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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 기    간 : 2015. 8. 19(수) ~ 21(금)

  ❍ 장    소 : EXCO 전시장 1, 2홀

  ❍ 규    모 : 186개사 422부스

  ❍ 주    최 :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주    관 : 엑스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신문

  ❍ 참여기관

     KOTRA, 대구TP모바일융합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북SW

융합사업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데일리헬스

케어실증단지

  ❍ 후   원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D프린팅산업협회

     대구은행

  동시개최행사

  ❍ 제6회 LED&Display 전시회

   ⋅주  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장  소 : EXCO 전시장 3홀

   ⋅규  모 : 75개사 270부스

  ❍ IMID 2015(제15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

   ⋅주  최 :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장  소 : EXCO 3층 회의실 전체

   ⋅규  모 : 24국 1,482명(외국인 181명), 논문 55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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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행사

일자 시간 행사명 주관 장소

8.19

(수)

10:00~13:00 제1회 사물인터넷 헬스테크 포럼
데일리헬스케어
실증단지조성사업단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13:00~15:00 한국 IT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엑스코, 

마이스글로벌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13:30~17:00
제78회 Open Technet

(SW융합기술지원센터 세미나)
NIPA, DIP 315호

14:00~16:00
시스템에버와 함께하는 

“중소기업형 Cloud&Mobile ERP 설명회”
㈜시스템에버 506호

15:00~17:00 3D Printing 산업 동향과 시장 전망
(사)3D프린팅

산업협회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8.20

(목)

10:30~17:0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엑스코, Kotra
전시장 內
수출상담회장

13:00~17:00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 및 표준화 세미나
한국표준협회, 

대구TP
315호

13:00~15:00 Fin Tech 기술 세미나 대구은행(후원)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15:00~17:00 신제품 · 신기술 설명회 엑스코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8.21
(금)

10:30~12:30 시스코와 함께하는 사물인터넷 세상 시스코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12:50~16:30 Drone New Pilot Experience Helsel(헬셀)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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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실적

 참가업체

 ❍ 참가업체 현황

계(4개국) 국내업체 해외업체

업체 부스 업체 부스 국가 업체 부스

186 422 171 408 3 15 14

 ❍ 지역별 현황

구분 합계 대구 경북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전
강원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해외 부대
시설

업체 186 69 32 42 10 7 7 15 4

부스 422 126 53 77 19 9 7 14 117

 ❍ 품목별 현황

구분 합계 모바일
드론 SW 3D

프린팅
콘텐츠
Display

부대
행사

업체 186 9 139 15 19 4

부스 422 26 220 24 35 117

 ❍ 부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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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합계 상담 참관 전시

업체 인원 업체 인원 업체 인원 업체 인원
1 중국 27 29 12 12 3 3 12 14
2 에티오피아 3 4 2 3 1 1 - -
3 베트남 4 6 3 4 1 2 - -
4 말레이시아 2 2 1 1 1 1 - -
5 미얀마 3 3 1 1 2 2 - -
6 일본 2 2 1 1 1 1 - -
7 미국 2 2 - - - - 2 2
8 스위스 1 1 - - - - 1 1

합계 44 49 20 22 9 10 15 17

 해외바이어

 ❍ 현황 : 8개국 44개사 49명

 ❍ 참관객 집계

구분 인원수 비고

등록
시스템

사전등록 3,924명
내국인 9,400명
외국인 150명
단체등록 200명

IMID 등록자 1,482명 외국인(181명)포함
세미나 참가자 2,000명
참가업체 등록자 2,800명
기자, VIP 400명
초청 해외바이어 50명

합계 20,406명

 상담결과

 ❍ 전체상담 : 248건 US$ 14,500,000

 ❍ 계약예상 : 31건 US$ 3,500,000

 ❍ 지역기업 성과

구분
상담 계약(예상)

건수 금액(US$) 건수 금액(US$)

대구 78건
(31.0%)

10,594,000
(73.0%)

18건
(58.0%)

1,699,000
(48.5%)

경북 13건
(5.2%)

514,800
(3.5%)

6건
(19.4%)

166,0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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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대행사

 개막식

 ❍ 일    시 : 2015.8.19(수) 11:30~13:10

 ❍ 장    소 : EXCO 신관 원형로비 및 314호

 ❍ 참석인원 : 약 30명(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부지사 등)

 ❍ 식    순

시 간 항 목 내 용 비 고
11:15~11:30 VIP 대기 로비VIP 대기실 전통차

11:31~11:40

개 회  행사소개

사회 : 문채희 MC
VIP 소개 입장
기념촬영 Photo Time
버튼 터치 테블릿PC

11:40~12:10 라인투어 전시장 순시 안내 : 전략전시팀장

12:10~13:10
(VIP 오찬)

인사말씀
대구광역시장

사회 : 문채희 MC
(exco 314호)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축사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의원 홍의락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
건배제의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오찬 스테이크 정찬

 ⋅대형LED전광판(11×4.5m), 드론 활용 영상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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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식 및 오찬 참석 명단

연번 소 속 직위 성명 개막식 오찬

1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과장 서성일 ○ X

2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 ○

3 경상북도 부지사 이인선 ○ X

4 국회 국회의원 권은희 ○ ○

5 국회 국회의원 강은희 ○ ○

6 국회 국회의원 홍의락 ○ ○

7 국회 국회의원 서상기 ○ X

8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동희 ○ ○

9 대구광역시의회(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일환 ○ X

10 대구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 X

1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장상수 ○ X

12 대구은행 행상 박인규 ○ ○

13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수석부회장 최종선 ○ ○

14 전기신문 사장 류재선 ○ X

15 전자신문 국장 이완식 ○ ○

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 이혁재 ○ ○

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경권연구센터 센터장 김대식 ○ ○

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대경지역본부 본부장 황태진 ○ ○

19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권  업 ○ ○

20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재훈 ○ ○

21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양유길 ○ ○

22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기홍 ○ ○

23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원장 박용완 ○ ○

24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차종범 ○ ○

25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원장 김현덕 ○ ○

26 3D프린팅산업협회대구지회 지회장 홍국선 ○ ○

27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회장 한무경 ○ ○

28 IT여성기업인협회대구경북지회 지회장 서미숙 ○ ○

29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 실장 김학홍 ○ ○

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경권지원단 단장 안상근 ○ ○

31 데일리헬스케어실증단지조성사업단 단장 박종태 ○ X

32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원장 곽병원 ○ ○

33 테크엔 대표 이영섭 ○ ○

34 베스트미디어 대표 장창선 ○ ○

35 선일일렉콤 대표 송보선 ○ ○

36 재진가로등 대표 이성형 ○ ○

37 삼원조명 대표 박원준 ○ ○

38 엑스코 대표 박종만 ○ ○

39 포항테크노파크 실장 이무승 X ○

40 구미전자정보기술원3D디스플레이기술연구센터 센터장 서창택 X ○

41 대경ICT산업협회 회장 추교관 X ○
42 대구광역시 경제기획단 국장 김채익 X ○

43 대구광역시 첨단산업과 과장 정의관 X ○

44 대구은행 스마트금융부 본부장 윤이열 X ○

45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 최석권 X ○

46 DGB데이터시스템 대표 이근규 X ○
47 유페이먼트 대표 이만희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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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투어

<IT융합>

① 대구TP모바일융합센터 →  ② 데일리헬스케어실증단지조성사업단 → 

③ DIP 지식서비스공동관 →  ④ SW융합관(NIPA) →

⑤ LG Display, 삼성 Display → ⑥ 경북도 문화컨텐츠 공동관 → 

⑦ DIP, 경북SW융합사업단 →  ⑧ 헬셀 → 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⑩ ETRI → ⑪ DGB금융그룹 →  ⑫ FPV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경기장

<LED & Diplasy> 

⑬ 아이디어조명마켓 →   ⑭ 삼원조명 →   ⑮ 대산라이팅 → 

◯16 재진가로등 →  ◯17 엔지피 →  ◯18  테크엔  → ◯19 선일일렉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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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찬장 좌석배치

연번 소 속 직위 성명 테이블 좌석
1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1

1
2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실장 김학홍 2
3 국회 국회의원 권은희 3
4 국회 국회의원 강은희 4
5 국회 국회의원 홍의락 5
6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동희 6
7 대구은행 행장 박인규 7
8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과장 서성일 불참
9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일환

2

불참
10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수석부회장 최종선 2
11 전자신문 국장 이완식 3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경권연구센터 센터장 김대식 4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대경지역본부 본부장 황태진 5
14 엑스코 대표 박종만 6
15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권  업 7
16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재훈 8
17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3

불참
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 이혁재 2
19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기홍 3
2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양유길 4
21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원장 박용완 5
22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차종범 6
23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원장 김현덕 7
24 대구광역시 경제기획단 국장 김채익 8
25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장상수

4

불참
26 대구은행 IT본부 본부장 문홍수 2
27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회장 한무경 3
28 IT여성기업인협회대구경북지회 지회장 서미숙 4
29 대경ICT산업협회 회장 추교관 5
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경권지원단 단장 안상근 6
31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원장 곽병원 7
32 경상북도 IT융합산업과 과장 이준식 8
33 데일리헬스케어실증단지조성사업단 단장 박종태 5 불참
34 테크엔 대표 이영섭 3
35 베스트미디어 대표 장창선 4
36 선일일렉콤 대표 송보선 5
37 재진가로등 대표 이성형 6
38 삼원조명 대표 박원준 7
39 대구광역시 에너지과 과장 김문호 8
40 포항테크노파크 실장 이무승

6

1
41 3D프린팅산업협회대구지회 지회장 홍국선 2
42 구미전자정보기술원 3D디스플레이기술연구센터 센터장 서창택 3
43 미래창조과학부 SW진흥과 사무관 박성찬 불참
44 대구광역시 첨단산업과 과장 정의관 5
45 대구은행 스마트금융부 본부장 윤이열 6
46 대구테크노파크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 최석권 7
47 DGB데이터시스템 대표 이근규 8
48 유페이먼트 대표 이만희 9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구시, 경북도 등 유관기관 직원 7번, 8번 테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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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국 단체 참가단 만찬

 ❍ 일시 : 2015.8.20(목) 18:00  

 ❍ 장소 : 대구시 반월당 종로숯불갈비

 ❍ 메뉴 : 불고기 정식

 ❍ 참가대상 : 28명

전시참가 상담바이어(참관바이어) 인솔자

13 10(3) 2

 ❍ 참가자 명단

NO. 소속 성명 구분

1 CentLing Technologies Co.,Ltd Wang Xiaojian

전시

참가

2 Foshan Shunde Audiomaster Electronics Co., Ltd He Guiji

3 Gruden Pty Ltd Wang Xiaodong

4 Qingdao AIWI Information & Technolgy Co., Ltd. Liu Pin

5 Qingdao Edge Technologies Co.,Ltd Liu Ningfang

6 Qingdao Lanying Co.,Ltd Li Xinyu

7 Qingdao Shuo De Technology Co.,Ltd Li Dezheng

8 Qingdao Spiriyo Electronical Technology  Co., Ltd Yang Baolian

9 Qingdao Wintec System Co., Ltd Sun Kun

10 Qingdao Yitong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Liu Yupeng

11 Shenzhen novel battery technology Co.,  Ltd Li Chun

12 Shenzhen novel battery technology Co.,  Ltd Liu Qiufeng

13 Shenzhen novel battery technology Co.,  Ltd Wen Heng

14 CENTLING SOFTWARE CO., LTD. Shi Qingzu

상담

바이어

15 JiNan Zores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 Ltd LI TIDONG 
16 Qingdao control media co.,LTD Song Bobo

17 Qingdao Hisense Intelligent Commercial System Co.,Ltd. Liu Dong Ming

18 Qingdao Hong Baichuan Metal Precision Products Co.,Ltd JIANG YAN

19 Qingdao Newvision Information & Technology Co., Ltd. feng xi

20 QINGDAO OVERSEAS INVESTMENT SERVICE CO. Li Xiaoyun 

21 Qingdao Publishing investmentCo.,Ltd Zhang Huajie

22 Qingdao Tide Networks and Technolgy Co., Ltd. Zhang Wenyan

23 Taian COMINS ELECTRONIC CO., LTD. ZHENG HONG

24 Qingdao Isearch Advertisement Co., Ltd. Tong XiuJuan

참관25 Qingdao Zhengxin De Information & Technology Co.,Ltd Huang Ping

26 Qingdao Zhongen Environmental Technology Co., Ltd. Jiang Yanfei

27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Co.,Ltd Cao ming 
인솔자

28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Co.,Ltd Jiang shux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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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회 Open Technet

 ❍ 일시 : 2015.8.19(수) 13:30~17:00

 ❍ 장소 : EXCO 315호

 ❍ 주제 : IoT & Convergence

          IT를 접목하여 새로운 사업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가 도래, 

공개SW를 활용한 IoT 기술 동향과 개발 사례 등을 살펴봄

 ❍ 대상 및 참석인원 : SW개발자 및 학생, IT산업 종사자 76명 참석

 ❍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 NIPA공개SW역량프라자,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기술지원센터

 ❍ 후원 : 대구광역시

 ❍ 세부프로그램

시간 발표 주제 발표자(소속/직위)

13:30~14:00 등 록

14:00~14:05  인사말
 양유길 원장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14:05~14:25  SW융합기술지원센터 소개
 박남근 팀장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14:25~15:10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과 오픈 소스
 강순주 교수

 (경북대학교)

15:10~15:20  Coffee Break

15:20~16:10  오픈소스HW와 Node.js로 IoT 따라잡기
 박종건 선임

 (삼성SDS)

16:10~17:00  오픈소스SW를 활용한 드론제작
 박원녕 대표

 (엔젤스윙프로젝트)

17:00~17:10 경품추첨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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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버와 함께하는“중소기업형 Cloud&Mobile ERP 설명회”

 ❍ 일시 : 2015.8.19(수) 14:00~16:00       ❍ 장소 : EXCO 506호

 ❍ 주최 : ㈜시스템에버                 ❍ 참석인원 : 58명

 ❍ 세부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연자

14:00~14:20 Cloud 및 MS Azure 소개 한국마이크로소프트社 설명

14:20~15:00 Cloud & Mobile ERP 소개

15:00~15:40 CLoud & Mobile ERP “System Ever” 기능 소개

15:40~16:00 Q&A / 경품추첨 및 Closing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 및 표준화 세미나

 ❍ 일시 : 2015.8.20(목) 13:00~17:00       ❍ 장소 : EXCO 315호

 ❍ 주최 : 국가기술표준원, 대구광역시

 ❍ 주관 : 한국표준협회, 대구테크노파크

 ❍ 참석인원 : 70명

 ❍ 세부프로그램

시간 발표 주제 발표자

13:30~13:45 인사말
 권업 원장
 (대구테크노파크)

13:45~14:00 축사  권은희 의원

14:00~14:30  웨어러블 산업동향과 연구개발 전략
 최종찬 본부장
 (전자부품연구원)

14:30~15:00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헬스케어 서비스 동향 및 글로벌 이슈
 김태평 대표
 ((주)메디코넥스)

15:00~15:30  웨어러블 헬스케어의 생체신호 측정기술
 김윤년 교수
 (계명대 동산의료원)

15:30~15:50 Coffee Break

15:50~16:10  웨어러블 기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표준
 송승재 대표
 ((주)라이프시맨틱스)

16:00~16:40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
 최재석 박사
 (KCL)

16:40~17:10  웨어러블 헬스케어의 R&D 표준화 연계 전략
 한태수 표준코디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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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C : 3D프린팅 활용 및 체험 교육

 ❍ 일시 : 2015.8.19(수) ~ 21(금) 13:00~15:00

 ❍ 장소 : EXCO 전시장 內 3D Printing Tutorial Zone (E-109)
 ❍ 주최 : 랩C, C-Company

 ❍ 주관 : (사)3D프린팅산업협회

 ❍ 교육목표 : FDM 3D프린터 활용 기초 소양 확보

 ❍ 참석인원 : 38명

 ❍ 세부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연자

13:00~13:40 3D프린팅 : 모델링에서 출력까지 C-company

13:40~14:20 보급형 FDM 3D프린터의 이해 랩C (류진랩)

14:20~15:00 후가공 : 출력물에 가치 더하기 랩C (류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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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프로그램

8.19  

(수)

제1회 사물인터넷 헬스테크 포럼

10:30 

~ 

10:45

 스마트 챌린지 사업 소개 및 추진 현황/계획
한국정보화진흥원 

박상현 팀장

10:45 

~ 

11:00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 사업 소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규황 본부장

11:00 

~ 

11:10

 글로벌 헬스케어센터 사업 소개 및 참여 방안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

조경환 팀장

11:10 

~ 

11:50

개방형 사물인터넷 공통 플랫폼 소개 및 활용
엔텔스

한재호 팀장

11:50 

~

12:30

삼성전자 S-Health 플랫폼 소개 및 참여 방안
삼성전자

한승현 과장

한국 IT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13:00 

~ 

13:50

한국IT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태크랙크

안승해 CEO

 IT융합 컨퍼런스

 ❍ 일시 : 2015.8.19(수) ~ 21(금)

 ❍ 장소 : EXCO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 주관 : 엑스코, 마이스글로벌, 3D프린팅산업협회, 시스코, 헬셀 外
 ❍ 세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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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프로그램

13:50 

~ 

15:00

중국 창업 생태 및 클라우드 펀드
징동금융

짜오칭위 투자감독

3D프린팅 산업 동향과 시장 전망

15:00 

~ 

15:20

2015 3D프린팅 국내산업 동향 및 시장 전망 
3D프린팅산업협회

정구상 박사

15:20 

~ 

16:00

3D프린팅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 활용사례와 

기술전망

3D프린팅연구조합

강민철 박사

16:00 

~ 

16:40

3D프린팅 대학교육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창원문성대학

김상현 교수

　

8.20  

(목)

Fin Tech 기술 세미나

13:00 

~ 

13:40

핀테크(Fin Tech), 보안을 부탁해

대구은행  

정보부호부

양두상 CISO

13:40 

~ 

14:20

핀테크 출현 배경에 대한 이해 및 대응 전략 검토

EY한영  

금융사업본부

김영석 전무

14:20 

~ 

15:00

KT 핀테크 현황 및 방향 

- 결제, 인증 서비스를 중심으로

KT  

결제인증서비스팀

박수철 팀장

신제품 · 신기술 설명회

15:00 

~

17:15

- 유비산업리서치 : Flexible OLED Display, 현재와 미래

- 시스템에버 : 중소기업형 Cloud & Mobile ERP 설명회

- 세명테크 : 트레이닝보드

- 프로토텍 : 3D프린터를 이용한 전자제품 및 IT분야의 직접 제조(DDM) 활용 사례

- 이파로스 : 패션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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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프로그램

- 한빛이디에스 : 전력망 스마트화를 위한 유니버셜 센서노트 플랫폼

- 댓츠잇 : 위치기반 모바일 실시간 마케팅 플랫폼

- 디포커스 : 데이터 시각화 툴‘태블로’

- 에스피텍 : Colorimeter CM Series 

　

8.21 

(금)

Cisco와 함께하는 사물인터넷 세상

10:30 

~ 

11:00

Cisco IoT/IoE Solutions Portfolio

Cisco GCoE 

혁신센터장

벤정 이사

11:00 

~ 

11:40

IoT와 스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

11:40 

~ 

12:30

IoT와 사물인터넷 시대의 비즈니스 창출
Cisco  

최귀남 이사

New Pilot Experience

12:50 

~
16:30

드론법 : 항공촬영 전 필수사항, 드론 비행, 불법비행 처벌조항

드론운용 : 다양한산업군에서사용되는사례,재난안전시의드론

드론사업성 : 드론은 무엇인가, 드론의 발전 가능성, 드론 사업, 

             헬셀 대리점 사업 설명회, 전문가와의 상담 및 체험

 ❍ 참석인원

일자 시간 행사명 주관 사전등록 실제참석

8.19
(수)

10:00~13:00 제1회 사물인터넷 헬스테크 포럼
데일리헬스케어
실증단지조성사업단

115명 115명

13:00~15:00 한국 IT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엑스코, 

마이스글로벌
187명 119명

15:00~17:00 3D Printing 산업 동향과 시장 전망
(사)3D프린팅

산업협회
244명 167명

8.20

(목)

13:00~15:00 Fin Tech 기술 세미나 대구은행(후원) 159명 136명

15:00~17:00 신제품 · 신기술 설명회 엑스코 250명 65명

8.21
(금)

10:30~12:30 시스코와 함께하는 사물인터넷 세상 시스코 265명 198

12:50~16:30 Drone New Pilot Experience Helsel(헬셀) 60명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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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참가기업

중국

Shanghai LiWei Electronics Co.,Ltd. / CENTLING SOFTWARE CO., LTD. / 

Eternal Asia Supply Chain Management Co.,Ltd. / 

JiNan Zores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 Ltd / 

Qingdao control media co.,LTD /

Qingdao Hisense Intelligent Commercial System Co.,Ltd. /

Qingdao Hong Baichuan Metal Precision Products Co.,Ltd /

Qingdao Newvision Information & Technology Co., Ltd. /

QINGDAO OVERSEAS INVESTMENT SERVICE CO. /

Qingdao Publishing investmentCo.,Ltd /

Qingdao Tide Networks and Technolgy Co., Ltd. /

Taian COMINS ELECTRONIC CO., LTD. /

베트남
MISA JSC /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S GROUP (VNPT) / 

VMG MEDIA JOINT STOCK COMPANY

에티오

피아
Alta Computers Plc / Global Communication Service Plc

말레

이시아
CMC ENGINEERING SDN BHD

미얀마 Soft Guide

일본 ROOX Inc.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일  시 : 2015.8.20(목) 10:30~17:00

 ❍ 장  소 : 전시장 內 수출상담회장

 ❍ 바이어 : 6개국 20개사 22명

 ❍ 주  관 : KOTRA, 엑스코

 ❍ 해외바이어 지원 사항

  ⋅항공료 지원 : 실비 지급 (아시아권 상한액 USD 500 / 外 USD 700 관련 증빙 제출)

  ⋅숙박 지원 : 퀸벨, 라온제나 호텔 2박지원(조식포함)

  ⋅오찬 지원 : 호텔 인터불고엑스코 2F 예그리나 뷔페 제공(8.20)

  ⋅통역 지원 : 상담테이블 당 1명 지원

 ❍ 초청바이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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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FPV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 일  시 : 2015.8.19(수) 13:00~17:00 

 ❍ 장  소 : 전시장 內 FPV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장

 ❍ 주  관 : ㈜엑스코, ㈜헬셀, 한국모형항공협회

 ❍ 목  표 : 드론 문화 확산

 ❍ 종목 및 규정

  ⋅정해진 트랙 안에서 5바퀴를 가장 먼저 완주

  ⋅공정성을 위해 참가 가능한 드론 사이즈 및 무게 선정 후 공지

  ⋅정해진 높이 이상으로 비행시 경고 (경고2번시 실격)

 ❍ 수상

수상 수상자 시상

대상 진원기 1,000,000원 / 상패

금상 손영록 500,000원 / 상패

은상
최태철

300,000원 / 상패
정재환

동상

한상록

200,000원 / 상패박진국

손효정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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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홍보

 현장홍보

구분 일시 내용 장소

국내홍보

2015.4.22 참가업체 모집 국제모션컨트롤전시회(KINTEX)
2015.5.27~30 참가업체 모집 World IT Show(COEX)
2015.5.30 참가업체 모집 Good Game Show(KINTEX)
2015.6.8 참가업체 모집 스마트테크쇼(COEX)
2015.6.16 참가업체 모집 드론이 미래다(여의도 국회의훤회관)
2015.6.27 참가업체 모집 Inside 3D 프린팅(KINTEX)
2014.6.27 참가업체 모집 Robo Universe(KINTEX)
2015.7.1 참가업체 모집 나노코리아 2015(COEX)

해외홍보 2015.1~7 홍보자료 배포 중국 칭따오 에이전트

 매체광고

구분 매체명 게재시기 규격 횟수

참가업체

모집

전자신문
2015.4.21/2015.6.22

2015.7.6
5단 칼라 3

한국경제신문 2015.4.21 5단 칼라 1

참관객

모집

전자신문
2015.7.20/27
2015.8.3/5/17

5단 칼라 5

매일신문
2015.7.30
2015.8.17

5단 칼라 2

영남일보, 경북일보, 대구신문 2015.8.17 5단 칼라 3

대구일보, 경북일보 2015.8.18 5단 칼라 2

서울정부청사(전광판)
2014.8.1~21

20초

홍보동영상
수회

엑스코(전광판)

TV(MBC, TBC)
2015.8.7～21

스팟광고 74회

라디오(MBC,CBS) 20초 60회

AVING 2015.8.1~21

온라인미디

어

스폰서

참가업체 

인터뷰 등

- 19 -

 인쇄물

구분 배포시기 배포처 비고

참가안내서
(국영중) 2015.10~ 국내외 참가대상업체 5,000부

초청장(국문) 2015.7~ 초청대상 국내외바이어 20,000부

포스터(국문) 2015.7~ 참가업체 및 유관기관
관련학교 등 1,000부

참관리플렛(국영문)

행사기간

전시회관람 국내외바이어 10,000부

디렉토리(국영문) 전시회관람 국내외바이어 및 
유관기관․단체 800부

도로현수막 및 
가로등배너 2015.8.1~21

지정게시대 10개소

시내 주요도로 110개소

현수막 2015.8 전시장 주변 40개소

 온라인 홍보

구분 홍보내용 시행시기

www.itce.kr

 - 개최개요, 홍보계획, 개최결과

 - 해외바이어 사전등록 및 안내고지

 - 관련 보도자료 

 - 기타 행사 관련 공지 등

연중

행사 배너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대구테크노파크
2015.8~

SNS  - Facebook 운영 연중

뉴스레터

발송

 - 국내외 DB(30,000건)활용 : 10회 발송

 - 해외 DB(1,000건)활용 : 3회 발송

 - 온라인 초청장 발송

연중

어플리케이션 

홍보

 - 전시회 무료입장권 배포 앱 활용

   (페어플 : FAIRPL)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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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및 단체참관 공문 발송

연번 대학명 수취인

1 경북대학교 IT대학 장병중 

2 경운대학교 IT에너지대학 김인수 학장

3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세은 

4 경일대학교 자동차IT융합대학 윤종호 학장

5 경주대학교 산업기술대학 김진채 

6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최재원 

7 계명문화대학 공학계열 심원도 

8 구미대학교 컴퓨터정보과 김태용 교수

9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10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 박명지 

11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이창훈 팀장

12 대구가톨릭대학교 IT공학부 정혜진 

13 대구가톨릭대학교 총무행정팀 성봉헌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oT·로봇융합연구부 문전일 연구원장

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초학부 이기준 학부장

16 대구공업대학 디지털전자정보계열 구화본 교수

17 대구과학대학 공학계열 안병구 과장

18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R&DB센터 

19 대구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은용한 실장

20 대구수성대학교 컴퓨터정보과 홍성준 교수

21 대구한의대학교 박종철 

22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자연과학계열 김은진 

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전략홍보팀 권영섭 팀장

24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영호 팀장

25 선린대학 컴퓨터응용과 김모곤 교수

26 안동대학교 공과대학 공과대학 행정실 

27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영동 과장

28 영남대학교 LED-IT 융합 산업화 연구센터 박찬규 팀장

29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이광수 실장

30 영남이공대학 컴퓨터계열 김영수 교수

31 영진전문대학 전자정보통신계열 장성석 교수

32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우 팀장

33 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 한병규 팀장

34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교학처 정동근 교학처장

35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교학처 곽영순 

36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산학협력단 서경덕 단장

37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교학처 추이슬  

38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교학처 이창호 교수

39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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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등 사인물         

연번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1 내부천정배너 1.8x6 ea 9

2 유리벽면대형배너 8x2.4 ea 1

3 가로등배너 0.6x2 ea 11

4 1A홀  입구현판 13x0.85 ea 1

5 1B홀  입구현판 13x0.95 ea 1

6 2홀 입구현판 13x0.95 ea 1

7 2층 브릿지  난간배너 7.8x2.8 조 3

8 본관로비3층  난간배너 3x6 ea 1

9 신관 화물하역장 A형  입간판 0.9x1.8 ea 1

10 신관 내부대형 12x7 ea 1

11 엑스코 광장 삼각형  광고판 4x1.5x1.2 ea 2

12 VIP 오찬(314호) 7x2.5 ea 1

13 217호 난간(정면/좌우) 8.5x1.27 ea 1

14 외벽 대형 현수막 24x5 ea 1

15 등록데스크 후면 가림  현수막 1.94x2.38 ea 1

16 지정게시대 현수막 8x0.9 ea 10

17 도로현수막 5x0.9 ea 70

18 가로등배너(대구시내) 0.6x2 ea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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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물

❍ 기본부스 ❍ 프리미엄 부스

  

❍ 등록데스크 ❍ 등록카드작성대

❍ 매표소 ❍ 수출상담회장

  
 

❍ 드론 체험장 ❍ 안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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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현판 현수막

 사인물

❍ 가로형 사인물

❍ 브릿지

❍ 내부대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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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현수막

 

❍ 전시장 내부 천정

❍ 가로등 배너 ❍ 3층 난간배너 ❍ 하역장 입간판

       

❍ VIP 오찬장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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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매체명 제목

6월 18일 전자신문 국내 최대 IT융합전 `ITCE` EXCO서 개막

6월 21일 대구신문 “세계 최고 IT기술, 직접 체험하세요”

6월 22일 대구일보 드론·핀테크 등 핫한 IT기술 모인다

6월 22일 경북매일신문 국내최대 `IT융합 엑스포` 8월 열려

6월 22일 영남일보 ICT 융합기술의 향연…드론·3D프린팅 체험 기회도

6월 22일 주간무역 ICT 국제 전시회, 대구서  개최…체험형으로 꾸며

6월 22일 국민일보 [뉴스파일] 대구 엑스코에서 3개  ICT 관련 국제행사 동시 개최

6월 23일 파이낸셜뉴스 IT융합 엑스포 등 ICT 관련 3개 국제행사 엑스코서 동시 개최

6월 23일 파이낸셜뉴스 대구서 펼쳐지는 ICT융합기술의 향연

8월 9일 대구신문 첨단 IT융합기술  엑스코서 만난다

8월 10일 경북매일신문 ICT 통한 놀라운 세상을 보다

8월 10일 뉴시스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대구 엑스코서 개최

8월 10일 매일신문 드론파이터·3D프린팅…IT기술 '진수' 한자리에

8월 10일 주간무역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대구 엑스코서 개최

8월 10일 전자신문 ICT융합 첨단기술 경연 ‘IT융합엑스포’ 19~21일 대구EXCO서 열린다

8월 10일 연합뉴스 "첨단 기술  한눈에"…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열려

8월 10일 전기신문 ‘최신 융합기술이 만든 놀라운 세상을 체험하다’

8월 11일 대구MBC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19일부터 열려

8월 12일 전자신문 [알림] ‘2015 IT융합엑스포’ 19~21일 대구 엑스코서 열려

8월 12일 아주경제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8월 14일 전자신문 [알림]‘2015 IT융합엑스포’ 19~21일 대구 엑스코서 열려

8월 17일 불교공뉴스 엑스코,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8월 17일 AVING
[미리보는 IT융합엑스포] 세명테크,  IT 디바이스와 임베디드 시스템

으로 구현한 학습용 트레이닝보드 전시

8월 17일 아시아뉴스통신 대구 엑스코서 19일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8월 17일 대구신문 “신기술이 만든 놀라운 세상속으로”

8월 18일 대구일보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내일부터 대구 엑스코

8월 18일 AVING 최신 IT 융합기술이 한자리에!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엑스코에서 개최

8월 18일 뉴시스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8월 18일 매일신문 드론 시연·체험…IT융합엑스포 19~21일

8월 18일 경북일보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내일 개막

 보도 및 홍보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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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매체명 제목

8월 18일 헤럴드경제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제1회 FPV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관심 집중

8월 18일 파이낸셜뉴스 첨단 IT융합기술·제품,  대구 엑스코서 만나

8월 18일 주간무역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8월 18일 이데일리 LG유플 홈IoT 서비스, 대구시민에게  선보인다

8월 18일 아시아경제 LGU+, IT융합엑스포서 홈IOT 서비스 전시

8월 18일 쿠키뉴스 LG유플러스, 대구 IT융합엑스포서 홈IOT 서비스 전시

8월 18일 매일일보 LGU+, '대한민국 IT 융합 엑스포' 참가

8월 18일 아주경제 LG유플러스 대구서 열리는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참가

8월 18일 뉴스타운 LG유플러스,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참가

8월 18일 브릿지경제 LGU+, 홈IoT 서비스 대구시민에게  선보인다

8월 18일 시사위크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LG유플러스 "세계 1위 홈 IoT 선보일 것"

8월 18일 에너지경제 LGU+, 홈IoT 서비스 대구  시민에게 선보인다

8월 18일 데이터넷 LG유플러스,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참가

8월 18일 EBN LGU+, 대구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참가

8월 18일 글로벌이코노믹 LGU+,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참가…홈IoT 전시

8월 18일 한강타임즈 LG유플러스,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참가

8월 18일 전자신문 `IT융합이 만드는 놀라운 세상` IT융합엑스포 19일 대구서 개막

8월 18일 뉴스웨이 LGU+ ‘IT융합엑스포’ 참가, 사물인터넷 서비스 대거 선봬

8월 18일 아시아투데이 LGU+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참가…IoT·스마트 헬스 서비스 선봬

8월 18일 베타뉴스 LGU+,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에서 스마트 헬스서비스 공개

8월 18일 CCTV뉴스 LG유플러스, 홈IoT 서비스  대구시민에게 선봬

8월 18일 전자신문 LG유플러스, 홈IoT 서비스  대구시민에게 선보인다

8월 18일 AVING
[미리보는 IT융합엑스포 영상]  클라우드·모바일 기반의 SaaS형 

ERP 시스템, 'System Ever'

8월 18일 OSEN LGU+, IT융합엑스포서 안전-절감-편리 가치 홈IoT 서비스 공개

8월 18일 파이낸셜뉴스 대구 '2015 IT융합 엑스포' 19일 개막

8월 18일 매일경제 LGU+, 홈IoT 전시

8월 18일 파이낸셜뉴스 LG U+ 홈IoT 서비스, IT엑스포서 뽐낸다

8월 18일 한국경제 대구엑스코서 'IT융합 엑스포' 개최

8월 18일 디지털타임스 LGU+, IT융합엑스포서 홈IoT 서비스 선봬

8월 18일 대구신문 대구서 열리는 첨단 IT융합·조명 호화 쇼

8월 18일 주간무역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성큼'…첨단  IT융합기술과 제품 선보여

8월 18일 경상매일신문 IT융합이 만든 놀라운 세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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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동아일보 [대구/경북]IT엑스포-IMID-LED전시회… 19∼21일 엑스코서 열려

8월 19일 대구MBC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개막

8월 19일 뉴시스 대구 엑스코서 '2015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개최

8월 19일 세계일보 대구 엑스코 19~21일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8월 19일 뉴스1 '홈 IoT 서비스 체험해보세요'

8월 19일 뉴스1 LG유플러스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참가

8월 19일 연합뉴스 LG유플러스,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참가 (2건)

8월 19일 BBS '2015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엑스코서 개막

8월 19일 뉴시스 LG유플러스 홈IoT서비스 대구시민에게  선보여

8월 19일 뉴시스 글로벌1위 홈IoT서비스 대구시민에게  선보여

8월 19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개막식 전시장 투어 (2건)

8월 19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성황리 개막

8월 19일 아시아투데이 경북도, 2015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개최

8월 19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최신 IT 융합기술 접목 솔루션 한자리에

8월 19일 뉴스1 소형드론 신기해요

8월 19일 뉴스1 엄마도 놀라워요

8월 19일 뉴스1 '날아라'

8월 19일 뉴스1 이것이 첨단이다

8월 19일 뉴스1 뭐지이건?

8월 19일 뉴스1 드론 레이싱 '내가 1등이야'

8월 19일 뉴스1 '강한자가 살아남는다'

8월 19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휴비즈ICT, 공장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스마트팩토리 선보여

8월 19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앤빌리지,  스마트폰 다이얼키패드 활용한 

플랫폼 개발

8월 19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한국 IT 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 콘퍼런스 개최

8월 19일 G밸리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21일까지 만난다

8월 19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데일리헬스케어기기 전시관

8월 19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삼성 미러디스플레이

8월 19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수출상담회

8월 19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삼성 투명 디스플레이

8월 19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IT융합엑스포 개막

8월 19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3D프린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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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드론관

8월 19일 뉴스1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와'LED전시회

8월 19일 뉴스1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8월 19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FPV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8월 19일 뉴스웨이 국내외 ICT 융합산업의 최신 흐름 본다

8월 19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댓츠잇, 소상공인 위한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개발

8월 19일 뉴스1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와'LED전시회

8월 19일 AVING [영상]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현장 스케치

8월 19일 YTN 최첨단 IT 융합 기술 한자리에

8월 19일 YTN [대구] 최첨단 IT 융합 기술 한자리에

8월 19일 베타뉴스 IT융합엑스포에서 ‘스마트 염전’ 자동화 시스템 선보여

8월 19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DGB금융그룹 핀테크센터 'Fium' 선보여

8월 19일 시사위크 [2015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첨단기술 체험하러 가볼까

8월 19일 충천일보 이파로스 대구 IT융합 엑스포 참가

8월 19일 대구MBC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개막

8월 19일 대구MBC R]2015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열려

8월 19일 대구신문 3D 프린터에 빠지고 드론에 홀리고

8월 19일 대구신문 대구TP “이것이 차세대 모바일 기술”

8월 19일 경상매일신문 대구 엑스포서 ‘대한민국 IT 융합 엑스포’

8월 20일 대구일보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으로…IT융합 엑스포 개막

8월 20일 대구일보 소비주체·인력될 20대가 원하는 것  파악

8월 20일 중앙일보 [사진] 떴다 드론 … 187개 업체  참가

8월 20일 동아일보 [대구/경북]똑똑한 ‘스마트 자전거’

8월 20일 한국경제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ITCE 2015)’와 LED전시회 개막

8월 20일 영남일보 최첨단 IT융합기술 대구서 선보여

8월 20일 매일신문 우와! 드론이다

8월 20일 CCTV뉴스 뉴21커뮤니티, 'IT융합엑스포'서 '스마트 염전' 염전 자동화 시스템 선봬

8월 20일 AVING [영상]  '제6회 국제 LED & Display 전시회' 현장 스케치

8월 20일 조세일보 '위보' 삼총사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서 호평

8월 20일 안동MBC R]2015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열려

8월 20일 미디어잇 디지털존,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에 ‘위보’ 삼총사 떴다

8월 20일 영남일보 드론·투명디스플레이·3D프린터…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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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케이벤치 디지털존, 팔방미인 '위보' 삼총사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서 호평

8월 20일 전자신문 디지털존 `위보 삼총사`, IT융합엑스포서 인기물이

8월 20일 이데일리 디지털존, ‘위보’ 삼총사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서 호평

8월 20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노밋,  프로젝트 관리 협업 솔루션 '알로 

프로젝트' 선보여

8월 20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인업, 실시간 순찰관리 시스템 '인가드' 선보여

8월 20일 데이터넷 디지털존 '위보' 삼총사,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서 호평

8월 20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이랩, 학사관리 시스템 '스마트워크' 선보여

8월 20일 스포츠조선 디지털존,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참가 위보 시리즈 호평

8월 20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스타트업 기업 지원 사업 소개

8월 20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공장 및 솔루션 선보여

8월 20일 전기신문 디지털존 ‘위보 삼총사’, IT융합엑스포서 ‘호평’

8월 20일 아크로팬 디지털존 위보 제품군,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서 호평

8월 20일 세계일보 경북의 SW융합기업들, 한자리에 개발제품 선보여

8월 20일 브레인박스벤치마크 디지털존, 팔방미인 위̋보̋  삼총사  ̋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서̋ 호평

8월 20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헬셀, DJI 최신 드론 제품 '팬텀3' 선봬

8월 20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영상]  진명아이앤씨, 불의의 사고 방지 위한 

'방송 서비스 삼중화 시스템' 소개

8월 20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영상]  인성정보, 한 공간에 있는 듯한 화상회의 

솔루션 선봬

8월 20일 현대경제신문 디지털존 '위보' 제품, 2015 IT융합 엑스포서 호평

8월 20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비블톡, 3D 가상모션 활용한 프로그램 선보여

8월 20일 국제뉴스 경북도,'2015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개최

8월 20일 뉴데일리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수출상담회 대박 성과

8월 20일 대구신문 IT융합엑스포, 첫날 320만 달러 실적

8월 21일 경북매일신문 씨엠티 등 경북 7개 SW융합기업 IT융합엑스포서 첨단기술력 선봬

8월 21일 전기신문 3D프린팅·드론 등 대세 IT융합기술 ‘총망라’

8월 21일 CCTV뉴스 디지털존 '위보' 삼총사, '2015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서 호평

8월 21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영상]  한경아이넷, 전산장비 운영환경 최적화 

솔루션 선보여

8월 21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워킹불스,  고양이 육성 시뮬레이션게임 '

마녀의 고양이 육아일기' 선보여

8월 21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3D융합기술지원센터, 3D융합산업기업 지원 

사업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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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영상]  IT여성기업인협회대구경북지회, 여성 

IT 전문 인력 확대 위한 지원 알리다

8월 21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포드림, 다양한 방재 안전관리 분야 솔루션 선보여

8월 21일 한국경제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창조경제 마케팅의 장으로

8월 22일 불교공뉴스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성황리에 마쳐

8월 22일 아시아뉴스통신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성황리에 마쳐

8월 23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성황리 폐막...400만달러 수출계약

8월 23일 대구신문 과학기술 위상 알린 IT융합엑스포 ‘풍성한 결실’

8월 23일 대구일보 첨단 IT융합기술의 향연 성황리 폐막

8월 24일 경북매일신문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성황리 폐막

8월 24일 영남일보 IT 융합엑스포 성황리 폐막

8월 24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소소, 스마트 웨어러블 솔루션 '브레이노' 개발

8월 24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디포커스,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테블로' 전시

8월 24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태원이노베이션, 스마트 디바이스 플랫폼 '어필룩' 개발

8월 24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디지엔터,  미술 교육 콘텐츠 '움직이는 

모두의 갤러리' 전시

8월 24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씨엠티, 절삭공구 부품류 치수검사 장비 선보여

8월 24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베이다스, 차량용 3D AVM 개발

8월 24일 AVING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티티엔지, '톡톡골프 GPS' 앱 론칭

8월 24일 전기신문 대구 엑스코,  LED&디스플레이展·IT융합엑스포 ‘성료’

8월 24일 YTN사이언스 대한민국 IT융합시대

8월 24일 대구일보 지역기업 간비 IT융합 엑스포서 러브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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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조사 결과

 참가업체

참가목적 내년도 재참가

 

 ○ 참가업체 의견

 ⋅다양하고 양질의 컨텐츠로 구성된 컨퍼런스와 부대행사에 만족

 ⋅IMID학회, LED전시회 동시개최로 인한 시너지효과 발휘

 ⋅편리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부스 레이아웃, 부대시설 등)에 만족

 ⋅주최측의 서비스와 친절함, 통역 및 보안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

 ⋅이벤트 행사 및 초청 해외바이어 확대 요구

 ⋅활발한 홍보와 대기업 적극 참여 유도를 통한 행사 활성화 필요 

 해외바이어

상담회장 운영 재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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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비율

자료수집 34%

시장동향파악 31%

기타 17%

제품구매 11%

연구/투자 7%

 참관객 분석

 ○ 참관목적

 ○ 참관객 지역

지역 대구/경북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전/충정 광주/전라
강원/제주

비율 80% 8% 5% 4% 3%

 ○ 관심품목

품목 모바일 3D
프린팅

디스
플레이 드론 컨텐츠

SW 가전 스마트
워크 기타

비율 22.9% 15.1% 13.9% 13.5% 13.2% 6.5% 10.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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