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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행사개요

 ❍ 명    칭 :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CT Convergence EXPO Korea)

 ❍ 전시기간 : 2018.9.13.(목) ~ 15.(토)   

 ❍ 장    소 : 엑스코 1층 전시장 및 3층 회의실

 ❍ 규    모 : 127개사 452부스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주    관 : 엑스코, NIA, NIPA, 전자신문, 한국정보과학회 

 ❍ 참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첨단

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대구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문화콘

텐츠진흥원,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SW고등학교

 동시개최행사

❍ 제36회 미래 정보 기술 산업 전망

   (2018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Prospects, iTIP 2018)

   ⋅기  간 : 2018.9.14.(금)~15.(토)

   ⋅장소 및 규모 : EXCO 1층, 3층 / 273명

   ⋅주  최 : 한국정보과학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TRI, 엑스코

   ⋅주  제 : Beyond AI & Connected S/W Platform

❍ 제5회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기  간 : 2018.9.14.(금)

   ⋅장소 및 규모 : EXCO 3층 306호, 320A호 / 338명

   ⋅주  최 : 영남이공대학교,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관 :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KISA대구정보보호지원

센터,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아카데미, 대구경북정보

보안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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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실적

 참가업체

 ❍ 참가업체현황

계(2개국) 국내업체 해외업체

업체 부스 업체 부스 국가 업체 부스

127 452 109 434 1(중국) 18 18

 ❍ 지역별현황

구분 계 대구 경북 서울인천
경기

대전충청
강원

부산울산
경남

광주 
호남 해외 부대

행사

업체 127 56 21 18 8 5 1 18 -
부스 452 150 78.5 49 11 5.5 10 18 130

 ❍ 품목별현황

구분 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SW
컴퓨팅

3D융합
3D컨텐츠

ICT디바이스,
부품 VR/AR 드론 기관 부대

행사

업체 127 5 62 8 27 2 3 20 -

부스 452 11 108 7 54.5 58 25 58.5 130

 부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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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주요 특징(특별관)

구분 내 용

스마트시티 
특별관

․  대구시스마트시티 비전 홍보(대구도시공사)

․  교통, 에너지, 시설물관리, 생활환경, 안전분야

․  주정차무인관제, 디지털사이니지, 차량번호인식, 

  스마트가로등, 통합관제시스템, CCTV 등 

  스마트시티 관련 업체 전시

  (2017년 5개사 → 14개사 참가 확대)

사이버보안
특별관

․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최신 정보보안 기술 및 

  사례 소개

․  관련 정보보안 업체 전시

  (CCTV영상정보, PC통합보호 솔루션 등)

․  제5회 대구사이버보안컨퍼런스 연계

  (영남이공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

스타트업
특별관

․ 창업의 최접점에 있는 대구SW고등학교 학생 개발제품전시

 (개발제품 발표회, 취업상담회 동시 진행)

․ EXCO 스타트업 기업 지원사업 참가사

 참관객

구분 인원수

등록
시스템

사전등록 3,949명

내국인 5,554명

외국인 46명

단체등록 2,509명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자 1,019명

참가업체 등록자 912명

기자, VIP, 유관기관 497명

초청 해외바이어 32명

합계 14,5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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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바이어

 ❍ 초청현황 : 4개국 30개사 32명

  ☞ 수출상담회(9.14일): 4개국 12개사 

구분 국가
계 수출 상담회 전시참가

업체 인원 업체 인원 업체 인원

1 베트남 1 1 1 1

2 요르단 1 1 1 1

3 일본 3 3 3 3

4 중국 25 27 7 7 18 20

계 30 32 12 12 18 20

 상담결과

구분
상담 계약(예상)

건수 금액(US$) 건수 금액(US$)

대구 47건 (45%) 3,305,300 13건 (50%) 783,200

경북 26건 (22%) 764,800 7건 (27%) 103,820

기타 29건 (33%) 2,171,300 6건 (23%) 359,000

계 102건 6,241,400 26건 1,24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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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관 및 부대행사

 스마트시티특별관

 ❍ 참가업체: 대구도시공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우경정보기술, 

재진가로등, 아보네 외 25개사 참가

 ❍ 전시내용

  - 대구광역시 스마트시티 조성 로드맵 소개

  - 수성알파시티 스마트관제센터 및 관련 기술 소개

  - 스마트시티 적용 기술: 스마트가로등, 통합관제시스템 등

  - 사이버보안공동관: CCTV, 보안솔루션 등

 

 AR클라이밍

  ❍ 일시: 2018.9.13.(목)~15.(토) 

  ❍ 장소: 전시장 1층 A-200

  ❍ 주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써티데이즈

  ❍ 프로그램: AR클라이밍 체험 및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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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 일  시: 2018.9.13.(목) 13:30~17:00

  ❍ 장  소: 전시장 1층 컨퍼런스장

  ❍ 주  관: 엑스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규  모: 참가업체 10개사, 벤처캐피탈 10개사

  ❍ 프로그램: 참가업체 IR 발표(업체당 5분), VC 1:1 상담(20분)

[참가업체]

기업명 소 개

(주)광진기업 유행동물퇴치기, 시설하우스 부품, 분무기

(주)디벨리 (무안경 3D 필름제작) 2D to 3D 컨버팅, 무안경 3D 키오스크

(주)벡스 케이블고장점측정기, 선로상태관리솔루션

(주)에너캠프 스마트 배터리 충전기

엑사비스 NetArgos(네트워크 패킷 수집, 보안검사 및 분석 장비)

주식회사 오토인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글로벌 B2B 마켓플레이스

(주)유비엔 팜링크(스마트팜),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노아이 탈부착식 안전벨트 슈트, 통학차량 안전관리 시스템

(주)컨트릭스랩 3D, VR, AR 솔루션 및 서비스 

케이아이오티 위치기반 서비스, 영상 분석을 이용한 지능형 CCTV 개발

[상담시간표]

　구분 14:50-15:10 15:10-15:30 15:30-15:50 15:50-16:10 16:10-16:30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에너캠프  오토인 케이아이오티 벡스 디벨리

KTB네트워크 컨트릭스랩 엑사비스 유비엔 이노아이 케이아이오티

LB인베스트먼트 케이아이오티 컨트릭스랩 디벨리  오토인 엑사비스

UQI 파트너스 이노아이 디벨리 벡스 광진기업 컨트릭스랩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주)

오토인 벡스 광진기업 에너캠프 이노아이

송현 
인베스트먼트

디벨리 유비엔 에너캠프 엑사비스 광진기업

수림창업투자 광진기업 케이아이오티 컨트릭스랩 디벨리 에너캠프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엑사비스 광진기업 오토인 유비엔 벡스

포스코기술투자 벡스 이노아이 엑사비스 케이아이오티 유비엔

패스파
인더에이치

유비엔 에너캠프 이노아이 컨트릭스랩 오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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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SW고등학교 취업상담회

  ❍ 일  시 : 2018.9.13.(목) 13:30~17:00

  ❍ 장  소 : 전시장 1층 상담회장

  ❍ 주  최 : 대구SW고등학교, 전자신문

  ❍ 프로그램 : 대구SW고등학교 취업대상학생 17명 면접 진행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일  시 : 2017.9.14.(금) 10:30~16:30

  ❍ 장  소 : 엑스코 전시장 內 수출상담회장퍼
  ❍ 주  관 : 엑스코

  ❍ 참가 해외바이어: 4개국 11개사 11명

국가명 기업명

(베트남)

ITD – Innovative Technology Development Corporation

(요르단)

ITS EXPERTS

(일본)

MUZE CO.,LTD., REGAL JOINT CO.,LTD

(중국)

Eyinbao Information Technology(Beijing)Co., Ltd.,

Jinan Zhongcheng Human Resources Co., ltd., Qingdao Hipower Power Electronics 
Co., Ltd, Qingdao I-LingNet integration Co. Ltd., Qingdao Linkr Software 

Development Co., Ltd., Qingdao Senya Electronics Co., Ltd., Qingdao Wision 

Technologie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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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개최 및 부대행사 프로그램

일자 시간 행사명 주최/주관 장소

9.13

10:00~17:00 전시회

과기정통부, 대구시, 

경북도/엑스코

전시장

11:00~12:00 개막식
컨퍼런스장

(D-200)

12:00~13:00 VIP오찬 321호

13:00~17:00 Software Value-up Seminar
과학기술정보통

신부/NIPA, DIP
321호

13:30~16:30 벤처투자설명회(IR) & 상담회
엑스코,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컨퍼런스장

14:00~16:30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취업상담회
대구SW고등학교, 

전자신문
상담회장

14:00~17:00
대경권 소프트웨어기업

대표자 간담회
DIP, 포항TP 306호

9.14

10:00~17:00 전시회
과기정통부, 대구시, 

경북도/엑스코
전시장

10:00~17:00

제5회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 세션A: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생활보안

- 세션B: 융복합 보안 방안

- 세션C: 대경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 세션D: 대학정보보호동아리연합회

영남이공대학교, 

한국인터넷진흥원
306, 320B호

10:30~16:30 수출상담회 엑스코 상담회장

11:00~12:00
주 52시간 근무시대의 원격근무 

구축방안 –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알서포트 컨퍼런스장

14:30~16:30

ICT융합 Talk Show

- 정하웅 카이스트 석좌교수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답이다!

-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

  4차 산업혁명, 시작된 미래

엑스코 컨퍼런스장

14:00~17:00
스마트폰재활용 및 증강응용 전략 

세미나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
320A호

9.15

10:00~16:00 전시회
과기정통부, 대구시, 

경북도/엑스코
전시장

11:00~15:00 대구SW고등학교 프로젝트 발표회 대구SW고등학교 컨퍼런스장

9.14
~15

10:00~17:00

제36회 미래정보기술산업전망

- 인공지능: AI플랫폼, AI영상처리

- 블록체인&Fintech: 블록체인기술, HPC 클라우드

- Connected SW Platform: 스마트시티, 스마트의료

한국정보과학회 323~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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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합 컨퍼런스 및 동시개최 세미나

  ❍ 일  시 : 2018.9.13.(목)~15.(토) 

  ❍ 장  소 : 전시장 컨퍼런스장(D-200) 및 3층 회의실

  ❍ 주  관 : 엑스코, DIP, 대구TP 등

  ❍ 주  제 : 4차산업혁명, IoT, 스마트시티, 스포츠융복합, 드론 등

[Software Value-up Seminar]

- 일시/장소: 2018.9.13.(목) 13:00~17:00 / 320호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3:00~13:30 사전등록 확인 및 접수

13:30~13:40 인사말

13:40~14:20 Mobile/IoT에 맞는 품질 확보 방안 (Android  중심) 손영수 ((주)어니컴)

14:20~15:00 AI 기반 문제 해결 파이프라인 김주현 (Naver Research Enginee)

15:00~15:20 Coffee Break

15:20~16:00 클라우드 구축 방안 김용종 (숭실대학교)

16:00~16:40 오픈소스 SW개발 및 연구수행 방법 송상효 (성균관대학교)

[ICT융합 컨퍼런스 - ICT융합 TALK SHOW!]

- 일시/장소: 2018.9.14.(금) 11:00~16:30 / 컨퍼런스장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연사

11:00~12:00
주 52시간 근무시대의 원격근무 구축방안 

–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이주명 홍보마케팅 총괄(알서포트)

14:30-15:30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답이다! 정하웅 교수 (KAIST)

15:30-16:30 4차 산업혁명, 시작된 미래 최재붕 교수 (성균관대)



- 11 -

[제5회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기술로 완성되는 Cyber Secure Smart City, Daegu

- 일시/장소: 2018.9.14.(금) 10:00~17:00 / 306호, 320A호

- 주최: 영남이공대학교, 한국인터넷진흥원

- 주관: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KISA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대

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아카데미, 대구경북정보보안전문가협회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9:30~
10:20

등록(사전신청확인, 자료집, 식권 배부) 

10:20~
10:50 

기조강연 : "4차산업혁명시대의 융합보안 방향" 
-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보안전략
- 경북지방우정청장 송정수(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  

10:50~
11:00

휴식 및 준비 

11:00~
11:40 

개회사 :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환영사 :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축  사 : 대구광역시 교육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11:40~
13:00

점심시간 및 전시관람 

세션A (306호)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생활 보안
진행 : 변태영교수(대구가톨릭대)

세션C (320A호)
대경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13:00~
13:30 

IoT기반 스마트시티 보안 및 인증
(KISA IoT융합보안팀장 박창열)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4차 산업혁명
· 블록체인 개요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 암호화와 블록체인
· 블록체인의 미래와 활용방안  

13:30~
14:00 

공공부문 클라우드 현황과 도입사례
(NIA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장 김은주)  

14:00~
14:30 

스마트시티에서의 개인영상정보보안기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사무관)

14:30~
15:00 

휴식 및 전시관람(1층 전시장 Hall_1 & Hall_2, Cyber Security Zone) 

세션B (306호) 융·복합 보안 방안
진행 : 정기현교수(경일대)

세션D (320A호) 
대학정보보호동아리연합회(영남권역)

15:00~
15:30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시티 적용방안
(KISA R&D기술공유센터장 강필용)  

New Rootkit
(경일대 K-Hackers, 최성호)  

15:30~
16:00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원전 사이
버보안 구축사례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총괄팀장 강현정)

암호화폐 Malware 분석
(영남이공대 YESS, 오헌태)  

16:00~
16:30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구축사례
(KERIS 교육사이버안전부 선임 김동우)  

Can I hack your drone?
(대구가톨릭대 i-Keeper, 김동훈)  

16:30~
17:00 

스마트시티 R&D 실증도시 사업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 교수 김현덕)

CyberGYM-침해사고분석
(영남이공대 YESS, 유선동)  

폐회 및 참석자 기념품 추첨(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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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전략세미나]

- 일시/장소: 2018.9.14.(금) 14:00~17:00 / 320B호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 주관: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시간 순서 연사

14:30-15:00 스마트폰 재활용 및 증강응용 기술의 이해와 사업화 전략
㈜아르고스 
백봉현 대표

15:00-15:30
개발사례 발표

- 스마트 증강응용 스마트 사이니지 원격 CMS셋탑박스 개발 -
㈜니어시스템
이복동 대표

15:30-16:00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CIG코리아
장동현 대표

16:00-16:30
해외시장 진출 사례 발표

- 유아동 교구재 기반 증강현실 컨텐츠 -
㈜디앤피코퍼레이션 

전윤용 대표

16:3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프로젝트 발표회]

- 일시/장소: 2018.9.15.(토) 11:00~16:00 / 컨퍼런스장

- 주최/주관: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 전자신문

구분 시간 프로그램(팀 / 프로젝트 내용)

1부 11:00 개회

2부

(1학년)

11:10~

12:00

DCMS 기숙사 중앙 관리 시스템 1학년 공간 사용 신청 서비스

dgsw.hs 1학년 기숙사 IoT 서비스

purity-tern 1학년 퍼즐 어드벤처 게임

shapebeat 1학년 리듬게임

스마트 선풍기 1학년 스마트 선풍기

3부

(2학년)

13:30~

15:10

 Dodge & Shot 2학년 2D  스크롤 슈팅게임

VR친구방 2학년 HTC VIVE  3D VR게임

월드워 매지션 (World War Magician) 2학년 3D VR  FPS게임

  멋쟁이 토마토 2학년 AR 가상코디  서비스

usicMusic 2학년 음향 믹싱  서비스

  무너져욧 2학년 건축물 변형  측정 서비스

스마트개인비서 귀요미 2학년 개인비서 로봇

자치차량 2학년 영상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가치 2학년 팀-멤버 매칭  서비스

탈룰라 2학년 온라인 협업  통합개발도구

Tutto note 2학년 클라우드 노트  플랫폼

Celebrity 2학년 셀럽-기업 매칭  서비스

Crime Finder 2학년 지역 범죄찾기  서비스

메신저팀 학교기업 메신저 서비스 

15:1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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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미래 정보 기술·산업 전망(iTIP 2018)] 

Beyond AI & Connected S/W Platform

- 일자/장소: 2018.9.14.(금)~15.(토) 10:00~17:00 / 306호, 320A호

- 주최: 한국정보과학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엑스코

- 후원: 오라클, LGU+, ADS_SQUARE, SK브로드밴드, 한스콤정보통신, 

대구컨벤션뷰로

- 프로그램

  9.14(금)

시간 프로그램

13:30- 등록

14:30
-15:30

기조강연 1 -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답이다!” 정하웅 교수 (KAIST)

15:30
-16:30

기조강연 2 - “4차산업혁명, 시작된 미래” 최재붕 교수 (성균관대)

16:30-
16:40

휴식

트랙
Track A 
인공지능

Track B 
블록체인 & FinTech

Track C
Connexted SW Platform

세션 세션 1 (AI 플랫폼) 세션 1 (블록체인 기술) 세션 1 (스마트시티)

좌장 강석형 교수(POSTECH) 문기영 센터장(ETRI) 강순주 교수(경북대)

16:40
-18:40

최재식 교수 (UNIST)
설명가능인공지능 연구 
및 응용

양대헌 교수 (인하대)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진실과 오해

백왕흠 과장 (대구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소개

이영주 교수 (POSTECH)
모바일 인공신경망을 
위한 메모리 최적화 
기술

이종협 교수 (가천대)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 
취약점 분석

박동완 책임연구원 (ETRI)
오픈 소스 지능형 IoT 
프래임워크 기술

궁재하 교수 (DGIST)
Deep Learning 
Hardware Accelerators

이종혁 교수 (상명대)
블록체인 보안

김재호 박사 (KETI)
IoT 기반 스마트 시티 
플랫폼 개발 방향

김대훈 교수 (DGIST)
가상화 시스템과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

김재윤 박사과정*(서울대 
블록체인 동아리 디사이퍼 
회장)
*KCC2018 
라인×한국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

임길택 실장 (ETRI)
스마트시티를 위한 영상 
인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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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토)

시간 프로그램

08:30- 등록

트랙
Track A 
인공지능

Track B 
블록체인 & FinTech

Track C
Connexted SW Platform

세션 세션2 (AI 영상처리) 세션2 (HPC 클라우드) 세션2 (스마트의료)

좌장 이영주 교수(POSTECH) 성원경 책임연구원(KISTI) 김일곤 교수(경북대)

09:00-
11:00

장길진 교수 (경북대)
영상 분류를 위한 합성곱 
신경망에서의 전역 평균 
풀링 방법

이식 센터장 (KISTI)
KISTI 슈퍼컴퓨터 
5호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조재형 교수 
(서울성모병원)
스마트 헬스케어와 교육 
시스템

조민수 교수 (POSTECH)
의미론적 영상 정합을 
위한 심층 신경망 학습

정무경 팀장 (SK텔레콤)
Private GPU 
Cloud-SCALE
(SKT Cloud for AI Learning)

김영학 교수 (서울아산병원)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헬스케어 
산업전망

최종현 교수 (GIST)
Visual Recognition Going 
Beyond Datasets

김종원 교수 (GIST)
Data-centric Open 
Science Cloud

이호원 교수(칠곡경북대병원)
Information Technology 
to Fighting Neurological 
Diseases

이용태 그룹장 (ETRI)
재난 공공안전 
영상처리를 위한 스마트 
기술

문수영 이사 (Microsoft)
Big Compute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

황희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전망과 국내 산업 
활성화 방안

11:00-
11:10

휴식

11:10-
12:00

기조강연 3 - “연구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연구방법 
혁신으로”

조금원 부원장 (KISTI)

12:00-
13:00

중식

13:00-
13:50

기조강연 4 - “지능형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 도전과 한계”

권인소 교수 (KAIST)

13:50-
14:00

휴식

세션 세션3 (빅데이터 응용) 세션3 (블록체인 응용) 세션3 (디지털헬스)

좌장 미정
홍준영 
의장(한국핀테크연합회)

김일곤 교수(경북대)

14:00-
16:00

심규석 교수 (서울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김형중 교수 (고려대)
암호화폐의 역사와 교훈

김영우 과장 (식품의약품 
안전처)
디지털 헬스시대의 
한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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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교수 (충북대)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한 개인화 서비스

곽창욱 선임연구원 
(ETRI)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뢰 
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

정설영 교수 (경북대)
SleepCare Kit for Active 
Assisted Living

한욱신 교수 (POSTECH)
빅데이터와 그 활용방안

김상환 상무 (딜로이트)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플랫폼 그리고 
유스케이스

황현주 교수 (POSTECH)
Medical anomaly detection 
through neural density 
estimation

강유 교수 (서울대)
대규모 딥러닝을 위한 
모델 압축 기술

김슬기 CTO (Kodebox)
NFT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

이병기 박사 (삼성서울병원)
Healthcare 
Interoperability and HL7 
FHIR

16:00-
16:10

휴식

세션 세션4 (Beyond AI) 세션4 (FinTech) 세션4 (자율주행)

좌장 김동규 교수(한양대) 권기룡 교수(부경대) 권성근 교수(경일대)

16:10-
18:10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

정유신 센터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현황과 
신기술과의 융합

오세일 본부장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이에 대한 대구지역 
대응 현황

홍준영 의장 
(한국핀테크연합회)
beyond Blockchain 
beyond Capital! 
4세대블록체인 Ko-Fun 
(한류Coin&DEX)

이재천 교수 (계명대)
Connected and 
Automated Driving 
Ecosystem

정경찬 과장 
(금융결제원)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및 상용화 사례

유승훈 
수석연구원(이인텔리전
스)
Software Architectures 
for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김홍일 
상임이사(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금융산업의 창조적 분해 
(Unbundling)

최진호 CTO(휴먼플러스)
국내외 라이다 센서 
개발 동향과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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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

 ❍ 일    시 : 2018.9.13.(목) 11:00~13:00

 ❍ 장    소 : EXCO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및 321호

 ❍ 참석인원 : 약 30명(대구시장, 대구시의회 의장, 과기정통부 SW진흥과장 등)

 ❍ 식    순

시간 구분 내용 비고

10:50~11:00 10 VIP 대기
VIP대기실

※엑스코 Gate3→2홀입구 
2홀 전시장內 
컨퍼런스장

11:00~11:20

1 개회 행사소개

사회자
TBC

강미경MC

7 공연 VR 아트공연
2 인사말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1 축사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1 축사  과기정통부 SW진흥과장 이우진
6 VIP소개 VIP 호명 및 도열(30명)
2 테이프컷팅 기념촬영 및 테이프컷팅

11:20~11:50 30 라인투어 전시장 순시 사회자
11:50~11:55 5 오찬장 이동 1층 → 321호

12:00~13:00 60
건배제의 경자청장, 업계대표 VIP오찬장

321호식사 스테이크

 ❍ 진행(안) : 대형LED전광판 백드롭, VR 아트 공연 퍼포먼스
              외국인 전용 동시통역, WiWi (2개 국어: 한, 중)

 [VR아트공연]  [인사말씀, 축사] 

 [테이프컷팅, 개막축포]  [라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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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식 및 오찬 참석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개막식 오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진흥과장 이우진 ○ ○

2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 ○

3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배지숙 ○ ○

4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장상수 ○ ○

5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하병문 ○ ○

6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이태손 ○ ○

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인선 ○ ○

8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정종철 ○ ○

9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김상욱 ○ ○

10 전자신문 국장 김순기 ○ ○

11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강순주 ○ ○

12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 ○ ○

13 영남이공대학교 부총장 박만교 ○ ○

14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이점식 ○ ○

15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우상호 ○ ○

16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 성명호 ○ ○

17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총괄조정본부장
(원장직무대행)

김화기 ○ ○

18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박효덕 ○ ○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센터장 문기영 ○ ○

20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부회장 석춘희 ○ ○

21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장 안병규 ○ ○

22 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 센터장 이동은 ○ ○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지원장 이태선 ○ ○

24 대구테크노파크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 최석권 × ○

25 대구테크노파크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이재훈 × ○

26 포항테크노파크-경북SW융합센터 센터장 김영석 × ○

27 알서포트 본부장 남양원 ○ ○

28 아보네 대표 이재용 ○ ○

29 우경정보기술 대표 박윤하 ○ ○

30 재진가로등 대표 이성형 ○ ○

31 테크엔 대표 이영섭 ○ ×

32 헬셀 대표 장성기 ○ ○

◦ 레드카펫 VIP 위치(2단으로 조성)

1 3 5 7 9 11 13 14 12 10 8 6 4 2

16 18 20 22 24 26 28 30 31 29 27 25 23 21 19 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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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투어]

① VR미디어          → ②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

③ 엑스코스타트업     → ④ IT여성기업인협회 → ⑤ 중국관      → 

⑥ ETRI               → ⑦ 헬셀             → ⑧ 포항TP, DIP → 

⑨ 대구도시공사       → ⑩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⑪ 스마트시티특별관 일반기업 (사이버보안Zone – 우경정보기술, 재진

가로등, 테크엔, 아보네, 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 알서포트)     → 

⑫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  ⑬ 대구TP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5  대구TP모바일융합센터             → 

◯16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17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19 -

 ❍ 오찬장 좌석배치

연번 소 속 직위 성명 테이블
1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1

(8명)

2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배지숙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진흥과장 이우진
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인선
5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정종철
6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
7 영남이공대학교 부총장 박만교
8 전자신문 국장 김순기
9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장상수

2

(7명)

10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하병문
11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강순주
12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김상욱
13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이점식
1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우상호
15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 성명호
16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이태손

3

(7명)

17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총괄조정본부장
(원장 직무대행) 김화기

18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박효덕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센터장 문기영
20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부회장 석춘희
21 대구광역시 스마트시티조성과 과장 백왕흠
22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장 안병규
23 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 센터장 이동은

4

(8명)

24 대구테크노파크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 최석권
25 대구테크노파크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이재훈
26 포항테크노파크 경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 센터장(직무대행) 김영석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지원장 이태선
28 알서포트 본부장 남양원
29 우경정보기술 대표 박윤하
30 헬셀 대표 장성기
31 테크엔 대표 이영섭

5

(8명)

32 재진가로등 대표 이성형
33 아보네 대표 이재용
34 엑스코 경영지원본부장 황종길
35
36
37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General  manager Cao Ming

6

(9명)

38 Qingdao Foreign Investment Service Corporation Section chief Li Xiaoyun
39 QINGDAO SUNG HO ELECTRONICS General manager Wu Peida
40 HIKINGIC COMMERCE Sales manager Zhang Tao
41 HIKINGIC COMMERCE CEO Liu Fangyi

42
Qingdao Qing Ruan Jing Zun 
microelectronics Technology

Sales manager An Baichun

43 QINGDAO OCEAN GARDEN IMP. & EXP. Manager Yu Gongshui
44 Qingdao Sunrise Electronics. Manager Xu Xian
45 Qingdao Sunrise Electronics. Sales manager Song Zhenyu

☞ 대구시 등 유관기관 직원 7번, 8번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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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국 단체 참가단 만찬

❍ 일시 및 장소 : 2018.9.14.(금) 18:00 / 맥참숯불구이

❍ 메뉴 : 삼겹살 외

❍ 참석인원 : 30명

전시참가 상담바이어 인솔자
20 7 3

[중국 청도시 참가단 명단]

No. 소속 성명 구분

1 Gruden Pty Ltd Li Yang

전시

참가

2
HIKINGIC COMMERCE CO.,LTD.

Zhang Tao

3 Liu Fangyi

4 Qingdao Baifan Software Co., Ltd. Ma Ke

5 Qingdao E Lingnet Integration Co.,Ltd. Yan Fei

6 Qingdao Edge New Network Technologies Co., Ltd. Xi Chunzhu

7 Qingdao Edge Technologies Co., Ltd. Sun Haibo

8 Qingdao Heyixun InfoTech Co.,Ltd. Liu Xiaoliang

9 QINGDAO OCEAN GARDEN IMP. & EXP.CO,LTD. Yu Gongshui

10
Qingdao Qing Ruan Jing Zun microelectronics Technology 

Co.,Ltd.
An Baichun

11 QINGDAO  RICHSTONE E-COMMERCE CO.,LTD Cui Guangqiang

12 Qingdao Ritor Technologies Co.,Ltd Wei Kun

13 Qingdao Sarnath Intelligence Technology Co.,Ltd Lou Jie

14 Qingdao Spiriyo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Xu Hongchao

15
QINGDAO SUNG HO ELECTRONICS CO.,LID

Wu Peida

16 Ye Hong

17
Qingdao Sunrise Electronics Co.,Ltd. 

Xu Xian

18 Song Zhenyu

19 QingdaoYitong Information Technology Co.,Ltd Jiao Junbo

20 ReSourcePro Qingdao Data Technology LLC Zhou Guangyue

21 Eyinbao Information Technology(Beijing)Co., Ltd Ma Tianlu

상담

바이어

22 Jinan Zhongcheng Human Resources Co., ltd. Han Wenqian

23 Qingdao Hipower Power Electronics Co., Ltd Zhang Jia

24 Qingdao I-LingNet integration Co. Ltd. Kong Bin

25 Qingdao Linkr Software Development Co., Ltd. Xiu Ying

26 Qingdao Senya Electronics Co., Ltd. Wang Qinliang

27 Qingdao Wision Technologies Co., Ltd. Zhao Ronghuan

28 Qingdao Foreign Investment Service Corporation Li Xiaoyun

인솔자29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Co.,Ltd. Cao Ming

30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Co.,Ltd. Zhou Pan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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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홍보

 현장홍보

구분 일시 내용 장소

국내홍보

2018.1.25 참가업체 모집 드론쇼코리아(BEXCO)

2018.3.14 참가업체 모집 세계보안엑스포

2018.4.19 참가업체 모집 VR EXPO(COEX)

2018.5.10 참가업체 모집 PlayX4(KINTEX)

2018.5.23 참가업체 모집 World IT Show(COEX)

2018.5.24 참가업체 모집 Robo Universe, VR서밋, K드론 (KINTEX)

2018.6.27 참가업체 모집 스마트테크코리아(COEX

2018.8.10 참가업체 모집 소프트웨이브대전(COEX)

해외홍보 2018.1~8 홍보자료 배포 에이전트(중국 칭따오, 일본, 인도, 영국)

 매체광고

구분 매체명 게재시기 규격 횟수

참가업체

모집

전자신문 2018.7.25. / 8.6. 5단 칼라 2

한국무역신문 2018.8.6. 5단 칼라 1

참관객

모집

전자신문 2018.8.20. / 9.3. / 9.10. 5단 칼라 3

서울신문 2018.9.4. 전면 1

매일신문, 영남일보 2018.9.10. 9단 칼라 2

유통단지(전광판)

2018.8.20.~9.15.
20초 40초

홍보동영상
상시범어네거리, 계산오거리(전광판)

전광판

온라인 배너광고 2018.8.13.~9.14.
GDN, 모비온 

키워드 기반
상시

AVING(온라인미디어스폰서) 2018.8.1.~9.15. 온라인기사
참가업체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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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구분 배포시기 배 포 처 비고

참가안내서

(국영중)
2017.10~ 국내외 참가대상업체 5,000부

초청장(국문) 2018.7~ 초청대상 국내외바이어 20,000부

포스터(국문) 2018.8~
참가업체, 유관기관,

관련학교, 지하철 역사 등
500부

참관리플렛(국영문) 행사기간 전시회관람 국내외바이어 10,000부

도로현수막 및 

가로등배너

2018.8.17.~

9.16.

대구시, 안동시 가로등배너 144개소

구미시 시내 주요도로 20개소

현수막

2017.7.19.~

9.16. 
육교현판(동산육교, 용계육교 등) 6개소

2018.9. 전시장 주변 20개소

 온라인홍보

구분 홍보내용 시행 시기

www.itce.kr

 - 개최개요, 홍보계획, 개최결과

 - 해외바이어 사전등록 및 안내고지

 - 관련 보도자료 

 - 기타 행사 관련 공지 등

연중

행사 배너
 - 대구광역시

 - 대구테크노파크
2018.8~

SNS  - Facebook, 인스타그램 운영 연중

뉴스레터

발송

 - 국내외 DB(30,000건)활용 : 10회 발송

 - 해외 DB(1,000건)활용 : 2회 발송

 - 온라인 초청장 발송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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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및 단체참관 공문 발송

기관
(96)

3D융합기술지원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스포츠융
복합사업단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3D프린팅산업협회 데일리헬스케어실증사업단
한국드론교육협회(바이로봇)
대전지부

IT여성기업인협회영남지회 드론프레스 한국드론산업협회

LX한국국토정보공사 벤처기업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 한국무역협회

강원정보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서울특별시청 지역발전본
부  서남권사업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경기콘텐츠진흥원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연
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성남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경북대ICT·자동차융합연구센터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수원시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대학교 산학협력선도
대학사업단

스마트드론기술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스마트라이프ICT융합제원센터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
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한국스포츠개발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실감SW산업인재양성사업단
(계명대)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실감미디어 기반조성사업
단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안동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
트웨어진흥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3D디스
플레이기술연구센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정보과학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모바
일융합기술센터

전자신문사대경권본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국토교통부 제주테크노파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구SW고등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
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한국조폐공사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
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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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 클라우드서비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경북SW융합
진흥센터

한국특허정보원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한-아세안 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휴먼케어기술센터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
합센터

한국VR산업협회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
복합산업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스
시티 
관련
(73)

강원도개발공사 개발3팀
강원도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진주시청 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경기도청 산업정책과
창원시청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경남개발공사 사업개발부
경남도청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충남도청 국토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

경북도청건축디자인과
충남도청 국토교통국
도시계획팀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부 경산시청 건설과 충북도청 균형발전과

광주도시공사 도시개발처 경주시청 도시개발국 통영시청 정보산업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

광주시청 스마트시티과
포항시청 도시안전국
건축과

남양주도시공사
사업기획팀

구미시청 투자통상과
신성장전략담당

GS건설

대구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김천시청 건설안전국
건설개발과

SK건설

대전도시공사 미래전략팀 대구시청 건설교통국 계룡건설

부산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대전시청
스마트시티담당관

대림산업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문경시청 안전지역개발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대우건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부산시청 미래산업국
스마트시티 추진과

동부건설

안산도시공사 개발사업부 상주시청 건설과 롯데건설

용인도시공사 건설개발부
서울시청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반도건설

울산도시공사 미래전략팀 세종시청 정보통계담당관 삼성물산 건설부문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팀 안동시청 도시건설국 서한

인천도시공사
복합개발사업처

영주시청 도시건설국 서희건설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부

영천시청 도시건설국 신흥건설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부
오산시청 정보통신과
스마트시티

쌍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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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
발총괄

울산시청 기획조정실
스마트시티담당관

우방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부
인천시청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스마트시티과

일성건설

충북개발공사 사업계획부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 태왕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사업단

전북도청 정보화총괄과 포스코건설

화성도시공사
도시사업부 사업개발팀

제주도청 기획조정실
ICT융합담당관

대학교
(125)

KAIST(기계공학과,  전기및 전자공학부)

UNIST(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

경북대학교(IT대학 모바일공학과, IT대학 전자공학부, IT대학 컴퓨터학부, 공과대학 기
계공학부, 과학기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과학기술대학 자동차공학부)

경북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과, 경일대학교(기계자동차학부, 로봇공학과,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컴퓨터공학과)

계명대학교(LINC사업단, 공과대학 게임모바일전공, 기계자동차공학전공, 디지펜게임공
학전공, 메카트로닉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계명문화대학교(전자정보통신과, 컴퓨터학부), 구미대학교(기계자동차공학부, 스마트IoT
공학부, 전자전공/스마트소프트웨어전공)

금오공과대학교(IT융합학과, 계약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대경대학교(신산업창조학부 3D 프린팅전공, 신산업창조학부 드론전공)

대구가톨릭대학교(IT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 빅데이터공학과, 산학협렵단,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공업대학교(자동차과, 전자정보통신과)

대구과학대학교(컴퓨터정보통신과 컴퓨터정보전공)

대구대학교(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기계융복합공학과, 산학협력지원센터, 정보통신대학 
IT융합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대전대학교(IT소프트웨어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동국대학교(기계시스템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
터공학전공)

동명대학교(게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동서대학교(디지털콘텐츠학부,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두원공과대학교(안성캠퍼스 기계공학과, 스마트소프트웨어과, 자동차과, 정보통신공학
과, 파주캠퍼스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스마트IT학과, 스마트자동차과, 컴퓨터공학과)

부경대학교(IT융합응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부산경상대학교(IT콘텐츠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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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기계공학부, 스포츠과학과, 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과)

선린대학교(융합소프트웨어과)

수성대학교 (VR콘텐츠과, 드론기계과,  전자정보과,  컴퓨터정보과)

안동대학교(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산학협력단, 정보통신공
학과, 컴퓨터공학과)

영남대학교(ICT기반 스마트기기 창의인재 양성사업팀, 기계공학부, 로봇기계공학과,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융합팀, 자동차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영남이공대학교(기계계열, 사이버보안학과, 자동차과, 전자정보계열, 컴퓨터정보과)

영진전문대학교(전자정보통신계열, 컴퓨터응용기계계열, 컴퓨터정보계열)

울산대학교(IT융합학부, 기계공학부)

위덕대학교(IT융합학과, 공학교육혁신센터, 산학협력단, 자동차SW기능안전센터)

창원대학교(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메카트로닉스대학 기계공학부)

충남대학교(공과대학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스포츠과학과)

포항공과대학교(기계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한동대학교(IT융합대학)

한양대학교(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한의대학교(스마트IT전공)

고등
학교

(61)

 경북고등학교  금호공업고등학교  문경공업고등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기계고등학교  봉양정보고등학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김천고등학교  상산전자고등학교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김천상업고등학교  상주공업고등학교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  신라공업고등학교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안강전자고등학교

 경북인터넷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경북하이텍고등학교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영천전자고등학교

 경상공업고등학교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의성공업고등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조일로봇고등학교

 경주공업고등학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청도전자고등학교

 경주마케팅고등학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청송자동차고등학교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대구일과학고등학교  평해정보고등학교

 경주정보고등학교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구미정보고등학교  대영고등학교  흥해공업고등학교

 금성여자상업고등학교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금오공업고등학교  무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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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등 사인물

 장치물

❍ 기본부스/스타트업부스 ❍ 프리미엄부스

번호 품명 규격(m) 수량

1 대구시, 안동시 가로등배너 0.6*1.8 144

2 구미시 도로현수막 5*0.9 20

3 광장 가로등배너 0.6*2 17

4 본관 중앙케노피 12*1.5 1

5 신관 외벽 대형현수막 13*15 1

6 신관 로비 브릿지배너 7.8*2.8 4

7 신관 1A홀 입구현판 13*0.85 1

8 신관 1B홀 입구현판 13*0.95 1

9 신관 2홀 입구현판 13*0.95 1

10 신관 내부 대형배너 12*7 1

11 내부 천정 소형배너 2*5 4

12 내부 가로형 천정배너 5*2.5 3

13 217호 난간 10.7*1.2 1

14 321호 VIP 오찬장 현수막 5*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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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여성기업인협회 부스 ❍ 중국관부스

❍ 등록데스크 ❍ 등록카드작성대

❍ 매표소 ❍ 현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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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부스 ❍ 수출상담회

❍ E-모빌리티 체험

 사인물

❍ 도로현수막

❍ 본관중앙캐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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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현판

❍ 연결기둥배너

❍ 브릿지 난간배너/신관내부 대형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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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소형 천정배너

❍ 가로등배너 ❍ X배너, 핀보드

❍ 전시장 내부 사무국 난간배너

❍ VIP 오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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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및 홍보자료 목록

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1 8월13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네트워크코리아, 스마트 홈 전력

제어 솔루션 '3CVS AKIGO' 전시 예정

2 8월13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컨트릭스랩, 웹기반 3D, VR, AR 

서비스 플랫폼 3DCrafts 선보인다

3 8월1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벡스, 각종케이블의 결함을 진단

할 수 있는 '케이블 고장점 측정기' 출품한다

4 8월16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알메디, 발의 정밀한 측정을 돕는 

'3D 스캔 발 측정 시스템' 선보인다

5 8월16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오토인, 자동차부품 산업분야의 

글로벌 B2B 마켓플레이스 'eAUTOIN.com' 소개한다

6 8월16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제5회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와 동시 개최된다

7 8월16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팔콘, 야외활동에 적합한 21.5 TV 

전 자동 위성 자동추적 레저 엔트테인먼트 제품 선보인다

8 8월17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유비엔, ICBM 기술 적용된 IoT 스

마트팜 '팜링크3.0' 소개 및 시연할 예정

9 8월17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포스텍, 실리콘 기반 폐열회수 열

전모듈 및 열전발전 상용화 시스템 기술 선보인다

10 8월17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포인드, 지능형 관제 시스템 '봄

AI' 소개 및 시연할 예정

11 8월22일 보안뉴스 ‘제5회 대구사이버보안 컨퍼런스’ 9월   14일 개최

12 8월2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모빌테크, 고정밀 3차원 스캔 솔

루션 XL-레플리카 소개할 예정

13 8월2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브이알미디어, 어트랙션 기반 VR 

FPS게임 '그론' 선보일 예정

14 8월2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에너캠프, '점프앤고 점프스타터' 

비롯한 다양한 차량용 스마트 배터리 선보인다

15 8월2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위즈디엔에스코리아, 우수성 인정

받은 위험관리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 'WEEDS Black Suite' 선보일 예정

16 8월2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제일번역, 단기간 일 처리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고품질 번역 플랫폼 선보일 예정

17 8월2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다은소프트, CCTV 패스워드 관

리 솔루션인 'APPM for CCTV' 소개할 예정

18 8월2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디벨리, 자체 개발한 '무안경 3D 

필름' 제작 기술 소개할 예정

19 8월2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케이아이오티,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객체 인식 영상분석 계수장비' 소개 및 자동 계수 시스템 선보일 예정

20 8월2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쿠람시스템,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 예방 위한 '파파버스 키즈버스 케어서비스' 선보인다

21 8월24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테크엔, 'CC 카메라 내장형 보안

등'을 비롯한 특허 신기술로 제작된 조명기구 선보일 예정

22 9월03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알서포트 주식회사, 웹표준 

WebRTC 기반으로 손쉽게 웹브라우저로 시작하는 화상회의 '리모트미팅' 소개

할 예정

23 9월05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와이즈드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솔루션 소개할 예정

24 9월05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우경정보기술, 영상반출관리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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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인 '시큐워처 for CCTV Enterprise System ver 2.0' 소개할 예정

25 9월07일
머니투데

이
디벨리__‘2018_ICT_융합_엑스포’에서_첫_선보여

26 9월09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이공이비피엠, 스마트 밸런스 운

동기구 BUff-UP 소개할 예정

27 9월09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이노아이, 탈부착식 안전벨트 슈

트 소개할 예정

28 9월10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피케이스스템, 3.2M픽셀 산업용 

3D 스캐너 소개할 예정

29 9월11일
한국스포

츠경제
심평원,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참여

30 9월11일 경제뉴스 스마트시티 대구시, 미래 첨단   ICT융합 기술을 한자리에

31 9월11일 전자신문 디벨리,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에서 무안경 3D키오스크 첫 공개

32 9월11일 AVING
IOT에서 AR, VR까지 ICT산업의   모든 것...'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오

는 13일(목)대구 엑스코서 개최

33 9월12일 AVING
[미리보는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헤븐트리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르 

이용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Clovine' 소개할 예정

34 9월12일 청년의사 심평원 대구지원,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참여

35 9월12일 보안뉴스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참여

36 9월12일 뉴시스 최신 융합기술 한자리에...'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개최

37 9월13일 전자신문 ICT융합엑스포,오늘 개막...ICT융복합 제품 및 신기술 한자리에 모여

38 9월13일 뉴시스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39 9월13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대구도시공사, 스마트시티플랫폼 및 서비스 

소개나서

40 9월13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해외통신사업자 인증

랩 구축사업 홍보

41 9월13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소개

42 9월13일 전자신문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ICT융합 엑스포에 3D응용 제춤 대거 선

보여

43 9월13일 AVING
[2018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영상] 헬셀, 10리터 급 방제용 드론 '케레스 

10s'선보여

44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알메디, 정밀 측정 가능한 '3D스캔 발 측정 

시스템' 소개와 더불어 체험 행사 열어

45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브이알미디어 VR FPS게임'그론'론칭...엑스

포서 많은 참관객 몰려

46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네트워크코리아, 스마트 홈 전력제어 솔루

션 '3CYSAKIGO' 시연 나서

47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재진가로등, 범죄 예방에 최적인 스마트 가

로등 선보여

48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레저용 ICT개발 전문 회사 '팔콘', 아웃도어 

캠핑TV와 오토 트래킹 휴대용 위성안테나 선봬

49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퓨처쉐이퍼'사가 소개한 3D 홀로그램 디스

플레이장비 '하이퍼비전(Hypervsn)',참관객 이목 끌어

50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트라이크코리아, SEEV의 전동스쿠터 시티코

코 및 시브파파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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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제윤메디컬, 복약 모니터링 서비스 기반 질

병 통합 관리 시스템 소개

52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우경정보기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한 

'SECU WATCHER FOR CCTV' 선보여

53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피케이시스템, 고정밀 데이터 스캔 가능한 

3D스캐너 '에이스크래프트-엠투(AceCraft-M2)' 출시

54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하이퍼월, 대형 이미지 및 고해상도 동영상

을 여러 모니터에 전달해 전시해 주는 하이퍼월 시스템 선보여

55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한국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기술 솔루션 소개

56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제이제이기술, 진동 피드백 가능한 전자펜 '

필링펜'과 미술 콘텐츠 선봬

57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아보네, 원격으로 이미지 및 영상 송신 가

능한 스마트 그림자 시스템 '무비라이트' 선보여

58 9월14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19개팀 참가해 직

접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선봬

59 9월14일 전자신문 대구사이버보안컨퍼런스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

60 9월14일
경상매일

신문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대회

61 9월14일 세계일보 스마트시티 대구, 미래 첨단 ICT융합 기술을 한자리에

62 9월14일 뉴스웨이 영남이공대, 제5회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개최

63 9월14일 CIOBIZ+ 알서포트, 'ICT 융합 엑스포'서   리모트미팅 홍보 

64 9월14일 이데일리 알서포츠, 'ICT 융합엑스포'서   '리모트미팅' 체험관 운영

65 9월14일 데이터넷 알서포트, 경상권 원격근무 시장 공략   나서

66 9월14일
데일리그

리드

알서포트,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서 선보인 리모트미팅에 제조업 시선 

집중

67 9월16일 뉴시스 대구서 열린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폐막...대성황

68 9월16일 일요서울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폐막

69 9월16일
아이티데

일리
알서포트, 'ICT 융합 엑스포'서 화상회의 서비스 소개

70 9월16일 전자신문 포인드, 딥러닝 기반 지능형 CCTV 관제솔루션 '봄AI' 출시

71 9월16일 매일신문 스마트시티 대구의 미래를 보여준 ICT융합엑스포

72 9월16일 국제뉴스 [포토]대구시,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폐막 이모저모

73 9월16일 국제뉴스 권영진 대구시장,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대구에서   상상의 세상을 보여주다"

74 9월16일 쿠키뉴스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에 3일간   1만6500명 참관

75 9월17일 AVING
[2018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영상] ICT핫이슈   주제 다룬 ICT융합 토크쇼, 

많은 참관객 관심 속에 성료

76 9월17일 뉴데일리 대구시, 3일간 1만6500여 명 다녀간 '2018   ICT융합엑스포' 성료

77 9월17일 전자신문 아보네, 스마트 그림자 광고시스템 무비라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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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조사 결과

 참가업체

참가목적 내년도 재참가

주최측 운영 개최 시기 선호

  ❍ 참가업체 의견

  ⋅스마트시티 관련 업체 및 제품이 많아서 만족

  ⋅부대행사(수출상담회, 벤처투자설명회)를 통한 상담이 유익

  ⋅스타트업 업체들에게 좋은 기회

  ⋅전문성 있는 관람객의 비중이 높음

  ⋅주최측의 협조 및 행사 진행력에 만족

  ⋅편리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주차편의, 부스디자인)에 만족

- 36 -

 해외바이어 

9.14

(금)

상담회장 운영 재참가 여부

 참관객 분석  

 ❍ 참관목적

목적 제품구매 자료수집 시장동향파악 연구/투자 기타

비율 4.7% 32.2% 26.5% 7.6% 29%

❍ 참관객 지역

지역 대구/경북 서울/경기/
인천

부산/울산/
경남

대전/세종/
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비율 86% 4% 6% 2% 2%

 

❍ 관심품목 및 분야

품목 비율 분야 비율

모바일/커뮤니케이션 15.1% 스마트카 6.9%

SW/컴퓨팅 11.8% 스마트시티,스마트워크 9.2%

3D융합/3D컨텐츠 8% 스마트 헬스케어 5.2%

ICT디바이스/부품 12.4% 스포트 ICT 3.5%

VR/AR 11% 기타 8.8%

드론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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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특기사항 및 향후과제

 2018 전시회 특징

 ❍ 대구도시공사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관련 업체 대거 참가로 대구

광역시의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의 면모를 보여줌

 ❍ 별도 개최하던 사이버보안 컨퍼런스를 동시 개최함에 따라 사이

버보안, 스마트시티 관련 업체 10개사 공동참가로 전시회 질적 향

상 뿐만 아니라 높은 성과를 이룸, 2019년 규모 확대 예정

 ❍ 벤처투자설명회 성과: 지역 벤처투자사 초청으로 투자 유치 가능

성 매우 높았음(예. 송현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 에너캠프)

 ❍ 창업의 최접점에 있는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20건의 학생 

개발 프로젝트를 전시하여 ICT 미래 인재의 가능성을 보임.

    전시회와 더불어 발표회, 취업상담도 연계하여 만족도 향상

 ❍ 대구TP, 포항TP, DIP,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첨단정보통신융합

산업기술원 등 지원기관 대거 참가로 전시회 질적 및 양적 향상  

 ❍ 전시와 컨퍼런스의 시너지 효과 거양: 한국정보과학회 기조연설 

전시장 내 개최하여 참관객 모객 효과

 향후과제

 ❍ 내년도 개최일정 : 2019.10.31.(수)~11.1.(금)

   - 산업전 참가업체 의견을 반영, 목~토 개최에서 수~금으로 변경

 ❍ 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수출 및 구매상담회(국내외 바이어 초청 확대)

   - 벤처투자설명회

   - 기업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등

 ❍ ICT지원기관 협력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참가 유도

- 38 -

 사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