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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지만, 각 국가의 행정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국가 경쟁력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 리쇼어링 정책 등을 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미래산업 이니셔티브
(Industries of Future Initiative)’를 추진하며, 산업 R&D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기술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정책을 펴 오고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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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에 발표된 FY2021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양자정보과학(Quantum Information Scienc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5G 및 첨단 네트워크, 첨단제조(Advanced Manufacturing), 바이오테크
놀로지(Biotechnology)를 미래산업으로 지정하고, R&D 예산으로 총 1,422억불을 책정하여, 기타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을 감수하면서도, 미래산업에 대한 R&D 역량을 집중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
*[참고] FY 2020 미래산업 이니셔티브 지정 기술 분야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달탐사, 농업기술개발 및 인프라, Exascale Computing, 사이버 보안

이 중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2년 연속 미래산업 이니셔티브로 지정되었고, 2022년까지
현재 정부예산의 두 배 수준인 20억불로 예산을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 행정부에서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나가는 배경에는 중국정부의 인공지능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에‘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New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을 발표하고 1,500억 달러
($150B) 규모의 국내 AI 산업을 육성하고,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AI R&D투자규모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수준도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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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행정부는 보다 활발한 AI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써, OPEN 정부
데이터 법(Open, Public, Electronic and Necessary Government Data Act)* 시행을 위한 지침
개발, 연방 데이터 전략 개발 추진, AI의 미국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 명령(Maintaining
Leadership in AI)** 발행, 국가 AI R&D 전략 업데이트, NIST에 AI 기술 표준 마련 계획 개발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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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은 대통령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FY’20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국방분야에 AI
R&D에는 총 40억달러($4B)를 ($1.4B in FY’19), 비국방 관련 AI 분야 R&D에 총 9억7,800만불
($978M)을 DOE, NIH, NSF, NIS, IARPA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FY’21 대통령
예산안에서 비국방 관련 AI 분야 R&D에 약 10억달러($1B)를 제안하면서 AI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부처별 세부적인 예산 및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국립과학재단)
ㅇ(예산) FY'21의 대통령예산안은 NSF에 AI 관련 R&D예산으로 FY'20(4억8,500만불) 대비 70%
이상 증액된 8억5,500만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 연계
연구) 및 범부처(농산부/국토안보부/교통부/국가보훈처 등)공동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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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핵심은 크게 ‘Harnessing the Data Revolution(HDR)’과 ‘Future of Work at the
Human-Technology Frontier(FW-HTF)’로 구분되는데,
․ Harnessing the Data Revolution(HDR)은 ①연구 커뮤니티와 데이터 과학 및 공학에 대한
기본 연구를 추구하고 ②연구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집적·연합적·국가적 규모의
접근 방식 개발, ③21세기 데이터 가능 인력 개발을 추구한다.
․ Future of Work at the Human-Technology Frontier(FW-HTF)는 근로자의 기회와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의 일자리를 형성하기 위해 NSF 연구 커뮤니티를 통합하여 인간․
사회․기술의 상호 작용에 대한 기본 과학 연구를 수행한다.
ㅇNSF AI 관련 주요 연구분야
행동 및 인지 과학 (BCS) 프로그램(Behavioral and Cognitive Sciences programs)
토목·기계·제조 혁신(CMMI) 프로그램(Civil, Mechanical, and Manufacturing Innovation programs)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Cyber-Physical Systems)
전기·통신 및 사이버 시스템(ECCS) 프로그램(Electrical, Communications, and Cyber Systems programs)
정보 및 지능 시스템(IIS: Information and Intelligent Systems)
수학 과학 프로그램
National Robotics Initiative 2.0 : 유비쿼터스 협업 로봇 (NRI-2.0)
스마트 및 자율 시스템 (S & AS)
스마트하고 연결된 건강 (SCH)
스마트하고 연결된 커뮤니티 (S & CC)
사회 및 경제 과학 (SES) 프로그램

□ DoE (Department of Energy : 에너지부)
ㅇ(예산) 미 에너지부(DoE)는 FY'21의 대통령예산안에서 AI R&D 관련하여 FY2020 대비 5,300만불
증액된 1억2,500만불을 투자하여 관련 산학연의 연구를 도울 예정이며, 초기 양자인터넷 연구에
2,500만불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비젼) AI에 대한 연구·개발·제공(delivery) 및 도입(adoption)을 가속화하여 DOE를
세계 최고의 AI 엔터프라이즈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미션) 에너지부 인공지능센터인 ‘인공지능 및 기술 사무소(AI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Office)’를 통해 AI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가속화, 부서 전체의
AI 개발 및 영향 확대, 기관의 핵심 미션의 발전과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 모든 AI 활동의
일치화(synchronize), 그리고 미국 AI 리더십 지원을 추구한다.
ㅇDoE AI 관련 주요 연구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환경․재료 등에 대한 적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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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CUTTING-EDGE METHANE DETECTION TECHNOLOGY TO GO AIRBORNE(기계 학습
기술을 수동 광학 감지 방식에 적용하여 누출되는 메탄가스를 조기․자율․실시간으로 감지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Machine learning speeds modeling of experiments aimed at capturing fusion energy on
Earth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태양과 별을 비추는 깨끗한 융합 에너지를 지구로 들여오기
위한 연구)
․ National Lab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Optimize Solar and Oth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인공지능 (AI)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기존 유틸리티(전기, 전력,
수도, 가스 등)와 잘 융합하여 최적화(배분․활용) 할 수 있도록 그리드(grid) 신뢰성, 복원력
및 보안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연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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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FICIAL INTELLIGENCE HELPS TURN BIOMASS INTO ENERGY (AI를 이용한 생바이오
매스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신흥 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번창시키고 새로운 에너
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
․ Solar and Wind Forecasting (태양과 풍력이 보편화됨에 따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통합 된
예측은 전력 시스템 운영자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A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에너지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연구)

․ Scientists use machine learning to identify high-performing solar materials (수퍼 컴퓨터·
기계학습을 통한 태양전지의 새로운 소재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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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농무부)
ㅇ(예산) 미 농무부는 FY'21의 대통령예산안에서 AI가 포함된 첨단기술을 농업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1억불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비젼) NIF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는 광범위한 분야 및 프로그램에
걸친 인공 지능(AI) 활동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농업 및 식품 공급망 전체의 응용 분야에서
AI의 힘을 활용하는 노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주요 미션) 농업과 식량 생산 기술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NIFA 프로그램을 통해 머신
러닝, 데이터 시각화, 자연어 처리 및 해석, 지능형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자율 시스템
및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인간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향상 등에 AI 활동이 지원된다.
ㅇUSDA AI 관련 주요 연구분야
NIFA가 AI 연구, 교육 및 확장 활동에 현재 자금을 지원하는 분야로는 ①농업 시스템 및
엔지니어링, ②천연자원과 환경 ③경제 및 농촌 지역 사회로 나눌 수 있다.
․ 농업 시스템 및 엔지니어링;
작물 및 토양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보 생산 및 관리를 위해 머신 러닝, 원격 감지, 위성 이미지,
드론 및 정밀 기술을 활용한다. 자율 로봇은 기존의 인간 노동자보다 대량으로 작물을 수확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 노동 집약적 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식품·식물 및 동물 생산
시스템, 물 및 토양에서 병원체, 알레르겐, 화학 물질 및 오염 물질을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비용
효율적으로 조기에 신속하게 탐지 할 수 있도록 나노 기반 감지 메커니즘과 스마트 센서가 개발
및 평가되고 있다.
․ 천연자원과 환경;
토양 관리(미생물 군집, 물, 영양소, 탄소,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화학 물질 등) 개선 및
농업 생산에서 생태계 서비스를 개선하는 새로운 관리 관행 및 프로세스의 평가·개발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도구 및 모델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 경제 및 농촌 지역 사회;
AI의 응용 프로그램은 경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규모 관리
전략 및 기술을 사용하여 농장, 산림 및 목장 관리자가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 시장 구조와 성과, 국제 무역, 농업 생산 및 자원
사용, 소비자 행동, 식품 안전, 음식물 쓰레기와 손실, 그리고 농장 노동과 이민과 정책,
농업 정책 설계 및 영향, 기술 개발 및 채택, 과학 혁신 정책 등을 이해하기 위해 AI가
미치는 기여 및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농촌 기업가와 지역 사회를 위한 경제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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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고 검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AI가
적용되고 있다.

□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국립보건원)
ㅇ(예산) 국립보건원(NIH)은 트럼프행정부의 미래 산업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FY'21의 대통령
예산안에서 만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AI R&D에 5,000만불($50M)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질병치료의 가능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생체의학과 컴퓨터과학 커뮤니티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만성 질환 및 성공적인 조기 치료를 식별하는 데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비젼) AI, 머신러닝 및 딥 러닝을 사용하여 만성 질환의 발병 및 진행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통합, 분석 및 해석을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의학 및 전산 과학의 인터페이스에서 대담하고
확장 가능한 도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는 연구자를 위한 새로운 경력을
지원할 것이며, 의료 이미지 및 데이터의 분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및
딥 러닝의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한다.
(주요 비젼) 다양한 질병 및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을 권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공 지능
기반 시스템, 새로운 도구(tools) 및 현대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며, 비지도(unsupervised) 및
준지도(semi-supervised) 기술과 방법론을 중점을 두고 있다.
ㅇNIH AI 관련 주요 연구분야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
컴퓨터 보조 진단 (computer-aided diagnosis)
컴퓨터 보조 검사 (computer-aided screening)
복잡한 패턴 및 이미지 분석 (analyzing complex patterns and images)
질병 선별 (screening for diseases)
자연어 처리 및 이해 (natural-language processing and understanding)
의료 의사 결정 (medical decision-making)
예측 모델링 (predictive modeling)
컴퓨터 시각 인식 (computer vision)
로봇 및 이미지 유도 수술 (robotic and image guided surgery)
개인화된 이미징 및 치료 (personalized imaging and treatment)
약물 발견 (drug discovery)
방사성 물질 (radiomics)
머신 / 딥 러닝 기반 세분화, 등록 등(machine/deep learning-based segmentation, registration, etc)
이외에도 ①소프트웨어, tools 및 재사용 가능한 회선 신경망의 초기 단계 개발 ②데이터 축소,
노이즈 제거, 성능 개선 (건강 증진 앱) 및 심층 학습 기반 직접 이미지 재구성 ③이미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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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주석들(annotations) 사이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촉진하는
접근법 등에 대한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방위 고등연구 계획국)
ㅇ(예산) DARPA는 FY'21의 대통령예산안에서 DoD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
하기 위해 관련 R&D에 FY'20 대비 5,000만불 증액된 4억5,70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비젼) DARPA는 지난 5세기 이상 동안 AI 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R&D를 선도해 왔으며, 현재도 기초연구에서 고급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R&D 프로
그램을 지원하여 AI 연구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즉 초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규칙
기반의 시스템 구축하는 "First Wave" AI 기술의 단계를 지나 최근 몇 년간 통계 및 확률 기반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류 및 예측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 될 수 있는 딥 러닝(인공)
신경망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를 “Second Wave" AI 기술로 정의 하고 있다. 이 기술 또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 수집, 라벨링 및 심사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DARPA는 현재 컨텍스트 생성 및 설명 모델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이해하고 추론
하는 시스템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미래형 AI, 즉 ‘tool로서의 컴퓨터 → 파트너로서의
컴퓨터’로 전환하기 위한 ”Third Wave" AI 기술을 목표로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구분
용도

학습정보

특징

First Wave AI
물류스케줄링

정해진

규칙

Second Wave AI

등

통한

스킬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자율주행

기반

규칙을

Third Wave AI

이미지인식,

훈련을

위한

데이터
통한

지식습득

데이터

셋

정보제안
및

인터페이스(정보망

통계분석을
패턴

및

설명모델

관계설명을

이해

맥락의

등)

통한

이해

(주요 비젼) DARPA는 2018년 9월에 “AI Next” 캠페인이라고 하는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에
향후 수년간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을 발표하고, ①보안허가 심사 또는 운영 배포를 위한
인증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DoD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 ② AI시스템의 견고성과
신뢰성 향상 ③ 머신 러닝 및 AI 기술의 보안 및 복원력 향상 ④ 전력·데이터 및 성능 비효율성
감소 ④ 차세대 AI 알고리즘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그림

4]

AI Next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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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ㅇDARPA AI NEXT 관련 주요 내용
New Capabilities
․ AI 기술은 일상적으로 적용되어 Electronic Resurgence Initiative와 같은 60개가 넘는 기존
프로그램 및 정교한 사이버 공격의 실시간 분석, 사기성 이미지 탐지, 동적 구성과 같은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DARPA R&D 프로젝트를 지원중임. 또한, AI 기술을 발전시켜
중요한 부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 인증 프로세스 자동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Robust AI
․ AI 기술은 우주 기반 이미지 분석, 사이버 공격 경고, 공급망 물류 및 미생물 시스템 분석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석 및 경험에 중점을 두고 지금의 기술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R&D에 집중하고 있음
Adversarial AI
․ 머신러닝의 경우 입력데이타가 오류가 있으면 결과 데이터가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및 기반 시스템 개발에 집중
High Performance AI
․ 현 디지털 프로세서에 비해 1000배 빠른 속도와 1000배의 전력 효율을 가진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을 연구하고 있으며, 머신러닝 프로세스 자체에서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음
Next Generation AI
․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컨텍스트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로 인해 추론할 수 있는 차세대 AI기술을 개발을 추진 중임
ㅇArtificial Intelligence Exploration (AIE) program 주요 내용
2018년 7월에 처음 발표되고 2019년 8월에 갱신 된 DARPA의 인공 지능 탐사(AIE) 프로
그램은 일련의 고위험, 고수익 연구자들이 수상 후 18 개월 이내에 새로운 AI 개념의 실현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젝트로, 간소화된 계약 절차와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기회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proposal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I: 국립표준기술연구소)
ㅇ(예산)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FY'21의 대통령예산안에서 AI관련 미래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측정 도구 및 테스트 베드 이니셔티브(measurement tools and testbeds initiative)“에 2,700만
달러를 증액하여 총 4,890만달러($48.9M)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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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IST

AI관련

측정

도구

및

테스트

베드

이니셔티브

R&D 예산안

추이

(FY'19~FY'21)

(주요 비젼) 미래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측정 도구 및 테스트 베드 이니셔티브에 2,700만 달러의
증가를 요구하며, 이 중 2,500만 달러는 ①AI 기술의 적용을 가속화, ② 다양한 응용 분야(첨단
재료 발견, 로봇공학 및 무선 스펙트럼 매니지먼트 제조 등)에 새로운 AI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datasets) 및 적용 사례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주요 미션) NIST의 AI 관련 연구는 AI 기술을 사용한 시스템에 대한 혁신, 개인정보 보호 등이
관련된 대중의 신뢰(trust)와 확신(confidence)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 표준기준 개발에 대한 참여
등을 포함하여, AI 시스템의 보안 및 신뢰성을 측정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에 중점
․ NIST의 AI 전문 지식을 강화하고 NIST 과학자들이 머신 러닝과 AI tool을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획득하여 AI를 NIST 계측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추진
․ AI 시스템의 보안 및 설명 가능성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 추진
ㅇ NIST AI관련 주요 프로그램

- 나노전자 및 머신러닝을 위한 통합 CMOS 테스트 베드(Integrated CMOS Testbeds for
Nanoelectronics and Machine Learning)
․ 인공 지능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저에너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대규모 벡터 매트릭스 곱셈 또는 시냅스 가중치 및 뉴런 응답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나노 장치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성능을 평가하려면 실험
장치를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전자 장치와 통합해야 하는데,
새로운 장치, 회로 구조 및 기능을 쉽게 탐색 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 베드 제품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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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성 디바이스 측정 (Neuromorphic Device Measurements):
․ Neuromorphic 컴퓨팅은 인공 지능을 위한 정보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대신, 가장 효율적인 인간의 뇌 활동방식을 모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자 회로 및 아키텍처가 필요한 새로운 전자 장치를 개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측정을 다채로운 시스템에서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 뉴로모픽 컴퓨팅을 위한 스핀트로닉스 (Spintronics for Neuromorphic Computing):
․ 뇌를 모방하는 컴퓨팅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개발을 위해 차세대 정보처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유망한 것으로 스핀 트로닉스 (spintronics)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정보는 충전이 아닌 전자스핀으로 전달되는데, 개발 중인 spintronic
장치 중 ‘자기 터널 접합(tunnel junctions)’은 다기능적이며 표준 집적 회로와 호환되므로
뇌 활동의 일부 측면을 연상시켜

컴퓨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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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컴퓨팅(Temporal Computing):
․ 인간 뇌의 일부가 신경 스파이크와 같은 사건의 타이밍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빅 데이터 처리 및 기계 학습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표준직접회로를

시간 기반 컴퓨팅을 수행하도록 구성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장치 및 메모리 기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수학적 프레임 워크를 탐구하며 시간 기반 컴퓨팅 아키텍처의 데모를 구축함으로써
중요한 방식으로 시간 기반 컴퓨팅을 확장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인공지능 관련 입법추진 중인 법안 현황
중국 및 세계 각국의 맹추격 속에, 미국은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미국의 리더쉽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 기관에 R&D 예산을 책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서도 인공
지능 관련 법안에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올 1사분기 AI 관련 상정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올해 3월 12일, 하원에 속한 ‘과학, 우주 및 기술위원회(House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Committee: 이하 SS&T Committee)’ 위원장 및 ranking 회원인 Eddie Bernice Johnson (민주당,
텍사스주)의원과 Frank Lucas(공화당, 오클라호마주)의원은 AI 연구 권한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 인공지능 리서치 관련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안(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HR 6216)'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
AI

법안 목적
연구

세계를

및

개발(R&D)

선도할

대화하고,

신뢰할

④경제

및

분야에서
수

사회

있는

①미국의

AI

전반에

지속적인

시스템을
걸쳐

리더십을

구축하며,

인공지능시스템

보장하고,

③전국민에게
통합을

위한

②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의
미국의

현재와

혜택을

미래형

AI

극
인

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2020년 국가 인공 지능 이니셔티브 사무소(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Office: 이하 'NAIIO')를 설립하고, NAIIO 소장(Director)은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의 Director가 임명하도록 하며,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의 과학
기술국(Office of Scienc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참여시켜, 연방 AI 연구 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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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개선을 넘어 AI 연구를 위한 3가지 주요 과학 기관 예산에 대한 막대한 증액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법안 통과시 NSF의 AI R&D 예산이 FY’20에 4억 8,500만 달러에서,
FY’25에는 10억 5,5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DoE의 AI R&D 관련
예산도 FY’20 에 약 1억 2,000만 달러의 예산이 승인되었으나, 이 법안으로 FY’25에서 2억
6,200만 달러로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NIST도 FY25에는 9억
9,7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상기 세 기관에서 5년 동안 AI 연구 및
개발(R&D), 교육 및 표준 개발을 위해 약 65억 달러를 승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AI
연구소 중 일부는 경제 부문, 사회 부문 등 전반에 걸친 AI 기술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연방
정부의 AI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에 대한 AI 영향에 관한 국립 아카데미 보고서를 요구하고, NSF에 AI training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영향도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사회적․경제적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해결 및 대비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인공 지능 관련
대학원 프로그램 학생의 대부분은 국제 학생이며, 인공 지능 관련 학위 프로그램의 미국 대학원생
수는 1990년 이후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AI 인재를 확보함에 있어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국방/비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투자 및
개발을 통해 미국의 기술우위를 든든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당분간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집중 투자함과 동시에 산․학․연․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법안 지원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정책 및 개발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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