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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및 주요 인사 활동 상황

  

가. 주요 인사 동향

  □ 오바마 대통령, 노벨수상자 백악관 초청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1일, 2010년 노벨상 수상자 Peter Diamond 

박사와 Dale Mortensen 박사를 백악관에 초청하여 수상을 축하하였

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탐색마찰(Search friction)을 연구한 성과로 노

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다른 두 명의 미국

인 학자들도 초대되었으나, 해외 방문 일정으로 이번 행사에는 참석하

지 못하였다. 동 행사에는 오바마 대통령 (2009 노벨평화상)을 비롯

하여 현 오바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역대 노벨 수상자인 에너지부

장관 Steven Chu (1997 노벨물리학상),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OSTP) 부실장 Carl Wieman (2001 노벨물리학상) 및 OSTP John 

P. Holdren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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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 동향

  □ 미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연방차원의 통합 에너지 정책 수립 강조

미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방정

부 차원의 통합된 에너지 정책을 통하여 에너지기술 개발의 가속화를 

추진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에서 매 4년

마다 세우는 전략계획 Quarennial Defense Reviews (QDR)를 모델

로 하여 Quarennial Energy Reviews (QER)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

처간 에너지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신 에너지기술의 보급․확산을 위

한 정부 지원을 늘려, 혁신적 기술의 상용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의 GDP대비 신에너지 투자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수익모델을 통해 

에너지 연구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 투자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 의료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모색 

미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Report 

to the President Realizing the Full Potential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to Improve Healthcare for Americans: the 

Path Forward"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의료정보기술 도입으

로 환자의 의료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통합된 의료정보를 통한 

medical interventions, 전염병 등 다양한 의학적 실험 연구가능, 의

료행정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기술하였다. 또한 개인정

보 유출을 방지하고 오용을 막기 위해 전자의료정보 사용허가의 범위

를 명확한 설정하여야 하며, 미 전역의 의료기관들이 전자의료정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연방정부의 데이터 송수신 기반설비

지원과 통일된 데이터 방식(universial exchange language)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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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 상대기관 동향

 □ 미 국립과학재단(NSF)  

    ○ 2010년 하반기 감사보고서 (Semiannual Report) 발표

NSF 감사실은 최근 6개월 동안의 NSF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1년 

NSF의 경영 과제로 미 경기부양책(ARRA)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프로

그램의 철저한 관리감독, 재단 경영진의 인적자원관리, 계약 행정 강

화, 윤리적 연구수행,  대규모 연구시설과 기구의 효율적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 지난 10년간 미국대학 박사학위 취득 순위 발표

      -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3위 

최근 NSF는 지난 10년(‘99-’09)간 미국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Doctorate Recipients from U.S. Universities: 

2009)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출신 미국박사 취득자들 

중, 상위 10개국 출신의 유학생들이 전체 외국 출신 박사학위 취득자

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같은 기간 

중국(35,520명), 인도(14,505명)에 이어 세 번째(14,051명)로 가장 많

은 외국 출신 박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했으며, 이공계 전공자의 비율

은 중국(93%), 인도(91%), 한국(7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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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관련기관 동향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 새로운 미 의회 구성이 과학계에 미칠 영향 논의

미 의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미 하원의 주도권을 잡게 되

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연구개발 예산을 비롯한 과학계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가 개최한 제 7회 

AAAS Leadership Seminar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행

사에서 참석자들은 새롭게 구성될 의회는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 프로그램과 기후변화관련 연구개발 프로

그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이중에서도 의

료와 환경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삭감될 것이라고 언

급하였으며, 이는 정부 기관뿐 아니라 대학과 산업계까지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