 측정한 데이터

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가 환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지가 중요한 과제임. 또한 미래에 많은
웨어러블 기기가 병원이나 복지 시설에서
이용되게 되면 환자를 오인하는 위험을 줄
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생체인증
과 동시에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것이 급선
무의 과제가 되고 있음
연구팀가 개발한 이미지 센서는 생체 인증
에 사용되는 지문과 정맥을 고해상도로 촬
영할 수 있음. 또한 동일한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여 생체신호의 하나인 맥파와 그 분
포를 측정할 수 있음
지금까지도 시트형 이미지센서의 보고는 있
었지만, 고해상도 영상 및 고속읽기의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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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함
2019년 10월에 구글은 「양자 초월」을 발표
함. 최첨단 슈퍼컴퓨터로 약 1만년이 걸리
는 계산을 양자컴퓨터에서 약 3분 만에 풀
었다고 발표, 세계를 놀라게 했음
양자컴퓨터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컴퓨터로 여겨짐.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향후 비약적으로 늘어날 데이터 처리를 지

<그림 2>

원하는 미래의 계산 기법으로 세계의 연구

시트형 이미지 센서로 촬영한 정맥(왼쪽),

자들은 「구글 넘기」를 노리고 격전을 벌임

지문(오른쪽)과 맥파(아래). 이미지는 개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가공을 실시함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고, 복잡한 경우
나누어서 여러 번 계산하는 문제도 순식간
에 풀 수 있음.

동경대학, 주식회사 재팬 디스플레이,
과학기술진흥기구 (JST)

■ 특허의 50 %, 미국이 쥐고 있다
일본 경제신문사와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
를 운영하는 아스타 뮤제의 공동 조사에 따
르면, 2017년의 양자컴퓨터 관련 특허출원
수는 미국이 세계 전체의 52%를 쥐고 선두
를 유지했음. 2017년까지의 누계 출원 수에
서 40%가 미국発 특허임. 2위 중국도 미국
을 쫓고 있지만 출원 수는 절반으로 미국의

양자계산 「구글 넘어라」 특허 두뇌경쟁
디지털 경쟁시대에서 첨단 10개 분야의 특
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의 2
강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선명해졌음.
10개 분야 중 관심분야 중 「양자 컴퓨터」를

독주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누계 특허 출원 수를 기업별로 보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D 웨이브가 선두에
있고, 「2014년까지」와
위는 멤버가 확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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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교수를 직원과 학생단위로 구글로 영입,
본격적인 양자컴퓨터의 개발에 나섰음. 그리
고 2019년 10월 최첨단 슈퍼컴퓨터의 속도를

2015년 이후 미국이 독주

넘어서 「양자 초월」을 달성했다고 발표함

양자컴퓨터의 특허출원수

구글이 개발한 것은 최적화문제에 특화한 D
웨이브와 달리 「범용」 컴퓨터임. 모든 계산
을 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의 「본성」으로 세
계의 두뇌가 개발을 겨룸
미국 IBM은 컴퓨터의 비트 수에 해당하는
■ 일본세, 톱 10에서 자취 감추었다

양자비트 수는 아직 적지만 일반 양자 컴퓨
터를 클라우드를 경유로 제공하기 시작했음.

2014년까지 상위 10위에는 NTT와 도시바,

일본에서도 개발 중인 양자컴퓨터를 설치하

NEC 등 일본 업체가 5위를 차지했음. NEC

고 동경대학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할

가 세계 최초로 양자비트를 만드는 등, 양자

계획임

컴퓨터 연구에서는 원래 일본이 주도하며 2
010년까지 출원 수에서 선두였음. 단, 국내

■ 「구글 넘어라」 경쟁

에서는 2000년대에 연구비가 줄고, 리먼 쇼
크가 재차 타격을 주면서 개발은 시들해졌

특허의 「질」에 주목해도 미 스타트업의 리

음. 2015년 이후 상위 10위에서 일본 세력

겟티 조치 등 범용형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은 사라지고 양자컴퓨터용 반도체를 개발하

미국 기업이 늘어서 있음. 질, 양 모두 강함

는 인텔 등 미국 기업 5개사가 등장함

이 돋보이는 미국이지만, 미래에도 선두를
유지할 지는 알 수 없음

D 웨이브의 양자 컴퓨터는 영업의 최단 경
로를 선택하고, 비행기나 기차 시간표를 만

구글의 컴퓨터의 큐비트의 수는 53으로 실

들거나하는 「최적화 문제」에 특화된 것임.

용화에는 백 배, 천 배로 늘릴 필요가 있음.

구글은 2013년, D 웨이브의 두 번째 고객으

도시바의 고토 하야토 수석 연구원은 “지금

로 양자컴퓨터를 구입, 개발을 본격화했음

의 상태로는 어렵고, 몇 가지 혁신이 필요하
다”고 말했음. 그것을 찾으면 아직 만회가

■ 구글, 「두뇌」영입 위업달성

가능함. 질적 순위에서 3위의 도시바는 그
것을 향해 이론연구를 강점으로 함

전환기는 2014년이었음. 선두를 달리는 캘
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교에서 존 마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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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질, D 웨이브가 선두】
순
위
1

2

3
4
5
6

인공위성과 통신국방의 관점에서 중시됨. 화
기업 ·조직(국가)

특징

D 웨이브 시스템

양자컴퓨터를 세계에서 처음

즈(캐나다)

으로 상용화

마이크로 소프트

50년후를 대비하여 난이도가

테크놀러지 라이

높은 양자컴퓨터의 개발을 진

센싱(미국)

행한다

국가 주도의 투자도 활발함. 중국은 2016

양자컴퓨터의 실용화에 불가

년부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제 13차 5개년

도시바(일본)
노스롭

그라만

미전투기 등의 메이커. D웨이
브에 대항하는 머신을 개발

IBM(미국)

니셔티브 법을 수립하고 5년에 약 1400억

터용의 칩 등을 개발

렛 파카드가

미 휴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칩을 개
발

캘리포니아

대학

사츄세츠

공과

(미국)
매

대학(미국)

15년에 분

사. 양자 정보처리에 강점.
미 양자 컴퓨터 벤처. 구글

겟티(미국)

하고 투자액 1조엔 규모와 연구 거점을 건
설 중임. 미국에서는 2018년에 국가양자 이

(미국)

리

계획」에서 양자관계를 중요한 분야로 규정

우드 이용을 제공중
미 반도체 대기업. 양자 컴퓨

8

■ 자금력과 인력 총력전

범용형의 양자컴퓨터의 클라

글로벌 팬도리즈

HP(미국)

10

웨이 기술 (화웨이) 등의 출원이 많음

결한 기술의 이론에 강점

(미국)

7

9

가능한 통신과 암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

엔의 예산을 편성함. 또한 2021년도 예산안
에 2년 동안 950억엔으로 1년간 연구비를
두 배로 하는 계획을 담음
EU에서도 「양자 매니페스트」에서 10년간 1

구글과 공동으로 양자 성을

250억엔의 예산이 투입됨. 일본 정부는 202

실현

0년부터 양자암호를 포함한 양자기술에 대
한 연구예산을 연간 300억엔으로 두 배로

IBM등과 공동연구를 진행

할 방침을 나타냈음

■ 2위 중국, 「국방」「우주」로 급성장
인공지능(AI)이나 재생의료 등 첨단 10개 분
야의 특허순위 가운데 중국은 양자컴퓨터에
서만 미국에 선두를 내줬음. 하지만 양자기
술은 통신 및 암호화 분야에서도 차세대 기
술로 주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주력
하는 것이 이 분야임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에 따르
면, 중국에서 출원된 양자기술의 특허는 양
자암호·양자통신에 집중하고 있음. 도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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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정보를
교환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산학 오픈 이노베이션 규슈 조직 합병
신산업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
는 규슈지역 산업활성화센터(KIAC)와 기술

산케이뉴스

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담당하는 규슈 산업

https://www.sankei.com/region/news/200

기술센터(KITEC)가 4월 1일에 합병해 규슈

207/rgn2002070029-n1.html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KOIC)를 설립이 추진
되고 있음
외부의 경영자원이나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오픈 이노베이션의
인수자 역할로서 규슈의 활성화를 노림

동북대학, 첨단 기술 활용 사회과제 해결
규슈 대학発 벤처진흥회의 제 4 차 회의에
서 KIAC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기

픽시 더스트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와 국립대

술의 흐름이 격렬하게 밀려들고 있는 가운

학 동북대학은 동북대학発의 첨단 테크놀로

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지를 사회과제 해결에 연결해가는 것을 목

창출하기 위해 서로의 전문분야를 연계시키

표로 새로운 기술이전 방식에 의한 공동연

는 것이 필수적이며, (KOIC을) 큰 플랫폼으

구 계약을 체결했음.

로 만들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때 특허출원과
KOIC는 기업이나 규슈의 각 대학의 연구자

노하우 은닉 등 지적재산면의 케어가 중요

의 기술이나 연구성과 등 시즈(씨앗)의 가시

함. 또한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에서는 발

화 및 공유뿐 만 아니라, 소비자 요구를 분

명을 비롯해 연구성과에 관한 권리협상이나

석하고 향후 연구개발 테마 설정에 연결하

계약조항의 조정, 양 당사자의 의사결정 절

는 사업 등을 진행함

차 등의 번잡한 작업에 시간이 걸려 버리는
사태가 종종 발생함

규슈 경제연합회 아소 유타카 회장은 “두
조직이 하나로 뭉침으로써 폭넓은 대응력이

본 공동연구에서는 동북대학의 기술시즈를

생길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음. 또한 규

연속적이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

슈대학의 쿠보 치하루 총장은 “많은 기업과

동 연구성과 및 지적재산권의 100%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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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약 승계하는 새로운 기술 이전체계를

또한 본 솔루션은 2020년 2월 7-8일에 신

구축함. 따라서 공동연구 실시에서 권리협상

주쿠 게이오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일

과 의사결정절차의 원활화·신속화를 가능하

본 종합건강진단의학회 제 48회 대회」에서

게 함

전시되었음

앞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공동연구를

◎ 「DeepEyeVision」 솔루션 이미지

통해 동북대학에서 연구된 기술시즈를, 회사
가 속도감 있게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연
계하여 사회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문
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1> 화상진

지지닷컴

단 AI에 의한 해석이미지

https://www.jiji.com/jc/article?k=0000000
13.000044679&g=prt

단 지원 솔루션

<그림2> 클라우드형 AI 진

제공 이미지

「DeepEyeVision」 AI 진단 지원솔루션
제공
자치의과대학(自治医科大学) (이하 자치의대

◎ 솔루션

(自治医大))의 AI 벤처 DeepEyeVision 주식
회사(이하 DeepEyeVision)는 안과의사의 진

의료기관이 진찰 시에 촬영한 「안저 사진」

단속도·정밀도 향상을 목적으로 자치의대와

(주2)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상

공동개발한 화상진단 클라우드형 AI 진단지

진단 AI가 일차 분석을 실시함. 이어 Deep

원 솔루션 「DeepEyeVision」(주1)의 제공을

EyeVision와 제휴하는 대학 안과소속의 판

시작함

독의사(주3)가 AI의 분석결과를 체크한 후
진단결과를 의료기관에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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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센터나 종합병원, 안과 클리닉은

주 3 : 판독 의사

의료용 AI를 본격적으로 채용한 본 솔루션

고혈압과 동맥경화에 의한 안저혈관의 변화

을 도입함으로써 판독의사를 확보하는 수고

를 비롯해 안저출혈이나 녹내장 등 각종 눈

를 줄이고 상당한 비용절감과 함께 업무량

질환을 안저 사진으로 판독하는 의사임

의 감소를 통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업무에 주력할 수 있게 됨

주 4 : 눈에 질환을 가진 환자가 증가하는
사회 환경

또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눈에 질환

안과는 통원 환자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을 가진 환자가 증가하는 최근의 사회 환경

과이며, 고령화에 따라 점점 환자가 늘어날

(주4)에서 본 솔루션을 보급함으로써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사람들이 현재보다 의료비를 줄이면서 고도
의 안과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 기대됨

◎ DeepEyeVision 회사 소개

본 솔루션은 2020년 1월 현재 자치의과대

자치의과대학 교수인 다카하시 히데노리(의학

학 부속병원 검진센터와 지역검진센터, 개인

박사)가 의료분야의 AI 기술을 사회에 환원

클리닉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선행 이용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임. AI에

고 있음

의한 화상 진단기술을 살려 안과영역에 머
물지 않고, 모든 의료분야의 고도화를 미션

〈용어해설〉

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주 1 : 클라우드 형 AI 진단 지원솔루션 「D

URL:https://deepeyevision.com/

eepEyeVision」
2016년부터 자치의대와 DeepEyeVision가
공동으로 자체개발한 AI를 통한 클라우드형
안과 영상진단 서비스임. 안과진료시에 촬영

PRtimes

한 화상으로부터 진단후보를 확률과 함께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

제시. 일본 내의 각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001.000053278.html

대응해, 건강 진단 화상, 원격진단에도 적용
이 가능함
주 2 : 안저 사진
눈의 안쪽 망막을 촬영한 사진. 눈 안이 투
명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유일하게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촬영할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전신질환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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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문사회분야 동향

하는 이유는 일본 문화와 영국의 서구적인
문화가 가치체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

일본-영국, AI 검증 위한 인문·사회과
학 공동연구 실시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사람과 정보의 에
코시스템’ 연구개발영역이라는 인문·사회과
학계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
표함. 이에 따라 2019년(실제로는 2020년)의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젝트 6건을 채택했음

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등을 인문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AI가
보급되는 정보사회에서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임
이번에 채택된 일-영 공동연구프로젝트에서
는 오사카대학 대학원 인간 과학연구과의
야마모토 베바리안 교수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Jane Kaya 교수가 각각 연구대표를

이번 신규 연구개발프로젝트의 특징은 영국
의 연구개발기관 「UKRI (UK Research an
d Inoveation)」와의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공모, 일본형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형
의 문화와 사회개념 차이 등에 의한 AI(인
공지능) 대응·개념 등을 연구하는 주제를 채
택함

맡고 있는 팀이 「헬스케어에 있어서의 AI의
이익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오기 위한 시
민과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지속가능한 플
랫폼 설계」를,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의 츠노다 미호코 교수와 캠브리지
대학의 Simon Deakin 이사가 각각 연구대
표를 맡고 있는 팀이 「법제와 인공지능」 등
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사람과 정보의 에코시스템」 연구개발프로
젝트에서는 인문과학계의 지식을 활용하여
이노베이션으로 야기되는 사회과제의 해결
마이나비 뉴스

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연구개발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게이오 대학 종합정책학부의 고

https://news.mynavi.jp/article/20200127-9

쿠료지로 교수는 “이노베이션으로 인한 사
회문제 해결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풀
어야 할 과제설정과 가치창조에 대해서 인
문과학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사
회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인문학에 의
한 과제해결 고찰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
고 있다”고 강조함.
이번에 일본과 영국의 연구개발기관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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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
•
•

사스(SARS)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포 유사성 발견
NSF,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연구 과제 13개 지원
가장 유력한 코로나19 백신 3가지

워싱턴대 연구팀, 코로나19 새로운 구조 발견

2. 일본
• 6개 대학, 아시아 네트워크 활용, 감염증 연구 추진

3. 중국
•
•
•
•

코로나19 AI 보조 의학 영상진단 시스템 연구 성과
코로나19 특허 정보 연구보고서 발표
코로나19 백신, 인체 주사 투여 단계 진입
공신부, 전염병 방역부문 5G 응용 강화 요구

4. 스웨덴
• 카롤린스카 의대, 향후 코로나 진행 상황 예측 연구결과 발표
• 스웨덴연구협의회, 연구기간 연장 등

5. EU
• EU, 코로나19 R&D 예산 지원 발표
• 코로나19 백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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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가지고 있을 때, 그 바이러스는 세포들에 침
입할 수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A

사스(SARS)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포 유사성 발견
과학자들은 2013년 감염자수 1만 7,000명
이 넘었던 사스(SARS)와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CE2 단백질뿐만 아니라 ACE2 단백질을 보
유한 중국 말굽 박쥐, 사향쥐, 돼지의 세포
에도 침투시킬 수 있었음
연구원들은 2019-nCoV에 감염된 사람들이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ACE2는 폐의 보다 심층부에서 발

학술지 Natur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
19-nCoV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사스와 같이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 세포의

견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지는 불분
명한 상태임

자물쇠 같은 기능을 이용하고 있음
사스, 또는 중증 금성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

Scienxe News

키는 바이러스의 게놈 지도를 분석한 이전

https://www.sciencenews.org/article/sars

의 연구들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앤지오

-new-coronavirus-target-same-cellular-l

텐신 변환 효소Ⅱ(ACE2)에 의존하는 것으로

ock-infect-cells

분석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19-nCoV가 ACE2
에 부착된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얻은 직접
적인 증거를 제공 받으며, 세포의 자물쇠를
열기 위해 바이러스 표면 뾰족한 형태의 단
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음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바이러스학자
들은 12월 말 한 병원에 입원한 7명의 환자
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를 분리해 실험실에
서 배양한 세포를 감염시켰음

NSF,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연구 과제 13개 지원
3월 23일 기준 국립과학재단(NSF)가 코로
나바이러스 키워드 기준으로 총 13개 연구
과제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3
월부터 새롭게 지원 받은 9개의 연구과제들

실험 결과 세포가 표면에 ACE2 단백질을

은 전부 RAPID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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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ID: Grants for Rapid Response Res

Research Institute를 통해 mRNA-127

earch

3의 1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했음(18-55세
의 45명 / 향후 6주 동안 실시). 1차로

천재지변 등 실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연구

백신의 안전성과 면역 반응 발생 여부

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NSF의 RAPID

를, 다음 단계에서는 백신이 감염 예방

프로그램은 PI(princial investigator)가 직

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조사 할 예정임.

접 NSF 실무진에게 연락해 연구 과제의 긴

후보백신임

급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선정되면 최대 20
0,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Regeneron사의 REGN3048-3051 : 실
험용 생쥐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인간 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유타 주립대, 스탠

역 체계를 형성한 후 바이러스 일부에

포드 대학 등 소속 연구자가 선정되었으며,

노출시킴. 그 후 생쥐는 바이러스와 싸

연구 주제는 기초과학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울 항체를 만들게 됨. 수동백신(감염된

관련 과학 교육 및 사회 과학 분야를 아우

사람들의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 예

르고 있음

방 차원의 백신으로도 사용 가능)임
- 이노 비오사의 INO-4800 : 바이러스 시
미 국립과학재단

퀀스 모델링을 통한 백신 개발을 위해

https://www.nsf.gov/awardsearch/simple

Moderna와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SearchResult?queryText=coronavirus&Act

있음. DNA 플라스미드로 구성된 DNA

iveAwards=true

medicine을 사용하며, 컴퓨터 서열분석
기술에 의해 재구성된 뒤 신체에서 특정
면역 반응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이중 가
닥 DNA를 세포로 직접 전달하여 신체의
자연 반응 메커니즘을 강화시킴. 이 회
사는 동물 대상 코로나19 백신의 전임상
테스트를 시작했음. 후보백신임

가장 유력한 코로나19 백신 3가지
현재로서는 아래 2개의 “Potential Vaccine”

NBC News

및 1개의 “Passive Vaccine”이 가장 빠르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

게 개발되고 있음

care/here-are-3-drugs-development-figh
- Moderna의 mRNA-1273 : 시애틀의 Ka
iser Permanente Washingto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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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대 연구팀, 코로나19 새로운 구조
발견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메나체
리 박사는 비누로 손을 씻는 거 외에 열과
자외선이 코로나19 감염을 중화시킬 수 있

최근의 기술 혁신을 통해 연구원들은 코로

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나19의 스파이크*에 대해 깊이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
의 모델을 만들어 보다 세밀한 바이러스 구
WP

조 파악을 가능하게 만들어줌

* 바이러스 스파이크 당단백질 : 세포 표면
에서 수용체를 인식하는 단백질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
s/2020/health/coronavirus-sars-cov-2-str
ucture/?itid=hp_hp-cards_hp-card-hse%3

워싱턴 대학 바이러스 학자인 데이비트 베
슬러는 지난 3월 초 SARS-CoV-2 구조를
시각화하여 “March 19 paper”를 작성함
- SARS-CoV-2는 아주 영리한 변장술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면역체계가 바이
러스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듦
- 인간의 세포에 개폐방식(opening and cl
osing)으로 붙어있는 것으로 보임. 각각
의 스파이크는 세 개의 동일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스와 메르스 유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스파이
크에 들어있는 세 가지 단백질이 모두
열려야만 세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힘
텍사스 대학교 의과 대학의 코로나바이러스
전문가 비에트 메나체리에 따르면 이 단백
질이 열릴 때 노출되는 부위를 공격하는 항
체를 유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는 수용
체를 차단하여 스파이크가 인간의 세포에
부착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치료방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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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3. 중국

6개 대학, 아시아 네트워크 활용, 감염증
연구 추진

코로나19 AI 보조 의학 영상진단 시스템
연구 성과

나가사키 대학 등 6개 대학의 연구팀은 아

화중과기대학 전기통신학원이 화웨이(華为)

시아 감염증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감염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AI 보조 의학 영상

데이터 수집,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개발의

계량화 분석시스템을 개발했음. 발표된 <코

효율화, 신속 진단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기

로나19 진료방안(시행 제5판)>에 따르면 이

로 함. 이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관련 연

번 시스템은 이미 후베이(湖北)성에서 임상

구비로 5000만 엔을 지원받게 됨

진단 기준에 포함되었음. 즉 CT 영상은 진
단과 평가에 중요한 근거 중 하나임을 알

국내 6개 대학은 아시아 지역에 각각 감염

수 있음

연구거점을 가지고 있음. 나가사키 대학(베
트남 국립위생연구소), 동경대학(중국 과학

그러나 환자 수가 많고 폐내 질환이 많아

원 생물물리 연구소 및 미생물연구소, 중국

질병 진행 변화가 빠르며, 단기간에 여러 차

농업과학원의 하얼빈 수의학연구소), 니이가

례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밀

타대학(미얀마 국립 예방위생연구소), 오사

진단과 양적분석 문제에 직면함

카 대학(태국 국립 예방위생연구소), 고베대
학(인도네시아·아일랜드 대학 열대병연구소),

화중과기대학-화웨이스마트혁신실험실은 환

동북대학(필리핀 열대의학연구소)임

자 폐 CT영상에서 보이는 특징 식별에 대해
서 화중과기대 부교수 쉬영차오(徐永超)가

이들 6개 대학의 연구자가 협력하여 아시아

폐의 결을 기반으로 감지하는 핵심 알고리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정보나 검체를

즘을 제공했음. 이 알고리즘은 단일 환자에

수집하고 분석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해 자동 정밀 계량화 결과의 초급 수출을

유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바이러스의 전

가능하게 하여 진단 효율을 크게 향상시켜

파양식과 중증화 요인의 해명을 목표로 함

의사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도움이 됨
임상 정보를 결합하면, 이 시스템이 의사가
폐렴의 초기, 전개기와 중증으로 보다 효율

SCI-NEWS

적으로 나누어 진단하도록 보조할 수 있음

https://sci-news.co.jp/topics/3395/
아울러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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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영상 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에 기

치료용 약품, 예방용 약품, 바이러스 검사

초하여 의사가 질병의 진전 및 투약 효과

등 세 가지 특허 정보를 정리하고 화학약물,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생체약물, 백신, 검사법, 검측기기 등 5개
분야의 논술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함

과학망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20
/2/435645.shtm

항바이러스 산업체인에서 화학약물 부문의
특허 출원 건수가 980건으로 가장 많은 것
으로 집계되었음. 추세로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하는 화학약품 특허
출원은 2003년 SARS, 2009년 H1N1, 2012
년 중동 MERS, 2015년 한국 메르스와 정
적 상관으로 보임. 기존 화합물이나 그 조
합이 신종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용도를 개
발하는 비율은 26.7%임
이에 따라 치료제 부분에서 주로 이미 활용

코로나19 특허 정보 연구보고서 발표

되고 있는 약의 새로운 용도, 임상시험에 들
어간 개발 중의 약, 그리고 체외시험으로 입
증된 약품을 연구 평가했음
RNA 차단, 낭막 차단 메커니즘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하고 7개 새로운 효과 개발
중인 약품, 3가지 임상시험 중인 약품, 예를
들어 렘데시비르(Remdesivir), 피모디비르(p

<항

코로나바이러스 활성화합물 신청유형>

imodivir)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 약물의 특허 정보에서 밝
혀진 데이터를 선별했음

전국 신종 폐렴 방역을 위해 지식재산권 종
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특허 정보를

생물약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잠재적 가치

분석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을 대

가 있는 특허 정보를 모두 제시했음. 백신

항하는 특허정보 연구보고서>를 발간함

에 대해서는 불활성화 백신과 핵산 백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개발방향을 명시했음.
진단 및 검사 기술에 대해 최근의 연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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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사례로 제시했음

코로나19 백신, 인체 주사 투여 단계 진입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일부 시사점을 제공했음.

중국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지원자

- 단기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약물의 새로

모집마감과 인체 투여가 3월21일에 이루어

운 효능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졌음. 각각 36명으로 구성된 지원자 3개 조에

특히 HIV 프로테아제 억제제 [protease i

투여 후 14일간 집중 격리 관찰이 진행됨

nhibitor], RNA 바이러스 중합효소 억제
제에 주목함. 인터페론 [interferon]: 중국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아데노바이

산 슈퍼 인터페론은 SARS 기간에 비교적

러스 운반체) 1차 임상시험은 유전자 공학

으로 뛰어난 항바이러스와 방호효과를 나

적 방법으로 구축되어 결함형 인간 5형 아

타냈음

데노바이러스를 복제하여 적재체로 하여 신

- 백신 : SARS, MERS 바이러스 백신에 사

종 코로나 바이러스 S 항원을 표현할 수 있

용된 항원 펩타이드와 유전자 조각을 참

음. 1차 임상시험은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

고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당 펩

성을 추가로 테스트함. 연구진은 에볼라 백

타이드와 핵산을 찾음

신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을 개발했

- 바이러스 검출 기술 : 검지 표적의 교체
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과

으며, 16일에 백신이 임상연구 등록심사를
통과해 임상시험에 들어갔음

의 결합 가능성을 연구하여 병원체 검출
의 정확도를 높임

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운반체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여 동물실험에서 안전성과 효

위에 데이터와 내용은 국가지적재산국 신종

과성을 보여줬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특허정보 분석과제팀

험이 빠르면 2주안에 안전성 데이터를 얻을

에서 발표한 것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이번 실험은 군사과학원, 의학연구원, 생물
공학 연구소와 강히노바이오회사가 주관하
중국지적재산권국

였으며, 백신은 중국공정원 원사, 군사의학

http://www.cnipa.gov.cn/zscqgz/1145991.htm

연구원 연구원 천웨이(陈薇)가 이끄는 연구
진에 의해 개발되었음

FINANCE
http://finance.ifeng.com/c/7v1wgMSj78

- 78 -

코로나19 주요동향

2020.3 Vol.77

공신부, 전염병 방역부문 5G 응용 강화
요구

공신부는 부문간 데이터 정보 공유를 강화
하고, 데이터 통합을 통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방역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음. 이와

공업과 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정보기술

동시에 인공지능, 5G 등의 응용을 더욱 추

서비스를 이용한 방역 실태 판단을 강조하며,

진하고 다분야 응용을 가속화하고, 방역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5G 기술 활용

힘을 보태고 있음

을 강화할 것으로 밝힘
빅 데이터의 경우, 공신부가 연일 업계 전문

봉황망

가를 모집하여 빅 데이터 컨설팅을 전개하

https://tech.ifeng.com/c/7u3q9FSweYo

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 상황 빅 데이터
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정보통신 기업을 통
해서 전국 특히, 주요 지역의 인적 유동을
집계하여 빅데이터 분석 통계로 방역을 위
한 세부 수치를 제공하고 있음
5G 및 인공지능 응용이 아파트 단지 인원
조사, 업체 생산 회복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 산시성(陕西)에서 방역 문의
로봇이 등장했고 의미 이해, 지식 그래프, D
NN(Deep Neural Networks) 등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질의응답이 가
능함.
또한 바이두는 무료 오픈 소스 마스크 안면
검사 및 분류 모델을 발표하였음. 5G+ 원격
합동 진료시스템은 이미 전국의 많은 병원
에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기차
역, 공항,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구 밀집한
구역에서는 5G+열선 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인원의 온도 측정 및 체온 모니터링을 실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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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스웨덴연구협의회, 연구기간 연장 등

카롤린스카 의대, 향후 코로나 진행 상황
예측 연구결과 발표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얀 알버트 교수(감
염의학)가 이끄는 연구팀이 스위스 바젤 대
학(Univ. of Basel)과 공동으로 수행한 코로
나19 사태 진행 예측 연구에서 현재 활발한
바이러스의 유행이 여름에는 잠시 소강상태
를 보였다가 2020년 연말 경 다시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연구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와 매우 가까운 형태의 기존 감기 바이러
스 4종(HKU1, NL63, OC43, 229E)의 데이
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였음.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는 이미 많이 축적된
상황이며, KI가 보유한 5만2천 명 환자 샘
플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관련 바이러스의
유행은 여름(7월-9월)보다 겨울(12월-4월)에
10배 높은 감염률을 보였음. 코로나19의 유
행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Albert 교수는 향후 대유행 데이터 분석에
있어 계절에 따른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스웨덴연구협의회(VR)는 모든 연구지원 사
업대상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연구가 지연
될 경우 유예기간(availability of period)을
허용하기로 함. 보통 연구비를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년도를 유예기간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는 연구
협의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또한 코로나19 관련 특별 연구지원 프로그
램 추진을 발표함.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바이러스 감염 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
구지원 사업을 공고 예정임. VR은 현재 스
웨덴 내 바이러스 관련 연구 현황을 집계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
당 분야 스웨덴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토론할 예정임

스웨덴연구협의회
https://www.vr.se/aktuellt/nyheter/nyhetsa
rkiv/2020-03-13-mojlighet-att-forlanga-dis
positionstiden-pa-grund-av-covid-19.html
https://www.vr.se/aktuellt/nyheter/nyhets
arkiv/2020-02-27-vetenskapsradet-gor-s
arskild-satsning-pa-virusforskning.html

카롤린스카 의대
https://news.ki.se/pandemic-likely-to-go-inwaves-researchers-say?_ga=2.130710346.41
7740088.1584958087-1688562399.157909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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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U

코로나19 백신 전쟁
백신 개발까지 약 12-18개월이 소요될 것이

EU, 코로나19 R&D 예산 지원 발표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가운데, 세계 도

연구부문 EU 집행위원 마리아 가브리엘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및 혁신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유럽집행위원회는 관련 연구과
제 지원을 위해 수억 유로의 예산을 가동할
것이라고 단언함

처에서 백신 개발이 치열하게 진행 중임
WHO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총 41개 연
구소와 제약회사 목록을 공유함.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Moderna(미국) : 지난 주(3월 16일)에
mRNA-127의 첫 임상시험이 있었음. 총

더불어 EU가 코로나-19 관련 기술 및 백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

45명의 참여자들은 6주간 3회에 걸쳐

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Horizon Europe 예
산을 포함한 다년도 예산에 대한 회원국들
의 승인이 시급하다고 호소함

- DIOSynVax(영국) : 유행성 독감 연구과

접종함
코로나19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 현재 코
로나19 백신 개발에 비약적인 성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동물

EU는 이미 코로나-19 관련 진단의학, 치료
제 및 백신개발에 137.5백만 유로를 배정하
였으며, EU집행위원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
방법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164백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실험 중임
- CureVac(독일) : 예방혁신연합(CEPI), 유
럽투자은행, 빌&멜린다 재단 등 다양한
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이며, 6월쯤 임상
시험 진행 계획임
이 밖에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중국 등
이 치열한 백신 개발 전쟁에 참여 중임

SCIENCE I BUSINESS
https://sciencebusiness.net/news/commi
ssioner-vows-hundreds-millions-coronav
SCIENCE ㅣ BUSINESS

irus-rd-and-calls-swift-deal-eu-budget

https://sciencebusiness.net/news/race-co
vid-19-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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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 영국혁신기구, 연구윤리위원회 발족 계획 발표

2. 호주
• 정부, ‘호주-인도 전략연구’ 지원

3. 국제기구
• UNESCO, 22차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5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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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영국혁신기구, 연구윤리위원회
계획 발표

2. 호주
발족

정부, ‘호주-인도 전략연구’ 지원
호주는 인도와 공동으로 ‘호주-인도 전략연구

영국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기금’을 통해 연구 당 최대 백만 달러(약 12

UKRI)는 2020년 여름을 목표로 연구윤리위

억)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함. 양국 연구자들이

원회를 발족하고자 함. 이번 위원회 발족은

공동연구를 실행하며, 연구자들끼리 직접 1:1

지난 2019년 봄 영국 내 대학, 연구기관 등

매칭이 이루어져야 함. 연구기간은 2023년까

이 서명한 ‘연구윤리협약(Concordat to Su

지 총 3년임

pport Research Integrity)’를 근거로 하고
호주-인도 전략 연구 기금(Australia-India S

있음

trategic Research Fund, AISRF)은 다음과
현재 영국 내 연구지원기관과 각 연구분야

같이 우선전략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기로 함

전문가들이 위원회가 제출한 운영 규정 등
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의 검토 내용이 올

Ÿ

인도-호주 과학기술 펀드 : 기후변화 완화
및 변화에 따른 적응 / 식량 생산, 저장

봄에 실질적 형태를 갖출 것으로 예상함

및 분배 / 광산 안정성과 효율성
UKRI 이사장 마크 왈포트 박사는 연구윤리

Ÿ

인도-호주 바이오기술 펀드 : 암 치료법

위원회 발족은 역동적이면서 건강하고 책임감

및 치료학 / 유전학 및 정밀 의학 / 해충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UKRI가

저항성 작물

중점을 두는 우선순위 중 하나임을 강조함
호주 연구자는 호주 소재의 회사, 비영리 기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시되는 법적 가이드라

관, 대중의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기관, 공동

인 등은 연구 관계자들의 수요를 잘 반영하

연구센터 등에 소속되어야 함. 공동연구자로

면서도 연구 수행 절차가 보다 성숙한 단계

참여하는 인도 연구자는 이도 과학기술부나

를 밟아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도 바이오기술부에 소속되어야 함

기대되고 있음
BUSINESS.GOV
UKRI

https://www.business.gov.au/Grants-and-

https://www.ukri.org/news/ukri-to-create-res

Programs/Australia-India-Strategic-Rese

earch-integrity-committee-by-summer-2020/

arch-Fund-AI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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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

박테리아 연구, 화학비료 절감 방법 연구)
Ÿ

북미 : 크리스티 안세티(생명과학, 콜로
라도 대학 석좌교수 / 세포 조직 재생

UNESCO, 22차 로레알-유네스코 여성
과학자상 5인 선정

및 약물 전달을 돕는 혁신적인 바이오물
질 연구, 공학과 생물학 접목 연구)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UNESCO는 22
차 로레알-유네스코 여성 과학자 5인을 선
정하였음. 올 해 수상자들은 생명공학기술,
생태학, 후성유전학, 역학 및 감염학에서 성

15명의 떠오른 연구자들은 신경과학, 생명
과학, 물리학, 환경과학, 재료공학 등에서
전도유망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레바논,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덴마크 등 출신임.

과를 거둔 우수한 여성 연구자들임

우리나라의 신미경 박사(성균관대 / 재료학)
5명의 수상자들은 10만 유로(약 1억3천만

도 1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됨

원)의 상금을 받았음. 5명 외에 떠오르는 미
래 과학자로 전 세계에서 15명의 여성 연구
자들도 선정되었음
UNESCO
https://en.unesco.org/news/22nd-loreal-u

5개 대륙별 수상자(이력)는 다음과 같음

nesco-women-science-awards-recognizes
Ÿ

아프리카 및 아랍 : 아브라 메히오 시바

-five-exceptional-women-researchers-life

이(레바논 베이루트 미국 대학 교수 / 노
령 인구,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의 보건
연구와 보건 및 사회 정책 프로그램 연
구)
Ÿ

아시아 태평양 : 피라다우시 카다드리(방
글라데시 출신의 선임 연구자 / 개발 도
상국 아동의 전염병 방지 및 이해 연구,
초기 진단 및 백신 연구)

Ÿ

유럽

: 에디트 허드(유럽 분자 생물연구

소장, 생물학자 / 전염병 감염 메커니즘
연구)
Ÿ

라틴 아메리카 : 에스페란자 마르티네즈
-로메로(생태학자,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교수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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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NSF-Simons Research Collaborations on the Mathematical and
Scientific Foundations of Deep Learning (Mo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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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A)

○ 목적 : 미 국립과학재단(NSF) 수학물리학국(MPS), 컴퓨터정보공학국(CISE)과 시몬스재단
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학자, 통계학자, 전기공학자, 컴퓨터 이론
연구자들의 연구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원 대상 : 수학, 딥러닝의 과학적 기초 등을 포함하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
춘 연구를 하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원생 및 학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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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지원 연구개발센터(FFRDCs) 소속 연구자는 부신청자로 참여 가능함.

○ 지원 방법 : NSF 규정에 의한 본 제안서 제출

○ 지원 금액
-총 2,000만 달러를 최장 5년 동안 2개의 프로젝트에 각 1,000만 달러 지원
-각 프로젝트의 첫 해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달러

○ 지원 신청 마감 :
- 지원 의향서: 2020년 3월 20일
- 본 제안서: 2020년 4월 30일

○ 관련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nsf.gov/pubs/2020/nsf20540/nsf205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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