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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인공지능 리더십 강화 주력

미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연두교
서에서, 최첨단 미래 산업 투자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
술은 운송에서 의료, 교육, 보안에
이르기까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 초기 개발자 및 국제
지도자로서 이익을 누려왔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혁신의 속도
가 빨라짐에 따라, 미국의 리더십이 보장이 점점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지
적했다. 이에 미국은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연
방 기금과

자원을 재조정하며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 국제 표준을 수립하며,

미국 노동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및 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the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itiative)
내 용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국가적 리더십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음의 5
가지 핵심 영역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1. 인공 지능 R&D 투자 (Investing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는 연방 기관이 인공지능 R&D 임무에 우선순위를 부여
하도록 지시하였다. 미국의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산학연의 R&D 생태계를 강
화하고, 연방 정부의 인공지능 지출은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
는 최첨단 아이디어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투자에 대한 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방 기금의 사
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2. 인공지능 관련 자료의 제공 (Unleashing AI Resources)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는 연방 기관이 인공 지능 관련 모든 데이터, 모델 및
컴퓨팅 리소스를 미국의 AI 전문가들에게 더 많이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안전(safety), 보안(security),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 개인 정보 보호(privacy)
및 기밀 보호(confidentiality)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AI 거버넌스 표준 설정 (Setting AI Governance Standards)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연방 기관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물로 인
공지능과 관련된 신기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
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니셔티브는 또한 NIST(국립표준기
술연구소)로 하여금 안전하고 견고하며 상호운용이 가능한 AI 시스템을 위한
기술 표준 개발을 이끌도록 요구한다.

4. AI 인력 구축(Building the AI Workforce)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방 기관들은 AI 시대에 적응하고 이끌어 가
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을 준비시키기 위해 컴퓨터 과학 및 성장하는
STEM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5. 국제 참여와 보호 (International Engagement and Protecting our AI
Advantage)
트럼프 행정부는 AI관련 R&D를 지원하고 미국 인공지능 산업의 시장을 개방
하는 한편, 국가적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
다. 이에 연방 정부는 미국의 국가적 경제적 안보 이익에 중요한 인공지능
및 기술 분야를 전략적 경쟁자 및 외국 경쟁자로부터

미국의 “가치와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다.

https://www.theverge.com/2019/2/11/18219981/american-ai-initiative-trump-administ
ration-funding-research-data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accelerating-americas-leadership-in-artificial-int
ellig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