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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RAS 카바르디노발카르 과학센터, AI
활용 과학혁신센터 3개소 운영

RSF, 기초연구 프로그램(경쟁
공모 <a>)공고 재개 예정

Ÿ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카바르디노발카르 과학센터에서는 새로

Ÿ 러시아 과학재단(RSF)은 곧 2021년 최고의 기초 연구 과

운 과학 혁신센터 3개소 운영이 시작되어 고고학, 언어학

제를 선정하는 경쟁공모 <a>의 신청공고를 재개할 예정이

및 농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며, 선정 과제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22년부터 계획대

Ÿ ‘지적 철학 시스템’ 연구센터에서는 문헌학 분야에서 인공

로 진행될 것임

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 의미 체계를 공식화하고 모

Ÿ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존에 러시아 기초연구재단(RFBR)에

델링하며, 기계번역과 음성인식 및 합성 분야의 응용 프

서 진행하던 것으로*, 선정자 수를 늘리는 한편 러시아

로그램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임

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도 도입될
것임

Ÿ ‘고고학, 인류학 및 고고지리학의 자연과학적 방법’ 연구센터에

※ 동 공고는 RSF-RFBR 재편 추진에 따라 3월 1일에 중단됨

서는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적지를 안전하게 원격
모니터링하고 지상 투과 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Ÿ 또한 과제비 규모가 증가되고 프로젝트 기간도 확장됨으

Radar) 및 무인 항공기로 정찰을 수행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로써 과학자들은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

유물 3D 모델 재현 및 DNA 연구와 고생물학 데이터 연구에

을 구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임

응용하고 사료 확인 및 고대 비문 해독에도 활용할 계획임

Ÿ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발레리 팔코프(Valery

Ÿ ‘식품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지능형 시스템과 환경’ 연구

Falkov)에 따르면 러시아 과학재단과 러시아 기초연구재

센터에서는 농업부분의 디지털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

단의 합병 후에도 양측의 모범 사례들은 연속성 있게 활

련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생산성과 경제성을 크게 개

용될 예정이며, 과제비 규모를 유지하고 사업을 발전시

선하고 스마트필드 및 스마트팜을 개발할 것임

키는 한편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지속될 것임

Ÿ 또한 연구센터들은 상담 및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을 가지고 있음
출처 :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https://www.minobrnauki.gov.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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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러 과학고등교육부, 러 과학재단, 타스
minobrnauki, rscf, tass

러 과교부 장관, 젊은 과학자의
법적지위 확보 필요성 강조

러 대통령, 과학교육위원회에
새로운 기능 부여

Ÿ 크렘린 회의에서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발레리 팔코

Ÿ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in)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과

프(Valery Falkov)는 젊은 과학자의 법적 지위를 정립할

학기술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 산하

것을 제안하였고,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

과학교육위원회에 새로운 기능 추가와 관련된 법령에 서명함

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함

Ÿ 대통령 산하 과학교육위원회는 과학기술 개발 및 교육 분

Ÿ 팔코프는 현재 연방 법률이나 지방정부 법률 그 어디에도

야에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젊은 과학자의 법적 지위 확보 및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자문 역할 외에도 동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 기관, 과

가 없다고 밝힘. 또한 세칙 수준에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

학 재단 및 교육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함

에 국가 지원의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함

Ÿ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과학기술 개발을 위

Ÿ 장관은 일련의 권리, 의무 및 신분보장내용을 포함한 젊은

한 전략적 목표와 과제 및 우선순위를 정의하며 국가적으

과학자의 법적 지위 및 개념을 모두 정립하기 위한 과학 관

로 중요한 혁신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결정을 내리는 기

련법 개정 제안을 지지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하였는데,

능’을 대통령 산하 과학교육위원회에 위임함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제안을 통해 국가 지원 시스템을 간소
화함과 동시에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임

Ÿ 또한 대통령은 러시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회의

Ÿ 장관은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과학기술의 해인 올해 안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는 안드

으로 신속히 관련 법안을 수정하고, 과학 분야 직업이 더욱

레이 푸르셴코(Andrei Fursenko) 대통령 보좌관을 대체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젊은 과학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할

하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과학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것이라고 밝힘

위원장으로 임명됨

출처 : RG
https://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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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타스
minobrnauki, tass

1. 과학기술･ICT 정책 동향

러시아와 중국, 달 기지 건설
관련 협력각서에 서명

러시아 소프트웨어 사전설치
기기종류 확장

Ÿ 국영기업 로스코스모스(Roscosmos) 사장 드미트리 로고

Ÿ 언론사 코메르산트(Kommersant)의 통신 시장 부문 소식

진(Dmitry Rogozin)과 중국 국가항천국(CNSA) 국장 장

통은 러시아 디지털부가 러시아 소프트웨어 사전설치 대상

커젠(Zhang Kejian)은 각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 달 기

기기에 셋톱박스도 포함하려 한다고 전함

지 건설과 관련된 협력각서에 서명함
Ÿ 양측은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우주 공간
사용을 위해, 권리와 의무의 동등한 분배 원칙에 따라 모든
관심 국가 및 국제 파트너들이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
록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Ÿ 동 기지는 다분야 및 다목적 연구 활동을 위해 설계되어 달
의 표면이나 궤도에 설치되는 복합 실험연구 시설로, 연구

Ÿ 셋톱박스는 일반 TV에 스마트 TV 기능을 설치할 수 있도
록 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Android 또는 iOS 운영 체제
에서 실행되며, 전자제품 제조업체 외에 러시아 통신 사업
자들도 생산하고 있음
Ÿ 한 전문가는 해당 이니셔티브가 아직 무역회사협회 및 가
전·컴퓨터 장비 생산자협회와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제안은 시기적절하지 않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함

활동에는 달 탐사 및 활용, 관측, 그리고 인간의 거주를 염

Ÿ 다른 전문가는 2020년에도 셋톱박스 제조업체를 대상으

두에 둔 장기 무인 운영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테스트와 기

로 러시아 소프트웨어 사전설치를 강제하려했지만 협회의

초연구활동이 포함됨

반대 후 철회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제조업체가 직접
경쟁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Ÿ 양측은 관측소 설립 로드맵을 개발하는 한편, 세계 우주 커
뮤니티를 대상으로 진행할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하여 프로

데다가 대부분 하드웨어와 기술적으로 호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임

젝트 계획, 목적, 설계, 개발, 구현, 운영에서 긴밀히 상호
협력할 예정임

Ÿ 또한 해당 기기의 메모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니셔티브
실현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음

출처 : 로스코스모스, 베도모스티
roscosmos, vedomo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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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메르산트
https://www.kommersant.ru/

무인차량 합법화를 위해
도로교통 협약 개정 착수

과학기술의 해 월별 테마 확정

Ÿ 러시아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Ÿ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는 과학 기술의 해인 올해 월별 테

스위스, 스웨덴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틀에

마가 확정되었다고 밝혔으며, 포털에 관련 정보를 게시함

서 1968년 비엔나에서 서명된 도로교통 협약(도로상 무인
차량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개정 작업에 착수함
Ÿ 2년 전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TI) Avtonet은 러 교통부와
공동으로 개정 관련 제안서를 UN 측에 제출하였으나 실행
되지 않고 협약 수정을 요하거나 시기상조로 간주되었음

Ÿ 게시글에 따르면 올해는 매월 러시아의 과학적 사고 및 기
술 발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해가 될 것임
Ÿ 논의될 월별 테마는 3월 신약, 4월 우주탐사, 5월 안보(새
로운 도전과 위협), 6월 새로운 생산기술 및 재료, 7월 영

Ÿ 반면 현재는 수정안 쪽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성공

토 연결성 및 공간 개발, 8월 기후 및 생태, 9월 유전학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준되면 개정 프로세스에

및 삶의 질, 10월 미래 에너지, 11월 인공지능, 12월 인

따라 1년 반에서 2년 안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측됨

간과 사회임

Ÿ 교통부는 자율주행교통수단에 대한 국제적 근거를 제공하는

Ÿ 한편 앞서 2020년 12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새로운 협약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2021년을 과학 기술의 해로

결정했음을 밝히며, 그룹 구성 및 조직단계는 명시하지 않음

선언하는 법령에 서명함

Ÿ 변호사들은 러시아 내 무인차량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법도
변경해야한다고 지적하였고, 무인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기
술적으로 더 복잡하며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및 관
세 산출 규칙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함

출처 : 베도모스티
https://www.vedomost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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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러시아 과학지
https://scientificruss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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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프로젝트 시작

러 디지털부, 마이크로 전자기기
분야 개발에 참여

Ÿ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산하 전문가 협의회의 지원으로,

Ÿ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디지털부에 새로운 부서가

신뢰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설립될 수 있으며 책임자로는 통신 및 매스컴부(現 디지털

위한 탄소 균형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시범 구역(폴리

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부서, 무선 주파수 및 통신 네트워

곤)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됨

크 규제부서에서 근무했던 알렉산드르 폰킨(Alexander

Ÿ 첫 번째 폴리곤은 내년 러시아 내에 조성될 예정으로, 체첸

Ponkin)이 임명될 것임

공화국, 크라스노다르, 칼리닌그라드, 노보시비르스크, 사

Ÿ 새로운 부서의 목적은 ‘엔드 투 엔드(end-to-end) 전

할린, 스베르들롭스크 및 튜멘 지역이 후보 지역에 포함됨

자산업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는 무선전자산업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최종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Ÿ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발레리 팔코프(Valery
Falkov)는 앞으로 점차 이러한 폴리곤을 늘려나갈 것이
라고 언급했으며, 정부 및 기업 당국, 국가 여러 지역의
과학계 대표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표함

위함
Ÿ 러 재무부는 2월에 산업통상부 및 경제개발부와 함께 엔
드 투 엔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함

Ÿ 한 전문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파리협정

Ÿ 한편 은행 및 정부기관 등 중요한 인프라 시설들을 대상

이행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뿐만 아니

으로 내려진 규제조치는 몇 년 이내로 러시아 국산 IT

라 국가 경제에도 크게 유익할 것으로 전망함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러시아 마이크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는 이미

Ÿ 폴리곤은 또한 과학 대중화 플랫폼 및 교육의 장소, 과학
프로젝트 수행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https://www.minobrnauki.gov.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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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임

출처 : 베도모스티
https://www.vedomosti.ru/

세계 컴퓨팅 경쟁에 관한
논의 진행

슈퍼컴퓨터 인프라 개발 개념
정부에 제출

Ÿ 세계 컴퓨팅 경쟁을 주제로 TASS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Ÿ 언론사 TASS와의 온라인 회견에서 러시아 과학아카데

형식으로 개최된 기자회견 환영사에서 러시아 과학아카데

미 원장 알렉산드르 세르게예프(Alexander Sergeev)

미 원장 알렉산드르 세르게예프(Alexander Sergeev)는

는 학자 보리스 체스베루쉬킨(Boris Chetverushkin),

러시아 전문가의 역할 및 슈퍼컴퓨터 생성에 대해 논함

이고르 칼랴예프(Igor Kalyaev)와 함께 세계 슈퍼컴퓨팅
개발 동향 및 엑사플롭스(ExaFlops)급 슈퍼 컴퓨터 개

Ÿ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산업, 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발 경쟁에서의 러시아 위치에 대해 논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술이 사회와 산업에 중요하
Ÿ 그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러시아 연방 과학고등교육부

다고 언급함

와 모스크바 국립대학은 러시아 내 슈퍼컴퓨터 인프라
Ÿ 그에 따르면 현재 컴퓨터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려는 경
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

개발 및 기능 보장과 관련된 개념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고 밝힘

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이 해결할 수 있는 작업 중 하나는
날씨 및 기후 모델링이며 또 다른 응용 분야는 화학 재료

Ÿ 또한 세르게예프 원장은 러시아 연방에서 슈퍼컴퓨터 네
트워크를 개발할 때, 성능을 10페타플롭에서 30페타플

의 디지털 설계임

롭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Ÿ 또한 ‘Kama-1’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도 디지털 트윈 및
슈퍼 컴퓨터가 적용된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동 프로젝트
의 구현은 연방 목표 프로그램 ‘2014-2020년 러시아 과

Ÿ 동시에 그는 산업 부문 대표자들이 과학자들과의 협력에
아직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학·기술 단지 개발 우선영역의 연구 및 개발’의 일부임

출처 : 러시아 과학지
https://scientificrussia.ru/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9

출처 : 포이스크 뉴스
https://poisknew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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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3.4-3.8GHz 대역
5G 테스트 허용 고려

러시아, 생체 데이터 수집
가속화

Ÿ 라디오 주파수 국가위원회는 로스텔레콤(Rostelecom)

Ÿ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민의 생체 데이터 수집을 가속

의 자회사 프레쉬텔(Freshtel)이 모스크바 및 카잔 지역

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생체 인식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지하철역에서 5G 네트워크를 3.4-3.8GHz 대역에서 테

경우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한 원격 접근을 차단하는 것

스트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이며, 아직은 이

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도입할 계획임

와 관련하여 합의된 바가 없음

Ÿ 현재는 은행만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추가

Ÿ 한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5G 네트워크가 출시되고

로 공공 서비스 센터나 특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비즈니스 부문의 경쟁력을 잃지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당국은 UBS(Unified Biometric

않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시급히 갖춰야한다고 지적함

System) 등록 데이터 수를 현재의 16만 4천명에서 7천
만 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Ÿ 현재 메가폰(Megafon)의 네오스프린트(Neosprint)와
프레쉬텔은 3.4-3.6GHz 주파수를 할당받은 상태로,

※ UBS는 러시아 국민 원격 생체 인식을 위한 플랫폼으로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주도로 2018년 7월에 출시됨

2011년에 취득한 10년간의 사용 허가가 3월에 만료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원회 결정도 필요함

Ÿ 다음 학년도에 대학들은 UBS를 사용하여 시험 응시자
의 신원을 확인하는 원격 형식의 중간 인증을 도입할 수

Ÿ 다른 전문가는 3.4-3.6GHz 대역은 여전히 본격적인 5G

도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나, 일단 작업을 개
시하고 시장 활동을 늘리는 데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함

Ÿ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체 인식 시스템의 이점이 아직 분
명하지 않은 반면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고 강조하며, 범죄

Ÿ 한편 현재 러시아 통신 사업자들은 4.4-4.9GHz 대역에

집단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서만 5G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음

출처 : 베도모스티
https://www.vedomost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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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메르산트, 포이스크 뉴스
kommersant, poisknews

러 디지털부, 생체인식 정확도
표준 발표

해외 기업의 플랫폼 광고 수익에
세금 부과 고려

Ÿ 러시아 디지털부는 오재인(false recognition) 가능성을

Ÿ 러시아 디지털부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광고로 수입

제어하기 위해 새로운 명령 초안을 준비하였고, 생체 인

을 올리는 러시아 블로거의 개인 소득세를 해외 기업에

식 데이터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 두 가지(일대일, 일대다

서 납부하도록 하는 안을 러시아 정보 기술 산업 발전

비교법)를 승인함

계획에 제시함

Ÿ 동 명령은 통합 생체 인식 시스템(UBS) 또는 국가 정보

Ÿ 관련 문서는 기업의 이러한 납부 의무가 러시아 블로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생체 인식 데이터에 한해 적용되는

의 세무 대리인으로서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동 조치를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있음

통해 러시아 블로거의 활동이 예산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Ÿ 문서에 따르면 기존에 제공된 개인의 데이터와 식별용
생체 인식 데이터의 상호대응 정도는 최소 0.9999가 되

Ÿ 2020년 러시아 비디오 블로거들의 수입은 약 180억 루블에

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표가 어떠한 오류 시

달하는데, 바이러스 확산으로 콘텐츠 수요가 늘어났으며

스템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함

인터넷, 특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 수요가 증가함

Ÿ 시스템 개발사 측 대표에 따르면 현대 얼굴 인식 시스템

Ÿ 전문가들은 세무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의 부정 오류(시스템 인식 불가) 수준은 0.003에 달하

금융 기관의 관할 범위를 블로거 수입이 발생하는 소셜

며, 긍정 오류(시스템 인식 실수)는 0.000001임

네트워크 및 기타 플랫폼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Ÿ 전문가들에 따르면 분야별로 각 오류의 중요도를 다르게

Ÿ 디지털부가 제시한 이니셔티브는 연간 400억 루블 이상의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들은 긍정 오류, 정부 시스템

세금 운용으로 인해 하락하는 세수를 보상하기 위해 IT

및 보안 시스템 등은 부정 오류 발생 값에 집중할 것임

산업으로부터 추가 수입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 베도모스티
https://www.vedomost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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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도모스티
https://www.vedomost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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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텍, 업무에 왓츠앱 사용
중단 명령

러 소프트웨어를 스마트 기기에
사전 설치하는 법안 시행 예정

Ÿ 국영기업 로스텍(Rostec) 및 자회사 직원들은 업무에

Ÿ 러시아 정부는 4월 1일부터 스마트 기기에 러시아 애플리

왓츠앱(WhatsApp) 메신저 대신 다른 서비스를 이용

케이션을 사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

해야 하며, 업무용 컴퓨터에 왓츠앱 및 줌(Zoom)과

며, 2020년 12월 사전 설치 앱 목록을 승인한 바 있음

같은 해외 응용 프로그램 설치가 금지됨
Ÿ 언론사 RBC의 소식통 중 하나는 방위산업부문의 기
업에서는 해외 애플리케이션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것을 늘 금지해왔지만, 직원들은 소 통 속도 및 편
의를 높이기 위해 여전히 사용을 계속했다고 설명함
Ÿ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왓츠앱 사용 금지 관련 결정은 왓
츠앱 측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내
려진 것이나, 로스텍 대변인은 이번 제한조치가 이와
는 관련이 없다고 밝힘
Ÿ 그는 이러한 위기는 이미 늘 존재해왔으며 기업 측은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직원
의 개인소유 기기에는 동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다고 설명함

Ÿ 동 법령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치된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러시아 국내 검색
엔진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Ÿ 정부는 러시아와 해외 업체 간의 시장 조건을 균등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Yandex 검색 엔진을
대상 애플리케이션으로 논하고 있음
Ÿ 국가두마에서는 러시아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설치하지
않고 장비를 판매할 경우 부과될 두 가지 벌금을 승인하
였으며, 관계자는 3만~5만 루블, 법인은 5만~20만 루블
상당을 지불해야 할 것임
Ÿ 한편 미국 기업 애플(Apple)은 동 법안 준수에 동의하였
으며, 애플 기기 구입 후 설정단계로 넘어가면 정부가 승
인한 사전설치 목록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설치하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될 것임

출처 : 코메르산트
https://www.kommers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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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C, 베도모스티
vc, vedomosti

외국 IT기업 대상으로 러시아
대표사무소 개설 의무화

외국인 IT 전문가
유치 방안 마련

Ÿ 러시아 정부는 연말까지 IT 분야의 외국 기업 및 사업을

Ÿ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IT 산업 지원을 위한 두 번째

대상으로 러시아 내 ‘디지털 레지던스’시스템을 구축할

조치’에는 정보기술 분야 외국인 전문가의 러시아 연방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만~5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사용

거주 허가 발급 절차 간소화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됨

자를 보유한 외국 기업은 러시아에 법인을 등록하고 세
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Ÿ 등록은 연방 세금 서비스를 통한 원격 신청 또는 러시아 기업과

Ÿ 동 조치는 관련 업계에서 제안한 것으로, 러시아에서 근
무할 우수한 IT 전문가 유치를 꾀하는 한편 해외에서 근
무하는 전문가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동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법안 채택 후 한
달 이내로 등록 의무를 따르지 않을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Ÿ 전문가들은 오늘날 IT시장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
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수 인재를 충분히 육성하지 않

Ÿ 동 이니셔티브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지시한 바에 따라 준비 중이며, 정부

고 있으며,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더라도 매력 있는 근
무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함

는 올해 8월 1일까지 사안과 관련된 추가 요건을 마련해야 함
Ÿ 실제로 러시아 기업들은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Ÿ 대상 기업은 러시아에서 광고 수익을 얻는 Google과

인력이 빠르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보통 시간당 급여가 크

Facebook 외에 Booking 및 Amazon, 각종 콘텐츠 및

게 높지 않은 개발도상국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함

게임 서비스,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및 앱 스토어 등이
Ÿ 한 전문가는 제안된 조치로 러시아 인력 시장의 경쟁력

될 수 있음

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다른 전문가는
Ÿ 한 전문가는 이러한 압박이 높아질 경우, 기업들의 러시
아 시장 전략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출처 : 코메르산트
https://www.kommers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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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작업 특성상 원격 작업이 가능하므로 물리적
이동이 크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냄

출처 : 베도모스티
https://www.vedomost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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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테리아를 이용한 ‘자가 치유’
콘크리트 개발

강철보다 강도가 높은 차세대
복합재료 개발

Ÿ 극동 연방대학 폴리테크닉 연구소 과학자들은 박테리아

Ÿ 페레슬라블잘레스키 우주항공재료 연구소 과학자들은 차

Bacillus cohnii가 포함된 수성 농축액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세대 복합재료 ‘Aristar’를 개발하여 러시아 및 국제 특

균열을 복구하는 ‘자가 치유’ 콘크리트를 개발함

허를 취득하였음

Ÿ 갈라진 콘크리트 내부의 미생물이 산소와 수분에 접촉한

Ÿ 야로슬라블 주의 지역개발 및 대외경제활동부서는 5제곱

후 활성화되어 28일 이내에 0.2~0.6mm폭의 균열을 복구

밀리미터 너비에 무게 2g의 재료 조각이 500kg 이상을

하였는데, 방출된 탄산칼슘이 물과 만나 결정화되어 원래의

지탱할 수 있다고 설명함

압축 강도로 복구됨
Ÿ 기존 강철 및 항공기용 알루미늄은 이러한 하중을 견딜
Ÿ Bacillus cohnii는 최대 200년까지 콘크리트 내부에서 생

수 없으며, 민간 항공기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기존 에폭

존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 또한

시 폴리머와 달리 Aristar는 내화성 및 내습성, 방사선에

200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콘크리트 수명이

대한 내성을 지니고 사용 중에 변형되지 않음

50년에서 70년인 것을 감안하면 4배 정도 긴 것임
Ÿ 연구소 책임자 바실리 아리스토프(Vasily Aristov)는 관련
Ÿ 자가 치유 콘크리트는 구조물에 작은 균열이 발생하는 지진

기반 기술이 약 20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미국이나 일

위험지역이나 습도가 높고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 특히 적

본에 비해 개발이 늦어졌으나, 7년에 걸쳐 개발된 재료의

합하며, 복잡한 고비용 수리절차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음

속성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Ÿ 앞으로 과학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박테리아로 자가 치유
특성이 더욱 향상된 철근콘크리트를 개발할 계획임

출처 : Naked Science
https://naked-scienc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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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그는 Aristar를 우주산업, 항공, 조선, 원자력산업
및 소방 기술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출처 : RG
https://rg.ru/

고품질 임플란트 생산용
재료 개발

Ÿ 우랄 연방대학과 독일, 한국, 일본 과학자들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은 높은 강도와 매우 낮은 탄성 계수(Young’s
modulus, 영 계수)를 지녀 고품질 임플란트 생산에 활용도
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마그네슘과 티타늄 기반의 재료를
개발함
Ÿ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복합재의 탄성 계수는 구성 부피를
고려한 각 재료 탄성 계수의 평균이나, 마그네슘(45 GPa)
과 티타늄(110 GPa)으로 얻은 재료(17.6 GPa)에는 이러
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발견함
Ÿ 합성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액체, 티타늄은 고체 상태인데
복합재 냉각 시 마그네슘이 고체화되면서 양이 점차 줄어
생긴 공극이 탄성계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Ÿ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는 뼈를 신속히
치료하기 위한 생체 임플란트 생산임
Ÿ 다른 임플란트의 탄성 특성은 실제 뼈와 다르기 때문에 이식
부위에서 체내 특수 세포의 파괴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플란트가 훼손된다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Ÿ 따라서 뼈를 완전하고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탄성 특성
이 뼈의 특성에 필적하는 재료가 필요한데, 연구자들이 개
발한 재료가 이에 부합할 수 있음

출처 : 우랄 연방대학
https://urf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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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구분이 가능한 ‘로봇 눈’ 개발

Ÿ 스몰렌스크 주립대학 연구팀은 색상·음영을 식별하고 정확
한 색상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Roboglaz(로봇 눈) 장치를
개발함
Ÿ 이 장치는 외국인에게 색상관련 용어를 기억·이해시키는 교
육에서부터 노인 및 색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응용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가능함
Ÿ 장치 작동은 색상명칭 및 음영명칭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베
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16세~98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로 얻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Ÿ 데이터 수집은 각 연령대의 설문 대상자들에게 색상 샘플에
대한 색상 이름을 선택하도록 요청한 후 샘플에 숫자 코드
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Ÿ 장치는 가능한 한 많은 색상 및 음영을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Ÿ 동 개발은 러시아 기초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색상 명명에
중점을 둔 ‘색상 매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2021년 8월에 최종적으로 완료될 것임

출처 : 러시아 과학지
https://scientificruss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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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 호수에 수중 중성미자
망원경 설치

아연 합성 알루미늄 산화물
멤브레인을 이용한 중금속 제거

Ÿ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측은 바이칼 호수에 우주에서 날아

Ÿ 러시아 국립과학기술대학(MISiS), 인도 Jain 대학 및 Sri

오는 초고에너지 중성미자 플럭스를 연구하도록 설계된 수

Dharmasthala 대학 과학자들은 산업폐수에서 중금속을

중 중성미자 망원경 ‘바이칼-GVD’가 설치되었다고 발표함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유형의 아연 합

Ÿ 바이칼-GVD는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과학자들이

성 알루미늄 산화물 멤브레인을 제시함
참여한 국제 협력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바이칼

Ÿ 과학자들에 따르면 합성된 멤브레인은 증가된 친수성과

호숫가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의 수심 750~1,300m 지

표면 전하 및 초다공성(superporous)으로 각각 87%,

점에 설치됨

98%의 효율로 물에서 비소와 납을 제거할 수 있음

Ÿ 이는 메가사이언스급 장비로 초기 은하 및 죽어가는 은하

Ÿ 개발된 재료가 지닌 두 번째 장점은 생물부착방지(anti-

와 다양한 항성들로부터 오는 초고에너지 중성미자 플럭스

biofouling) 특성으로, 수중에 오랜 기간 배치된 장비가

를 연구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러한 중성미자 입자들은 수백

수생 미생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만~수십억 년 전 우주의 정보를 담고 있어 우주의 기원 및
진화의 신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Ÿ 소혈청알부민(bovine serum albumin)이 함유된 용액
을 이용하여 다양한 압력 조건에서 수행된 생물부착방지

Ÿ 바이칼-GVD 개시 행사에는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발레리 팔코프(Valery Falkov), 원자력 공동연구소 소장

연구에서는 멤브레인이 98.4% 회수되며 최대 3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리 트루브니코프(Grigory Trubnikov)와 이르쿠츠크
주지사 이고르 콥제프(Igor Kobzov)가 참석함

Ÿ 멤브레인은 향후 산업 폐수 처리 및 대도시 정수장에서
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연구팀은 샘플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있음

출처 : 타스
https://tas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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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러시아 국립과학기술대학 MISiS
https://misis.ru/

금성 연구용 우주선 개발 진행

국제우주정거장(ISS) 공기누출
지점 봉합

Ÿ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우주연구소의 행성대기 분광학 실험실

Ÿ 국제우주정거장(ISS)과 NASA 간 교신에 따르면 ISS 체류

장 류드밀라 자소바(Ludmila Zasova)는 러시아 전문가들이

우주비행사들은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모듈 중간 챔버의

Venera-D 우주선 설계를 시작했다고 밝힘

열 시스템 파이프라인 영역에 위치한 두 번째 공기 누출 지

Ÿ 이는 예비 프로젝트로 발사는 2029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

점을 실란트로 봉합함
되는데, 앞서 연구책임자 레프 질레니(Lev Zeleny)는 예비

Ÿ 작은 공기누출은 2019년 9월에 발견되었고, 우주비행사들은

설계에 대한 자금 조달이 올해 중으로 진행될 것이며 2025

2020년 10월에 즈베즈다 모듈의 중간 챔버에서 첫 번째 균

년까지 동 작업에 약 5억 5천만 루블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

열을 발견하여 2021년 3월에 수리를 완료함

힌 바 있음
Ÿ 누출 지점 크기는 직경 0.2mm로 ISS 내 기압은 수은 기압
Ÿ 자동 행성간정거장 Venera-D는 금성 대기, 표면, 내부 구

계 기준 하루 0.4mm 떨어졌는데 이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조 및 주변 플라즈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값인 분당 0.5mm 감소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정기적으로

궤도 장치 및 착륙 장치로 구성됨

지구로부터 공급받은 공기, 질소 및 산소를 보충하여 기내
기압을 유지함

Ÿ 초기에는 미국과의 공동 작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작년 로스
코스모스(Roskosmos)는 타국과 협력 없이 독립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다룰 것이라고 발표함

Ÿ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르
지코프, 세르게이 쿠드 스베르치코프, 미국 우주비행사 캐슬
린 루빈스, 마이클 홉킨스, 빅터 글로버, 섀넌 워커, 일본 우

Ÿ Venera-D의 제작에는 Venera 및 Vega 임무에 사용되었
던 소련 착륙선의 기본 설계를 사용할 예정인데, 소련은 금

주비행사 소이치 노구치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성 착륙에 총 10회 성공한 전적이 있음

출처 : 리아
https://r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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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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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외골격 ‘ExoAtlet-ll’,
의료기기로 등록 완료

태양 전지판 과열 방지용
홀로그램 필름에 대한 특허 취득

Ÿ 스콜코보 입주기업 ExoAtlet에서 개발하고 바이오 피드백

Ÿ 남우랄 주립대학 에너지학부 과학자들은 더운 기후에서 태

기술이 도입된 최신 외골격 ‘ExoAtlet-II’가 의료기기로 러

양 전지판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발전량을 높이기 위해

시아 연방에 등록됨

새로운 유형의 홀로그램 필름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함

Ÿ 앞서 1월 1일, 국립 의료기관에 외골격을 반드시 도입하도

Ÿ 매우 작은 크기의 홀로그램 렌즈가 있는 홀로그램 필름은

록 하는 러시아 보건부 제788n호 명령 ‘성인 대상 의료재

투명한 소재의 프리즘 집광기를 기반으로 하며, 적외선을

활 절차구성 승인’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번 등록 건은 더

반사하고 가시광선은 통과시키는 희토류 금속의 초박막 스

욱 의미를 지니며, 러시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공립병

퍼터링 층으로 덮여있음

원에서의 재활에 외골격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됨
Ÿ 태양광선이 홀로그램 필름의 모듈 표면에 닿을 때 스펙트럼
Ÿ 마찬가지로 ExoAtlet에서 개발한 ‘Bambini’ 또한 어린이
용 외골격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등록이 완료됨

의 적외선이 필름 최상층인 금속 층에서 반사되어 모듈의
과열이 방지되고 따라서 고장도 막을 수 있음

Ÿ ExoAtlet-II는 유럽 및 한국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FDA 등

Ÿ 한편 내부 구조는 빛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작은 피

록을 거친 후 미국 수출도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모스크바

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지며, 다중 반사된 빛(가시광선)은 태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서 생산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올 여름

양광 모듈 표면에 집중되므로 흐린 날씨에도 효율성을 높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임

는 효과가 있음

Ÿ 기존 ExoAtlet-I이 보행훈련을 수행했다면 ExoAtlet-Il에

Ÿ 개발된 필름은 모든 유기·무기 태양광 전지, 태양광 패널,

는 더 복잡한 근 자극기능과 비례제어, 움직임 시작 기능이

태양열 패널 등에 적용 가능하며, 외부 요인으로부터 전지판

내장되어있으며, 추후 가정용 버전도 개발 예정임

을 추가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수명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출처 : 스콜코보 재단
https://sk.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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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러시아 과학지
https://scientificrussia.ru/

남극에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배치

Ÿ 통신기업 MTS는 남극의 러시아 프로그레스(Progress)

러시아에서 전기 트럭 생산 개시

Ÿ 러시아

엔지니어링

기업

드라이브

일렉트로(Drive

기지에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를 배치하였고, 현재 기지에서는

Electro) 는 2021년 중 전기 트럭 연속 생산을 시작할

수십 개의 센서가 작동되고 있으며 남극 날짜기준 여름

예정으로 연간 최대 1000대의 트럭을 생산할 수 있을

까지(연말까지) 추가로 수백 개의 센서를 더 제공할 계획임

것으로 보이며, 수입 배터리셀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

Ÿ 2020년 12월, 노바자레프스카야(Novolazarevskaya)

의 전기자동차용 축전지를 개발·조립하기도 함

기지에서 장비 설치가 시작되었으며, 프로그레스 기지에

Ÿ 전기 트럭 샘플은 시범 운행을 위해 2020년 9월에 소매

서 반경 95km 이내에서 900MHz 주파수로 작동하는

업체 마그닛(Magnit)에 전달되었고, 주로 모스크바 지역

NB-IoT 네트워크(사물인터넷 표준)가 배치될 것임

에서 전기 트럭 시범 운행이 진행되고 있음

Ÿ 장치의 데이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AARI(Arctic and

Ÿ 시범 운행은 최소 6개월 동안 진행되며, 드라이브 일렉

Antarctic Research Institute) 서버로 전송되며, 남극

트로 측은 시범 운행 결과에 따라 차량 200대 공급 계약

대원들은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컴퓨터에서 볼 수 있음.

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함

Ÿ 센서들은 다양한 깊이에서 얼음과 눈의 온도를 측정하고

Ÿ 생산 단지는 올해 중 테크노폴리스 모스크바 경제 특구

빙하의 움직임 및 빙산의 이탈을 감지하며, 눈 등으로 인

(SEZ)의 일부인 알라부셰보 부지에 건설될 예정으로, 드

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

라이브 일렉트로는 2021년 1월에 모스크바 경제 특구

링을 실시함

입주 지위를 얻음
Ÿ 기업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차고용 전기 충전소 설치도 진행할 계획임

출처 : 베도모스티
https://www.vedomost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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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도모스티
https://www.vedomost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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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ER-Telecom, 5G 통신 표준
테스트 진행

Ÿ 니즈니노브고로드 주립기술대학의 무선전자공학 및 정보

Ÿ 러시아 대형 인터넷 업체 중 하나인 ER-Telecom은

기술 연구소(IRIT NSTU) 정보 제어 시스템 부서와 볼가

Nokia 장비로 4.8-4.99GHz 및 27GHz 대역에서의 새

연구의학대학의 협력을 통해, 혈액 현미경으로 얻은 디

로운 5G 통신 표준 테스트를 시작함

지털 이미지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 시
스템이 개발됨

Ÿ 테스트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시범 구역에서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

Ÿ 개발된 컴퓨터 처리 및 이미지 분석 시스템으로 얻을 수

업은 케이블 설치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BWD 네트워크

있는 새롭고 많은 정보로 추정 진단을 수행하며, 향후 의

를 기반으로 5G를 활용하여 기업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

료연구 전략을 설정하고 보다 올바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Ÿ ER-Telecom은 또한 소위 ‘통신사를 위한 통신사’ 인프
Ÿ 동 소프트웨어는 러시아 연방 보건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타 통신사들은 기지국을 광섬유

고등교육기관인 볼가 연구의학대학의 대학 클리닉 의료

네트워크에 연결함으로써 자체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

연구 실무에 도입되며, 실험실 혈액 검사의 정확성과 속

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도를 크게 높임과 동시에 진단 및 의료 연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에 응용 가능함

Ÿ 한편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5G 서비스 구축에 있어 일반
적인 3.4-3.8GHz 대역보다 기능면에서 열등한 4.8-

Ÿ 현재 혈액 현미경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추가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혈소판 및 적혈구 응집 과정, 혈
액 세포의 형태학적 연구, 물질 입자 크기 결정, 시각적
으로 겹치는 물체 인식 등의 작업이 해결되고 있음

4.99GHz 및 27GHz 대역사용을 배제하고 있음
Ÿ 그러나 러시아의 3.4-3.8GHz 대역은 통신 사업자들에
게 할당되지 않고 국가 보안 서비스 위성 통신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음

출처 : 니즈니노브고로드 주립대학
https://www.nnt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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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코메르산트
https://www.kommersant.ru/

Arktika-M 위성,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로 전달

NASA, 예정된 Soyuz MS-18
비행에 대해 언급

Ÿ Arktika-M은 북극 지역의 기후와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Ÿ NASA는 유인 우주선 Soyuz MS-18이 4월 중 국제우

위한 최초의 기상 위성으로 2008년에 로스코스모스
(Roscosmos)가 발표한 다기능 우주시스템 ‘Arktika’에
포함됨

주정거장(ISS)으로 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Ÿ NASA 웹사이트에 따르면 Soyuz MS-18의 발사는 모
스크바 시각 기준 4월 9일 10시 42분으로 예정되어 있

Ÿ Arktika-M은 북극 지역의 지표면 및 북극해의 모든 기
상조건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게 되며, 이를 통해 러시아
북부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Ÿ 발사는 2020년 12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되어 2021년 2월 25일에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로 전달되었고 2021 년 2월 말로 발사가 예정되어
있음

으며, 13시 47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할 것임. 따
라서 도착까지는 3시간 5분이 소요됨
Ÿ 한편 2020년 10월에 발사된 Soyuz MS-17은 국제우
주정거장까지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데 시간을 가장 적게
소요함으로써(3시간 3분) 세계 기록을 세움
Ÿ Soyuz MS-18은 4월 9일에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Soyuz-2.1a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며, 러시

Ÿ Arktika-M은 지표면과 북극해의 모든 기상조건을 상시

아 우주비행사 올렉 오비츠키(Oleg Novitsky)와 표트르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및 기타

두브로프(Petr Dubrov), 미국 우주비행사 마크 반데 하

전자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이(Mark Van de Hei)가 탑승할 것임
Ÿ 한편 2020년 10월에 발사된 Soyuz MS-17은 국제우
주정거장까지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데 시간을 가장 적게
소요함으로써(3시간 3분) 세계 기록을 세움

출처 : 러시아 과학지
https://scientificruss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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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아
https://ria.ru/

3. 기술 사업화 동향

러 고등경제대학에서 개발한
위성 발사 예정

Ÿ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에서 개발한 첫 번째 위성은 지구
원격 탐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올해 2021년은 러시아
과학기술의 해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
Ÿ 위성 개발 및 제작은 고등경제대학 모스크바 전기수학연
구소와 Lyceum의 전문가 및 학생들이 기업 및 교육센
터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장기적으로 진행함
Ÿ 실험실에서는 하루 3회 이상 전달될 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할 준비를 마쳤고, 수신할 데이터는 우선 위성 궤도
를 수정하고 모든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한 원격 측정 정
보로 지구 원격 감지 데이터 전송도 시작될 것임
Ÿ 한편 지구 원격 감지(ERS)는 궤도 위성의 우선 과제로,
우주에서 행성 표면의 생태학적 실황을 모니터링하기 위
해 구현됨

출처 : 러시아 과학지
https://scientificruss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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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관련기관
초점:및2020년
기업 소개:
하반기VEB.RF
10대 발명 목록

로스파텐트, 2020년 하반기
러시아 10대 발명 목록 발표

제3 증폭 연결장치의 출력은 제1 가산기의 제3 입력에
연결되고, 제1 가산기의 출력은 릴레이 요소의 입력에
연결되고, 릴레이 요소의 출력은 릴레이 요소의 입력에
연결되고, 릴레이 요소 증폭기의 출력은 제1 통합 연결
장치의 제1 입력에 연결됨.
- 효과: 차량의 자동 궤적 이동의 더 높은 안정성 제공

1. 2020년 러시아 10대 발명목록
○ 로스파텐트(Rospatent)는 언론사 리아(RIA)를 통해
2020년 러시아 10대 발명 목록을 발표함
1) 결핵 예방 및 추가적 치료를 위한 Polyantigenic 백신
- 특허 번호: 2724896
- 분야: 의학, 의약품
- 개요: 의약품 및 제약에 관한 발명으로, 유효량의 재조
합 단백질 ESAT6-CFP10-Ag85a-Rv2660c로 구성
된 재조합 결핵 백신을 나타내며, 이는 마이코박테리아
(mycobacterial) 단백질 ESAT-6, CFP10, Ag85a,
Rv2660c가 히스티딘(histidine) 태그(길이: 8)가 있
는 잔류물과 융합되며, CPG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oligonucleotide) 및 무라밀 디펩타이드(muramyl
dipeptide)로 대표되는 보조제이고, 여기에서 재조합 단
백질과 보조제는 젖산 및 글리콜산 공중합체(copolymer)
PLGA의 운반체 입자상에 고정됨.
- 효과: 클래스 A의 CpG-ODN 및 N-acetylmuramyl
-L-alanyl-D-isoglutamine에 의해 제시된 보조제와
조합된 재조합 단백질-항원 ESAT6-CFP10-Ag85a
-Rv2660c의 향상된 면역원성 작용
2) 이동 안정성 기능을 갖춘 차량의 궤적 이동(Trajectory
Movement) 자동 제어 시스템
- 특허 번호: 2724008
- 분야: 모션 제어 시스템
- 개요: 바퀴 달린 차량의 이동에 대한 자동 제어와 관련
된 발명. 입력이 기준 궤적 장치에 연결된 두 개의 레
귤레이터를 포함하여 차량의 궤적 이동을 자동 제어하
는 시스템과 공통된 입력과 출력의 스티어링 제어. 제1
레귤레이터에서, 제1 증폭 연결장치의 입력은 궤적 편
차 계산 장치의 제1 출력에 연결되고, 제2 증폭 연결
장치의 입력은 궤적 편차 계산 장치의 제2 출력에 연
결되고, 제3 증폭 연결장치의 입력은 궤적 편차 계산
장치의 제3 출력에 연결되고, 제1 증폭 연결장치의 출
력은 제1 가산기의 제1 입력에 연결되고, 제2 증폭 연
결장치의 출력은 제1 가산기의 제2 입력에 연결되고,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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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유 침상 코크스(Oil Needle Coke) 생산 방법
- 특허 번호: 2717815
- 분야: 정유
- 개요: 탄화수소 처리, 특히 대형 산업용 흑연화 전극제
조에 사용되는 석유 침상 코크스를 제조하는 지연 코
크스 제조공정과 관련된 발명으로 비등점 온도에 따른
코크스 원료의 무게 차이에 의한 코크스 수율을 높이
고 구조적 조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함. 방법은 공
급 원료로 데칸 토일 (촉매 분해에 의한 중가스유)을
가열하고, 이를 재활용하여 2차 원료를 형성하기 위한
컬럼에서 혼합하여 2차 원료를 형성하고, 2차 원료를
코킹 온도로 가열하고 코킹 챔버내에서 코킹화하여 침
상 코크스 및 코킹 증류액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동 증류액은 증류탑 하단으로부타 주입되어 탄화수소
가스, 가솔린, 가볍고 무거운 점결 가스 오일 및 정지
가스 오일 분별됨. 또 이어서 수증기로 코크스를 처리
하고 물로 냉각시키는 단계, 질량 교환장치가 장착된
흡수기에 증기물 및 냉각물을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함.
2차 원료 생성탑에는 질량 교환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이때 수증기는 2차원료 생성탑의 하단부로 제공되고 2
차 원료 생성탑의 상단부에 있는 저 비등점 탄화수소
물은 흡수기로 공급됨.
- 효과: 본 발명은 비등점 온도에 따른 코크스 원료의 무
게 차이를 제공하여 그 결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공정
을 개선함
4) 지능형 봇 탐지, 보호 시스템 및 방법
- 특허 번호: 2738337
- 분야: 컴퓨터 장비
- 개요: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수신한 콘텐츠 웹페이지를
로드하는 요청에 응답하여 프록시 서버에서 서버 및/
또는 클라이언트 쿠키를 검사하고, 서버 및/또는 클라
이언트 쿠키가 없거나 잘못된 경우 JSM(Java-Script
-Module) 다운로드 링크가 포함된 제어 웹페이지를
프록시 서버에 전송하고, JSM 모듈을 클라이언트 장
치에 로드하여 데이터 분석 장치에 서버 쿠키 획득 요
청을 전송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쿠키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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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성하고, 서버 및 클라이언트 쿠키를 포함한 웹페
이지 다운로드 요청을 보내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쿠키
의 프록시 서버 가용성을 확인하고, 쿠키가 합법적인
경우 첫 번째 웹페이지를 사용자 작업으로 로드하여 클
라이언트 장치가 요청한 웹페이지의 내용을 웹 서버에
제공하는 요청 이벤트를 결정하며, 쿠키가 잘못된 경우
첫 번째 웹페이지를 악성 지능형 봇의 작업으로 로드하
고, 제어 웹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장치로 전송하며, 요
청을 차단하고, 응답 작업을 수행하는 요청 이벤트를
결정하는 악성 지능형 봇의 탐지 방법
- 효과: 기술적 결과로 악성 지능형 봇의 탐지 가능
5) 변형된 디엔 함유(Diene-Containing) (공)중합체 생
산 방법
- 특허 번호: 2732776
- 분야: 화학
- 개요: 개조된 디엔 함유(Diene-Containing) (공)중합
체의 생산 방법과 관련된 발명. 동 방법은 a) 초기 디
엔 함유(Diene-Containing) (공)중합체가 탄화수소
용매에 용해되는 분해 단계, b) 개조 단계. 동 단계에
서 용해된 디엔 함유(Diene-Containing) (공)중합체
가 할로겐화제, 지방성(aliphatic) 알코올과 물을 포함
하는 개조 시스템에 추가되는 단계, c) b)단계에서 얻
은 반응 질량에 중화제의 수용액을 첨가하고, 수성층
및 유기층을 분리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중화 및 분리
단계, d) 획득된 개조 디엔 함유(Diene-Containing)
(공)중합체 의 증착 또는 탈가스로 구성되는 추출 단
계, e) 침전된 개조형 디엔 함유(Diene-Containing)
(공)중합체의 여과 및 후속 건조 단계를 포함함. 획득
된 난연재는 높은 내열성(TGA 측정시 최소 180°C에
서의 5% 질량 손실 온도) 특징이 있으며, 폴리스티렌
의 다른 성질 및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난연제
(antipyrene)를 함유한 폴리스티렌 과립의 과립성분
및 색도를 보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짐. 또한, 개조된
디엔 함유(Diene-Containing) (공)중합체를 생성할
때 형성되는 폐수의 양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짐
- 효과: 기술적 결과로 개조된 디엔 함유(Diene-Containing)
(공)중합체 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의 단축과 개조된 디
엔 함유(Diene-Containing) (공)중합체 생산에 필요
한 에너지원의 절감
6) 저 프로필 광대역 고 임피던스 자기유전 구조
- 특허 번호: 2716859
- 분야: 전파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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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본 발명은 안테나 공학, 특히 통신체계 및 레이
다용 무선 주파수 안테나 및 안테나 대열의 고 임피던
스 광대역 저 프로필 베이스 (EBG 구조 또는 전자기
결정) 뿐 아니라 고속 디지털 회로의 회로내 간섭을 억
제하기 위한 수동장치와 관련됨. 저 프로필 광대역 고
임피던스 자기 유전 구조는 금속베이스, 수직 금속 연
결 브릿지에 의해 금속베이스에 연결된 2개의 중첩 수
평금속판 그리고 각 금속판과 금속베이스간 채워지는
유전체층으로 구성됨. 구조물은 고주파 페라이트로 만
들어진 관들을 를 포함하며, 관내에 모든 브릿지가 완
전히 속함.
- 효과: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 구조내 기생 전자기 결
합의 감소, 프로필 높이의 감소, 양 좌표상 중심 파장
보다 작거나 같은 값인 구조의 선형 치수 감소로 다중
평면 스캔 안테나 배열의 베이스 구성이 가능함
7) 생물학적 조직의 부피에서 신경 혈관 구조의 수술 중
탐지 및 인식을 위한 방법
- 특허 번호: 2736307
- 분야: 의학
- 개요: 의학, 즉 수술 중 진단과 기능 진단과 관련 있으
며 수술 중 생체 조직의 부피 내에서 신경혈관 구조를
감지하고 인식하기 위해 고안된 발명
- 효과: 본 방법은 수술 중 최소 5mm 깊이의 생체조직
부피 내에서 신경조직, 크고 작은 동맥 및 정맥의 존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 이는 신경혈관 구
조 검출 및 인식 기준의 확장, 후방산란선 (back
scattered radiation) 기록 강도의 다중 스케일 분석 방
법, 맥박과 호흡 진동의 복잡한 특성들에 의해 가능함.
8) 환자의 침대판형 부근에서 점성 면역측정방식(DOT
-IMMUNOASSAY)의 감염성 질환 병원체의 항원을
검출하기 위한 키트
- 특허 번호: 2729635
- 분야: 의학
- 개요: 면역 화학적인 신속 분석을 위한 키트와 관련된
발명이며 의학에 사용될 수 있음. 동 발명은 환자의 침
대판형 부근에 있는 점성 면역측정방식(dot-immunoassay)
의 감염성 질환 병원체의 항원을 검출하기 위한 키트
로, 표면에 축적된 항체별 포획 단백질, 양성 대조군,
음성 대조군 및 비특이성 천연 또는 합성 고분자; 접합
체 표지 된 항체 검출; 욕조의 각 셀에 기지를 담을 수
있고 셀내 세척용 용액과 복합 작업 희석 용액 및 광
신호 개발 시스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다중 셀 분석

욕조 형태로 만들어진 분석 용기. 고체 기지에 결합된
포획 항체로, 그리고 표시된 검출항체의 접합체로 평
균 직경 10~20nm의 콜로이드 금 입자와 연결되어 키
트는 동물의 혈청에서 격리되고, 감염제의 항원으로 면
역되어 검출된 항체를 결합하는 IgG 등급의 동일한 폴
리클론(polyclonal) 항체이며, 기질과 결합체가 있는
유전자는 동시에 항원-항체반응이 가능함
- 효과: 본 발명은 더 높은 민감도로 감염원의 항원을 보
다 신속하게 검출
9) 수중음향 방사원의 좌표를 수동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 특허 번호: 2711432
- 분야: 음향학
- 개요: 본 발명은 수중 음향학 분야에 관한 것이며 원형
(구형, 원통형) 파면을 가진 소스의 방사 영역에서 수
동 소나(sonar)뿐만 아니라 대기 음향 및 수동 레이더
거리측정에 사용될 수 있음. 동 공학 분야의 실제 작업
은 위치좌표의 관찰과 결정, 즉 강한 간섭원의 환경에
서 약한 신호의 방향과 거리를 결정함. 이를 위해 다음
의 단계를 포함하는 음향 방사원의 위치좌표를 결정하
는 방법이 제안됨
- 효과: 제안된 방법으로 수중 음향 방사원의 위치좌표를
수동적으로 결정함
10)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유사 구조를 가진 유기무기 할로겐화 복합물 이용한 반도체 박막의 제조 방법
- 특허 번호: 2712151
- 분야: 재료 과학
- 개요: 재료 과학, 즉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와 유
사한 구조를 가진 할로겐화 복합물을 기반으로 하는 반
도체 필름의 제조 방법과 관련된 발명으로 박막, 유연
성 또는 탠덤(tandem) 태양 전지용을 포함 고체 상태
의 광 흡수 층으로 사용될 수 있고 광전자 생성, 특히
발광 장치에 사용됨
- 효과: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유사 구조를 가진
할로겐화 복합물을 기반으로 반도체 필름을 제조하는
한층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 제공. 특히, 페로브스
카이트(perovskite) 태양전지의 광흡수층으로 사용하
여 유사품에 비해 효율성이 개선됨
※ 참고 사이트
- 1Prime, https://1prime.ru/telecommunications_a
nd_technologies/20210217/8330575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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