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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업정보화부,「신형 데이터센터 발전 3년 행동계획」발표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신형 데이터센터 발전 3년 행동계획(′21~′23)」을 발표(7.14)

l (주요목표) 동 「계획」은 향후 3년간 △ 합리적인 구도 △ 선진 기술 △ 친환경·저

탄소 △ 디지털 경제 성장과 상응하는 연산 규모 등의 특징을 갖춘 신형 디지털센

터의 발전 구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함

- 2021년 말까지 ① 중국 전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평균 이용률을 55% 이상 향상 

② 총연산 능력 120엑사플롭스(EFLOPS)1) 이상 달성 ③ 신규 대형급 이상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지수(PUE)2)를 1.35 이하로 낮춤 

- 2023년 말까지 ① 전국 데이터센터 규모의 연평균 증가 속도 20% 전후 유지, 평균 

이용률 60% 이상 확보 ② 총연산 능력 200엑사플롭스 이상 달성 ③△ 고성능 연산 

능력의 비중을 10%까지 확대 등

l 신형 데이터센터는 기존의 데이터센터에 비해 고급 기술과 연산 능력을 갖췄으며 

에너지효율과 보안 수준이 높다는 등의 특징이 있음

1) 엑사플롭스(EFLOPS): `엑사’는 100경(京)을 나타내는 단위로 1EF는 1초에 100경 번의 연산을 처리한다는 
의미임. 

2) 전력효율지수(PUE): 데이터센터 총전력량을 IT장비 전력량으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전력 효율이 
좋은 데이터센터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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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 「계획」의 6대 중점임무는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十四五”循环经济发展规划的通知
https://www.ndrc.gov.cn/xxgk/zcfb/ghwb/202107/t20210707_1285527.html

구분 주요 내용

� 건설 배치의 최적화 행동

❍ 국가 허브(樞紐)와 연결점 구축 가속화

❍ 각� 성의 수요에 따라 신형 데이터센터 구축

❍ 가장자리 데이터(邊緣數據)센터를 유연하게 배치

❍ 오래된 작은 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 가속화

❍ 해외 신형 데이터센터 배치 지원

 네트워크 품질의 고도화 행동

❍ 신형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지탱능력 향상

❍ 지역 신형 데이터센터 상호연결 능력 최적화

❍ 가장자리 데이터센터 상호 연결 및 네트워크 구축 촉진

 연산 능력의 고도화 행동

❍ 연산 능력과 연산 효율 제고 가속화

❍ 산업 디지털화 모델 전환 능력 강화

❍ 공공 연산 능력 널리 응용 추진

 � 산업 사슬 안정·경쟁력 강화

행동

❍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 표준체계 보완

❍ 산업 사슬 체계 구축·보완

 친환경·저탄소 발전 행동

❍ 선진 녹색기술 제품응용 가속화

❍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활용최준 향상

❍ 녹색 관리능력 최적화

 보안·신뢰 보장 행동

❍ 네트워크 보안 최준 향상

❍ 데이터 자원 관리 강화

❍ 신형 데이터센터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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