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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세대 기술표준 정립 위한 '중국표준 2035' 곧
발표
기사입력 2020-04-27 14:38

중국제조 2025 이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힘 보여주는데 초점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논의하기 위
한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3.2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은 차세대 기술의 세계 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야심찬 15년 청사
진 '중국 표준 2035'를 멀지않은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이 인공지능, 통신망, 데이터 흐름에 이르기까
지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이 휘두룰 힘에 대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2년에 걸친 숙고 끝에 발표될 '중국 표준 2035'는 '중국 제조 2025'에 이은 다음 단계로 2025년에서
2035년에 이르는 10년을 정의할 기술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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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체 '호라이즌 어드바이저리'의 에밀리 드 라 브루이어 공동창업자는 "세계는 지금 새로운
기술 체계와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 정의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아직 그 지도자들은 결정되
지 않았는데 중국의 이 같은 계획은 이(지도자)를 결정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누가
세상의 권력을 손에 잡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기술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상호 운용성을 정의하는 표준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처
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많은 기술들이 표준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퀄컴이나 에릭슨
같은 미국 또는 유럽의 주요 기술회사들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표준 설정의 일부였지만 지난 몇년
전부터 중국이 세계 기술 표준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의 요점'이란 문서를 공개했는데, 브루이어와 함께 '호라
이즌 어드바이저리'를 공동 설립한 네이선 피카리스는 '중국 표준 2035'는 향후 중국의 계획에 대해
통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발표된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의 요점'은 신세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표준 시스템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인공
지능(AI)에 대한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세계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기술로 여겨진다.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의 요점'은 또 중국이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중
국이 국제 표준에 대해 더 많은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은 국내 기준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2중 플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TV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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