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인

변화

범용기술*

*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 산업·사회 대부분에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과거 데이터로부터의 학습을 통한

지속적/기하급수적 기계의 지능화 및

정보 처리 능력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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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

정보 저장 정보 관리

01
0

1
0 1

1
0

드론 자동주행차 스마트홈 로봇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Back
end

Front
end

드론, 로봇과 같은 Application은 지능화 기술이
활용되는 수단

0 1

자율진화

무인

의사결정

만물의

데이터화

실시간 반응

특징

기계-기계, 기계-인간 등 모든 객체의

연결을 통한 능동/수동적인 정보의 교류



앨런 뉴웰(1927~1992), 인지인공지능 연구자

콜로서스, 앨런 튜링이 고안한 최초의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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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학 뇌연구 양자역학

AI Big Data Cloud IoT 5G

AR/VR Sensor 신소재/나노 양자컴퓨팅 3D프린팅

기초과학

핵심기술

응용기술

로봇틱스 CPS V2X
공간정보
시스템

무인기 스마트그리드인증/블록체인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의료 자율차/드론 스마트국방 스마트시티

유전자가위

시스템/플랫폼

제품/서비스 스마트에너지 스마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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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변화의 동인)과 분야별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플랫폼은 위상이 전혀 다름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국 주도로

AI 기술개발, 사회변화 대응 정책 수립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개발로

경제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 추진



인공지능 등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적극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기술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추진





























인터넷부터 친환경기술까지, 거의 모든 기술 혁명은 국가 주도로 시작

 (인터넷) ’60년대 방위고등연구기획국(DARPA) 자금 지원으로 만들어진 ARPANET이 시초

 (GPS) ’70년대 미국 군사(US Military) 프로그램인 NAVSTAR에서 시작

 (터치스크린) 공공 기금 지원을 받는 델라웨어 대학 교수와 국립과학재단(NSF),

중앙정보국(CIA) 지원을 받은 박사 과정 학생이 설립한 기업(FingerWorks)이 개발

 (SIRI : 음성인식) 방위고등연구기획국(DARPA)의 AI 프로젝트에서 파생

 보조금, 세제 혜택, 공장 건설 지원금 대출 등 $49억 지원

※ 테슬라(Tesla)는 정부 기금 약 $4억 6,500만 보증 대출을 지원 받음

 SpaceX($55억), 미항공우주국(NASA) 및 미국 공군($55억)과 계약 체결

 미국 에너지부는 배터리/태양 전지 패널 기술을 보유한 테슬라(Tesla)/솔라시티(SolarCity)를, 

미항공우주국(NASA)는 로켓 기술을 보유한 스페이스엑스(SpaceX)를 직접 투자∙지원

지방∙주∙연방정부에서는 하이테크(High Tech) 벤처기업에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위고등연구기획국

(DARPA)

미국에너지국 (DoE)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국국립과학

재단(NSF), 미국국방성(DoD)

미국에너지국(DoE)/

방위고등연구기획국(DARPA)
방위고등연구기획국(DARPA)

1세대 iPod (’01)
iPod Touch & iPhone (’07)

iPad (’10)

미국국방성(DoD), 미 해군(NAVY)
미국에너지국(DoE), 중앙정보국(CIA), 

국립과학재단(NSF), 국방성(DoD)

방위고등연구기획국(DARPA)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CERN)

미군(US military) 방위고등연구기획국(DARPA)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

(CERN)

미군연구실(Army Research Office)

* 출처: Mazzucato, 2013a,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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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산업 지능화 촉진 사회정책 개선 및 제도정비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





재난, 환경, 안전 등 공공서비스 분야 지속 발굴·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