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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

‘2018 이노베이션 서밋 파리’ 개최
- 5천여 명의 전 세계 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 참석
- 전 세계 최초로 ‘에코스트럭처’ 프리미어 공개

슈나이더 일렉트릭 장-파스칼 트리쿠아 회장이
‘Powering the Digital Economy’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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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수

5천여 명이 모였고, 이노베이션 서밋 월드 투어는

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www.

시드니를 시작으로 파리, 서울, 싱가포르 등 전 세

schneider-eletric.co.kr, 한국 대표 김경록)이 4월

계 20여 개국에서 진행되었다.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슈나이더 일렉트릭 장-파스칼 트리쿠아(Jean-

베르사유에서 ‘2018 이노베이션 서밋 파리(2018

Pascal Tricoire) 회장이 ‘Powering the Digital

Innovation Summit Paris)’를 개최했다.

Economy’ 주제로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주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

이스북과 CNBC 생중계로 이루어진 기조 연설에

의 행사로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리더 및 전문가

서 연결성을 통해 지식의 확산과 모든 분야의 디지

털화가 가능해졌으며 디지털 경제 혁신과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5,000㎡ 규모의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가 설치돼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소프트웨어,

행사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사물인터넷(IoT) 지

솔루션 및 서비스도 전달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원 통합 아키텍처이자 플랫폼인 에코스트럭처(Eco

의 기술 파트너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의 네트워

Struxure™) 프리미어가 공개됐다. 세 가지 부문이

크를 위한 파트너 빌리지도 설치됐다. 부대행사로

주요 축을 이루었으며, 전력 관리 기능이 대폭 강

학생 및 스타트업 기업의 참여가 함께하는 오픈 이

화된 차세대 IoT 기반 배전 아키텍처인 ‘에코스트

노베이션 챌린지(Open Innovation challenge), 데이

럭처 파워(EcoStruxure Power)’, 효율성 및 생산성

터 사이언스(Data Science), 해커톤(HACKATHON)

향상에 중점을 둔 ‘에코스트럭처 빌딩(Eco Struxure

도 마련됐다.

Building)’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장비 모니터링

장-파스칼 트리쿠아 회장은 “세계는 디지털 경

및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버전으로, 데이

제로 인해 전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물인

터센터 자산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클

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을 통

라우드 기반의 24시간 예측 서비스 ‘에코스트럭처

해 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경

에셋 어드바이저(EcoStruxure Asset Advisor)’를

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슈나이더 일렉

선보였다.

트릭은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리더로서 우

이밖에도 디지털 경제 혁신을 위한 “전력 분배

리의 혁신이 어떻게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도모

재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직관적인 제조 혁신” 및

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에코스트럭처를 기반

“재건된 빌딩” 등 주제로 6개의 전략 강연이 진행

으로 한 디지털화의 힘을 통해 고객의 신뢰성을 확

됐다. 구체적인 고객 사례와 솔루션을 전달하고,

보하고, 디지털 경제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

참가자들 간에 토론이 함께하는 15개 이상의 심층

게 해준다”고 전했다.

분석 세션도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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