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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characteristic
and company size

2015 2016

(US$M)

Domestic R&D performance 355,821 374,685

Type of R&D

Basic research 21,792 24,644

Applied research 56,472 61,020

Development 277,558 289,021

Paid for by the company 296,677 317,731

Basic research 16,306 19,143

Applied research 44,344 48,806

Development 236,027 249,782

Paid for by others 59,144 56,954

Basic research 5,486 5,501

Applied research 12,128 12,213

Development 41,530 39,239

Source of funds

Federal 26,990 23,772

Other 32,154 33,182

Size of company
(number of domestic employees)

Micro companies

5–9 2,988 1,581

Small companies

10–19 5,680 4,958

20–49 10,249 9,662

Medium companies

50–99 11,509 9,298

100–249 13,602 14,875

Large companies

250–499 13,553 13,092

500–999 15,217 14,450

1,000–4,999 58,094 63,971

5,000–9,999 38,838 40,633

10,000–24,999 59,328 65,594

25,000 or more 126,763 136,571

Size of company
(# of domestic
employees)

Domestic
Net
sales
(US$M)

R&D
inten
sity
(%)

Domestic
employment
(thousands)

Total R&D

Micro companies

5–9 6,778 23.3 34 15

Small companies

10–19 25,795 19.2 111 37

20–49 100,067 9.7 323 75

Medium companies

50–99 113,696 8.2 413 69

100–249 271,388 5.5 764 101

Large companies

250–499 276,513 4.7 700 75

500–999 326,260 4.4 739 74

1,000–4,999 1,238,059 5.2 2,583 278

5,000–9,999 994,329 4.1 1,859 159

10,000–24,999 1,677,581 3.9 2,898 243

25,000 or more 4,161,406 3.3 8,869 395

1 R&D·ICT 정책 동향
□ 2016년도 미국 기업 R&D 투자 전년 대비 5.3% 

증가한 3,750억 달러

    미 국립과학재단(NSF)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가 9월2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미국 

기업들의 R&D 투자금액은 총 3,7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자체 조달자금에 의한 R&D 투자금액은 3,1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반면, 기업 외부

자금에 의한 R&D 투자는 2015년 590억 달러에서 

570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기업 R&D 투자 중 기초연구 투자금액은 250억 달러

로 전체의 7%, 응용연구 투자는 610억 달러로 전체

의 16%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77%는 개발 관련 투자

로 조사됐음.

    2016년도 미국 기업들의 국내 R&D 투자 중 67%인 

2,510억 달러는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 대부분(84%)이 기업자체 조달자금에 의한 것이

었음. 

    기업 외부자금에 의한 R&D 투자의 주요 재원은 연

방정부 지원금으로, 기업 외부 자금에 의한 R&D 

투자총액 570억 달러 중 240억 달러가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나타났음.

    기업 R&D 투자에 지원된 연방정부 자금 중 가장 많

은 160억 달러는 국방부의 자금이었으며, 연방정부 

지원금 중 92%는 항공우주 관련 제품 및 부품 R&D

에 투자된 것으로 조사됨.    

        

    미국 기업 중 중소기업들의 경우(종업원 수 5~249 

사이) 기업 R&D 투자 규모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의 매출액-R&D 투자 비율(R&D 강도)은 

7.8%였음. 

    종업원 수 250~2만4999인 사이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R&D의 53%를 차지, 관련 매출액-R&D 투자 비율

(R&D 강도)은 4.4%였음.  

    종업원 수 2만50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은 전체 기업 

R&D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의 매출액

-R&D 투자 비율(R&D 강도)은 3.3%로 나타났음.  

    미국 기업의 R&D 투자는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2016년 전체기업 R%D 투자 

금액의 33%를 차지, 다음으로 워싱턴(6%), 매사추

세츠(6%), 미시건(5%), 텍사스(5%), 뉴욕(4%), 일리

노이(4%)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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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미국 기업들의 2016년 

국내 총 매출액은 9조 달러로, 전체 산업분야의 R&D 

강도는 4.6%, 제조업 분야의 경우 3.3%로 조사됨. 

    제조업 중 R&D 강도가 높은 분야는 의약품(11.2%), 

컴퓨터 및 전자제품(9.8%), 항공우주 제품 및 부품

(7.9%) 등이었음.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과학 R&D 서비스(22.3%),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서비스(9%), 소프트웨어 출판

(8.5%) 순으로 R&D 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출처:미 국립과학재단 국립 과학공학통계센터(NCSE

S) https://www.nsf.gov/statistics/2018/nsf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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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을 위한 디지털 전환 동향 Top 10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19년 예상되는 디지털 

기술의 전환과 혁신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1. 5세대(5G) 통신: 2018년이 고정된 5G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이 시작된 해였다면, 2019년은 더욱 빠르고 

혁신적인 5G 모바일 통신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2. 챗봇(Chatbots): 챗봇은 자연어 처리와 감성 분석 

등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패스트푸드점, 대출 처리, 인력 채용 등의 서비스를 

사람 없이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임. 

    3. 커넥티드 클라우드(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소스 저장, 네트워킹, 보안 또는 애플리

케이션 구축을 원하는 기업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연결된 클라우드가 지속적으로 개발

되고 있음.

    4. 블록체인: 블록체인 채택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버전을 개발하는 것인데, IBM 등 선도적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5.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인공지능: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1%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처럼 데이터 분석 분야는 당분간 계속 

성장할 것이며, 데이터 관련 투자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어질 것임.

    6.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제(GDPR): 정보에 입각한 

고객들은 어느 기업이 데이터 보호에 진정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은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GDPR은 기업들이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임.   

    

    이외에도,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IoT), 소비자 기반 IT 서비스, 경영진의 변화 등이 

예상되고 있음. 

    출처: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danielnew

man/2018/09/11/top-10-digital-transformation-trends

-for-2019/#4b6aa773c303

□ 과학 연구자들의 국제적 이동현황과 문제점 

    RAND연구소는 109개국 2,465명을 대상으로 연구 

관련 목적의 해외 방문 또는 이주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이주

하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그러한 

국제적 이동은 연구 협력과 아이디어 개발 등에 

도움이 되며 개인적 수준에서는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답했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제적 이동 및 연구목적과 

연관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1. 응답자 3/4 연구 관련 해외 이동 경험: 해외 이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연구자 중 거의 절반이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1/5은 1년 이하 

단기 체류 경험이 있음. 

    2. 경력 향상과 국제 이동의 상관관계: 경력이 많은 

연구자들일수록 연구 목적의 해외 이동이 많은데, 

설문에 응한 선임급 연구자 5명 중 1명은 연간 5번 

이상 다른 나라를 방문했음. 

    3. 학생 및 연수생의 경우 연구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가능성이 적음: 연수생의 절반 이상이 연구 

목적의 해외여행 기회가 거의 없다고 답했으며. 또한 

이들은 중간 또는 선임 연구자들에 비해 국내에서 

훈련 받고 일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 정도 높았음.  

 

    4. 유럽은 특히 해외 이동이 많은 지역임: 유럽의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의 여행을 일정 수준보다 자주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대다수의 유럽 연구자들은 

1년 이상 외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음.

    5. 영국의 EU 탈퇴 및 미국 정치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 다수의 응답자들은 현재의 정치 환경이 연구를 

위한 국제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우려하고 있음. 

    6. 해외여행 및 이주비용 지원은 국제적 이동을 위해 

중요한 문제임: 응답자의 70%는 연구비 지원 기관, 

63%는 연구기관, 45%는 회의 주최자 등의 지원을 

받았다고 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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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프리카와 아시아 연구자들은 소속 기관보다 

지원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 아프리카와 

아시아 연구자들은 북미 및 유럽 연구자들에 비해 

연구 지원 기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8.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연구자들의 비자 문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연구자들은 단기 방문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으며, 연구 

목적의 해외 이주에서도 비자 문제에 직면한 비율이 

높음. 

    9. 해외 이주에서 가족 문제는 가장 큰 장애물임: 

응답자의 1/4 이상이 아이들의 안정된 환경 유지와 

학교 및 보육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외 이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답했음.  

    10. 국제 이동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국제 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응답자의 96%는 다른 국가의 방문 

또는 해외 이주가 연구에 혜택을 제공하며, 중요

하거나 필수적 요소라고 답했음. 

    응답자들은 설문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1. 아프리카 등 특정 지역 연구자들의 수요에 맞춘 

자금 지원, 연수생 및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해외 

연구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 

    2.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연구자, 특히 단기 여행자를 

위한 비자 취득 지원

    3.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는 것에 따른 문제, 일부 

연구자들의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이외에 일부 응답자들은 국제회의에서 보육 서비스 

제공, 빈번하고 단기적인 이동을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 시행, 더 많은 취업 정보 제공, 합리적인 비용의 

단기 주택정보, 은행계좌 개설, 식료품 구입 지원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음. 

    출처: RAND Corporaton https://www.rand.org/pubs/r

esearch_reports/RR2690.html

□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양자산업 개발 지원 

컨소시엄 출범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은 양자과학 및 공학에 

초점을 맞춘 컨소시엄을 이끌어 가기 위해 캘리포니아 

소재 비영리 독립 R&D 센터 SRI 인터내셔널과 협력 

연구 및 개발 협약(CRADA)을 체결했음.

    양자 경제 개발 컨소시엄(QEDC)은 글로벌 양자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대하고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및 센싱 분야에서 새로운 양자 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NIST의 월터 코팬 원장은 이 컨소시엄은 과학적 

발견과 개발에서 미국의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학계 및 산업 파트너 간의 자원과 양자 연구 

및 개발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정부와 민간 부문의 참여 조직으로부터 자금 지원

을 받는 QEDC는 양자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 

수요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공공-민간 부문의 조정 

기능을 제공할 것임.

    또한 QEDC는 연구 및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솔루션을 식별하고, 개발 노력 가속화를 위한 

이용 사례와 중요 과제를 강조하며, 효율적인 공급망과 

기술력 배양을 촉진할 계획임. 

    NIST 물리계측연구소의 칼 윌리엄스 소장은 새로운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통찰력은 NIST, 상무부 및 

나머지 연방 정부가 기본 R&D 포트폴리오를 확장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QEDC 참여 기관들은 양자장치 설계 및 프로토 

타이핑과 같은 어려운 R&D에 협력하고, 자원 공유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연방정부 및 다른 참여 기관

들의 연구 투자를 활용할 것임.

    잠재적인 기술 플랫폼 및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생성, 테스트 및 검증하기 위해 양자 엔지니어링 

기능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컨소시엄의 

목적에 포함됐음. 

    출처: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https://www.nis

t.gov/news-events/news/2018/09/nist-launches-conso

rtium-support-development-quantum-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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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ICT 연구 동향
□ 미 국립과학재단(NSF) 스마트 시티 및 커넥티드 

커뮤니티 연구 지원 

    미 국립과학재단(NSF)는 10월 4일 ‘스마트 시티 및 

커넥티드 커뮤니티’(S&CC) 연구를 위한 35개 기관의 

13개 프로젝트에 총 2,26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음. 

    또한 이날 NSF와 모질라(Mozilla)는 ‘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NSF 무선 혁신’(WINS) 프로그램에 

선정된 8개 프로젝트에 160만 달러 지원 계획도 전했음. 

    NSF의 컴퓨터 정보과학 및 공학실의 짐 쿠로세는 S&CC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및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

적인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그는 NSF-WINS의 과제는 지역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NSF의 일반

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전국의 연구팀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인터넷 연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NSF의 S&CC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연구원들이 직면한 과제를 파악 및 정의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

하도록 지원함.

    연구팀은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해 기술 및 사회적 

차원에 걸친 이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혁신 역량을 테스트 할 것임.

    올해의 S&CC 지원 대상으로는 공공안전, 지방 

인터넷 접속, 빗물 및 식수 관리, 지역사회 보건, 

교통 이용 가능성 및 안전, 인력 개발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선정됐음.

    NSF-WINS의 지원 대상으로는 허리케인, 지진 및 

기타 재해 지역의 그리드 솔루션 설계와 농촌 지역

에서 저렴한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설계 등이 선정됐음.

    출처: 미 국립과학재단(NSF) https://www.nsf.gov/news

/news_summ.jsp?cntn_id=296755&org=NSF&from=news

□ 슈퍼컴퓨터로 복잡한 하이브리드 재료의 광학 및 

열 특성 예측

     미국 듀크대학교 연구팀은      

     무기 구조에 의해 확장된 유기  

     분자로 만들어진 반도체의 전기  

     및 광학적 특성을 컴퓨터를 

이용해 예측했음. 

    학술지 Physical Review Letters 10월 4일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소위 하이브리드 

유-무기 합체(HOIPs)는 태양전지 및 LED와 같은 

광 기반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음.

    새로운 기술 개발에 따라 이 물질들의 정확한 모델을 

원자 단위로 제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자들은 

차세대 장치를 위한 새로운 물질 디자인을 연구할 

수 있을 전망임.

    HOIPs는 구성 성분인 유기물과 무기물의 장점이 

결합된 유망한 재료로서, 유기물질은 전기 전하를 

운반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반면에 무기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더욱 견고한 

기계적 강도를 제공할 수 있음.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각자의 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 장점이 모두 있는 하이브리드 

재료를 만들 수 있음. 

    그러나 전자 및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결정체 또는 필름이 구조적

으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음. 

    특정 HOIPs는 유기 및 무기적 구성 요소가 정돈 된 

계층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연구팀은 원자 수준에서

의 동작을 컴퓨터 계산으로 예측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음.

    연구팀은 일반적인 종류의 물질에서 물질 공간을 

파악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향후 목표라면서, 개념

증명을 통해 이러한 계산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그것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Duke University https://pratt.duke.edu/about/n

ews/predicting-perovsk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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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이 제공하는 세포 생물학 분야의 새로운 

통찰력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가 이끄는  

     학제 간 연구팀은 머신러닝   

     기술을 차세대 RNA 시퀀싱과  

     함께 이용해 세포의 내부작용과 

환경 스트레스 반응을 규명했음.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10월호에 게재된 

연구에 참여한 텍사스대와 프린스턴대, 오하이오대 

공동 연구팀은 세포 RNA 내의 영역을 식별하고 

표적화할 수 있는 감지 기술을 개발했음.

    지금까지 세포 내 RNA가 다른 주요 분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RNA가 주어진 시간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 하에서 

유전자 활동을 변화시키는 많은 세포결정에 기초한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음.

    연구팀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최적화함으로써 

일상적인 세포 기능을 수행하고 살아있는 세포 내

에서 화학적 및 분자적 변화를 관찰하는 데 중요한 

핵심 RNA 분자의 영역을 더욱 잘 확인할 수 있었음. 

    연구팀은 머신러닝 기술이 세포에서 촉매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의 처리량 

식별 및 표적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음.

    또한 연구팀은 이전 실험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실험 디자인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고리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음.

    일단 합성 RNA 센서가 특정 영역의 표적 RNA에 

성공적으로 결합하면, 센서가 펼쳐져 연장된 RNA 

사슬을 생성해 연구자가 세포에서 RNA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음.

    연구진은 새로운 접근법이 광범위한 생물 공학 및 

의학에 응용할 수 있어 세포 행동, 표적화된 RNA 

치료 약물 또는 생물의학 연구 응용을 위한 스크리닝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출처: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ttps://che.utex

as.edu/2018/10/04/machine-learning-provides-new-in

sights-into-cellular-biology/

□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 100배 더 빠른 전기광학 

레이저 펄스 개발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의  

    물리학자들은 일반적인 전자   

    장치를 이용해 기존의 초고속  

    (ultrafastt) 레이저보다 100 배 

더 빠르게 펄스를 발생시키는 레이저를 개발했음.

    이러한 기술 개발은 실시간으로 생물학적 물질을 

이미지화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응용 분야에서 초고

속 과학의 이점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

고 있음.

    학술지 Science 9월 28일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은 열을 발생시키는 간섭을 줄이기 위한 

필터링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 방법이 없으면 전자적

으로 합성된 빛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음.

    초고속(ultrafast)이란 1조분의 1초부터 1,000억분의 

1초 동안 지속되는 동작을 의미하는데, 이는 나노기술 

분야에서 말하는 나노 단위보다 더 빠른 것임.

    NIST의 새로운 전기 광학 레이저는 광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연속파 레이저에 마이크로파 전자 진동을 

추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빛에 펄스를 연결시킬 수 

있음. 

    연구팀은 초고속 펄스로 생물학적 시료를 조사하면 

이미지화 및 화학적 구성 정보가 모두 제공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이미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음. 

 

    NIST애서 개발한 레이저는 마이크로 웨이브 속도로 

광 펄스를 생성하며, 각 펄스는 마이크로 칩 도파관 

구조를 통해 지향되어 주파수 빗(frequency Comb)에서 

더 많은 색상을 생성할 수 있음.

    연구팀은 전기광학 레이저는 기존 레이저와 비교할 수 

없는 정확성과 안정성 및 속도를 제공하며, 상업용 

통신 및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음. 

 

    출처: 미 표준기술연구원(NIST) https://www.nist.gov/

news-events/news/2018/09/nists-electro-optic-laser-

pulses-100-times-faster-usual-ultrafas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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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대 연구팀, 이식 가능한 생분해성 장치로 

신경 재생을 촉진하는 기술 개발

       미 워싱턴대와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쥐의 손상된 말초 신경에  

    규칙적인 전기 펄스를 전달하는 

이식 가능한 생분해성 장치를 개발했음.

    학술지 Nature Medicine 10월 8일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이 장치는 동물의 다리를 다시 자라게 하고 

신경 기능과 근력을 빨리 회복하도록 도와주며 몸에 

완전히 흡수되기까지 약 2주간 작동이 지속됨.

    일반적으로 의사는 말초신경이 손상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와 진통제를 처방하며, 심한 경우

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손상된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 회복을 돕는 것임.

    연구팀은 전기 자극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수술이 끝나면 자극을 전달하는 것도 멈추는데, 

이 장치를 사용하면 예정된 전기 자극으로 신경 

회복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음.

    뇌와 척수의 신경 세포와 달리 팔, 다리, 몸통을 

관통하는 말초신경은 손상 후 재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적 자극을 활용하여 성장 촉진 단백질의 

방출을 유발해 신경세포의 자연적 능력을 높이고 

더 빨리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음.

    손상된 부위에 며칠 동안 전기 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장치는 휴대폰 충전 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체 외부의 송신기를 통해 무선으로 전원이 

공급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음.

    연구팀은 현재 신경회복의 극대화를 위해 전기 

자극을 주는 이상적인 시간을 조사하고 있으며, 

장치의 재료 구성과 두께를 다양화함으로써 장치가 

분해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 기술은 아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말초

신경 손상을 치료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출처: University of Washington https://medicine.wus

tl.edu/news/implantable-biodegradable-devices-speed

-nerve-regeneration-in-rats/

□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한 지구 온난화 대책

으로서의 산림 연구 

      Scientific American에서 따르면  

    60여명으로 구성된 국제 연구팀은  

    지난 8년 동안 16종의 다양한   

    나무 15만 그루 이상을 심은 후 

관찰을 통해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음. 

    학술지 Science에 게재된 연구의 실험 결과 다양한 

나무가 있는 지역이 한 가지 나무만 있는 지역에 

비해 2배 많은 탄소를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학자들은 유엔 보고서에서, 현재의 기후정책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정도를 섭씨 1.5도 이하로 억제시킬 

방법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의 감소만으로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공기로부터 탄소를 

빨아들이는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연구팀은 하이테크 이산화탄소 제거 솔루션이 현재 

개발 중에 있지만, 숲의 '자연적 기술'은 현재 탄소 

균형 달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대기 중 

탄소 제거 및 저장 수단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이라고 강조했음.

    산림은 현재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4분의 1을 

흡수하고 있지만, 산불 및 기타 사태로 인해 산림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정치권의 무관심 탓에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금(LWCF)의 소진으로 인해 숲 보존을 위한 프로

젝트가 중단된 상황에 처해있음.

    연구팀은 LWCF를 통해 도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미 남동부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농지 확보를 이유로 많은 나무들이 사라진 미시시피 

강 하류의 조림 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출처: Scientific America https://www.scientificameri

can.com/article/diverse-forests-capture-more-carb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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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식품의약품청(FDA) 핑거 테스트가 필요 없는 

새로운 혈당 측정기 승인 

  미 식품의약품청(FDA)은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는 핑거 테스트   

  없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승인했음. 

    기존 모델은 사용자가 매일 두 번 혈액을 테스트하는 

데에 있어서 손가락을 찌르는 통증과 테스트 용품의 

비용은 인슐린 관리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어렵게 해왔음. 

    애보트(Abbott)서에서 개발한 FreeStyle Libre Flash 

Glucose Monitoring System이라는 새 장치는 팔꿈치 

윗부분에 부착한 작은 센서를 이용하고 있음. 

    당뇨병을 앓고 있는 3천 만 명의 미국인 중 대부분은 

표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일 여러 개의 손가락을 찌르는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의 혈당 수치만 확인할 수 있음. 

    다양한 당뇨병 관련 장치 제조업체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고급 신진대사 

관리 연구소(Advanced Metabolic Care and Research 

Institute) 관계자는 이 장치의 기술로 혈당을 안전

하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음. 

    혈당치가 너무 높으면 장기가 손상되어 심장마비, 

뇌졸중, 실명 및 신체 절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매우 낮은 혈당은 발작, 혼란 및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음.

    Abbott의 장치는 1형 또는 2형 당뇨병이 있는 성인

에게 사용이 승인됐으며, 수개월 내에 미국의 약국

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장치의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이 제품은 인슐린 펌프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도록 

피부에 착용하는 장치인데,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한 

제품 개선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음.

    출처: StatNews https://www.statnews.com/2017/09/28

/fda-approves-blood-sugar-monitor-without-finger-p

r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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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 동향
□ 미국 대도시 지역 스타트업의 크라우드 펀딩 현황 

조사 결과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은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의 창업률은 장기적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의 역동성은 여전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 상태임.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젊은 기업이 중요하다는 점

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 고성장 사업 및 벤처캐피탈 투자와 관련된 

추세를 면밀히 관찰 해 왔음.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킥스타터(Kickstarter) 플랫폼

의 프로젝트는 예술설치, 비디오 제작 또는 만화책

과 같은 일회성 활동(one-time activity)과 혁신적인 

장치, 인디게임 및 패션 디자인 등 벤처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ongoing activity)으로 

분류할 수 있음. 

    킥스타터 프로젝트의 2/3 이상이 일회성 활동에 

속하며, 이들 활동은 지속적인 활동에 비해 성공률이 

높지만 프로젝트 당 모금액은 지속적 활동의 경우가 

거의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적인 분석에 따르면, 킥스타터 자금모금과 벤처 

캐피털 투자, 그리고 성공적인 킥스타터 프로젝트와 

고성장 기업들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됐음.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킥스타터 자금모금은 

벤처캐피털 투자에 비해 지역적인 다양성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음. 

    

    2017년의 경우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의 절반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2개 대도시에 집중됐고, 5개 

대도시 지역이 전체의 81%를 차지했음.

    이에 비해 킥스타터 자금 모금액 상위 5개 도시의 

경우 전체 지원자금의 46%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지역 편중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음.

    출처: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research/

hidden-entrepreneurs-what-crowdfunding-reveals-a

bout-startups-in-metro-america/

□ 주요 차트로 보는 올해 미국 벤처 캐피털 활동 

    2018년 2분기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내용 

중 주요 차트를 통해 분석한 올해 미국 내 벤처 

캐피털 활동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2018년 2분기까지 미국의 벤처 캐피털 지원 기업에 

575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지난 10년 중 6년 

동안의 연간 총액을 초과하는 수치임.

    

    

    올해는 5년 연속으로 1,500건 이상의 거래가 사모 

투자(PE) 회사를 포함한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PE 회사들은 올해 2분기까지 

368개 벤처캐피털 투자에 참여했음.

    

     계속되는 하락 예측에도 불구하고, 엔젤 및 시드 

시장은 2018년 상반기 동안 안정적이었는데, 이들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거래 

건수는 2015년과 2016년보다 감소 속도가 느려졌음. 

    

    초기 벤처 투자는 계속 증가해 2분기에 115억 달러에 

달했으며, 평균 거래규모는 10년 최고 수준인 1,800만 

달러로 증가했음.

    출처: Pitchbook https://pitchbook.com/news/articles/us-

venture-capital-activity-so-far-this-year-in-15-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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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가상현실(VR) 기술은 가능성을 넘어 현실의 

기술로 정착  

    가상현실(VR) 업계는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와 

혁신을 겪어 왔으며 많은 신흥기술들이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VR시장은 사람들에게 

“가능성 있는” 분야로만 여겨지고 실제 성공 

여부에 대한 확신을 주지는 못했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VR기술이 현재 시장 내에서 

어떠한 제품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지만 최근 VR산업은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을 깨기 시작하며 성공 사례들을 보여

주고 있음.

    VR기술의 도입이 가장 성공적인 분야는 교육 및 

훈련 분야로서, 미국 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월마트는 직원 교육에 VR을 도입했음. 

    월마트는 가상현실 장비인 Oculus Go를 17,000대 

구입해 미국 내 매장들에 보급했으며, 또한 이 회사는 

가상현실 앱 제조사인 Strivr과 협력해 직원 교육에 

사용되는 앱을 개발했음. 

    월마트 외에도 BMW의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들은 

VR을 통해 디자인을 실제 차에 적용시켜보며 보다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3D모델을 사용해 비행기 정비시간을 

86퍼센트로 줄였음.

    자동차 회사 포드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차 사고 상황에서 사람들의 

부상을 70퍼센트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기도 했음.

    이처럼 2018년에 들어서는 가상현실은 더 이상 

“가능성” 있는 분야가 아닌 이미 현실에 성공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로 자리 잡았음. 

    이러한 기술들의 활발한 사용은 더욱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며 VR시장의 큰 성장을 

예고하고 있음.

    출처: VentureBeat https://venturebeat.com/2018/10/0

9/in-2018-vr-stopped-having-potential-and-started-

being-real/

□ 2019년 Top 10 스타트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필수이며, 최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는 기업 성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아이디어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 관리로서, 소셜미디어는 최근 기업들의 홍보용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관리할 

시간 및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 매체를 통하여 다른 

사업체들의 홍보 및 판매를 도와주는 서비스의 

인기가 예상됨. 

    또 다른 유망한 아이디어로는 휴대기기 수리플랫폼이 

있는데,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태블릿 및 스마

트폰과 같은 여러 기기를 소유하고 거의 항상 사용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수리서비스는 전망이 밝음.

    휴대용 기기는 통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비즈

니스에도 사용되는 만큼 이러한 기기들의 파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사용자들이 휴대용 기기 수리에 필요한 부품들을 

주문하거나 수리 설명서 등을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

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임. 

    온라인 교육 또한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서비스 중 

하나인데, 온라인 수업 및 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

를 만드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임. 

    사람들은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훌륭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Udemy, 

Coursera와 같은 플랫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따라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며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망 사업 분야임. 

    출처: Medium.com https://medium.com/swlh/10-top-b

usiness-ideas-for-startups-1d8d1935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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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동향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양자 연구개발 보고서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산업계가 참여

하는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 등을 포함하는 미국의 

양자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조정계획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음. 

    백악관에서 지난 9월 말 개최된 양자정보과학(QIS) 

회의에는 정부, 기업, 학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

는데, 이 자리에서 마이클 크라시오스 OSTP 부국장

은 전문성과 리더십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양자과학 및 기술의 놀라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날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핵심 

의제는 다음과 같음.

    -국가적 양자과학 전략개발

    -양자과학 분야의 전문인력 개발지원  

    -다양하고 역량 있는 양자정보과학 생태계 개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QIS보고서의 국가전략개요에서는 미국의 

양자컨소시엄 구축을 핵심사항으로 확인했음. 

    신흥 양자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컨소시엄은 

양자기술 공동연구센터에 대한 투자 증대 뿐 아니라 

수요와 장애물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예비경쟁 연구 

조정을 위한 영역 및 기술이전 메커니즘 간소화 등

을 포함하고 있음.

    이 회의 직후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은 양자 

개발전문 비영리연구소인 SRI 인터내셔녈과 양자과학 

및 엔지니어링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음. 

    NSTC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양자컴퓨팅 개발 등에 투자를 계속해왔으나 최근 

유럽, 특히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음. 

   출처: Optics.org http://optics.org/news/9/10/8

□ 미 공군 중소기업혁신연구 및 중소기업기술이전 

프로그램을 통한 클라우드 기술 개발   

    미 공군이 시행하는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및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분야는 핵심적인 부분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보안기능

으로 공개 키 인프라를 사용하는 공통액세스카드 

인증과 자동화된 네트워크 취약성 검색, 구성평가 

및 네트워크 검색을 제공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이 포함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Solid State Scientific은 3년 

동안 1~2단계 과정을 완료했는데, 15만 달러에 계약한 

1단계는 클라우드 호스팅 응용프로그램에서 공군 

사용자가 요구하는 신뢰와 보안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초기연구가 주제였음. 

    가상 사설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초기연구에 75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2단계사업 역시 개발 

작업을 마쳤으며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과정

까지 완료된 상태임.

    미 공군연구소 정보국의 매튜 세이버는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의 작업은 향후 보다 신속한 응용프로그램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예를 들어, 가상 환경에 대한 보안기술 실행 가이드

라인(STIG) 구현 자동화 및 검색, 안티 바이러스, 

로깅 및 인증과 같은 기업용 서비스개발과 응용 

프로그램 보급 등이 포함됐음. 

    Solid State Scientific는 공군라이프사이클 관리센터

와의 추가계약에 따라 상업용 클라우드의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마이그레이션 및 유지 관리하는 

세 번째 단계를 진행 중임.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임무 위임자의 요청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AWS GovCloud 

환경의 가상 사설클라우드 아키텍처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운영 권한(ATO)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

    출처: Defense Systems https://defensesystems.com/a

rticles/2018/09/26/usaf-paa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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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6만 건 오픈소스 커뮤니티 OIN에 

공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열린 발명네트워크’(Open 

Invention Network: OIN) 가입을 발표하며 6만 건 

이상의 특허를 오픈소스로 커뮤니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음. 

    OIN은 역사상 가장 큰 특허침해 방지 커뮤니티이며 

기업들 간에 라이선스를 상호교차 체결해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OIN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입하기 전에 2,650명의 

커뮤니티 회원 및 1,300건 이상의 글로벌 특허 및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회원들 중에는 

구글, IBM, Red Hat 등과 같은 대기업들 또한 포함

됐음.

    OIN의 CEO인 키스 버겔트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오픈소스로 개방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들은 

Android, Linux, OpenStack과 같은 이전의 오픈소스 

기술들과 관련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참여는 

오픈소스 특허들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의미라고 밝혔음.  

    2014년 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ndroid 특허로만 34억 

달러를 벌어 들였던 사실을 감안할 때, 마이크로

소프트의 특허공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 

가능함.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기로 

한 6만 건의 특허는 경제적 가치 면에서 실로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음.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자 최고정보재산자문관인 

에릭 앤더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OIN 가입은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음. 

    또한 그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진화하고 고객 및 다른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출처: ZDNet https://www.zdnet.com/article/microsoft

-open-sources-its-entire-patent-portfolio/

□ 첨단기술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린 상용화’ 

    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제적 압력으로 인해 신속한 

혁신이 확산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즉 린(lean) 상용화를 제안하고 

있음. 

    이 프레임워크는 린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의 변화를 추구

하고 있음. 

    또한 이 방법론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조 및 마케팅 등을 고객이 수용하는 동안 소요 

자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음.

    린 상용화 프레임워크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상용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개발됐으며, 

보고서에서는 첨단기술의 상업화 이론 및 실천에 

기여하고 린 상용화 프레임워크의 실제적용을 위한 

절차를 제시했음.

    린 상용화는 희소하고 민첩한 상용화 지식을 결합한 

것으로, 주요 목표는 기술기업가와 기술기반 기업이 

엄청난 자금과 기타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이를 통해 사용자는 첨단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신속하게 검증 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시범을 

통해서 배우고 동시에 기술에 대한 시장과 고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아울러 잠재적인 기업가, 과학자 및 엔지니어가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린 상용화는 사례연구 방법론을 통해 개발됐기 

때문에 한계도 있는데, 이 방법은 결과를 일반화 

하는 능력에 제약이 있음.

    이 모델은 또한 핀란드를 전제로 개발된 만큼 다른 

국가에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정책, 환경 

등 요소에 따라 한계가 발생할 수도 있음.

    출처: Timeview https://timreview.ca/article/1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