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5.

인쇄 : 네이버 뉴스

궈 핑 화웨이 회장 "클라우드, AI 등 5대 기술로 가치
창출"
기사입력 2020-09-23 14:57

궈 회장 '회웨이 커넥트 2020'서 비전 선포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이 화웨이가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연례 글로벌 ICT 컨퍼런스인 '화웨이 커넥트 2020'의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화웨이가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연례 글로벌 ICT 컨퍼런스 '화웨이 커넥트 2020'을
개최했다. 화웨이는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활동들과 5G,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등 각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솔루션들을 소개했다.
올해 ICT 업계는 전세계에 걸쳐 대단위의 5G 상용화가 이뤄짐에 따라 연결성, 클라우드, AI, 컴퓨팅,
산업 애플리케이션 등 5대 기술이 한데 어우러지며 유례없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올해 화웨이 커넥트 행사는 5대 기술 분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5대 기술 영역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겠다"고 말했다. 궈 핑 순환 회장은 "현재 IC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주어졌고 정부
와 기업은 디지털화에 접어들고 인텔리전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파트너사들과 함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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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궈 회장은 화웨이가 스마트 기업,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도시 구축에 기여한 선도적인 사례들을 공
유했다. ICT 기술과 산업 노하우를 결합하여 정부나 기업의 메인 비즈니스 시스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나리오별 솔루션을 소개했다.
향후 화웨이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ICT 기술을 업계에 적용하고 기업에게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정부에게는 내수 산업 진작, 국민 지지, 거버넌스 향상 등을 위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화웨이는 이날 네트워크, 컴퓨팅, 클라우드,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도 보
였다. 우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화웨이는 ‘지능형 연결’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지능형 연결은 유비
쿼터스 기가비트 접속과 결정론적 경험을 선사하는 초자동화 네트워크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 정
부와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시스템의 지능형 업그레이드를 추구한다.
컴퓨팅 분야에서 화웨이는 고객에게 다양한 컴퓨팅 성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화웨이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분리하는 디커플링 설계를 통해 x86과 쿤펑 등을 서로 다른 프로세서
에 연결, 각기 다른 프로세싱 니즈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화웨이는 전 세계에 23개 클라우드 리전을 설립, 150만 명 이상의 개발
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화웨이는 AI 분야에서 정부 및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시스템에 AI가 보다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
록 돕는다. 화웨이가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를 통해 AI시스템 내 핵심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궈 회장은 행사에서 연결성, 컴퓨팅, 클라우드, AI 기술이 100년 전에 등장한 전기와 같다면, 산업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전기로 구동되는 가전제품이나 산업용 장비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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