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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베이커연구소, 의회에 미국의 R&D 투자 중요성 

강조하는 서한 전달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과학 보좌관을 역임한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의 닐 레인 선임연구원은 미 

의회 상하원 과학, 기술 및 예산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보낸 미국의 R&D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

한 내용을 공개했음.  

    서한에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R&D 경쟁 상황을 

지적하며, 혁신을 통한 경쟁이 계속 심화되는 글로벌 

추세 속에서 미국이 강력한 과학 기술 리더십을 확

고히 하기 위한 네 가지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음. 

    1) 인적 자원

          

    미국 전체 과학 기술 인력의 약 30%, 공학 교수진

의 50% 이상이 외국 태생이며,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과학 및 공학 교수들의 약 50%가 아시아인

이고, 국제적 협력에 대한 개방성은 역사적으로 미

국의 기업과 대학을 풍요롭게 했음. 

    대부분의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공계에 관심을 갖는 미국 젊은이들이 매우 적음. 

중국의 경우 공학 학사학위가 전체 수여되는 학사

학위의 33%를 차지하며, 유럽에서의 그 비율은 1

5%이고, 미국에서의 비율은 6.3%에 불과함.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들에 지원을 크게 늘

리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은 주 정부 및 연방정부

의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민간기관들의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과 매우 대조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음. 

    2) 지식 자본

 

    지식 자본의 척도 및 연구의 질 평가 기준으로 중

요시되는 주요 국제 학술지의 경우 중국 과학자들

의 논문 출간과 인용이 크게 증가하며 연구의 질 

향상 추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 

    연구 성과 및 그 이용 지표로서 중요한 특허 출원 

면에서도 이미 2006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는

데, 이는 향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이를 통해 예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함. 

    3) 혁신 생태계

 

    중국은‘메이드인 차이나 2025’등 주요 분야에서의 

국가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전략을 

시행 중이지만 미국은 연구 개발을 위한 장기 전략

도, 필요한 메커니즘과 연구 투자 우선수위 설정을 

위한 정책 수단도 없음. 

    이러한 양국 간의 차이는 2018년 국제 지적재산권

기구(WIPO)의 혁신경제 순위가 미국은 4위에서 6위

로 하락하고, 중국은 22위에서 17위로 상승하는 것

으로 이어졌음. 

    4) 재정 자본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R&D 지원금 

역시 지난 1년 동안 20% 이상 감소했고, 2020 회

계연도 예산안에서도 대폭 감소할 전망임.

    5) 정책적 권고

    -국가의 R&D 투자(공공 및 민간)를 현행 2.7%에서 

5년 내 3.0%, 10년 내 3.3%까지 증대. 

    -연방 기초 연구 지원을 매년 4% 이상 증가시켜 20

32년까지 GDP 대비 투자 비율을 현재보다 50%까

지 늘리도록 함.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관리예산국(OMB) 

및 정부 과학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연방 통합 R

&D 투자 계획을 마련. 

    -연방정부의 연구 개발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자본예산 책정 절차 확립.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인 H1-B비자 수를 2배로 

늘리고, 직계 가족 동반을 즉시 허용.

    -각 대학은 지적재산에 대한 정책을 개정해 지적 

재산권법의 목적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출처: 미 라이스대 메이커연구소 https://www.bakeri

nstitute.org/research/importance-science-funding-let

ter-congress/

1 과학기술R&D·ICT 정책 동향



 KOREA-U.S. SCIENCE COOPERATION CENTER                                                                                 2019 June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S&T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ReportS&T Analysis Report

- 2 -

□ 과학 공학 연구 출판물 동향: 2017년 중국이 미국에 

근소한 우세 유지 

    과학연구활동의 평가지표 역할을 하는 전문 학술지, 

책, 학술회의 발표문 등 세계 과학 및 공학 출판 

실적에서 미국이 전체의 17%, 중국이 19%로 1, 2 위

를 차지함. 

    2017년의 경우 중국은 총 45만7,000건으로, 미국의 

42만4,000건에 앞섰으며, 다음은 인도(12만2,000건), 

독일(10만6,000건), 영국(9만9,000건), 일본(9만8,000건) 

순이었고,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한국 등 9개국

이 상위 여섯 국가와 더불어 전체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연구 출판물의 증가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들은 호주, 

한국, 브라질, 중국, 러시아 등이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증가

율을 기록했음. 

    과학 및 공학 출판물의 연구 분야별 분포에서는 전체 

출판물의 37%가 의료과학, 생명과학 및 생명과학 

관련 분야들이었으며, 공학 분야 출판물이 전체의 

18%를 차지함. 

    과학 및 공학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국제적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협력 하에 출판된 논문의 

비율이 2007년 17%에서 2017년 22%로 증가했고, 이러한 

국제적 연구협력에서 미국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과학 및 공학 논문 피인용 지수 상위 1%에 포함된 

연구 출판물의 국가별 비율은 미국이 가장 높고, EU, 

중국 순이며 중국이 최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

고 있음.  출처: 미 국립과학재단 https://www.nsf.go

v/statistics/2019/nsf19317/

□ 2017년 미국 과학, 공학, 보건 분야 석사 및 박사 

과정 현황

    미 국립과학재단(NSF)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의 과학, 공학 및 보건(SEH) 전공 대학원생 및 박사 

후 과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SEH 분야

에 총 64만9,112명이 석사 및 박사과정에 등록되어 

있음. 

    전체의 58%가 석사과정, 42%가 박사과정이며, 공학

(16만5,581명)과 보건(6만7,963명)을 합친 것보다 많은 

41만5,568명이 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전공별로는 임상의학의 85%, 컴퓨터 및 정보과학의 

84%, 산업 및 제조공학의 77% 등 석사과정 비율이 

높은데 비해, 물리과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등은 

석사과정이 전체의 1/3 이하로 비율이 낮았음. 

    2017년 가장 많은 석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한 상위 

3개 분야는 컴퓨터 및 정보기술(IT), 사회과학, 생물

의학 등이었고, 박사과정 학생이 가장 많은 상위 3개 

분야는 생물의학, 물리과학, 사회과학 순이었음.

    박사과정의 87%가 풀타임으로 등록한 것에 비해 석

사과정 중 풀타임 등록 비율은 65%였고, 생명공학, 

금속재료공학, 기타 보건 분야 등에 풀타임 석사과

정이 가장 많고, 생화학공학, 화학공학, 물리과학, 수

학 및 통계학 등에 풀타임 박사과정 비율이 높았음. 

    학비 조달을 위한 재원은 학위 과정에 따라 차이가 

커서, 석사과정의 67%가 자비로 학비를 마련하는 

것에 비해 박사과정의 경우 자비 조달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했음.  

     박사과정의 절반 이상인 58%가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1차적 재원이 연방정부

지원인 경우는 25%였고, 이 중 65%가 국립과학재단

(NSF) 및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지원을 받고 있음. 출

처: 미 국립과학재단 https://www.nsf.gov/statistics/2

019/nsf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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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5G 잠재력 달성을 위한 트럼프 정부의 전략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5월30일 무선 

주파수 연구개발(WSRD) 우선순위 보고서와 신흥 

기술 및 비 연방 주파수 수요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발표했음.

    미국의 통신 관련 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통신 

사업자들은 2,750억 달러를 투자해 5G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및 5,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계획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자율주행차량과 원격의료, 

공공안전 통신 네트워크 등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교환 촉진에 중요한 5G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WSRD 보고서에서는 단기적·장기적 목표 모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속 가능한 전략과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보다 더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 보고는 효율적 전략을 

위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음.

    1) 여러 대역의 주파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롭고 향상된 무선 주파수 기술개발을 통해 연방 

및 민간 부문의 주파수 사용성 개선.

    2) 주파수 환경이 계속 혼잡해지고 경쟁이 치열

해짐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실시간에 

가까운 네트워크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3) 안전한 자율 주파수 결정 과정을 통한 주파수 

효율성 및 효과 향상.

    신흥기술 보고서에서는 5G 네트워크에 의해 활성화

된 신흥기술에 따라 주파수의 비 연방적 수요 증가 

문제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했음.

    보고서는 또한 자율주행차량, 공장 자동화, 원격 

의료는 물론 스마트 시티, 정밀농업, 커넥티드 홈을 

위한 네트워크 등 상업적 목적 및 우주 기반 기술

에서의 주파수 활용에서도 미국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음.    출처: 미 백악관 과학기

술정책국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ensuri

ng-america-reaches-its-5g-potential/

□ 국제관계의 안정을 위한 과학외교의 핵심적 역할 

가능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교라 하면 국가가 자신을 

대표하고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상하는 것으로 

신문 1면에 실리는 국가들 간의 치열한 고위급 회담 

같은 것을 주로 생각함.

    과학외교는 이와 달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물론 

토착지식을 포함한 과학 관련 여러 세대에 걸쳐 

드러난 공통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는 

오늘날의 주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토대를 제공함.

    과학 외교는 또한 혁신을 통한 환경보호와 사회 

복지의 균형을 맞추면서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고, 

각 국가들은 자원 기반 경제를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은 외교적 과정의 객관성과 포괄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지도자

들은 정보에 입각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과학

외교에 의존하고 있음. 

    최근의 이란 핵 협정에서 과학외교는 합의 타결의 

배경으로서 국가들 간의 공통된 이익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자들의 전문지식에 의존했고, 정치적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음.

    다른 나라 과학자들 사이의 연구협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SESAME는 중동 최초의 국제 연구 센터

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과학자들의 협력을 위해 

출범했으며, 유럽의 CERN 입자 가속기는 1950년대

부터 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과학적 협력의 가치를 

입증해 왔음. 출처: The Conversation http://theconv

ersation.com/could-science-diplomacy-be-the-key-to

-stabilizing-international-relations-8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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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과 여성 연구자 사이 연구비 지원 제안서 사용 

용어 차이 발견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조사 결과, 연구비 지원 

심사자들이 여성에 비해 남성 연구자들의 연구 

제안서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나타났음.

    미 국립경제연구국은 남성과 여성이 연구비 지원 

신청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이 연구는 여성들은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특정한 단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자들은 덜 정밀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음. 

    비록 그러한 단어들을 포함하는 제안서가 더 나은 

연구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지원금 배분을 결정

하는 평가자들은 광범위한 용어들을 사용한 제안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 연구는 분석했음.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Academic Affairs and 

Diversity 에 근무하고 있는 쿠헬리 뒤트는 남성들이 

그들의 성과를 자랑하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들은 진술방법에 있어 더 신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음.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이‘통제’, ‘감지’, ‘박테리아’와 같은 

“넓은” 의미의 단어들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들은 ‘커뮤니티, ‘두뇌’와 같은 

더 “좁은” 의미의 용어 또는 더 많은 특정주제에 

관한 용어를 선호했음. 

    연구팀은 이러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여성 심

사자들이 남성 연구자들의 제안서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확인됐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여성 심사자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음. 

    출처: Nature,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

6-019-01402-4

□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발견과 혁신을 

위한 18개월 계획’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켈빈 드록마이어 

국장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과학진흥협회

(AAAS) 과학기술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발견과 

혁신을 위한 18개월 계획에 관해 설명했음. 

    그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조만간 OSTP 내에 학술

활동 담당 부국장을 임명할 것이라면서, OSTP의 

근본적인 임무는 미국의 과학기술계가 세계를 선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드록마이어 국장은 인간 대상 연구와 방사선 안전 

등과 관련된 특정 준수 요건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학자와 공학자 그리고 연구자들의 연구를 불필요

하게 저해함으로써 과학적 진보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준수 요건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음.

    또한 그는 OSTP가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30

년 앞을 내다보는 작업으로서 OSTP로써는 처음이라 

했음. 

    그는 2019년 AAAS 연례총회에서 백악관 과학고문

으로 확정된 후 발표한 첫 연설에서처럼 민간 기업

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그러면서도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출과 위험도가 높고 

보상성이 높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했음.

    드록마이어 국장은 기업, 정부, 학계, 비영리 단체 

등 네 가지 부문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체제를 

매우 영향력 있는 요소들의 연결된 집합으로 생각

해야 한다고 말했음.

    연설 후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인공지능, 양자정보

과학, 첨단 제조 등 투자 우선순위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음.  출처: 미 과학진흥협회(AAAS)  

    https://www.aaas.org/news/white-house-science-advi

ser-outlines-game-plan-grow-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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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R&D·ICT 연구 동향

□ 머신비전과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3-D 프린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스타트업 잉크빗(Inbit)은 기계  

    에 눈과 뇌의 기능을 부여함로  

    써 기존 3D 프린터의 제약을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이 기업은 이전에 한 번도 인쇄된 적이 없는 수많은 

제품에 3D 인쇄의 장점을 부여하기 위해 본사의 

잉크젯 3-D 프린터를 머신비전 및 머신러닝 시스템과 

결합했음.

    비전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물체가 인쇄되는 동시에 물체의 각 층을 포괄적으로 

스캔하며, 머신러닝 시스템은 그 정보를 사용해 

물질의 뒤틀림 현상을 예측하고 더 정확한 최종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음. 

    이 기업은 이러한 프린터는 다른 프린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신축성 있는 재료를 인쇄할 수 있고, 

컴퓨터 칩이나 전자 부품과 같은 물체가 인쇄 영역에 

놓이면, 기계는 그 주위에 있는 재료를 정밀하게 

인쇄할 수 있다고 밝힘.

    잉크빗은 또한 의료기기, 소비재,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명교정장치, 산업용 도구, 지속적 기도

양압 기계 등의 제품 시장 속에서 향후 몇 년간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임.

    오늘날 인쇄하기 가장 어려운 재료들도 현재의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리콘과 

같은 고무재질 재료와 절연 전자제품과 다양한 

소비자, 건강, 산업제품에 자주 사용되는 에폭시 같은 

고온재료들이 포함됨.

    연구팀은 인쇄를 원하는 재료 중 일부를 구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쇄 직전 두 재료를 혼합

하는 독점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는 내년부터 

잉크빗의 프린터에서 보다 더 광범위한 공학 재료의 

인쇄를 가능하게 할 것임.

    출처: MIT http://news.mit.edu/2019/inkbit-3d-printer

-0604

□ 물로 작동하는 차세대 프런티어 로봇 기술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기  

    계적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  

    는 재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재료는 잠재적으로 습도가 높을 때 창문이 열리고, 섬

유가 땀을 증발시키는 등의 기능에 응용될 수 있음. 

    학술지 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 5월21일자

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내수성 재료지만 동시에 물을 

이용함으로써 기계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음.

    대부분의 전통적인 로봇 시스템이 컴퓨터 함수 계산이 

필요한 금속 구조물로 이루어져 작동을 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에 비해, 이 로봇은 단단한 골격이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통해 기계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음. 

    이러한 로봇은 기존 로봇보다 만들기 쉽고, 제조

비용이 저렴하며,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해 인간주변

에서 사용하기에 더 안전할 수 있음.

    연구팀이 개발한 이물질은 박테리아가 배출하는 홀씨와 

접착제의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중합체와 같은 재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며 능동형 유연 작동기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젤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새로운 물질에 비해 젤은 반응 속도가 느리고, 높은 

전력이나 힘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보통 물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각각의 홀씨는 내수성이 높지만 매우 작아 고강도 

빛을 통해 순식간에 서로 접착되어 복합소재가 되는 

광화학 과정을 통해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팀은 

매니큐어를 경화시킬 때 사용하는 저렴하고 상업적

으로 이용 가능한 자외선을 이용했음. 

    연구팀은 습도가 높을 때 내수성 및 습도 반응성 

복합체로 만들어진 로봇으로 건물의 창문을 여는데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재질을 운동복의 소재에 

포함시킴으로써 땀을 더 효율적으로 증발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함.   출처: 컬럼비아대 https://new

s.columbia.edu/news/robots-activated-water-may-be-next-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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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큐브가 나노스케일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배열되는 

현상 발견 

        미 에너지부 브루헤이  

     븐 연구소와 컬럼비아  

     대 연구팀은 단일 가닥 

DNA 체인으로 코팅된 큐브 모양의 나노입자, 즉 

나노큐브가 나노스케일에서는 이전에 관찰된 적이 

없는 특이한 "지그재그” 배열로 결합되는 것을 

발견했음. 

    5월17일 학술지 Science Advance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각 나노큐브는 다른 큐브와 연결할 수 있는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데, Complementary DNA를 가진 면

은 서로 끌리지만, 같은 DNA를 가진 정육면체는 서

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음.  

    DNA 껍질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 정육면체들은 

지그재그 패턴처럼 보이도록 배열되는데, 이를 통해 

최대한 단단히 포장된 채로 특성을 극대화하고 

거부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음.

    연구팀은 이런 종류의 결합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단위세포의 벡터(크리스탈의 x축, y축, z축 방향)

에 관하여 큐브의 방향성 대칭을 없앤다고 설명함.

    단위세포는 결정격자 중에서 가장 작은 반복 부분

으로, 3차원 공간에서 나노입자가 위치한 점들의 

배열인데, 형상화된 나노입자는 단위세포 내에서 서로 

상대적인 방향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 관찰한 지그재그 결합은 어느 한 상대적 

방향성이 우세하지 않은 일종의 나노 단위의 타협

이며 큐브들은 그들이 동일 DNA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보완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지에 근거해 

공존하기 위한 최선의 정돈된 격자 배치를 찾는다

는 것을 확인했음.

    연구팀은 나노 물질과 부드러운 표면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는 광학, 기계 및 기타 특성을 가진 

특정 구조물로 물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Brookhaven National Labs https://www.bnl.go

v/newsroom/news.php?a=114506

□ 미 스탠포드대, NASA 연구팀 저렴한 칩 크기 인공

위성 궤도 진입 성공 

       미 스탠포드대와 국립항공우  

    주국(NASA) 공동 연구팀이 각  

    10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제  

    작한 105개의 초소형 위성들

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음. 

    NASA Ames 연구센터에 따르면, 연구팀은 6월3일 

지구 및 우주 탐사에 이용할 수 있는 칩 크기의 인공

위성(ChipSats) 무리를 지구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

시켰다고 발표했음.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우주를 위한 PC 혁명과 같다

면서, 저렴하고 작은 위성무리들이 고가비용의 대형 

위성들이 하던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누구나 이러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고 밝혔음.

    지난 3월18일 105개의 ChipSats를 지구 저궤도에 

배치한 연구팀은 다음날 상호 발신한 신호를 감지해 

집단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NASA와 함께 데이터 분석 임무 1단계를 완료했음.

    칩새츠는 우표보다 약간 큰 회로판으로, 각각 100달러 

미만으로 제작 가능하며, 태양전지를 사용해 필수 

시스템인 무선,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각 장치와 센서

들을 작동시킬 수 있음. 

    연구팀은 앞으로 칩새츠가 특정 임무에 맞춘 전자

기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를 들어 

날씨 패턴, 동물 이동 또는 다른 지상현상을 연구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또한 우주비행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행성을 도는 

소행성이나 위성의 표면적 특징이나 내부 구성 등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임.

    지금까지 만들어진 초소형 위성들 중 가장 큰 규모의 

동시 배치인 이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는 위성 기술의 

소형화에 있어 다음 단계를 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출처: Stanford University https://news.stanford.edu/2

019/06/03/chip-size-satellites-orbit-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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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성을 이용해 화성에 호흡을 위한 산소 제조 물질을 

공급하는 기술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 연구팀은 지구 밖 혜성에서 

유출 되는 가스 속 산소의 생성 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음.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 5월24일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혜성 표면의 물 분자가 기화한 후 태양 

바람에 의해 가속되고 혜성에 다시 충돌할 때 나타

나는 특이한 반응을 분석해 산소 생성을 위한 새로운 

반응 방법을 발견했음. 

    대부분의 화학반응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열로서 제공되며, 이 연구는 운동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몇몇 특이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혜성은 이산화탄소(CO2)도 배출하기 때문에 

연구팀은 CO2가 혜성 표면과의 충돌에서도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는데, 이는 혜성

에서 나오는 기체 흐름에서 O2를 발견했을 때, 그 

반응이 물의 반응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음. 

    산화될 수 없고 산소를 생성할 수 없는 금박의 

불활성 표면에 CO2를 충돌시켰음에 불구하고 O2는 

계속해서 금박 표면에서 방출됐는데, 이는 두 산소 

원자가 같은 CO2 분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

했음.

    CO2가 분자 산소로 분해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팀은 전체 과정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설계

했는데, 분자들 안의 원자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어려웠음.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화성 우주비행사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거나 지구 대기에서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끌어내어 그것을 산소로 바꾸는 데 

이용되는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출처: Caltech https://www.caltech.edu/about/news/co

met-inspires-chemistry-making-breathable-oxygen-

mars

□ 허리케인 등 극한 상황에서 전력 공급망 손상 예측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미 에너지부 산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허리

케인, 얼음 폭풍, 지진 및 기타 극한 상황에 의한 

손상이 유틸리티 그리드의 전력공급을 어떻게 제한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음. 

    이 소프트웨어는 전력망의 손상과 그에 따른 정전 

등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

으로, 사전에 이용자에게 가장 큰 규모의 정전이 

예상되는 위치를 알려줄 수 있음.

    연구팀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제공함

으로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정부 기관과 

전력망 운영자들이 오랜 시간의 정전에 의한 파괴

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음. 

    소프트웨어는 전압 한도, 라인 흐름 한도 및 발전기 

성능 한도와 같은 실제 작동 요건에 따라 심각하게 

손상된 그리드에서 공급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결정할 수 있음.

    과거에는 전력 그리드에 대한 다중 지점 손상의 

계량화를 10만개의 변수와 방정식이 포함된 비선형 

물리학을 시뮬레이션 하는 매우 복잡한 계산에 의존

했는데, 연구팀은 계산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고 

인간에 의한 조정이 불필요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음.

    이것은 전력망에 대한 심각한 사건 피해를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으며 정확하게 분석하는 최초의 

소프트웨어로서, 심각하게 손상된 전력망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보증하는 유일한 소프트웨어로 

평가됨. 

    이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OS X, 리눅스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운영가능하며, 오픈소스인 만큼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쉽게 배포할 수 있음.

    출처: Los Alamos National Lab https://www.lanl.gov

/discover/news-release-archive/2019/April/0409-soft

ware-predicts-extreme-event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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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이용해 인간보다 빠르게 

활성 뉴런 매핑

    미국 듀크대 연구팀은 인간보다 빠르게 활성 뉴런의 

모양을 추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음.

    이 새로운 테크닉에 관한 연구는 미 국립과학원회보에 

게재되었고 이 테크닉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디오 

영상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연구자들이 실시간 

행동연구를 위해 빠르게 뉴런의 신호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경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뇌에 있는 개별 뉴런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술을 이용하는데, 이를 통해 

어떤 뉴런이 발화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행동에 대응하는지 추적 가능함.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행동연구에 유용하지만, 기록

에서 개별뉴런을 확인하는 것은 힘든 과정일 뿐 

아니라 분할이라고 불리는 과정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해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오픈 소스 자동 

알고리즘은 몇 분 안에 뉴런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세분화할 수 있음.

    연구팀은 데이터분석 병목현상은 오랫동안 신경과학 

연구에 존재해 왔다면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몇 시간씩 걸렸지만 이 알고리즘은 

20-30분 안에 30분짜리 영상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새로운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은 빠르고, 능동적이며 

중복되는 뉴런을 2개의 현미경 기록에서 분리하는데 

있어 인간 전문가만큼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연구팀은 밝혔음.

    이 연구는 신경과학자들이 실시간으로 신경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전으로, 분석도구의 

광범위한 유용성 때문에 연구자들은 소프트웨어와 

주석 데이터 세트를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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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artificial-intelligence-singles-out-neurons-fast

er-human-can

□ 단일세포 연구 통해 신경세포 유형과 자폐증의 관련성 

규명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은 단일세포 연구를 통해 

신경세포 유형과 자폐증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학술지 Science에 게재된 이 연구는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ASD)가 있거나 없는 사람들로부터 10만 개 이상의 

개별 사후 뇌세포의 핵 RNA를 시퀀싱한 것으로 

유전자의 유형과 특정 조절이 발생하는 세포 유형의 

관련성을 분석했음.    

   

    연구팀은 이 연구가 자폐증 연구에서 꼭 필요한 것

이었다면서, 조직수준에서 자폐증 관련 이전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복제한 다음 어떤 유형의 

세포가 차이를 만드는지 관찰 가능하다고 밝혔음. 

    현재 미국 어린이 60명 중 약 1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ASD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능력 

저하가 특징으로, ASD의 이질적인 성질은 그것의 

분자병리학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연구팀은 ASD 환자들의 사후 뇌 조직에 대해 행해진 

유전자 발현연구는 시냅스 기능을 포함한 일반적

으로 영향을 받는 경로를 규명할 수 있다고 설명

했음.

    단일핵 RNA 시퀀싱이라고 불리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사용해 연구팀은 15명의 ASD 환자 뇌와 16명의 

대조군의 뇌에서 5만개 이상 핵의 유전자 발현을 

관찰했음.

    그 결과 ASD 환자 표본에서 피질 상층의 뉴런들이 

가장 많은 유전자 변형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시냅스 기능과 전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음.

    한편 이 연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지 15명의 환자

들에서 나온 핵 표본의 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

지만 이는 제한된 두뇌 표본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음. 출처: The Scientist https://www.t

he-scientist.com/news-opinion/neural-cell-types-tied

-to-autism-identified-in-single-cell-study-6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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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창업 동향

□ 바이오테크 스타트업들은 어디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가?

    최근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크런치베이스의 자금조달 

라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미국 내 다양한 대도시에서 벤처 

자금조달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뉴욕이 전체 거래 양에서 2위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과는 달리 바이오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자금 투자는 보스턴이 뉴욕보다 큰 금액을 기록했음.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 및 산호세의 북쪽과 서쪽을 

포함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바이오테크 자금

조달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반적인 벤처 

기업분포와 숫자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바이오테크 산업 내에서는 큰 금액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면역요법 스타트업인 

AlloVir의 1억2천만 달러 자금모금 소식이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이러한 큰 

금액의 자금모금은 주목해야 할 만한 규모로 평가

되고 있음.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의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평균 B라운드 자금 조달은 2,270만 달러

이었으나 바이오테크 스타트업들의 평균은 약 4,000만 

달러에 달했음.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기술을 발명

하는 바이오테크 스타트업들은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

들보다 연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연구과정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다양한 임상 실험들과 의사 및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이유

에서 바이오테크 스타트업들에게 대규모의 자금 

조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출처: TechCrunch https://techcrunch.com/2019/06/02

/where-are-all-the-biotech-startups-raising/

□ 존스홉킨스대 개발 혈액검사 기술 최대 규모 라이센스 

투자 유치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개발한 혈액검사를 통한 

초기 암 진단기술이 존스홉킨스대 라이센스 기술 

중 최대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음.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암 유형을 진단

하도록 설계된 액체생체검사인 CancerSEEK는 

시리즈 A 기금으로 1억1,000만 달러를 모금했음.

    CancerSEEK는 췌장암 및 난소암과 관련된 유전적 

돌연변이와 단백질의 검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으로부터 혁신적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로 

지정을 받았음.

    관련 기술은 Thrive Earlier Detection Crop에 의해 

개발될 예정이며 자금조달은 보스턴 소재의 건강

관리 벤처기업인 Third Rock Ventures가 주도하였음.

    Thrive는 매사추세츠와 볼티모어에 사무소를 두고 

존스홉킨스의 혁신허브 중 하나인 ‘1812 Ashland’ 

건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선 25명의 

직원을 두고 볼티모어 사무소에서 시작하게 될 

예정임.

    존스홉킨스대는 CancerSEEK 기술과 더불어 기초 

DNA 시퀀싱 기술, Safe-SeqS 및 다양한 바이오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

    존스홉킨스 테크놀로지 벤처 (Johns Hopkins Tech-

nology Ventures)의 기술 책임자이자 대학 창업을 

지원하는 크리스티 위스키엘 소장은 이번 투자유치가 

존스홉킨스 생명공학 생태계 발전에 획기적인 순간

이라고 밝혔음. 

    존스홉킨스 연구팀은 암 진단 분야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는 이러한 발명을 

토대로 건강관리에 혁명을 일으킨 제품을 상업화

하는 것이 목표임.

    출처: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s://ventures.jhu.

edu/cancerseek-thrive-liquid-biopsy-venture-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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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인공지능 기술 기반 소매업 중심 스타트업 동향

    미국에서는 최근 소매업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로봇

공학에서부터 정밀통신에 이르기까지 첨단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고 있음. 

    운전자 없는 식료품 배달 사업과 ‘아마존 고’의 

계산대 없는 매장 등은 소매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예를 보여주고 있지만,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은 소매업체들이 구매부터 

상품 가격 책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더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최적화된 공급망 계획, 도난 감시, 원활한 상품 선택 

및 포장, 트렌드 예측은 모두 스마트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발전된 로봇공학에 의해 관리가 가능해

졌음.

    예를 들어, Bossa Nova는 선반 스캐닝, 데이터 매핑, 

상품 모니터링과 같은 기본적인 재고관리를 실시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해 월마트 등과 

계약을 맺어 인공지능 재고관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 

    소매업에서 인공지능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품질경험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을 참여시키는 것은 가격 

이상의 차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Subway Restaurants은 올해 이미 매장 내 체험과 

직결된 혁신적인 일대일 모바일 마케팅을 통해 고객 

로열티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음.

    L'Oreal이 2018년 3월 인수한 스타트업 Modiface는 

혁신적인 증강현실(AR) 고객 체험용 앱으로 소비자

들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출처: Thomasnet https://news.thomasnet.co

m/featured/selling-the-future-3-key-ways-ai-brings-

potential-billions-to-modern-retail/

□ 벤처 캐피털이 초기단계 스타트업 투자 결정에서 

질적 분석을 중시하는 이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는 요즘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결정을 이끌어내는 간단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음. 

    벤처 캐피털들은 초기단계 스타트업들의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초기단계 

회사들은 아직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를 위한 기업을 평가

할 때는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질적 평가는 일반적

으로 사람, 제품, 시장이라는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음. 

    이 중 질적 평가를 위해 가장 기본은 사람으로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의 경우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져있는 경우가 많아 평가가 

이에 집중되는 것인데, 벤처 캐피털들은 창업자들의 

배경을 조사해 이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음.

    이러한 창업자 및 팀원 평가에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은 창업자들의 경험으로,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각 산업 분야에서 창업자들의 

경험이 가장 우선시 되고, 이는 경험이 스타트업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한다는 믿음 때문임. 

    또 다른 창업가 평가로는 창업가들의 리더십 평가가 

있는데, 특히 벤처캐피털은 창업자가 훌륭한 엔지

니어, 경영진, 영업 및 마케팅 담당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회사 임무를 둘러싼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벤처 캐피털들은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창업자들을 찾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가 스타트업들의 초기 성공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출처: Wired https://www.wired.com/story/how-early-

stage-vcs-decide-where-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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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사업화·특허 동향

□ 미 에너지부의 스팬 충돌기, 뉴트리노스, 암흑 물질 

및 에너지 프로젝트

 

    미국 에너지부(DOE)는 우주가 어떻게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의 66개 대학 연구 프로

젝트에 7,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음.

    이 프로젝트에는 미 전역의 51개 고등교육기관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며, 히그스입자(higgs boson), 중

성미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물

리학의 탐색 관련된 실험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들

이 포함됐음.

    미 에너지부 폴 더바 차관은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했음. 

    또한 그는 이러한 연구노력이 전국의 수십 개 대학

에서 진행하는 암흑 물질 및 에너지 관련 연구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음. 

    프로젝트에는 에너지부 페르미 국립가속기 연구소의 

중성미자에 대한 실험연구, 사우스다코타 블랙힐스

(LUX-ZEPLIN) 1마일 아래에서의 암흑물질 탐색, 

암흑에너지와 우주의 팽창에 관한 관측 데이터 분석, 

데이터 콜라보에서 히그스입자 조사 등이 포함됐음.

    다른 프로젝트들은 과학자들이 아원자 세계의 지속

적인 탐사에 사용할 입자 물리학 이론, 고급 입자 

가속기, 새로운 검출기 기술의 추가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고에너지 물리학은 미국 과학발전의 초석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최고의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유지,  

우주가 어떻게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음.

    출처: 미 에너지부 https://www.energy.gov/articles/d

epartment-energy-announces-75-million-high-energ

y-physics-research-0

□ 미국 중소기업 혁신연구 및 기술이전 지원의 다양성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혁신연구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지원(SBIR/STTR) 프로그램은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SBA는 SBIR/STT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연간 약 

35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통해 초기단계 기업들에 

대한 초기 단계, 고위험 자금 조달의 가장 큰 단일 

출처가 되고 있다고 밝혔음.

    브루킹스 연구소의 2005-2017년 SBIR/STTR 지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100대 주요 도시들이 

전체 지원금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 도시에 

대한 지원은 19%에 그쳤음.

       

    특히 SBIR/STTR 지원의 다양성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200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여성 

사업주에게 제공된 SBIR/STTR 지원금 비율은 8%

에서 11%로 소폭 상승했지만, 사회적 또는 경제적

으로 불리한 소수의 사업주는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상은 미국 내 대도시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콜로라도 스피링스, 게인즈빌, 올랜도 

등의 지역들에서는 여성소유 기업들이 지원금의 20% 

이상을 받은 것에 비해 휴스턴, 메디슨, 시애틀 등 

지역에서는 5% 미만에 불과했음. 

    이 연구는 미국 경제가 새로운 혁신의 촉진을 인구 

중 일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성, 소수인종 등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연구팀은 혁신 경제에 더 다양한 범위의 지역사회, 

성별, 민족 등을 참여시키는 것이 국가 전체의 혁신 

잠재력 증대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음. 출처: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blog/the-avenu

e/2019/06/04/is-americas-seed-fund-investing-in-wo

men-and-minority-owned-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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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ASA, 로봇 달 착륙선 프로그램 참여 기업 

선정 발표 

    미 항공우주국(NASA)은 최초의 로봇 우주여행 프로

그램에 참여할 Astrobotic, Intuitive Machines, Orbit 

Beyond 등 미국 내 3개 기업과 총 2억5,400만달러의 

계약체결을 발표했음. 

    Astrobotic, Intuitive Machines는 2021년 여름까지 

THGD 로봇 달 착륙선 프로그램을 완성할 예정이며, 

Orbit Beyond 과거 아폴로15호가 착륙했던 지점에 

2020년 9월까지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음.

    미 노트르담대의 우주 과학자 클리브 닐은 우주 

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해서는 납세자들에게 투자 수익

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또한 2024년까지 우주선을 매년 서너 번 발사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는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

을 뿐 아니라 과학자들이 최근까지 몰랐던 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10년 동안 착륙선을 개발해온 Astrobotic은 다른 7

개국에서 온 14개의 추가 화물과 함께 페레그린 

착륙선 갑판위에 최대 14개의 기관용 과학 장비를 

탑재할 계획이라며, NASA는 이제 달의 미래를 위한 

사업의 주요 파트너가 됐다고 전했음. 

    Orbit Beyond는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에 최대 4개의 

탑재물을 운반할 것으로,  Orbit Beyond와 Astrobotic 

모두 NASA가 개발하지 않은 소형 로봇을 착륙선에 

이용할 계획임.

    작년 말, NASA는 기존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인도

하기 위해 추진했던 프로그램과 같이 달로 가는 과학

기구를 운반하기 위한 정기계약을 위해 경쟁 입찰을 

통해 9개의 회사 선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NASA는 향후 10년 동안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최대 

2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선택되지 않은 

회사들은 향후 임무에 대한 입찰 자격을 유지할 것

으로 알려졌음.    출처: Science Magazine https://w

ww.sciencemag.org/news/2019/05/nasa-selects-three-

companies-lead-its-robotic-return-moon

□ 2018년 세계 100대 대학 미국 실용특허 취득 현황

    미 국립발명가협회(NAI)와 지적재산권 소유자 협회

(IPO)는 대학연구와 혁신에서 특허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2018년 세계 100대 대학들의 미국 실용특허 

취득 현황을 발표했음. 

    NAI와 IPO가 20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2018년 미 특허청(USPTO)으로부터 실용

특허를 취득한 100개 대학의 순위를 포함하고 있음. 

    NAI의 폴 샌버그 회장은 우리 대학이 생산한 특허는 

지역, 국가,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정과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음. 

    2018년 세계 10위권 대학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시스템,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 킹 파드 

석유광물대, 텍사스대, 캘리포니아공대(칼텍), 위스

콘신대,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애리조나주립대, 

미시간대 등이 포함됐음. 

    IPO의 제시카 랜다크리 부국장은 발명의 특허는 혁신 

생태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단계

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음. 

    또한 그는 미국의 실용특허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들을 보여 주며, 지역, 국가 및 세계 경제

에서 혁신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올해는 11개의 새로운 기관들이 순위에 올랐는데, 

이들 기관이 취득한 특허 분야는 기억력 향상, 무선 

충전, 알츠하이머 치료 및 기타 타우병 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부여된 특허의 수가 

반드시 대학기술의 가치, 연구의 효과, 특허의 

성공적인 라이선스 또는 출시에 대한 여부를 나타

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출처: PR Newswire https://www.prnewswire.com/ne

ws-releases/top-100-worldwide-universities-granted-

us-utility-patents-in-2018-announced-3008614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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