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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NIST,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표준 개발 초안 발표

미국 상무부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방 정부의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연방기관 간 인공
지능 표준 관련 지식과 지도력 및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장려하며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의 지원 및 확장은 물론 국제협력을 권고한다.

NIST의 원장인 월터 G 코판(Walter G Copan)은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연방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 및 학계와 협력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성,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보장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최
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IST는 발표한 초안은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American AI Initiative)*를 구현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으며, 트럼
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방 정부, 산업계, 학계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기술 및 시스템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의 감각 (시각, 언어 및
촉각), 지각, 인지, 계획, 학습,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문제 해결 및 작업을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자율차량, 고급 게임플

레이 소프트웨어 및 안면 인식 시스템, IT 및 운영 기술 시스템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적
용한다.

NIST의 초안은 인공지능 표준의 광범위한 사용이 기술 혁신을 위한 공통 기반을 정의하고
수립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 및 시스템의 기능, 상호 운용성

및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목표를 충족하고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사양,
지침 특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American AI Initiative*
미 트럼프 행정부는‘아메리칸 인공지능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의 행정 명령
에 서명하였다. (2/11/2019). 이번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을 통한 미국 국민의 번영, 국가
및 경제 안보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가지의 중점 목표를 명시하였다.
1. 인공지능 R&D 자금 지원(Investing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연방 기관이 인공지능 R&D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함으로써 산학연의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R&D 생
태계를 강화하고 자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최첨
단 인공지능 기술에 우선 투자할 것이다.
2. 인공지능 리소스 확보 (Unleashing AI Resources)
연방 기관은 보안, 개인정보보호, 기밀보호 등을 유지하되, 데이터, 모델 및 컴퓨팅 리
소스를 미국의 인공지능 R&D 전문가, 연구원 및 산업계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여 공신력을 증진하고 리소스의 가치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3. 인공지능 표준 수립 (Setting AI Governance Standards )
연방기관은 다양한 기술 및 산업분에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지침을 수립하여 인
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쌓고자 한다. 이에 미 국립표준연구원(NIST)는 신뢰
할 수 있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표준을 수립하도록 한다.
4. 인공지능 인력 구축 (Building the AI Workforce)
STEM 분야 및 컴퓨터 과학에서의 다양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가 인공지
능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국제 참여 인공지능 기술 보호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R&D를 지원하고 미국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시장을 개방하
는 한편,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전략을 수립한다.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는 5개의 중점 목표를 통해 인공지능에서 국가적 리더십 및
국가와 경제 안보를 강화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공지능 미국 리더십 : 기술 표준 및 관련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 연방 정부의 참
여 계획”초안은 연방기관이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개
발과 교육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2019 년 2 월 행정명령에 대응하여 발표되었다.
초안은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표준 모니터링, 참여도, 영향력 및 주도의 4가지 참여 방법
을 기술하고 있으며, 정부는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합의를 기반
으로 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다각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인공지능 표준 개발 계획을 위한 초안은 인공지능 표준화의 현재 상태를 기술하고 데이
터, 통계, 안전 및 신뢰성을 포함한 기술 표준이 필요한 범주를 나열하였으며, 데이터 세
트, 테스트 베드 및 책임 및 감사 도구에 대한 표준화 된 형식을 비롯한 필요한 표준 관련
도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안 계획은 NIST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초안에 관한 의견을 2019년 7월 19일
까지 취합한 후에 최종 계획을 2019년 8월 10일 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 본문 및 이미지 출처: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19/07/nist-releases-draft-plan-federal-engage
ment-ai-standards-development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accelerating-americas-leadership-in-artificial-intellig
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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