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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Focus

미국 2021년 과학기술 R&D
예산 의견서(memorandum)
권영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 ’18년

7월 31일, 미 백악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FY 2020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Priorities’와
’19년 8월 30일에 발표한 ‘FY 2021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Priorities’ 내용을 참고하여
옮긴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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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산 의견서
지난

3월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20 회계연도(’19.10.1~’20.9.30) 예산(안)을
제출
- 총 예산(안)은 4조 7,500억 달러(5,671조 5,000억 원) 규모로 2019 회계연도*에
비해 3,500억 달러 가량 증가
* 2019 회계연도 예산 4조 4,000억 달러(5,251조 4,000억 원)

예 산 관 리 국 ( O f f i ce o f M a n a g e m e n t a n d B u d g e t , 이 하 O M B ) 과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이하 OSTP)에서 의견서
작성 후 대통령실을 통해 관련 기관에 전달
- 의견서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책정 및 요구
- 의견서에 제시되어있는 R&D 우선 분야 및 주요 추진 내용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에서 예산 산출

02
2020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
’18년 7월 31일, OMB와 OSTP는 ’20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
-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차세대무선통신 및 우주 상업화와 같은 신규
기술에 앞장설 것을 약속
- 연방 R&D 예산은 기초 및 초기 단계 응용과학과 규제 완화, STEM 분야 교육 및
인력양성에 초점을 둘 것을 약속
총 8개 R&D 우선 분야를 설정, 이에 맞는 예산(안)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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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0 회계연도 R&D 우선 분야 및 주요 내용
R&D 우선 분야

주요 내용

안전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방력 우위 유지를 위한 R&D 투자 필요
• 이를 위해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초음속, 현대화된 핵 억제기술,
초소형전자공학, 컴퓨팅, 사이버 능력 고도화 기술 등에 선제적 투자
필요
• 자연재해, 물리적 위협, 사이버 공격, 자율시스템과 생물학작용제와
같은 신규 위협으로부터 주요 인프라시설 안보 확립을 위한 R&D 요구
• 밀수, 밀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지대 감시능력 강화 기술 투자 필요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전략 컴퓨팅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Information
Sciences, and Strategic
Computing)

• 국가 안보 및 경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전략
컴퓨팅 기술 강화 필요
• 기계학습, 자율시스템과 같은 기초 및 응용 인공지능 연구 투자 필요
• 차세대 양자정보과학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이론, 장치, 응용프로그램
R&D 필요
• 엣지 컴퓨팅, 초고성능컴퓨터와 같은 차세대 전략 컴퓨팅 개발 필요

• 5G
 무선통신과 관련된 보안 네트워크, 고속인터넷 접근성 개선과 같은
R&D에 투자 필요
연결성과 자율성
• 드론과

무인 자동차와 같이 안정적 연결성을 필요로 하는 차세대 교통
(American Connectivity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접근 필요
and Autonomy)
• 특히,

자율주행 이동체와 교통관리시스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R&D 우선시 요구

제조
(American
Manufacturing)

• 일자리와 미국산 제품 생산 및 국가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제조 기술 필요
• 스마트/디지털 제조, 차세대 산업 로봇, IoT/기계학습/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시스템 분야에 선제적 투자 필요
• 차세대 소재 및 가공 기술, 긴요(緊要) 소재 투자 필요
• 저가형 분산 제조 및 연속생산 방안 R&D, 특히 바이오 기반 제조에
대한 투자 필요
• 미래 컴퓨팅 및 저장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부문 지속적 투자 필요

우주 탐사 및 상용화
(American Space
Exploration &
Commercialization)

• 우주 및 지구에 대한 기초 이해도 향상을 위한 연구혁신 요구
• 특히, 장거리 우주 비행체, 우주 공간 내 제조, 원지(原地) 자원 활용,
극저온 연료 저장 및 관리, 추진체 관련 기술 R&D 집중추진 필요
• 극미중력(microgravity) 관련 연구 고려 필요
• 차세대 소재, 3D 프린팅, 광통신, 기계학습 기술과의 연계방안 창출
노력 필요

에너지 주도권
(American Energy
Dominance)

• 국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효율적 생산 및 사용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 발굴 필요
• 초기, 혁신적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
• 정부 에너지 관련 R&D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며, 에너지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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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의료 혁신
(American Medical
Innovation)

• 기초 의료 연구 중 개인 맞춤형 약, 질병 예방, 건강증진 및 민간에서
진행하지 않는 R&D 등에 투자 필요
• 관련 기관 간 개인건강정보의 보안, 상호운용성, 접근성, 이동성에
관한 연구 필요
• 오피오이드 위기(opioid crisis), 감염성 질병, 공공건강위해요소 발굴
등에 지속적 지원 필요
• 참전 군인을 위한 정신(심리)건강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속적 지원
필요

농업
(American Agriculture)

• 농어업의 정밀화를 위한 매립형 센서, 데이터 분석, 기계학습 기술
선진화를 위한 R&D 필요

03
2021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
지난 8월 30일, OMB와 OSTP는 2021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
- 총 5개 R&D 우선 분야와 13개 세부 주제를 설정, 이에 맞는 예산(안)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요청
표 2. 2021 회계연도 R&D 우선 분야 및 주요 내용
R&D 우선 분야

안전
(American
Security)

미래산업
(American
Leadership in
Industries of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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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주제 및 주요 내용
차세대 군사력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 초음속 무기 공격 및 방어 능력 증강, 회복적
국가안보 우주 시스템, 현대적이며 유연한 전략적
및 비전략적 핵 억제력에 대한 R&D 필요

주요 인프라 회복력
(Critical Infrastructure
Resilience)

• 자연재해, 물리적 위협(지상, 사이버,
전자기파 공격), 공급사슬 취약성 공격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주요 인프라시설 안보 확립을 위한
R&D 요구

반도체
(Semiconductors)

• 미래

컴퓨팅 및 데이터 저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반도체 R&D 필요

광물
(Critical Minerals)

• 희토류 및 긴요(緊要) 광물의 재사용-재처리,
대체재 발굴, 추출-분리-정제-합금 기술 R&D
필요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초 및 응용 연구에 투자 지속
및 컴퓨팅
• 양자정보과학을

위한 인력, 산업계와의 협력 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 고성능 미래형 컴퓨터의 제작, 개발, 공정개발을
Quantum Information
위한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필요
Science, and Computing)

미국 2021년 과학기술 R&D 예산 의견서(memorandum)

R&D 우선 분야

미래산업
(American
Leadership in
Industries of
the Future)

에너지 및 환경
(American
Energy and
Environmental
Leadership)

건강 &
바이오경제 혁신
(American
Health &
Bioeconomic
Innovation)

세부 주제 및 주요 내용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및
자율화
(Advanced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utonomy)

• 지상, 공중, 해양에서의 자율주행수단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운용규정, 통합접근방식,
교통관리시스템 등의 R&D 필요
• 전기 수직이착륙 민간 초음속 여객기,
초음속비행체 소음 기준, 저(low)소닉붐 관련
연구 필요

차세대 제조
(Advanced
Manufacturing)

• 스마트/디지털 제조, 차세대 산업 로봇, IoT/
기계학습/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시스템
분야에 선제적 투자 필요
• 저가형 분산 제조 및 연속생산 방안 R&D, 특히
바이오 기반 제조에 대한 투자 필요

에너지
(Energy)

• 핵, 신재생, 화석연료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기술의 초기, 혁신적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
• 정부 에너지 관련 R&D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며, 에너지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
• 차세대원자로 및 신형 시험로를 통한 고속 중성자
조사 R&D 투자 필요

해양
(Oceans)

•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 자원 활용을
위한 조사를 위한 신기술 연구 필요

지구시스템 예측
(Earth System
Predictability)

• 지구시스템(다양한 현상에 대한 시공간적 이해도
향상)에 대한 정략적 분석 강화를 위한 R&D 필요
• 인공지능과 적응형 관측 시스템을 통한 예보 기술
향상

바이오의학
(Biomedicine)

• 오피오이드 위기(opioid crisis), 감염성 질병의
빠른 예방 및 감지, 유전자 치료, 신경과학, 의학적
조치방안, 공공건강확립, HIV/AIDS 근절, 고령화
및 장애인구의 자립성 증진 등과 관련된 R&D
필요
• 관련 기관 간 개인 건강정보의 보안, 상호운용성,
접근성, 이동성에 관한 연구 필요

참전 군인의 건강
(Veteran Health and
Wellness)

• 참전 군인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DH), 여러 위험 요소 등에 관한
연구 필요
•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뇌건강 및 자살에 관한
실생활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

바이오경제
(Bioeconomy)

• 효율적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을 위한 미생물 및
동식물 안전 관련 근거 기반 표준 수립 필요
• 헬스케어, 의약품, 제조 및 농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 바이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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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주제 및 주요 내용

우주 탐사 및
• 대학과 민간 부분의 우주 탐사 연구를 지원하며, 2024년 달 착륙 및
상용화
화성유인탐사 전 실험을 목표로 하는 예산 필요
(American Space • 달 및 화성 원지(原地) 자원 활용, 극저온 연료 저장 및 관리, 우주 공간 내 제조,
Exploration and
추진체 관련 기술 R&D 집중추진 필요
Commercialization) • 차세대 소재, 3D 프린팅, 광통신, 기계학습 기술과의 연계방안 창출 노력 필요

04
’20-’21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 비교
R&D 예산 의견서 비교를 통해 현 행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차년도 과학기술
R&D에 대한 인사이트 획득 가능
- 특히, ’20 회계연도 의견서 작성과 ’21 회계연도 의견서 작성 시 OSTP 수장*이
변경됨에 따라, 변화된 R&D 기조 파악 가능
* Michael Kratsios 부보좌관이 OSTP를 이끌었으나, 올 1월 기상학자 출신 Kelvin K.
Droegemeier 박사가 실장으로 임명됨

’20년

및 ’21년 예산 의견서의 R&D 우선 실천사항(priority practices) 큰 틀은 유지
- 인력양성 및 R&D 인프라-연구환경 개선 관련 내용은 ’20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와 동일
- ’21 회계연도에서는 산학협력을 뛰어넘는 전분야(민관산학연)협력과 데이터와
관련된 R&D가 우선순위로 새로이 등장
- 또한, 실패 위험성이 크지만, 고위험-고성과(high risk-high return) 연구 지원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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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0-2021 회계연도 R&D 우선 실천사항(priority practices) 변화ㆍ비교

R&D

우선 분야의 개수는 통폐합으로 줄었지만, 주제 세분화를 통해 확실한 목표 제시
- 특히, 인공지능/양자정보과학/전략컴퓨팅, 연결성과 자율성, 제조를 ‘미래산업’으로
합치며 쇠퇴한 미국제조 산업의 국가적 대응 요구 반영
-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및 환경으로 확대되어 해양 및 지구시스템 R&D 추가
- 농업 분야 R&D는 ’21 회계연도 R&D 우선순위에서 제외

그림 2. 2020-2021 회계연도 R&D 우선 분야 변화ㆍ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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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R&D 예산
의견서 제안
- R&D를 통해 외부와의 협력보다는 자국의 과학기술 입지 강화 목표로 예산(안) 편성
미국의

2021 회계연도 R&D 예산 의견서의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
- 인력양성을 통해 급변하는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나갈 다양한 분야의 인력생산
- 연구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발견과 경쟁력 강화
-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을 통해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확산
- 각종 데이터 활용을 통해 분야 구분 없는(borderless) 데이터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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