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행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 등 20개 기관은 민간 주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 를 결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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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에 산업계 참여 확산
ㅇ

❶ 대한상의 등 20개 단체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결성

*

❷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12개 디지털 기업 동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 는 월 일 수 한국산업
지능화협회가 주최한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에서 산업계를 대표
하는 20개 단체와 12개 지능정보기술 공급기업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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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들은 산업계를 대표해 ①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②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에 참여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며 ③인력양성 산업데이터 표준화 등 기반
조성에 동참하고 ④규제 정책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

*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은 지난 12월 9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단체, 연구기관, 공급기업 등이 본격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민간 행사.

·

·

.

*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조선, 미래차 등 10대 업종별 구축되어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디지털
전환 선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기관·연구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활동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는 앞으로 다른 협·단체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늘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아나갈 계획이다

ㅇ ｢

,

,

.

*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추가 참여 문의는 ☎1800-5233 (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 개요 】

일시 / 장소 : ‘21. 12. 22(수) 14:00～16:30 /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ㅇ 주최: 한국산업지능화협회(김태환 회장)
ㅇ 참석자 :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법안 발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20개 협단체
지멘스, MS, 네이버, 카카오, SK, LS 등 12개 기업
ㅇ 주요 내용 :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발족,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 MOU 체결 등
ㅇ

(정부)

(국회)

(기관)
(업계)

□ 이어 지능정보기술을 공급하는 12개 기업과 산업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기업 연합｣ 결성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협약에는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세일즈
포스, 소프트웨어AG 대기업인 SK플래닛, LS 일렉트릭, 포스코
ICT, 중견기업 더존비즈온 메가존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대표 기업들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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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공급기업 연합 MOU 참여기업 】

ㅇ

협약참여기관들은 ①최신 지능정보기술과 솔루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②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데이터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②국내외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③전문인력 양성과 공급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

.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축사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 와 ｢ 공급
기업 연합 ｣ 이 민간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자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자가 되어줄 것 을 주문했다
ㅇ 또한 산업계의 협력 움직임이 산업 디지털 전환 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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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최재혁 사무관(☎ 044-203-45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