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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그린 산단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3 반월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성공을 위한 연대협력 선언식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스마트

‘스마트그린산단 연대협력 선언식’을 계기로 각 주관 기관은 사업

그린산단 추진 관계기관과 함께 10월 27일 반월산단 내 스마트제

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전국 산단으로의 확산을 위한 정

조혁신센터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연대협력 선언식과 콘퍼런스’를

책 개발과 제도 개선 사항(표준화·보안성 강화 등)의 발굴을 위해

열었다.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창원국가산단에서 발표된 ‘스마트그린산단

콘퍼런스는 디지털 세션과 그린 세션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세션에

실행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산단에 디지털·그

서는 효과적인 데이터·AI 적용 방안을, 그린 세션에서는 친환경·에

린뉴딜을 융합하고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너지 효율화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7개에서 오는 2025년까지 15개로 확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산단의 데

대할 예정이다.

이터 수집·저장·분석·통합을 아우르는 디지털 허브 기능의 필요성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스마트그린산단 참여

에 공감했다. 특히 혁신데이터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에너

기관들이 참석했고, 콘퍼런스에서는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이 머리

지·물류 플랫폼, 통합관제센터 등의 연계에도 효율적이라고 의견

를 맞대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을 모았다.

10대 핵심사업은 ▲ 혁신데이터센터 ▲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

김정환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 스마트제조 고급인재 육성 ▲ 스마트

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생산 집적지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4차 산업

편의시설 구축 ▲ 통합관제센터 ▲ 물류자원 공유플랫폼 ▲ 스마

혁명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산단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스

트제조혁신기반구축(소부장실증화지원)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마트그린산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스마

▲ 에너지 자급 인프라 구축이다.

트’는 산단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린’은 산단의 자급
자족 마이크로그리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스마트와 그린이 결합한 산업
단지가 친환경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
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인재들이
모여들어 기업과 사람이 함께 발전을 거듭하
는 ‘혁신성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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