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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 R&D·ICT 정책 동향

□ 미 과학진흥협회 2022 연례 총회: STEM 분야 다양성, 평등, 포용 능력 

향상 전략  

 ㅇ 2022년도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연례 총회에서는 STEM 분야의 다양성, 

평등, 포용 능력(DEI)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함.

   - 연사들은 문제의 인식 차원을 넘어 학교와 직장에서 DEI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 공유를 강조함.

   ※ https://www.aaas.org/news/aaas-2022-annual-meeting-strategies-improve-dei

-stem

□ 바이든, 더 좋은 미국 건설을 위한 계획 

 ㅇ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좋은 미국 건설을 위한 정부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함.

   - 정부는 인프라 법안 서명 후 수백만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함.

   -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국내 공장 건설과 제품생산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함.

   ※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3/02/remarks-by-

president-biden-on-building-a-better-america-2/

□ MIT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와 과학 연구 협력 중단 

 ㅇ 매사추세츠공대(MIT)는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 혁신 허브 ‘스콜코보’(Skolkovo) 

과학기술원과 11년 동안의 연구 협력 관계를 마친다고 발표함.

   - MIT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계기로 서방세계와 러시아 교육 및 과학계의 협력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https://sciencebusiness.net/news/mit-cuts-ties-russian-academic-partner-over

-ukraine-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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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회계연도 과학 예산 최종안 기대 못 미치는 수준

 ㅇ 2022 회계연도 미 의회 최종 세출 합의를 통해 모든 과학 기관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지만, 기존 제안금액은 물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미 국립과학재단(NSF)의 최종 예산은 4% 증액된 88억 달러로, 미국 경쟁법 

등에 따라 기관에서 제안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여지는 

거의 없음.

   ※ https://www.aip.org/fyi/2022/final-fy22-science-budgets-fall-short-aspirations

□ 과학기술 외교를 위한 미 국립과학재단의 새로운 역할

 ㅇ 미 국립과학재단(NSF)은 과학 관련 국제기구 및 다양한 국제 과학 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간 과학기술 협정을 통해 해외 연구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음.

   - NSF는 연방 기관의 연구 포트폴리오 개선, 기술 검증을 위한 더 나은 방법 

개발, 제조 및 공급망 관리 전략 지원 등을 위해 연구개발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https://www.sciencediplomacy.org/article/2022/national-science-foundation-an

d-new-frontier-st-diplomacy

□ 미 국립과학재단 기술혁신협력본부 신설 발표

 ㅇ 미 국립과학재단(NSF)은 3월 16일 기술혁신협력본부(Directorate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Partnerships, TIP)를 신설했다고 발표함.

   - 2022 회계연도 옴니버스 세출법안에 근거한 신규본부는 발견과 혁신을 

활용해 사회 및 경제적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방법을 개발할 전망임.

   ※ https://beta.nsf.gov/tip/updates/us-national-science-foundation-pleased-annou

nce-establishment-directorate-technology

https://beta.nsf.gov/tip/updates/us-national-science-foundation-pleased-announce-establishment-directorate-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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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 초전도체에서 전자 행동의 이해를 위한 발견

 ㅇ 코넬대 연구팀은 고온 초전도체에서 전자 행동의 이해를 위해 페르미 

표면(fermi surface)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함. 

   - Nature Physics에 게재된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상 상태 자석인 

45테슬라 하이브리드 자석을 이용해 구리 산화물 고온 초전도체의 페르미 

표면을 전자 농도의 함수로 측정함.

   ※ https://phys.org/news/2022-03-magnetism-electrons-high-temp-superconduct

ors.html

□ 비누를 이용한 수중 미세 공해 물질 제거 방법

 ㅇ MIT 연구팀은 수백만 개의 비누 스펀지를 이용해 기존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물속 미세 공해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음. 

   - ACS Applied Polymer Materials에 게재된 연구는 비누 계면활성제가 미세 

먼지 등을 가두어 운반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히드로겔에 계면활성제의 

양을 늘려 오염물질 제거 속도와 범위를 증가시킴. 

   ※ https://phys.org/news/2022-03-soap-micropollutants.html

□ 고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인터페이스를 안정화하는 새로운 방법

 ㅇ MIT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연구팀은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배터리의 인터페이스를 안정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함.

   -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된 연구는 고체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규모 상용화에 걸림돌이었던 고체 전해질의 낮은 전도율과 인터페이스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함.  

   ※ https://techxplore.com/news/2022-03-method-stabilizing-interfaces-solid-state

-lithium-ion.html

2  과학기술 R&D·ICT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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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기계 하이브리드 접근으로 더 우수한 인공지능 구축 

 ㅇ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챗봇부터 자율주행차 운전, 의료 진단 

알고리즘까지 더 똑똑하고 정확한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간-기계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를 개발함.

   - 미 국립과학원회보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인간과 알고리즘의 예측 및 

신뢰 점수를 결합해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제시함. 

   ※ https://techxplore.com/news/2022-03-hybrid-human-machine-framework-smar

ter-ai.html

□ 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분자체와 치료용 페이로드 개발

 ㅇ 뉴욕대(NYU) 의대 연구팀은 외상 후 골관절염(PTOA) 발병 및 진행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관절에 약리학적 치료를 전달하기 위한 분자체와 치료용 

페이로드를 개발함.

   - Elsevier의 Biomaterials에 게재된 연구는 염증/이화 반응을 억제하고 최적의 

생체역학 및 생화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골 재생을 유도할 정도의 

지속적인 효능을 발휘함.

   ※ https://engineering.nyu.edu/news/macromolecular-gel-therapeutic-payload-coul

d-be-silver-bullet-osteoarthritis

□ 새로운 DNA 컴퓨터를 이용한 수질 평가 

 ㅇ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식음이 안전한 물인지 여부를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휴대용 기기를 개발함.

   - Nature Chemical Biology에 게재된 연구는 전자회로를 모방하는 강력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유전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아날로그식로 입력된 물의 

성분을 분석해 물의 오염 수준을 8단계의 디지털 시각 신호를 통해 알려줄 

수 있음. 

   ※ https://www.nsf.gov/discoveries/disc_summ.jsp?cntn_id=304561&org=NSF&fro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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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전염 감소 효과 확인

 ㅇ 미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지원을 통해 미국 내 9개 주 1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코로나19 델타 변이 급증 시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학교의 감염 사례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72%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오미크론 변이 확산 중에는 아직 같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연구팀은 마스크가 여전히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밝힘. 

   ※ https://www.nih.gov/news-events/news-releases/mandatory-masking-schools-r

educed-covid-19-cases-during-delta-surge

□ 2022년 유망 인공지능 스타트업 아이디어 

 ㅇ 2025년 세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1,260억 달러에 달할 전망 

가운데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유망 인공지능 스타트업 아이디어로는 건강관리, 사이버보안 등 인공지능 

기반 IT 서비스, 에너지 및 비용 절감, 인공지능 기반 교육, 인공지능 물류 

및 공급, 핀테크, 인공지능 이용 마케팅, 인공지능 기반 소매업, 인공지능 

엔터테인먼트, 가정관리 등이 선정됨.  

   ※ https://www.itproportal.com/features/10-promising-artificial-intelligence-startup

-ideas-for-2022/

□ 유니콘 대열에 합류한 인공지능 신분 확인 기술 스타트업 

 ㅇ 인공지능 기반 본인 확인(KYC)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베리프(Veriff)는 

최근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서 1억 달러를 조달함. 

   - 현재 기업 가치 15억 달러의 기업은 이미 경쟁이 심하고 위조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신분 확인 분야에서 인증 엔진의 정교함과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음, 

   ※ https://www.zdnet.com/article/in-a-world-of-deepfakes-this-billion-dollar-start

up-wants-you-to-trust-ai-powered-id-checks/

3  벤처·기술사업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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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기술, 패션 브랜드와 협업 및 투자 증가

 ㅇ 메타버스 패션 브랜드 스페이스 러너스(Space Runners)는 벤처 캐피털 

폴리체인(Polychain), 판테라 캐피털(Pantera Capital)이 공동으로 주도한 

투자 라운드에서 1,000만 달러를 유치함.

   - 회사 측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이더리움 및 기타 블록체인 등에 ‘패션 

메타버스’의 비전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힘.

   ※ https://www.coindesk.com/business/2022/03/07/pantera-and-polychain-lead-1

0m-bet-on-metaverse-fashionistas/?utm_medium=referral&utm_source=rss&ut

m_campaign=headlines

□ 탈중앙화 금융 기업 NFT 스타트업 벤처 투자사 설립

 ㅇ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 기업 케이크 디파이(Cake DeFi)가 웹3, 

NFT(대체불가토큰) 등 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투자 법인을 설립함.

   - 이 회사는 웹3, 메타버스, NFT, 게임, 핀테크 산업 전반에 걸쳐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들에 투자할 예정임.

   ※ https://cointelegraph.com/news/cake-defi-launches-100m-venture-arm-for-we

b3-gaming-and-fintech-initiatives

□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

 ㅇ 미 에너지부 아르곤 국립연구소는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관련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현재 세 건의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STTR) 프로젝트를 시행 중임. 

   - 양자정보과학,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등 아르곤의 많은 강점을 활용할 

프로젝트들은 6개월에서 1년간 약 20만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됨.

   ※ https://www.anl.gov/article/the-innovative-science-of-argonne-to-aid-american

-small-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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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에너지부 첨단 원자로 폐기물 저감 연구 3,600만 달러 지원

 ㅇ 미 에너지부는 첨단 원자로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 원자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총 11개 프로젝트에 총 3,600만 달러를 지원함. 

   -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 인프라법에 명시된 목표를 뒷받침할 이번 지원은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젝트(ARPA-E) 핵폐기물 최적화 및 첨단 원자로 

처리 시스템(ONWARDS)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됨. 

   ※ https://www.energy.gov/articles/doe-awards-36-million-reduce-waste-advance

d-nuclear-reactors

□ 미 상무부 제조 혁신 프로젝트에 5,400만 달러 지원

 ㅇ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3개 제조 

혁신 프로젝트에 총 5,400만 달러를 지원함.

   - 미국 구제법(American Rescue Act)에 따라 지원하는 Manufacturing USA 

네트워크의 8개 제조 혁신 기관의 프로젝트에는 첨단 제조 기술을 이용한 

개인 보호 장비와 의료 장비 생산, 지속 가능한 국내 공급망 구축, 

코로나19 검사기 제조 등이 포함됨.

   ※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2/02/commerce-department-award

s-54-million-american-rescue-act-grants-increase

□ 대면 상호작용의 학습 창의성과 혁신 촉진 효과 확인

 ㅇ 코넬대 심리학 연구팀은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상호작용 방식이 학습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 PLOS ON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지도자의 손뿐만 아니라 눈, 시선, 얼굴의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을 때 시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목표와 동기에 대한 

가치 있는 사회적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힘.

   ※ https://phys.org/news/2022-03-face-to-face-interac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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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정치적 수용 경향 

 ㅇ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코로나-19 등 보건 관련 정보와 사실을 

과학이 아닌 정치적으로 대중이 수용함에 따라 공공 보건의 목표보다 

정치적 의제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 JMIR Infodemiology에 게재된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미국 내 50개 주 전역의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https://phys.org/news/2022-03-covid-beliefs-politicians-scientists.html

□ 신흥 기술과 과학외교

 ㅇ 신흥 기술과 과학외교에는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가 있음. 

   - 외교 정책,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이해, 예측, 

평가 역량 구축

   - 국가 안보와 국제과학협력의 촉진을 양립할 수 있는 양측의 대화와 

협력

   - 신흥 기술의 국제표준 등에 초점을 맞춘 비공식 외교활동 증대

   - 과학계와 외교 정책 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균형 잡힌 접근

   ※ https://www.sciencediplomacy.org/editorial/2022/emerging-technologies-and-s

cience-diplomacy

5  과학기술 외교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