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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5G 산업현장 방문
- LG 사이언스파크에서 5G 준비현황을 살피고 업계의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2일(화)

유영민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성윤모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
기부) 홍종학 장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엘지(LG) 마곡 사이언

스파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참석자) ▲LG전자 : 정도현대표이사, 안승권LG사이언스파크사장, 이시용전무, 김인경전무
▲LG유플러스 : 하현회 부회장, 박형일 CRO 전무, 김대희 CSO 상무
▲중소ㆍ협력기업 : 박찬호 우성엠앤피 사장, 황호진 삼화콘덴서 사장, 구관영
에이스테크놀러지 회장, 구자옥 육일씨앤에스 사장, 주동익 삼지전자 사장,
이상근 유비쿼스 사장, 황인환 코위버 사장, 손성호 동아일렉콤 사장
▲정부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

ㅇ 이번 방문은

월 세계 최초

‘19.3

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둔

5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ㅇ 단말

,

산업, 서비스 시연 등

세대(5G)상용화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5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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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유영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 5세대(5G)

시대에는 통신장비를

ㆍ서비스가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

구현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운송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통신
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ㅇ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

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

ㆍ서비스 분야에서 역량 있는 중소ㆍ

디바이스 기업과 함께 콘텐츠

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ㆍ

것처럼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상생협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

세대(5G)는

5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시설

4

인프라)로 모든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ㅇ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제조현장용 협업로봇, 증강현실(AR) 글라스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5세대(5G)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5G

․벤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중소

기업의 역할과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중소기업 연구개발 혁신과

5G,

스마트공장 등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ㅇ 스타트업 투자펀드

,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구축 등 대기업의 상생

협력 활동을 적극 후원하여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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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성공적인 세계 최초
(5G)

물론
세대

5

상용화는 물론 진정한 5세대(5G)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라면서,

ㅇ

“정부는

오늘 이후에도 다양한

세대(5G) 현장을 찾아가 업계의

5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내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진수 서기관(044-203-43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

참고1

5G 현장방문 개요

1. 개 요

□ 성공적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업계의 5G 준비현황을 점검
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을 위한 현장방문 추진
※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5G 융합서비스 및 중소기업 협력을 위해 산업부ㆍ중기부 참여 추진

2. 현장방문 계획

□ (일시/장소)

〜

‘19. 1. 22.(화) 14:00

15:30 / LG

사이언스파크 E11동(서울 강서구*)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LGU플러스 마곡사옥

□ 주요 참석자 : 17명
ㅇ 정부 과기정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전자 정도현 대표이사 안승권 사이언스파크 사장 이시용
(

,

)

(LG

,

,

)

,

구매경영센터장(전무), 김인경 네트워크기술총괄(전무)

ㅇ
하현회 부회장
ㅇ 중소기업 전자ㆍ

,

(LGU+)

(

*

) LG

박형일

LGU+

CRO(전무),

김대희

5G

전략담당(상무)

ㆍ

협력 중소기업 대표* 등 8명

박찬호 우성엠앤피 사장, 황호진 삼화콘덴서 사장, 구관영 에이스테크놀러지 회장,
구자옥 육일씨앤에스 사장, 주동익 삼지전자 사장, 이상근 유비쿼스 사장, 황인환
코위버 사장, 손성호 동아일렉콤 사장

3. 세부 일정
시 간

14:00~15:30
(총 90분)

주요 내용
ㆍ영 접(LG 마곡사이언스파크 內 로비)

비 고

ㆍ5G 서비스 시연ㆍ체험(30‘)
ㆍ직원격려 및 기념촬영(4‘)

ㆍLGㆍ중소기업 상생간담회
ㆍ환 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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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말씀까지 기자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