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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 Global Gateway 전략
- 글로벌 인프라 개발에 3천억 유로 투자

주간 동향

Global Gateway: up to €300 billion for the
European Union's strategy to boost
sustainable links around the worl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대표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디지
털, 에너지, 운송 연결망과 전 세계의 보건,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의 새로운 전략인 ‘Global Gateway’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2027년까지 ‘Team Europe’을 통해 회원국 정부와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
발은행(EBRD) 등 민간 자금을 동원하여 최대 3,000억 유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

금번 전략은 COVID-19 이후 글로벌 회복을 위해 디지털, 기후 및 에너지,
운송, 헬스,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
장하는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를 위한 투자임. 특히,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
공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표준, 규칙,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망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재확인함

■

Global Gateway는 국제 협력 투자에 있어 민주적 가치가 어떻게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보여준다는 의미와 함께, 21년 6월 G7 정상회의에서 약속
한 글로벌 투자에 대한 유럽의 기여이기도 함.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에서
Global Gateway와 미국의 ‘Build Back Better World 이니셔티브’는 서로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음

■

Global Gateway는 ‘Team Europe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공되며, EU 기
관, 회원국, 유럽 금융기관은 파트너국의 정부, 시민 사회,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유럽기업 등과 협력할 예정임
*‘Team Europe 이니셔티브’는 유럽연합이 파트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조성한 프로젝트 기금

■

보도자료와 함께, ‘질문과 답변’ 페이지에서는 투자 우선순위의 핵심 부문으
로 ‘유럽의 가치와 표준(기준)에 따른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에너지 연결’,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하며 탄력적이며 포괄적이고 안전한 운송
망’, ‘헬스’, ‘교육 및 연구’ 분야를 꼽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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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s://ec.europa.eu
/commission/pressco
rner/detail/en/ip_21
_6433

주간 동향

2021년 12월 2주

11월

30

1. 중국 CCSA, 국가통신표준화기술위원회(TC485) 연례회의 개최
원문제목 总结成绩

出发，开拓创新谋发展

기사원문 http://www.ccsa.org.cn/detail/4643?title=总结成绩

出发，开拓创新谋发展

중국 CCSA의 국가통신표준화기술위원회(TC485)는 11월 23일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정보통신분야의 국가표준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22년 표준화 작업을 준비함
- '국가표준화발전개요(国家标准化发展纲要)'와 '제14차 정보통신산업 발전 5개년 계획(“十
四五”信息通信行业发展规划)'의 이행을 위해 ‘21년도 성과와 ’22년도 계획을 소개함
- 2021년 TC475는 산업 인터넷 및 기타 분야에서 25개의 국가표준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15개의 국가표준 계획 승인, 71개의 국가표준을 발표하였음
- 2022년에는 국가 정보통신 표준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5G 및 차량 인터넷 등 핵심 분야
의 표준화 강화, 관련 산업간 및 분야간 표준 개발 촉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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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ETSI, ‘ASIA PKI 컨소시엄’과 MoU(양해각서) 체결
원문제목

ASIA PKI Consortium signs MoU with ETSI

기사원문 https://www.etsi.org/newsroom/news/2002-2021-12-asia-pki-consortium-signs-mou-with-etsi

ETSI는 금번 78차 총회에서 ASIA PKI 컨소시엄과 MoU 체결

- ASIA PKI 컨소시엄(APKIC)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PKI(Public Key
Infrastructure)간 상호운용성 촉진과 PKI를 기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함.
2001년 PKI 기술의 인식 제고와 활용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0개 이상의 아시아 국가
회원이 있음
- 금번 MoU을 통해 APKIC은 ETSI ESI(Electronic Signatures and Infrastructures) 기술
위원회의 신뢰서비스제공자(Trust Service Providers)에 대한 표준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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