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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 NASA, NSF 및 DOE 2017회계연도 예산(안)
하원 세출위원회는 에너지부(DOE)를 포함하는 에너지/수자원부 및 관련 기관 세출법
2017을 2016년 4월 26일에 그리고 NASA 및 국립과학재단(NSF)을 포함하는 상무부, 법
무부 및 과학부와 관련기관 법 2017을 2016년 5월 24일에 각각 대해 승인했다. 이들 법
안에 대한 상원 (안)도 상원 세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전 게시물에 요약된 바 있었
다. 세출 프로세스에 대한 진행상황은 이용할 수 있는 때에 ‘관련정책 정보’ 페이지에 게시
될 것이다.
이 게시물에서, 우리는 이러한 2개의 하원 의안에 대한 요약을 제시할 것이다. 아래 표는
예산 요청액이 미화 백만 달러 단위로 관련 계정 별로 어떻게 분개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는 대통령의 예산 요청 총액을 기준시점 요청액(조정 예산 권한 적용을 받지 않은 총 요청
액), 상원 의안 및 하원 의안 등과 비교할 것이다.

하원은 조정 예산 권한을 발동하지 않았으나 하원 의안과 똑같이 2016 회계연도 수준
미만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지지했다. 하원과 상원 의안간 놀라운 차이
점은 강조되는 부문과 프로그램의 차이에 있다. 상원의 의안에 대해서 게시물에서 강조된
포인트를 반복하기 위해, 우리는 독자들에게 이와 같은 차이가 최근의 예산 사이클의 트렌

드를 반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 2017 회계연도 각 부문에 대한 하원과 상원의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2016 회계연도와 2015 회계연도에 대한 해당 부문 예
산의 평균 수준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NASA 및 SMD
행성 과학, 천체물리학, 핼리오물리학 부문 모두 증가하였지만, NASA의 과학임무 전담
부서에 대한 하원의 예산(안)은 거의 종전과 다름 없다.

행성 과학
행성과학 예산에 대한 하원(안)은 2016 회계연도에 비해 13% 증가되었으며 총 요청액
보다는 21.5% 높다. 하원은 이와 같은 증가액이 행성 과학 내 각 프로그램에 어떻게 분배
될 것인지 지침을 제시했다 – 아래 표 참조.

연구 프로그램 내에 연구 및 분석을 위한 178.1 백만 달러와 지구 접근 천체 관측을 위
한 50 백만 달러가 포함되었다. ‘발견’ 목적을 위해 증가된 자금은 2014년 ‘기회의 발표’로
부터 선정된 최대 2개의 임무를 지원할 것이다. 화성 탐험 프로그램에는 화성 자체를 위한
408백만 달러와 기타 임무 및 데이터 분석(OMDA)를 위한 239백만 달러가 포함되었다.
OMDA에는 화성 헬리콥터의 기술 데모를 위한 15백만 달러를 포함한 화성 기술을 위한
20백만 달러와 화성 미래 임무를 위한 20백만 달러가 포함된다. 외행성과 Ocean World
내 유로파 임무를 위해 260백만 달러가 조성되어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궤도선과 착륙
선을 개별적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플루토늄 238 생산을 위해
DOE와 협업을 계속하기 위한 20백만 달러와 냉각 인공위성 표면 기술용으로 25백만 달러
가 배정되었다.

천체물리학
천체물리학 예산은 총 요청액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2016 회계연도와 비교해서는 거
의 8.5% 증가하였다. SOFIA는 85.2백만 달러가 배정되었는데 이는 2016 회계연도와 예
산과는 동일하고 요청액 보다는 1.4백만 달러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예산 금액에는
StarShade가 WFIRST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태양계외 행성 탐
험 프로그램에 대한 10백만 달러 증액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또한 X 선 및 감마선 미래 계획에 관해서 NASA가 세출 위원회에게 계속해서 보
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10년간의 조사 및 임박한 ‘탐험가들의 기회 발표’에
대한 계획수립 관련 과학 위원회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JWST
JWST에 대한 50.6백만 달러 자금 삭감이 예산(안)의 내용이지만, 2018년 10월 발사는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헬리오물리학
헬리오물리학에 대한 하원 예산(안)은 나사의 총 요청액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2016 회
계연도 대비 거의 7.5% 증가한 금액이다.

NSF
NSF의 전체 예산 외형이 거의 일정한 가운데, 연구 및 관련 활동을 위해서는 2016회계
연도 대비 45백만 달러 증액되었다. 천문 과학 부문의 주요 연구 장비 및 시설 구축
(MREFC) 프로젝트로는 모두 예산 요청액에 반영되어 있는 대형 개요 관측 망원경
(LSST)과 Daniel K. Inouye 태양 망원경(DKIST) 등이 있다. 하원 예산(안)은 지역 클래
스 연구 차량(RCRV0에 대한 자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세출위원회는 연구보조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NSF가 사용하는 동료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보조금 대상 선정 요약보고서가 해당 프로젝트의 의도와 해당
프로젝트가 정보적인 장점과 더 광범위한 영향 검토 기준 둘 다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쉬운 영어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NSF가 계속해줄 것
을 주문했다. ‘천문과학 포트폴리오 검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NSF가 위원회에게 관련 조

치를 보고하지 않은 채 “최종적인 철회를 단행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세출위원회는 또한
기존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학계 및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협업하려는 NSF의 시도에 대해 평가했다.

DOE 과학 사무소
하원의 에너지/수자원 세출법안에는 에너지부(DOE)를 위한 399.6억 달러와 과학 사무소
를 위한 54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 사무소 내 고 에너지 물리학(HEP)에 대
해서는 823백만 달러가 조성되었다. HEP에는 특히 암흑 에너지 및 암흑 물질 실험을 포함
하는 ‘우주 프런티어’가 들어 있다. 이러한 실험을 위해 총 23.5백만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LSST 카메라는 45백만 달러를 배정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