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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첫 번째
온라인 총회 개최

상용 로켓발사횟수 증가예정

Ÿ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AS) 첫 번째 온라인 총회에서는

Ÿ 로스코스모스는 앞으로 초경량 및 경량급, 메탄 로켓,

RAS의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계획

Soyuz-5, Soyuz-6, Angara 계열의 우주선을 이용한

에 대해 언급하며 작년의 가장 큰 과학적 성공사례 및

상용발사 횟수를 늘릴 계획임

결과를 논함
Ÿ 현재 전체 발사건수 중 상용발사 비율은 10% 미만이며,
Ÿ 초청 인사로 참가한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발레리 팔코프
는 두 주체 간에 건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가 이

2025년까지 동 비율은 2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루어졌다고 언급하며 성공적인 협력을 희망하는 메시지
를 전함

Ÿ 또한 최근 매년 발사는 약 2건 정도 수행되어 왔는데,

Ÿ RAS 원장 알렉산드르 세르게예프는 이어서 COVID-19
와의 싸움에 RAS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하며, 기관의 법적‧행정적 입지 강화를

2025년쯤에는 1년에 최소 6-7건, 더 낙관적으로 전망
하자면 8-10건까지 중형 로켓 및 발사체 발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해 당국에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언급함
Ÿ 또한 연구소 장비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출이 현재와 같이
GDP의 0.17-0.19%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발전이 힘
들다고 지적하며, 향후 10년 동안 GDP 대비 기초연구
지출을 선진국 수준(0.4%)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출처 : 포이스크 뉴스
https://www.poisknew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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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타스
https://tass.ru/

원자력 산업 응용을 위한 양자
컴퓨터 기술개발 연구소 설립

러 대통령, 전략개발 및
국가프로젝트 회의 진행

Ÿ 로사톰과 러시아 양자센터는 러시아 최초로 원자력 산업

Ÿ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발레리 팔코프는 블라디미

에 응용될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설립에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개발 및 국가프로

대해 발표하였고, 원자력 산업 디지털화 기업 Tsifrum

젝트 회의에 참석하였고,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진행과정

과 러시아 양자센터 간에 관련 계약이 체결됨

및 COVID-19 확산에 따른 조정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Ÿ 연구소의 주요 역할은 양자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연구,

Ÿ 대통령은 교육, 과학 인력, 기술, 조직적인 잠재력이 러

양자 최적화를 위한 기술 개발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

시아의 강력한 경쟁 우위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 연구 개

전하면 대량의 데이터 처리, 클러스터링 및 분류 솔루션

발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Ÿ 또한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국가 우선순위 중 의
Ÿ 원자력 기술, 인공지능, 양자기술은 세계에서 러시아의

료인력 훈련 개선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프로젝트 ‘교육’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에서 전략적으로 중요

및 ‘과학’에서는 해외 학생 및 과학자들을 끌어들이고 경

한 분야이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과

제부문 조직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조치와 관련된

학 및 기업가 커뮤니티를 확장시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임을 설명함

첨단 솔루션을 얻는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됨
Ÿ 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10년간의 국가목표를
정의할 필요성도 언급함

출처 : 러시아 양자센터
https://rqc.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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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https://minobrnauki.gov.ru/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러시아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2년 연장

북극 통신망: 야쿠츠크 지역에
인터넷망 구축 추진

Ÿ 러 통신부는 정부 기관 IT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버로 이

Ÿ 야쿠츠크 사하 공화국의 대통령 아이센 니콜라예프

전하기 위한 실험을 2년 더 연장할 계획이며, 클라우드

(Aisen Nikolaev)는 북극 개발 프로그램에 Ust-Nera

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상태 정보 시스템이 중단 없이 작

-Chersky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동되고 조각난 리소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Ÿ 현재 야쿠츠크에서는 일부 지역에 위성 인터넷만 제공되
고 있으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으로는 전자, 원격

Ÿ 관련 실험은 2019년 8월에 시작되어 2020년 말에 완

의료, 은행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료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까지 러 통계청의 디지털
분석 플랫폼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Ÿ 아직 동 프로젝트에는 ‘디지털 경제’프로그램 관련 내용
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추진 비용은 약 37억 루블,

연기됨

구현 기간은 약 4년으로 총 19,000km의 광섬유 통신
Ÿ 러시아 정부 분석 센터 내 ‘디지털 경제’ 책임자 세르게
이 레쉬첸코(Sergey Leshchenko)는

망이 구축되면 14,000명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클라우드 플랫

폼,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등과
같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정립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언급함
Ÿ 러시아에서 대규모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한 주체는
Yandex, Mail.ru Group, Rostelecom 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 서비스 제공을 피하는 것임

출처 : RG
https://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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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메르상트
https://www.kommersant.ru/

러시아 인공지능 프로젝트
준비에 난항

혁신관련 인터뷰: 스콜코보 재단
이사장 Arkadi Dvorkovich

Ÿ 러 통신부는 준비 중인 연방 프로젝트 ‘인공지능’을 기존

Ÿ RBC는 스콜코보 재단 이사장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디지털 기술’ 프로젝트와 결합할 것을 제안하였고, 특히

(Arkadi Dvorkovich)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러시아의 새

프로젝트명을 “AI와 디지털 기술”로 변경하고 새로운 목

로운 기술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러 혁신부를 설

표 지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함

치할 필요가 있는지, 스콜코보가 실리콘 밸리를 따라잡

Ÿ 실무 그룹 다수가 이 제안에 동의한 반면, AI 개발 로드

거나 추월할 전망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함

맵을 담당한 Sberbank와 경제개발부는 이에 반대하며

Ÿ 이사장은 스콜코보 재단을 설립할 당시 러시아에서 기업

이미 별도의 인공지능 연방 프로젝트가 개발된 상태라고

가 정신과 연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태계를 형성하

주장함

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히며,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유사

Ÿ 추후 디지털 개발 관련 정부위원회 회의에서는 프로젝트

하되 스콜코보가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함
통합 및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다룰 예정이며, 민간기업

Ÿ 그는 혁신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전 세계에서 이전

측에서는 고정된 ‘디지털 기술’ 프로젝트 예산으로 상당

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무언가라고 정의하며, 질적

한 예산이 필요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이행이 불가능할

으로 크게 개선되거나 기존의 것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수도 있다고 지적함

품질을 제공한다면 이 또한 혁신이라고 설명함

Ÿ 프로젝트 관련 합의가 지연될 경우 2020년 내에 승인되

Ÿ 또한 혁신 관련 문제는 일종의 부처 간 기구가 되어야

지 않을 수도 있으며, 로드맵 이행 책임이 있는 기업들은

하며 별도의 부처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혁신 부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가 생길 경우 다른 부처들은 혁신에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출처 : 코메르상트
https://www.kommers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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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BC
https://trends.rbc.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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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생체인증 시스템 도입논란

2024 러시아 IT 육성계획 발표

Ÿ 통합 생체인증 시스템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사용 확대는

Ÿ 카잔 이노폴리스 회의에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새로

무기한 연기되었으나, VTB Bank가 SMS, 메시지 대신

운 IT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요를 발표함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래 인증을 테스트하기로
하는 등 일부 시스템 도입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Ÿ 정부는 3~4년 안에 IT 부문 종사자 수를 두 배, GDP
대비 점유율을 2%로 늘릴 계획이며, 이에 세금 인센티

Ÿ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기업 이미지용일 가능성이 높

브를 부여하고 정부 IT 제품 수요를 증가시키는 한편, 국

으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였

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민관협력사업을 구축하고 스타

고, 핀테크 협회(AFT)는 협회원들에게 생체정보의 수집

트업 지원 시스템을 재편성하며 IT 교육 예산을 크게 증

및 사용 확대에 대한 법안 승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가시킬 것임

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함
Ÿ 특히 모든 정부 기관과 함께 2024년까지 외국 소프트웨
Ÿ 7월 국회 2차 심의에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어를 대체하는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을 밝혔고, 러

으로 보이나, 생체 인식 보편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

시아 IT 솔루션을 우대하며 세계화된 대규모 IT 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장에 유사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

Ÿ 한편 Intellectual reserve사 대표는 생체 인식이 한 번

우 정부차원에서의 개발 금지를 약속함

에 되지 않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으
며, ALOR사 분석가는 이러한 시스템 구현에는 대규모

Ÿ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몇 년 간 러시아가 IT분야에서 눈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규모의 은행들은 시행이

에 띌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힘

이는 사실상 지원책이 제한적이며 2014-2019년 IT 분
야의 발전도를 유지하는 수준의 정부 수요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임.

출처 : 코메르상트
https://www.kommers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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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메르상트
https://www.kommersant.ru/

러시아 내 새로운 핵의학 센터
설립 예정

FAS,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사전
설치요구사항 완화

Ÿ 러시아 보건부는 국가프로젝트 ‘Health Care’ 및 연방

Ÿ 연방 반독점 서비스(FAS)는 가정용 소프트웨어의 사전

프로젝트 ‘Fighting Oncological Diseases’ 등의 수행

설치 요구 사항을 완화하여 전체 응용 프로그램 사전 설

을 위해 2024년까지 새로운 핵의학 센터를 설립할 예정

치 대신 스마트폰 활성화 단계에서 다운로드 아이콘이나

이라고 밝혔고, 의학자 알마조바(Almazova)에 따르면

창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 센터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의료연구소의 가장 큰

결의안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조직이 될 것임
Ÿ 새로운 결의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이 이전에는 태블릿,
Ÿ 센터 설립 비용은 약 39억 루블로 추정되며 연말까지 첫

스마트 시계 및 기타 장치에도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스

번째 단계인 비용 감사 및 기술 점검을 완료한 후 2021

마트폰과 컴퓨터, TV에만 적용되며, FAS는 서명 후 2개

년에 착공할 예정임

월 이내에 세부 사항을 승인할 예정임

Ÿ 총 면적은 85,000㎡로 5개의 부서로 구성되고 건물 지

Ÿ 제조업체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데 18개월 이

붕에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될 것이며, 방사선 의학, 방사

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며 제작비용이 100만 달러를

선 요법, 종양학, 방사선 화학 및 의료 물리학 분야의 의

초과할 것이므로 스마트폰 가격이 500루블 이상 증가할

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과학 및 교육 센터 또한

수 있다고 함

핵의학 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될 것임
Ÿ 이에 RATEK(전자 제조 협회)은 개정 결의안을 반환하
Ÿ 한편 러시아는 이미 9개의 핵의학 센터를 보유하며 다시

고 2022년 7월 1일까지 발효를 연기할 것을 제안함

세계 핵의학 시장에서 선두 자리에 올라섰으며, 소련 붕
괴 전까지는 650개 방사선 핵종 진단 실험실을 보유하
고 연간 백만 건 이상의 연구를 수행했었음.

출처 : RG
https://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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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액세스 제공: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인터넷 접속 가능할 것

산업 장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5만 명의 인력 필요

Ÿ 현재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러시아 국민들만 모바일 인

Ÿ 러시아는 5천대의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나 밀도

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지역에서는 접

는 매우 낮아 직원 1만 명당 5대의 로봇만 보유하고 있

속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2024년 말까지 러시아 인구의

으며 세계 평균인 직원 1만 명당 로봇 99대와 크게 비교

약 70%에게 최소 1Mbit/s의 속도로 모바일 광대역 인

되는데(2018년 기준), 2025년까지 직원 1만 명당 로봇

터넷 액세스를 제공할 예정임

200대 보유 수준으로 상승될 전망임

Ÿ 올렉 이바노프(Oleg Ivanov) 통신부 차관은 나머지

Ÿ 국립로봇공학협회

대표

알리사

코뉴홉스카야(Alisa

30% 인구에 대한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제공은 2024

Konyukhovskaya)는 세계 평균수준을 달성하려면 숙련

년 부로 완료되는 국가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된 인력이 2025년까지 44,000명 필요하다고 설명함

수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Ÿ 또한 로봇을 생산하는 러시아 회사는 10-15개에 불과하
Ÿ 소규모 거주 지역에 기지국 설치 시 음성 서비스 및 무

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부품 제조업체도 있기 때문에

선 광대역 액세스는 주로 4G(LTE) 기술로 제공될 것이

성장 전망이 크며,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가 수출에도 유

며, 산악 지형과 숲, 큰 강을 통과하여 광섬유 통신 회선

망하다고 덧붙임.

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함
Ÿ 한편 산업통상부는 러시아의 산업용 로봇의 판매가 증가
Ÿ 일부 전문가들은 1 Mbit/s의 속도로는 네트워크 서비스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2018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최소 10Mbit/s로 증가

294대 증가한 1,007대의 산업용 로봇이 판매되었다고

시켜야 한다고 조언함

밝혔고, 러시아 산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봇 산업은 자
동차 산업임

출처 : 이즈베스티야
https://iz.ru/

10

러시아 과학기술 월간 동향_ 202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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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VT8M-1 티타늄합금 강도 개선

Ÿ 우파

항공기술대학

첨단재료물리연구소

COVID-19 항체검출 테스트
시스템 4가지 개발

과학자들은

Ÿ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주도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VT8M-1 티타늄합금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

쉐먀킨, 오브치닌 생물유기화학 연구소는 코로나 바이러

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 엔진 수명 및 신뢰성이 향

스 항체 검출을 위한 4가지 테스트 시스템을 개발함

상되고 수리 횟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Ÿ 개선된 합금은 초미립구조와 향상된 강도를 특징으로 하는
데 이는 최신 항공기 엔진의 중요 요구조건으로, 특히 새

Ÿ 이 시스템은 인간 혈청 또는 혈장에서 3가지 항체(lgM,
lgG, lgA)를 한 번에 감지할 수 있어 테스트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킴

로운 러시아제 항공기 엔진 PD-14 제작에 사용될 수 있
Ÿ 효소 면역 분석 시스템의 숙련된 기술자 및 개발자가 동

을 것으로 전망됨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400명 이상의 환자 혈청을 분석
Ÿ 실제로 일부 보잉 엔진에 사용되는 IMI 829 시리즈의
티타늄 합금 강도는 960-1030 메가파스칼이며, 초미립

하였으며, 키트의 일부는 이미 출시되어 임상시험을 통
과함

자 합금 VT8M-1의 경우 20% 더 높은 수치를 보임
Ÿ IgG 항체 테스트 키트 등록과정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3
Ÿ 또한 생산방법이 매우 효율적이며 대량생산에 적합하다는
장점도 있음

작업도 수행되고 있음

출처 :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https://minobrnauki.gov.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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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ICT 연구 동향

미생물을 이용한 합성으로
나노입자 특성 부여

혜성 ATLAS의 태양계 내
비행시간 예측

Ÿ 쿠르차토프 연구소 과학자들은 기존 방법과는 달리 미생

Ÿ 극동연방대학 천체물리학자들과 한국, 미국 연구자들은

물을 합성 과정에서 사용함으로써 항균, 광촉매 및 기타

혜성 ATLAS를 관찰한 결과, 혜성 코마(혜성 핵을 둘러

유용한 특성을 가진 나노 입자를 생성하는 방법을 개발

싼 먼지와 가스 구름)에 포함된 탄화수소 물질량을 통해

하였고, 탁월한 입자 안정성과 크기 보존능력을 갖춤으

태양계 내에서 혜성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알아낼

로써 표적 약물전달을 비롯한 다목적 폴리머 제품 생산

수 있다는 결론을 발표함

등의 응용이 가능할 것임
Ÿ 연구자들은 파편화 전부터 혜성의 광도 및 편광 측정을 수
Ÿ 은, 카드뮴 및 황화아연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행하여 전후 코마 구성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파편화 과정

나노 입자 표면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하

에서 양극 탄소 함량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음

며 입자들은 단백질로 둘러싸이면서 서로 붙지 않게 됨
Ÿ 또한 탄소 함량이 많을수록 혜성이 태양 근처에서 머무르
Ÿ 연구원들은 이러한 나노입자코팅의 단백질 구성을 완전

는 시간이 짧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추정하였으

히 제어할 수 있었음을 밝혔으며, 이는 특정 박테리아를

며, 이러한 천체를 가지고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사용하여 원하는 특성을 부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함

연구할 수도 있을 것임

Ÿ 또한 이 방식은 환경 친화적이며 박테리아에게 편안한

Ÿ 한편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했던 ATLAS는 올해 가장 밝은

조건인 온도 30℃에서 과정이 진행되므로 에너지를 많

혜성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5월에 지구에 근접하면서 파

이 소모하지 않음

편화가 확인됨

출처 : 포이스크 뉴스
https://www.poisknew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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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타이드를 이용한 COVID-19
진단 및 치료방법 제시

다기능 실험실 모듈 ‘나우카’
테스트 통과

Ÿ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전기기술대학(LETI) 과학자들은

Ÿ 15년 넘는 개발과정을 거친 다기능 실험실 모듈 ‘나우카

펩타이드 성분이 배치된 바이오칩 및 자체개발한 광학적

(Nauka)’는 진공챔버에서 진행된 공압 시스템, 밀폐성

처리방법으로 COVID-19를 진단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및 견고성 등의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2분기

제시함

에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될 예정으로 7월 21일-23

Ÿ 펩타이드 바이오칩은 인간 상피세포 샘플의 코로나 바이
러스와 결합됨으로써 빠르게 진단을 해낼 수 있는데, 결
합된 단백질은 LETI에서 개발한 광학적 처리방법으로
10-30분 만에 분석이 완료됨
Ÿ 이 방법의 주요 장점은 효율성과 저렴한 비용이며
BioMEMS, 나노기술, 하이브리드와 같은 마이크로 일

일 사이에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로 이송될 것임
Ÿ 이 모듈에는 지구 기후 변화 연구를 위한 복합체와 지구
중성자 플럭스 연구용 중성자 검출기를 설치하고 최신
적외선 센서 재료 결정을 만들기 위한 실험도 진행할 예
정이며, 2030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 러시아 세그먼트에
서 운영될 것임

렉트로닉스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통합하고
수동적인 절차를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석용 특수시
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동 진단도 가능함

Ÿ 질량은 약 21톤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가장 큰 모듈
중 하나로, 우주공간으로 나가지 않고 러시아 세그먼트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길이 11.3m의 로봇팔이

Ÿ 펩타이드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에피토프(항원결정기)를 차단하여 바이러스를

장착되며, 추가로 설치될 Teleroid 로봇은 우주공간 아
바타 작업 제어기능을 수행할 것임

비활성화 시킬 수 있고 나잘 스프레이, 분말 또는 연고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음

출처 : 러시아과학고등교육부
https://minobrnauki.gov.ru/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13

출처 : RG
https://rg.ru/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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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사업화 동향

자외선 소독원리의 공기 살균제
특허 취득

인공지능‧가상현실 기반
원격 로봇제어 시스템 개발

Ÿ 모스크바 국립기술대학(STANKIN)은 자외선 소독으로

Ÿ 로스텍 산하기업 Avtomatika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COVID-19를 포함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공기 살균제

기반으로 극한 조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제어시스

특허를 취득함

템을 개발하였음

Ÿ 회로보드와 광절연 스크린은 단일 부품형태로 제작되며,

Ÿ 특히 로봇 작업을 통해 핵연료의 추출 및 농축 과정을

끝부분이 90°로 구부러진 알루미늄 판으로 자외선 소독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런 작업 과정에 사람

효과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이 직접 작업자로 참여할 필요가 없어짐으로 인해 앞으
로 원자로 작업은 더 쉽고 안전해질 것임

Ÿ 알루미늄 판과 광절연 스크린은 UV 방사선 반사 효과를
개선하고 외부로의 자외선 투과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

Ÿ 로봇 조작자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특수

며, 특히 광절연 스크린은 공기 흐름을 나누고 UV 램프

VR 안경을 사용한 원격제어로 로봇이 보내주는 데이터

내부에서 따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수행함

를 읽으면서 방사선, 고온 및 저온, 가시성이 열악한 조
건 등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Ÿ 개발된 장치는 일반 사무용 컴퓨터와 유사한 형태로 복
잡하고 비용이 높은 프로세스 없이 제작이 가능하며, 표
준 규격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주거용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함

출처 :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https://minobrnauki.gov.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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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포리액터
https://inforeactor.ru/

스콜코보 입주기업, 비접촉식
체온측정장치 아랍에미리트 수출

러시아 국립원자력대학,
가상현실 수업 도입

Ÿ 스콜코보 입주기업 Promobot은 아랍 에미리트와 비접

Ÿ 스콜코보 입주기업 VR Concept이 개발한 응용프로그

촉식 온도 측정 장치 200대를 2021년 4월까지 공급하

램이 20대의 VR Ready 컴퓨터와 HTC VIVE 헬멧으로

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첫 수량 10대는 7월에 두바이로

구성된 러시아 국립원자력대학 집단 가상현실 수업용 소

보낼 예정임

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도입됨

Ÿ Promobot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Robotic Generation

Ÿ 가상현실 수업은 산업 건설 및 BIM관리자, 엔지니어링

Electronic의 대표 나빌 메무스(Nabil Memus)는 장치

전문가(원자력 발전소 건설, 에너지 시설 및 인프라 부

의 정확도와 측정 속도 및 통합 기능이 타 경쟁 솔루션

문)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보다 월등하며, 시장 예비분석에 따르면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Ÿ VR Concept의 CEO 일리아 비거(Ilya Viger)는 가상공
간에서 학생들과 멘토가 상호작용하는 것이 솔루션 주요

Ÿ Thermocontrol 장치는 최대 25cm 거리에서 5초 내로

특징 중 하나라고 밝히며,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

높은 정확도(0.2)로 온도를 측정하며, 평균 처리량은 시간

고도 충분히 교육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당 500명 이상임
Ÿ 또한 프로그램 책임자는 가상현실 기술의 두 가지 주요
Ÿ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등 다른 아랍국가

이점으로 시각화된 데이터를 사용한 회의모드를 통해 프

시장에서도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독일, 그리스, 미국

로젝트 승인 시간을 줄이는 것, 직원 원격교육이 가능하

등의 국가에는 이미 공급이 이루어짐

다는 것을 강조함

출처 : 스콜코보 재단
https://sk.ru/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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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콜코보 재단
https://sk.ru/

로스코스모스, 민간 기업과의
협력방안 마련

로스텔레콤, 스마트 게임용
라우터 출시 계획

Ÿ 로스코스모스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매우 진지하게 생

Ÿ 로스텔레콤은 화웨이(Huawei)와 공동으로 스마트 게임

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게 테스트 스탠드를 제공하

용 라우터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 라우터는 인공지능 알

고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위한 최적 액세스 모드를

을 고려하고 있음

자동으로 설정함

Ÿ 로스코스모스는 모든 민간 투자자에게 열려 있으며 초경

Ÿ 시장 출시일은 밝혀진 바 없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량 로켓부터 위성 플랫폼 제작까지 가능함. 초경량 로켓

MIMO(다중입출력) 기술이 사용되고 데이터 전송 속도

발사 서비스는 향후 로스코스모스가 계획하고 있는

는 최대 2Gb/s로 매우 빠를 것임

‘Sfera’프로젝트와 연관되어 흥미가 있으며, 과학교육기
관들의 수요가 확인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수요들은 경
제 및 기술 특성을 준수해야 함을 밝힘

Ÿ Telecom Daily의 총괄 이사 데니스 쿠스코프(Dennis
Kuskov)는 사업자들이 게임관련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

Ÿ 한편 로스코스모스는 지난 5월 민간 우주 분야 개발을
담당할 고문으로 Nikolay Sevastyanov를 임명함

Ÿ 일례로 MTS는 현재 WiFi 6을 지원하는 라우터 구매 입
찰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지원하는 장비 구매 협상
을 진행 중임

출처 : 타스
https://tas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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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edomosti
https://www.vedomosti.ru/

4

관련기업
초점
기획:및러시아의
기관 소개-1
5G 개발

5G-CN,

러시아의 5G 개발

장비

TRL 지표

2

6-7

7-8

경제 지표
5G 가입자 비율
5G 설치 도시 수

Ÿ 러시아 5G 개발관련 주요 정책

(인구 1백만 이상)

- 디지털 경제 개발전략 로드맵(2018.10.01.~2024.12.31.)

2% 이상

10% 이상

0

5

10

0%

5.5%

10%

0%

5.5%

10%

0

15

25

0

15

25

기술 인증(TORP)

1) 인구 규모 백만 명 이상 도시 내 5G 통신망 개설

취득 5G 장비,

2)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파수 자원을 승인하고 모든

소프트웨어 시장

정보 인프라 개체 대상 사설 투자를 위한 특별법 및 기

0%

점유율
통신사 네트워크

본 시스템 구축

러시아 5G-CN

3) 공간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4) 의료 및 예방 시설, 교육 기관 외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
프라 시설에 5G 네트워크용 광대역 인터넷 구현
5) 97%의 러시아 가구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지구 원격 탐
사 시 공간 데이터 인식 및 분석에 활용

가상기능 사용 비율
러시아 장비 사용
테스트존 수
러시아 장비 사용
산업별

6) 러 통신부는 2019년 12월 27일,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
기 위한 5G/IMT-2020 네트워크 생성 및 개발 개념

테스트

프로젝트 수

4) 총 예산: 약 1,000억 루블 (5G: 약 400억 루블)
5) 기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러시아 통신사 측은

명령 제 923호를 승인
- 국가프로그램 ‘디지털 경제’ 내 무선통신기술 로드맵

타 국가 이동통신 표준에서 작동하는 주파수(3.4–3.8
GHz) 사용가능여부와 관련한 의제를 제시하였으나 러

1) 배경: 장기 기술발전 계획 설립, 우선순위 및 기준설정,
기술개발속도 단축 및 규제 개선

시아 국영 라디오 주파수 위원회는 이를 기각
※ 러시아 국영 라디오 주파수 위원회(Russian State Commission

2) 주요기술(중요도 순): 5G(WAN), LTE(WAN), Li-Fi

for Radio Frequencies): 1972년 소련 각료 회의에서‘통합

(WLAN), Wi-Fi(WLAN), RFID(PAN), 위성 인터넷,

러시아 라디오 주파수 위원회’ 창설, 국제 사회에서의 무선
주파수 관련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 보호 등 역할을 수행하다

위성 사물인터넷, 위성 개인통신

2004년 러 통신부 산하‘러시아 국영 라디오 주파수 위원회’로

3) 주요 목표(5G)
항목/목표년도

개편된 이후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을 규제하고, 무선 주파수

2019

2021

2024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기술지표
5G-NR, 장비 사용
최소 충족 표준
5G-NR,

장비

TRL 지표

3GPP rel.15

3GPP rel.16

(eMBB)

(eMBB, URLLC, mMTC)

Ÿ 러시아 5G 기술 개발 동향 요약

7-8

8-9

- 2018년: 러 주요 통신사 5G 기술 개발에 협의

-

4

- 2019년 초: 3GPP에 러시아 주요 회사 가입

5G-CN 소프트
웨어, 장비 사용

배포 및 사용 분야에서 관련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

3GPP rel.15

최소 충족 표준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3GPP rel.16

- 2019년 4월: 러 정부 국내 5G 벤더 육성을 위한 투자
결정(280억 루블 규모)

17

4. 초점 기획

- 2019년 5월: ‘Ericsson’사 모스크바 5G 혁신 센터 개소
- 2019년 6월: 메가폰, Tele2, 로스텔레콤 3개 통신사 국제
5G 전화 테스트
- 2019년 7월: ‘Sozvezdie’사 5G 설비 개발현황 발표,
러 통신부는 4.4-4.8 GHzd 주파수를 5G
영역으로 설정
- 2019년 가을: 러 주요 통신사 모스크바 최고 4개 지역에서
5G 시스템 테스트 계획
- 2020년 4월: 러 국영 라디오 주파수 위원회, 5G 주파수
할당 결정(04.09)
러 통신부와 통신사, 5G 메인 주파수 범위

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정확히 기술 개발 계획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 권고 사항으로 따르고 있음
3) 러 주요 통신사별 5G 실현 가능 인프라 보유 현황?
→ Tinkoff Mobile, Tele2 등의 주요 네트워크에서
이미 실행 가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4) 클라우드와 5G 기술의 연관성?
→ 기존 클라우드의 경우 대용량 정보 전송을 위해
여러 개의 정보 베이스 스테이션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1개의 베이스 스테이션과 여러 개의 안
테나를 통해 대용량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임

(3.4-3.8GHz)에 대한 합의 접근(04.15)
- 2020년 5월: 러 통신부, 올해 5G 네트워크 개발 관련
예산 절감 제안
- 2020년 6월: 러 통신부, 통신사들와 5G 분야 합작투자
회사 기능에 대해 논의
- 2020년 7월: 러시아, 주파수 할당관련 예산 조정으로 내년
5G 도입 연기(07.06)
러 통신부, 통신사 MTS에 5G 서비스 제공
을 위한 라이센스 발급(07.28)

Ÿ 한러 간 5G 통신 네트워크 개발 협력 방안
- 협력가능분야: 5G, 6G망 개발(서브 테라헤르츠 밴드) 등
이며, IITP 측에서는 알고리즘 개발이나 5G 기술 표준화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함
※ 러측 연구자들의 협력 희망 분야 : 5G, 무선 통신망,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 협력유형: 공동연구, 인프라 공유, 연구 사례 공유 등
- 양측 협력 증대관련 의견
1) 한국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양국 기관을 각각 지원

Ÿ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보전송문제 연구소(IITP) 측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2019.08)
1) 전 세계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3.4-3.8GHz가 아닌
4.4-4.8GHz 광역대 사용 이유?
→ 국방시스템 보호 차원의 신호 차단 목적 외, 5G
기술을 당장 저렴하고 공격적으로 공급 가능한
해외 업체들(화웨이, Ericsson, Cisco 등)에 대
응하기 위하여 러시아 국내 업체의 기술력 향상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2) 주요 뉴스 내용과 같이 스타트업 위주로 5G기술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 5G 기술 상용화 예정?
→ 2021년까지 5G 관련 주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주요 기업들이 정부 지침에 따른 개발을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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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의 공동연구 추진을 희망(IP 관련 이슈는
지양할 것을 제안)
2) 러 측은 5G 기술 이전 및 연구 인프라 협력, 연구 사
례 공유를 통한 협력을 희망

5

관련기업 및 기관 소개-1
협력하여 5G 네트워크용 장비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JSC CONCERN SOZVEZDIE

정부가 차세대의 네트워크에 할당할 주파수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발은 시작되지 않음.

Ÿ 기존 3가지 생산제품
1) 군용 제품
Ÿ Concern Sozvezdie 개요
- Concern Sozvezdie는 국영기업 Rostech의 지주회사
Roselectronics의 통신 장비 설계 및 생산 부서의 대표
급 회사이며 11개 지역의 16개 무선 전자 회사를 포함함.
- 러시아 대통령의 법령에 따라 무선 전자 산업 기업의 과
학 및 생산 잠재력 개발을 위해 Voronezh 통신연구소를
기반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음. 최신 과학 및 혁신 기
술 등을 기반으로 한 민간용 통신 제품뿐만 아니라 군용

2) 이중 사용(dual–uses) 제품 및 전문적인 의사 소통
및 관리 시스템;
3) 민간용 제품
Ÿ 과학 활동
1) 4개의 전문 분야에 대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Voronezh 주립대학과 협력하여 R & D를
위한 자체 연구 및 교육 기반을 갖추고 있음.

첨단 지능형 제어 및 통신 시스템, 전자전 장비 및 특수

2) 과학 및 기술 저널 «무선 통신의 이론 및 기술», 정

장비를 개발‧생산하고 있는데, 보안 경보 시스템, 무선 주

보 및 분석 편집,연례 보고서 및 기타 과학 문헌을

파수 식별, 자율 주행 및 태양 에너지 기반 에너지 고효

출판함

율 기술 등이 있음.
- 2013년 연방 산업위원회는 Concern Sozvezdie를 러
시아군의 통신 시스템 담당 대표 기관으로 결정함.
- Rospatent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Concern Sozvezdie
는 러시아 발명 및 실용 신안 신청을 위한 전자 출원 분
야에서 Top 10에 속함
Ÿ 주요활동
1)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수준 및 항공 방어를 위한 자
동화 통신 시스템
2) 자동화 시스템 및 전자전 수단
3) 개방형 및 폐쇄형 디지털 무선 통신 및 특수 목적 제
어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4) 전문 (기업) 통신 시스템 및 수단과 광대역 액세스 통신
시스템
5) 해양 환경의 수문학적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 하기 위
한 다양한 물리적 유형의 주요 정보 통신 센서와 긴
급 서비스용 통신 장비

※ 2020년 2월 Sozvezdie는 Globalinformservice와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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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또한 연례 국제 과학 기술 회의 «Radiolocation,
navigation, communication»을 개최함

5

4. 초점 기획

관련기업 및 기관 소개-2

카르케비치 정보 전송 문제
연구소(IITP)

기반 언어 처리기: ETAP-3의 4가지 응용 제품 개발
4) 음성 신원확인 시스템.
5) 국소 심장진단 소프트웨어 ‘DECARTO’(쌍극자 심전
도)개발 – 데이터 지형 렌더링으로 심장의 상태를 진
단하고 역동적으로 관찰하는 복합체

Ÿ 개요: 1961년에 설립된 IITP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나노기술 및 정보기술 분야 기관임. 주요 목적은 공
학 및 생명 시스템 정보 전송, 배포, 처리 및 제어

6) 의학 분야 훈련 및 전문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식
구조 시스템

문제에 관한 기본 연구 및 응용 개발 수행임. 2014

7) 치료‧진단 복합체 ‘Akademik’ 개발: 쌍안 시각 기능

년에는 과학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 및 응용 프로그

개발, 복원, 진단을 위한 컴퓨터 치료‧진단 프로그램

램» 구현을 위해 러시아 과학재단 보조금을 수령함.

8) 네트워크 분석 지리 정보 시스템 – 경험적 규칙성 기

Ÿ 주요 과학활동

반 검색 및 지질환경의 정적/동적 특성 예측 포털

1) 정보전달 및 보호이론

9) 문서 관리 자동화 시스템

2) 정보 및 통제에 관한 수학적 이론, 다성분 랜덤 시스템

10) 이미지에서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확률 알고리즘.

3) 복잡한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의 정보통신기술 및 응용
4) 생명 시스템 및 생물 정보학의 정보 프로세스
5) 전산 언어학
- 연구소는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학원,
‘생물 정보학’ 교육연구센터, MIPT(모스크바 물리기술대)
및 HSE(고등경제대)의 일부 학과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정보 전송 문제’, ‘자동화 및 원격 제어’, 전자 저널
‘정보 프로세스’ 총 3가지 과학 저널을 출판하고 있음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하는 연례회의는 다음과 같음
1) 정보 기술 및 시스템(ITaS)
2) 대수 및 조합 코딩 이론 국제 워크숍
3) 2013 무선 액세스 유연성 국제 워크숍(WiFlex)
4) 정보 이론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ISIT)
Ÿ 응용개발 분야
1) 의료진단 하드웨어 및 복합 소프트웨어 ‘Vertical’:
중추 신경계 손상 후 운동 능력 회복을 위한 복합체.
2) 안구 질환 진단 치료를 위한 장치: 여러 가지 심각한
병리에서 손실된 시각 기능을 복원하는 장치
3) 러시아어/영어 텍스트 독립적 구성‧분석을 위한 의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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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관련 스타트업
1) Datadvance(스콜코보 입주, 러–프 합작 기업): 예측
모델링 및 최적화
2) Ranberry(스콜코보 입주): 무선 광대역 데이터 전송
기술 및 디지털 모바일 무선 통신 시스템
3) Visillect: 지능형 비전기술 및 자동화 시스템
Ÿ 국제 프로젝트
1) ‘매개 언어 기반의 전자 네트워크에서 다국어 통신 기
술 개발’
2) ‘슬라브 사전 편찬 및 컴퓨터 리소스 분야 심층 연구
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개념적 모델링’(프로젝트
Mondilex, 7차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에 따라 유럽위
원회에서 승인)
3) ‘이미지 처리 및 인식’
4) ‘비표준 집합 이론 구조 연구’
5) ‘설명 세트 이론에서 객체의 효과적인 분류’
6) ‘이진 리드 뮬러 코드 디코딩 또는 부분적으로 잘못된
데이터 조건에서의 부울 연산자 다항식 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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