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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행사개요

 ❍ 명    칭 :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IT Convergence EXPO Korea)

 ❍ 전시기간 : 2016.8.24(수) ~ 26(금)   

 ❍ 장    소 : 엑스코 1층 전시장 및 3층 회의실

 ❍ 규    모 : 174개사 478부스(수출상담회 33개사)

 ❍ 주    최 :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주    관 : 엑스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신문, 

대구테크노파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 참여기관 : KOT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디

지털산업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데일리헬스케어실증사업단, 

경북SW융합센터, 한국VR산업협회

 동시개최행사

❍ 2016 대한민국 LED 산업전(LED Industry Expo Korea, LED 2016)

   ⋅기  간 : 2016. 8. 24(수) ~ 26(금)

   ⋅장소 및 규모 : EXCO 전시장 3홀 / 50개사 158부스

   ⋅주  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주  관 : 한국전기신문사, 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 엑스코

❍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총회(Global Entrepreneurship Congress Plus, GEC+)

   ⋅기 간 : 2016.8.25(목)~26(금)

   ⋅장소 및 규모 : exco 3층 322호 ~ 325호 / 23개국 400명(해외 22개국 45명)

   ⋅주최 및 주관 : 글로벌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후원 : 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 美 카우프만재단, 영남대학교 기업

가센터, 포스텍기업가센터

  ⋅프로그램 : 글로벌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 발표, 연구조사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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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행사

일자 시간 행사명 주관 장소

8.24
(수)

11:00-13:00 개막식, VIP 오찬 엑스코
원형로비
320호

10:30-12:30
SK텔레콤과 함께하는 IoT 세상

- IoT 네트워크 및 기술 소개(Lora 중심)
SK텔레콤 전시장

12:30-17:30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스마트시티

세계트리플미래전략학회,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
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

322호

13:30-17:00 제2회 사물인터넷 헬스테크 포럼
데일리헬스케어

실증사업단
321호

13:30-16:30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프로토텍, 서울시청마곡사업과, 
그린콤, 에프렘

전시장

14:00-17:30
스마트폰재활용 및 증강응용기술

아이디어공모전 및 세미나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306호

8.25
(목)

09:00-18:00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1과정(LED) 한국전기기술인협회 306호

10:30-16:3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Kotra, 엑스코 3B홀

10:30-12:30 VR/AR산업 동향 및 활용범위 한국VR산업협회 전시장

13:30-16:30
인터넷고양이 이론 
- 고양이 인터넷정복 시나리오 : 인터넷 내세상이다옹~!

엑스코 전시장

14:00-17:00
중소기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320A호

14:00-17:00 제84회 Open Technet SW융합기술지원센터 세미나
NIPA 공개SW역량프라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기술지원센터

314호

8.26
(금)

10:00-12:00 공공기관 LED 보급 세미나(LED) 대구광역시, 엑스코 314호

09:00-15:00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1과정(LED) 한국전기기술인협회 306호

11:00-12:30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티모스, 전시장

14:00-16:30 제2회 New Pilot Experience
헬셀, 
대한드론진흥협회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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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실적

 참가업체

 ❍ 참가업체 현황

계 국내업체 해외업체

업체 부스 업체 부스 국가 업체 부스

141 478 120 454 2 21 24

 ❍ 지역별 현황

구분 계 대구 경북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강원

부산
울산
경남

호남
제주

해외 부대
행사

업체 141 46 31 26 5 4 5 21 3

부스 478 102 65 74 15 2 6 24 190

 ❍ 품목별 현황

구분 계 모바일
/드론 SW 3D

프린팅
VR/

Display
헬스
케어

스마트
카

기타/
홍보

업체 141 26 65 12 7 5 13 13

부스 478 127 106 12 19 15 14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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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스배치도

 해외바이어

 ❍ 현황 : 9개국 54개사 70명(2015년 8개국 44개사 49명)

  ☞ 수출상담회(8.25일) : Kotra 8개국 23개사 및 중국 칭다오 10개사

구분 국가
계 수출 상담회 전시참가

업체 인원 업체 인원 업체 인원

1 미얀마 1 1 1 1

2 베트남 7 11 7 11

3 이란 6 10 6 10

4 이집트 1 1 1 1

5 인도 2 2 2 2

6 일본 3 3 3 3

7 중국 31 38 11 11 20 27

8 태국 2 3 2 3

9 캐나다 1 1 1 1

계 54 70 33 42 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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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관객 집계

구분 인원수 비고

등록
시스템

사전등록 2,663명

내국인 6,629명

외국인 52명

단체등록 901명

기업가정신총회 568명 외국인(48명)포함

세미나 참가자 1,974명

참가업체 등록자 2,700명

기자, VIP 430명

초청 해외바이어 66명

합계 15,983명

 상담결과

구분
상담 계약(예상)

건수 금액(US$) 건수 금액(US$)

대구 51건
(36%)

16,213,000
(20%)

26건
(39%)

8,450,000
(33%)

경북 37건
(26%)

49,805,000
(62%)

16건
(24%)

14,129,000
(54%)

기타 53건
(38%)

14,982,000
(19%)

25건
(37%)

3,421,000
(13%)

계 141건 81,000,000 67건 2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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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대행사

 개막식

 ❍ 일    시 : 2016.8.24(수) 11:00~13:00

 ❍ 장    소 : EXCO 신관 원형로비 및 320호

 ❍ 참석인원 : 약 30명(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부지사 등)

 ❍ 식    순

시간 내용 내용 비고

10:50~11:00 VIP 대기 VIP대기실 원형로비

11:00~11:30

개회 행사소개

이송애 아나운서
VIP 소개 30여명

기념촬영 Photo Time

테이프컷팅

11:30~12:00 라인투어 전시장 순시 안내 : 전략전시팀장

12:00~13:00
(VIP 오찬)

인사말씀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

이송애 아나운서
320호

인사말씀 경상북도 정병윤 경제부지사

축사 대구광역시의회 류규하 의장

건배제의 SK텔레콤 김장기 본부장

식사 스테이크

 ◦ 대형LED전광판(12m×4m), 드론활용 컷팅테이프 운송

 ◦ VIP 라인투어 : WiWi 활용 외국인 전용 동시통역(3개국어 : 한, 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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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식 및 오찬 참석 명단

연번 소 속 직위 성명 개막식 오찬

1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 ○

2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정병윤 ○ ○　

3 대구시의회 의장 류규하　 ○　 ○　

4 대구시의회 부의장 최길영 ○ ×

5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철환 ○ ×

6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최인철 ○ ×

7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장상수 ○ ×

8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신원섭 ○ ×

9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이재화 ○ ×

10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병조 ○ ○

1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도건우 ○ ×

12 대구은행 행장 박인규 ○ ○

13 SK텔레콤 IoT솔루션전략본부 상무 김장기 ○　 ○

14 Shandong Inspur Huaguang Optoelectronics General 
Director

Wang 
Chengxin　 ○　 ○　

15 Wilfrid Laurier University 교수 Andrew 
Herman ○ ○

16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주 ○ ○

17 테크엔 대표 이영섭 ○ ○

18 헬셀 대표 장성기 ○ ○

19 경산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 ○

20 전자신문 국장 이완식 ○ ○

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센터장 김대식 ○ ○

22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권  업 ○ ○

23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기홍 ○ ○

2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양유길 ○ ○

25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 성명호 ○ ×

26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원장 박용완 ○ ○　

27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지회장 신정원 ○ ○

28 데일리헬스케어실증단지조성사업단 단장 박종태 ○ ○

29 영남대학교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 부센터장 박시현 ○ ○　

30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융합본부 본부장 최두진 × ○

31 포항테크노파크-경북SW융합센터 센터장 이무순 × ○

32 DGB데이터시스템 사장 이근규 × ○

33 DGB유페이먼트 사장 박동관 × ○

34 DGB대구은행 미래금융본부 본부장 윤이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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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투어

①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②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 →

③ 세영정보통신              → ④ 한영엔지니어링 → 

◯5  자율주행스마트카쇼(시연장) → ⑥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 

⑦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⑧ SK텔레콤 → 

⑨ 경북SW융합센터             → ⑩ 한국정보화진흥원 → 

⑪ 그리폰다이나믹스         → ⑫ FPV 드론레이싱챔피언십 경기장 → 

⑬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 ◯14 테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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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찬장 좌석배치

연번 소 속 직위 성명 테이블

1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1

2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정병윤

3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류규하

4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병조

5 대구은행 행장 박인규

6 SK텔레콤 IoT솔루션전략본부 본부장(상무) 김장기

7 전자신문 국장 이완식

8 테크엔 대표 이영섭

2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센터장 김대식

10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원장 박용완

11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권  업

12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기홍

13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양유길

15 세계트리플헬릭스미래전략학회 학회장 박한우

3

16 Old Dominion University 교수 Dylan Wittkower

17 Wilfrid Laurier University 교수 Andrew Herman

18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교수 Adrienne Massanari

19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본부 본부장 최삼룡

20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 본부장 홍석준

21 경산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4

22 경상북도 ICT융합산업과 과장 강병일

23 영남대학교 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 부센터장 박시현

24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지회장 신정원

25 데일리헬스케어실증단지조성사업단 단장 박종태

26 한국전등기구 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주

27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융합본부 본부장 최두진

28 포항테크노파크-경북SW융합센터 센터장 이무순

29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 과장 이대원

5

30 대구광역시 스마트시티추진단 단장 조욱제

31 엑스코 사업본부장 박홍배

32 DGB데이터시스템 사장 이근규

33 DGB유페이먼트 사장 박동관

34 DGB대구은행 미래금융본부 본부장 윤이열

35 헬셀 대표 장성기

36 엑스코 전략전시팀 팀장 박상민

37 Shandong Inspur Huaguang Optoelectronics General Director Wang Chengxin

6

38 Shandong Lanchuang Network Technology VP SunRui 

39 Shandong Sanjing Lighting Science & Technology Sales Manager Liu Baochang

40 CentLing Technologies General Manager Ji Wenfeng

41 Qingdao Unique Products Develop Korea Reg. Manager Fang Zhixiang

42 Synre Tech Software Service Senior PM Li Jingjing

43 Qingdao Overseas Investment Service Manager Li Xiaoyun

44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General Manager Zhu Chengwen

45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General Manager Cho 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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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융합 컨퍼런스

  ❍ 일  시 : 2016.8.24(수)~26(금) 

  ❍ 장  소 : 전시장 컨퍼런스장(J-140) 및 3층 회의실

  ❍ 주  관 : 엑스코, SK텔레콤, 세계트리플미래전략학회, 데일리헬스케어

실증사업단, 대구TP모바일융합센터, 한국VR산업협회, 헬셀 등

  ❍ 주  제 : IoT, VR, 드론,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헬스테크 등

2016.08.24(수)

시간 프로그램(주관) 연사

        SK텔레콤과 함께하는 IoT 세상(SK텔레콤) (전시장)

10:30-11:10 SK 텔레콤 IoT 전용망 사업현황 (LoRa 중심)
SK텔레콤
김진형 부장

11:10-11:50 SK 텔레콤 IoT 네트워크 및 기술
SK텔레콤
장재성 매니저

11:50-12:30 IoT 기술활용 공장에너지 절감방안 탐색
SK텔레콤
오재영 부장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스마트시티
(세계트리플헬릭스미래전략학회,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 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

(322호)

12:40–13:00 중국 스마트 기술 동향 및 산학연 협력 시대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윤대상 센터장

13:00–13:40 인공지능, 과거 현재 그리고...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김홍기 교수

홍익대학교, 임연수 교수

13:40-14:20 인공지능, Beyond Imagination
건국대학교, 이영환 교수

한국정보화진흥원, 류영달 수석

14:20-15:00 빅데이터, Beyond Imagination 
한국정보화진흥원, 최정환 센터장

위스콘신대-메디슨 ABD 윤호영

15:20–16:00 스마트시티를 채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삼성·OKF Korea, 김학래 리더

ETRI, 박미룡 실장

16:00–16:40 Urban city and Big Data application
Knowledge Dialogue, W.Ritter

성균관대학교, 김장현 교수

16:40–17:20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ontology of smart cities 
SOAS 런던대학교, 이연옥 교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김희대 부장

17:20-17:40 미래 기술과 지역 커뮤니티의 부활
세계트리플헬릭스미래전략학회 

박한우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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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주관) 연사

제2회 사물인터넷 헬스테크 포럼(데일리헬스케어실증사업단) (321호)

14:10-14:30 헬스케어 실증단지 및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방향 소개 KT

14:30-14:50 의료-웰니스 규제프리존(대구) 중심 리빙랩 조성
NIA 융합서비스팀
고윤석 팀장

14:50-15:10 IoT 기반 웰니스 확산지원 사업 추진 계획
모바일 융합센터
최정건 실장

15:20-15:35 헬스케어 분야 빅데이터 기술적용 및 융합
경북대학교 
이민호 교수

15:35-15:55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 아키텍처 소개 최두진 부장

15:55-16:10 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서비스 실증
KT
이승현 차장

16:10-16:30 중소기업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미정

16:30-17:00 종합 토의: 헬스케어 실증단지 발전방안 박종태 사업단장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전시장)

13:30-14:00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정승준

14:00-15:00
3D프린팅 기술세미나 - 
직접 디지털제조(DDM)기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다

프로토텍 장수원

15:00-15:30 마곡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투자안내 서울특별시 마곡사업과 

15:30-16:00 iBODY24 손목형 웨어러블기기의 미래를 제시하다 그린콤

16:00-16:30 IoT Sensor Module을 위한 전원공급 Chip 및 Sensor Detection Chip 에프램 강희복

    스마트폰재활용 및 증강응용기술 아이디어공모전 및 세미나
(대구테크노파크모바일융합센터)

(306호)

14:00-17:00 스마트폰재활용 및 증강응용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15:20-15:50 ICT디바이스 기술 및 정책 동향 발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규복 CP

15:50-16:20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증강응용 제품사례 발표
경일대학교 
권성근 교수

16:40-17:10 ICT디바이스 지원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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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목)

시간 프로그램(주관) 연사

        VR/AR산업 동향 및 활용범위(한국VR산업협회) (전시장)

10:30-11:10
VR/AR 산업 동향 및 시장 전망

(한국VR산업협회 소개 포함)

한국VR산업협회

김홍석 사무국장

11:10-11:50 VR활용 범위 및 사례
주식회사 자몽

윤승훈 대표

11:50-12:30 VR컨텐츠 개발 성공사례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부사장

   인터넷고양이 이론 - 고양이 인터넷정복 시나리오 : 인터넷은 내세상이다옹~! (전시장)

13:00-13:15 개회사
Dr. Han Woo Park

(영남대학교)

13:15-13:45
인터넷의 수많은 고양이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The History and Cultures of Internet Cats

Dr. Adrienne Massanari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13:45-14:00 토론 및 질의응답

14:05-14:15 Break + 고양이영상

14:15-14:50
인터넷을 도배한 고양이에 숨겨진 이론
Toward a Theory of the Internet Cat

Dr. D.E. Wittkower

(Old Dominion University)

14:50-15:00 토론 및 질의응답

15:00-15:15 Break + 고양이영상

15:15-15:30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인터넷 고양이
Media Studies and the Internet Cat as Medium

Dr. Andrew Herman

(Wilfrid Laurier University)

15:30-15:45 토론 및 질의응답

15:45-16:00 Break + 고양이영상

16:00-16:30 전체 토론
Dr. Adrienne Massanari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중소기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320A호)

14:00-17:00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보호 교육
㈜씨드젠
임재우 수석

제84회 Open Technet SW융합기술지원센터 세미나
(NIPA공개SW역량프라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기술지원센터)

(314호)

14:25-15:10 커넥티드카 개방형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지훈 박사

15:20-16:10 근 미래 기하급수 기술과 로봇 융합을 통한 생활 혁신 아이피엘, 김경욱 대표

16:10-17:00 Machine Learning Fueled by Open Source MHR Inc, 안명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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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일  시 : 2016.8.25(목) 10:30~16:30 

  ❍ 장  소 : 엑스코 3B홀 수출상담회장

  ❍ 주  관 : Kotra, 엑스코

  ❍ 해외바이어 지원사항 : 항공료 50%, 숙박/오찬/통역 지원

  ❍ 해외바이어 : 8개국 33개사 42명

시간 프로그램(주관) 연사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전시장)

11:00-12:00 소비재·가전산업을 위한 3D스캐너 활용 방안 티모스

제2회 New Pilot Experience(헬셀, 대한드론진흥협회) (전시장)

14:10-14:40 드론시장의 이해 장성기 대표(헬셀)

14:40-15:10 드론교육의 필요성
박재흥 교수
(대경대학교 드론학과장)

15:10-16:00 드론현장 Q&A 및 경품추첨

국가명 참가기업

(미얀마)

HQS Company Limited

(베트남)

VietNam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Group (VNPT)/ Sao Bac Dau Technologies 

Corporation/ Elcom Corporation/ Software Automation Control Joint Stock Compan

y (Cadpro JSC)/ Tinh Van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 NTQ Solution Join St

ock Company/ VTC Digicom (VTC Digital Telecommunication One Member Co., Lt

d)-VTC Corporation 

(이란)

Lavan Ertebat Co/ Barakat E-Health/ Amnafzar Gostar Sharid/ 

Pishgaman Resaneh Pars/ Hamrah VAS/ Chargoon

(이집트)

Etesalat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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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스마트카쇼

  ❍ 일  시 : 2016.8.24(수)~26(금) 11:00, 13:00, 15:00 

  ❍ 장  소 : 전시장 1층 A-130 자율주행스마트카쇼

  ❍ 주  관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 프로그램

   - 자율주행 기술소개, 자동T주차 시연

   - 자동차전장핵심기술소개 : 차량센서(15종), 차량IT기술, SW/HW테스팅기술

국가명 참가기업

(인도)

Awesome India/ White Circuits Impex – EURO LIGHTS

(일본)

NITTO KAGAKU CO.,LTD./ Mirugate Co., Ltd./ I-SERVICE CO.,LTD.

(중국)

BEIJING CHAOQIANSHIDIA/ Qingdao blue ocean iSoftStone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Qingdao Chuangjie cloud Technology Co., Ltd/ Qingdao master informati

on technology Co., Ltd./Jinan Zores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Ltd/ Qin

gdao Transwit Technology Co., Ltd/ Qingdao Valley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

es Co.,Ltd/ Qingdao Kunxian Electronics Co., Ltd./ Qingdao Haibo Power Electroni

cs Co., Ltd./ Qingdao Easy Investment Management Co.,Ltd/ Qingdao XiaoMiXing 

Electronic Technology Co.,Ltd

(태국)

Innogineering Co., Ltd./ Suntoshi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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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FPV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 일시 : 2016.8.24(수)~25(목) 10:30~16:30(선수부 24일, 일반부 25일)

  ❍ 장소 : 전시장 FPV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경기장(F-140)

  ❍ 주관 : 엑스코, 헬셀, 대한드론진흥협회

  ❍ 참여인원 : 선수부, 일반부 각 20명 정도

  ❍ 세부일정 및 규정

·선수부(1차 경기 : 11:00~12:30 / 2차경기 : 14:30~16:00)

     - 정해진 트랙 안에서 5바퀴를 먼저 완주한 선수부터 순위 매김

     - 공정성을 위해 기체사이즈 250사이즈 제한

·일반부 : 현장 참가 고객 대상 체험행사 진행

     - 일정기록 이상자 드론 제공, 1등/2등/3등  드론 경품(입문용)

  ❍ 수상

구분 선수부 일반부

대상 전배원 1,000,000원/상패 박재영 Kyllin 250(RTF)

금상 안상구 500,000원/상패 문민준, 이정용 Space Ship

은상 김성학, 전임길 300,000원/상패 김대희 외 9명 Petrone

동상 한성호, 우정훈 200,000원/상패 -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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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국 단체 참가단 만찬

 ❍ 일시 : 2016.8.25(목) 18:00  

 ❍ 장소 및 메뉴 : 대구시 반월당 종로숯불갈비 / 불고기 정식

 ❍ 참가대상 : 37명

전시참가 상담바이어(참관바이어) 인솔자
23 10 4

 ❍ 참가자 명단
No. 소속 성명 구분

1 CentLing Technologies Co.,Ltd Ji Wenfeng

전시

참가

2 Shandong Lanchuang Network Technology Co.,Ltd Sun Rui

3 Shandong Lanchuang Network Technology Co.,Ltd Mu Liangqin

4 Gruden Pty Ltd Guo Feng

5 Shandong Inspur Huaguang Optoelectronics Co.,Ltd Michael Wang

6 Shandong Inspur Huaguang Optoelectronics Co.,Ltd Zhang Jason

7 Qingdao Edge Technologies Co.,Ltd Tang Mengjie

8 Qingdao Ocean Garden IMP.& EXP.CO.,Ltd Li Shihui

9 Shandong Sanjing Lighting Science & Technology Co.,Ltd Li Mingzhuo

10 Shandong Sanjing Lighting Science & Technology Co.,Ltd Liu Baochang

11 Qingdao Spiriyo Electronical Technology  Co., Ltd Ding Lingling

12 Shandong Neo Ocean Software Co.,Ltd Liu Fengxiang

13 Shandong Neo Ocean Software Co.,Ltd Liu Tonghu

14 Qingdao Yitong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Chen Yan

15 Qingdao Sarnath Intelligence Technology Co.,Ltd Xiao Kunkun

16 Qingdao Rainbow Packaging Co.,Ltd He Xiurong

17 Qingdao Unique Products Develop Co.,Ltd Fang Zhixiang

18 Qingdao E Lingnet Integration Co.,Ltd. He Wei

19 Qingdao Ritor Technologies Co.,Ltd Lan Xiaosu

20 Qingdao Richstone E-Commerce Co.,Ltd Liu Li

21 Qingdao Software Park Development Co.,Ltd Zheng Xiaofang

22 Synre Tech Software Service (Qingdao) Co.,Ltd Li Jingjing

23 Qingdao Dong Dian New Energy Technology Limited Chen Jianjian

24 Qingdao Chuangjie Cloud Technology Co., Ltd Wen Yang

상담

바이어

25 JiNan Zores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Co.， Ltd Wang Shangyin

26 Qingdao Master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Liu Wen

27 Qingdao Transwit Technology Co., Ltd Chen Wei

28 Qingdao Valley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Co.,Ltd Wei Han

29 Qingdao Kunxian Electronics Co., Ltd. Bo Qiyong

30 Qingdao Haibo Power Electronics Co., Ltd. Liu JiaQiang

31 Qingdao Easy Investment Management Co.,Ltd Zhao Haiyan

32 Qingdao XiaoMiXing Electronic Technology Co.,Ltd Zhao Rui

33 Qingdao blue ocean iSoftStone Information Technology Co. Chen Xiaoer

34 Qingdao Overseas Investment Service CO. Li Xiaoyun

인솔자
35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Co.,Ltd Zhu Chengwen

36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Co.,Ltd Cao ming 

37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Co.,Ltd Jiang shux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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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홍보

 현장홍보

구분 일시 내용 장소

국내

홍보

2016.1.28 참가업체 모집 드론쇼코리아(BEXCO)

2015.5.27~30 참가업체 모집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설명회(서울방송회관)

2016.5.17~20 참가업체 모집 World IT Show(COEX)

2016.5.18 참가업체 모집 Play X 4(KINTEX)

2016.6.22~24 참가업체 모집 Inside 3D 프린팅(KINTEX)

2016.6.22~24 참가업체 모집 Robo Universe(KINTEX)

해외

홍보

2016.1.6~8 참가업체 모집 CES(라스베가스, 미국)

2016. 참가업체 모집 웨이팡 사업설명회(중국)

2016.1~8 홍보자료 배포 중국 칭따오 에이전트

 매체광고

구분 매체명 게재시기 규격 횟수

참가업체

모집

전자신문 2016.7.4/11 5단 칼라 2

한국경제신문 2016.2.3 5단 칼라 1

참관객

모집

전자신문 2016.8.1/16/22 5단 칼라 3

매일신문 2016.8.18/22 5단 칼라 2

경북일보, 경북매일, 

대구일보, 대구신문
2016.8.18 9단 칼라 4

영남일보, 경안일보 2016.8.22 5단 칼라 2

유통단지(전광판)
2016.7.29~8.26

20초

홍보동영상엑스코(전광판)

TV(MBC, TBC)
2016.8.8~26

스팟광고 88회

라디오(MBC,CBS) 20초 76회

AVING(온라인미디어스폰

서)
2016.8.1~26 온라인기사

참가업체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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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구분 배포시기 배 포 처 비고

참가안내서

(국영중)
2015.10~ 국내외 참가대상업체 5,000부

초청장(국문) 2016.7~ 초청대상 국내외바이어 20,000부

포스터(국문) 2016.7~
참가업체, 유관기관,

관련학교, 지하철 역사 등
1,000부

참관리플렛(국영문)

행사기간

전시회관람 국내외바이어 10,000부

디렉토리(국영문) 
전시회관람 국내외바이어 및 

유관기관․단체
800부

도로현수막 및 

가로등배너
2016.8.3~26

대구시, 안동시 가로등배너 124개소

대구시, 구미시 시내 주요도로 70개소

현수막 2016.8 전시장 주변 20개소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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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8~

SNS  - Facebook 운영 연중

뉴스레터

발송

 - 국내외 DB(30,000건)활용 : 10회 발송

 - 해외 DB(1,000건)활용 : 3회 발송

 - 온라인 초청장 발송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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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및 단체참관 공문 발송

연번 기관명 수취인

1 (재)강원정보진흥원 김선홍 대리

2 (재)전북테크노파크 최병정 선임연구원

3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3D융합기술지원센터 김동진 선임연구원

4 3D프린팅산업협회 윤광식 박사

5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박지현 팀장

6 KITECH(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용주 팀장

7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현석 연구원

8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김은미 대리

9 경기콘텐츠진흥원 오승표

10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구현지 연구원

11 경북SW융합센터 박은성 연구원

12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이천 연구원

13 구미모바일융합센터 추인오 연구원

14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제야 연구원

1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시범 연구원

16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박희만 연구성과혁신 정책관

17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김유진 선임연구원

1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김연길 주무관

1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중호 선임행정원

2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김성하 선임

21 성남산업진흥재단 함대성 주임

2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상훈 책임

23 중소기업청 이길석 책임

24 클라우드서비스협회 유우영 과장

25 한국VR산업협회 임효정 팀장

26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조원석 과장

27 한국드론교육협회(바이로봇) 대전지부Î 조영미 지사장

28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 이한범 사무총장

2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장주호

30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김창현 센터장

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기정 실장

32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김민경 주임

3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김기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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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수취인

34 한국지방정보통신발전협회 안근호 사무국장

35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배정환 연구원

36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웅희 박사

37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영경 선임연구원

38 데일리헬스케어실증사업단 김동석 차장

39 경북대학교IT대학 추성엽 행정실장

40 경북전문대학산학협력단 이규식 단장

41 경상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전경희

42 경운대학교IT에너지대학 LINC사업단 윤태진 교수

43 경일대학교ICT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44 경일대학교산학협력단 정헤은

45 계명대학교공과대학 게임모바일전공 차소현

46 계명문화대학전자정보통신과 전현정

47 구미대학교 컴퓨터전자과 노규익 교수

48 금오공과대학교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유광희

49 김천대학교산학협력단 문정현

50 대구가톨릭대산학협렵단 송태윤

51 대구가톨릭대학교IT공학부 박현우

52 대구과학대학정보통신과 양현욱 학과장

53 대구과학대학컴퓨터정보과 이장춘 학과장

54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윤재웅 단장

55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산학협력단 김해진

56 동양대학교산학협력단 남정환 단장

57 선린대학컴퓨터응용과 김모곤 학과운영처장

58 안동대학교멀티미디어공학과 임한규 교수

59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 권순태 단장

60 안동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 임세진

61 영진전문대학전자정보통신계열 장성석 부장

62 위덕대학교철강IT공학부 철강IT행정조교

63 포항공과대학교창의IT융합공학과 최소영

64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IT응용제어과 이승규 학과장

65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 김연수 교학처장

66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전기과 김충기 학과장

67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이능호 학과장

68 한동대학교전산전자공학부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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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등 사인물         

 장치물

❍ 기본부스 ❍ 프리미엄부스

연번 품명 규격(m) 수량

1 대구시, 안동시 가로등배너 0.6*1.8 100

2 대구시, 구미시 도로현수막 5*0.9 70

3 광장 가로등배너 0.6*2 20

4 본관 중앙케노피 12*3 1

5 신관 외벽 대형현수막 24*6 1

6 신관 2번게이트 현수막 18*2 1

7 신관 로비 브릿지배너 7.8*2.8 2

8 신관 1A홀 입구현판 13*0.85 1

9 신관 1B홀 입구현판 13*0.95 1

10 신관 2홀 입구현판 13*0.95 1

11 본관 3A홀 입구현판 12*1.1 1

12 본관 3B홀 입구현판 12*1.1 1

13 신관 내부 대형배너 12*7 1

14 내부 천정 소형배너 2*5 5

15 내부 가로형 천정배너 5*2.5 3

16 수출상담회 천정배너 2*5 2

17 217호 난간 10.7*1.2 1

18 320호 VIP 오찬장 현수막 5*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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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데스크 ❍ 등록카드작성대

❍ 매표소 ❍ 현황판

 

❍ 통역부스 ❍ 수출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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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물

❍ 입구현판 현수막

❍ 가로형 사인물

❍ 브릿지 난간배너 / 도로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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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대형 현수막

❍ 가로 소형 천정배너

❍ 전시장 내부 사무국 난간배너

❍ VIP 오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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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둥배너

❍ 가로등배너 ❍ 수출상담회 천정배너

❍ 하역장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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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및 홍보자료 목록

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1 4월 03일 파이낸셜뉴스 엑스코, 대구 도시 브랜드 끌어올렸다

2 7월 07일 헤드라인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추진 

3 7월 07일 제주신보 지역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한다

4 7월 07일 한라일보 제주,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한다

5 7월 07일 국제뉴스 제주TP,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사업 추진

6 7월 07일 제주의소리 제주TP, 작지만 강한 ‘스마트콘텐츠 기업’ 육성

7 7월 07일 제주도민일보 스마트콘텐츠 성장거점 구축 추진

8 7월 08일 불교공뉴스 지역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9 7월 15일 주간무역 [일정] 7~8월 넷째 주 국내 주요 전시회

10 7월 21일 주간무역 [일정] 8~9월 둘째 주 국내 주요 전시회 

11 8월 12일 에이빙뉴스
[미리보는 ITCE] '그리폰다이나믹스', 할리우드에서 사용되는 대형 드론 

'XQ-1400SP' 전시 예정

12 8월 12일 영남일보 엑스코 역대 최대 컨벤션 실적

13 8월 16일 에이빙뉴스
ICT 기업의 융합기술 및 ICT 산업의 핫 이슈가 한자리에! '2016 대

한민국 IT융합엑스포'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

14 8월 17일 뉴스타운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엑스코에서 개최

15 8월 17일 영남일보 스마트카·드론 등 ‘ICT 핫 트렌드’ 체험…엑스코서‘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16 8월 17일 경북매일신문 세계 최고 ICT 핫 트렌드 달구벌서 보자

17 8월 17일 쿠키뉴스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대구 엑스코서 개최

18 8월 17일 경북도민일보 국내외 ICT기업 ‘핫이슈’ 한자리에

19 8월 17일 브릿지경제 국내외 ICT 기업 융합기술 및 ICT 산업 핫 이슈가 한자리에

20 8월 17일 전자신문 IT융복합 국내 대표전시회 `2016년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24일 개막

21 8월 17일 한국경제 대구시 'IT융합엑스포' 24일 개막

22 8월 17일 대구신문 엑스코서 IT융합엑스포 개최 24~27일

23 8월 18일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ICT 기업 융합기술 등 대구 엑스코서 감상 

24 8월 19일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ICT그룹 한자리에.. ‘대구 IT 엑스포' 24일 개막

25 8월 19일 매일신문 미래도시발전 의견 듣는다…'2016 WATEF 여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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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26 8월 21일 대구MBC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24일 개최

27 8월 22일 대구일보 더 스마트해지는 미래 ‘상상 그 이상’

28 8월 22일 헤럴드경제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엑스코서 24일 개막

29 8월 22일 에이빙뉴스 [일정] 8월 넷째 주 국내외 주요 전시회 및 박람회

30 8월 22일 아시아뉴스통신 (인터뷰)한국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포켓몬고?

31 8월 22일 BBS뉴스 상상의 IT융합기술 한자리에서 선보여

32 8월 22일 일요신문
IT융합기술이 한자리에…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24일 대구엑스코서 개최 

33 8월 22일 불교공뉴스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34 8월 22일 뉴시스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대구엑스코에서 24일 개막

35 8월 22일 쿠키뉴스 IT융합기술이 한자리에'…'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36 8월 22일 아시아뉴스통신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24일 개막

37 8월 22일 대구신문 첨단 IT융합기술·제품 ‘총집합’

38 8월 23일 경상매일신문 첨단 IT융합기술‘한자리에’ 

39 8월 23일 경북매일 첨단 IT 융합기술 한곳에 `미리보는 미래사회`

40 8월 23일 전자신문 첨단 IT융합 제품과 기술의 향연, IT융합엑스포 오늘 개막

41 8월 23일 전자신문
[人사이트]박용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IT융합엑스포에서 자율주행차 핵

심기술 선보여"

42 8월 23일 국제뉴스 대구시,‘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43 8월 23일 BBS뉴스 DIP, 25일 엑스코서 SW융합기술지원센터 세미나 개최

44 8월 23일 대구신문 상상이 현실로 … IT융합엑스포에 관심을

45 8월 24일 경상매일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식 

46 8월 24일 경상매일신문 IT융합 엑스포 개막식

47 8월 24일 동아일보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24일 개막

48 8월 24일 서울신문 오늘 대구서 ‘IT융합엑스포’ 개막 

49 8월 24일 뉴스1 [오늘의 주요 일정]대구·경북(24일,수) 

50 8월 24일 중부일보 전국 시도지사 주요 일정 (8월 24일ㆍ수) 

51 8월 24일 에이빙뉴스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엑스코에서 화려한 막 올려

52 8월 24일 에이빙뉴스 [영상]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국내외 첨단 융합기술 및 제품 총집합!

53 8월 24일 뉴시스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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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8월 24일 뉴시스 IT융합엑스포 둘러보는 권영진 시장

55 8월 24일 뉴시스 IT융합엑스포에서 보는 드론 대회

56 8월 24일 뉴시스 드론이 씽씽

57 8월 24일 뉴시스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개회

58 8월 24일 뉴시스 IT융합 엑스포 둘러보는 권영진 시장

59 8월 24일 뉴시스 IT융합 엑스포에서 즐기는 가상현실 게임

60 8월 24일 뉴시스 몰입도 높은 VR 체험

61 8월 24일 뉴시스 몰입도 높은 VR 게임

62 8월 24일 뉴시스 정보기술 융합엑스포에서 체험하는 VR 게임

63 8월 24일 뉴시스 IT융합 엑스포 둘러보는 참가자

64 8월 24일 뉴시스 IT 융합 엑스포에 등장한 자율주행차

65 8월 24일 뉴시스 대한민국 IT융합 엑스포 개회

66 8월 24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상상을 현실로”ICT융합 기술 향연 ITCE 2016 개막

67 8월 24일 에이빙뉴스 [ITCE 2016]대한민국IT융합엑스포에서'IT융합 컨퍼런스' 열려

68 8월 24일 에이빙뉴스 [ITCE 2016영상] SK텔레콤, 스마트 시티 구축 위한 사물인터넷 체험존 열어

69 8월 24일 영남일보 IT융합기술이 한자리에'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70 8월 24일 한국금융신문 DGB대구은행-핀테크놀러지, 핀테크 활성화 업무협약

71 8월 24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소프트웨어놀이터, 난이도별 코딩 교육 프로그램 선보여

72 8월 24일 대한금융신문 대구은행-핀테크놀러지, 핀테크 활성화 업무협약 

73 8월 24일 이데일리 대구銀, 핀테크놀러지와 업무협약 체결

74 8월 24일 헤럴드경제 DGB대구은행-핀테크놀러지, 핀테크 활성화 업무협약 

75 8월 24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아이지씨, 자석 활용한 무선충전용 거치대 와이플 선보여

76 8월 24일 한국경제 대구은행, 핀테크놀러지와 핀테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77 8월 24일 폴리뉴스 대구은행, 핀테크 강화 위해 ‘핀테크놀러지’와 업무협약

78 8월 24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영상] 자율주행 SMART CAR SHOW, 무인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연!

79 8월 24일 쿠키뉴스 DGB대구은행, 핀테크놀러지와 핀테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80 8월 24일 EBN 대구은행-핀테크놀러지, '핀테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81 8월 24일 머니투데이 대구銀, 핀테크놀러지와 업무협약 체결

82 8월 24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휴스템, 세 가지모드 지원하는 3D스캐너 선보여

83 8월 24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영상] 짜릿한 비행쇼,‘제2회 FPV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열려!

84 8월 24일 아시아뉴스통신 DGB대구은행-핀테크놀러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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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월 24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미션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종이나라 인형극' 선보여

86 8월 24일 대구MBC R]'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개막

87 8월 24일 대구신문 ICT 산업의 미래, 눈앞에 펼쳐진다

88 8월 24일 뉴스1 광주-경남-대경 MC 초광역 IT융합 교류회 개최

89 8월 24일 헤럴드경제 산업단지공단, 광주-경남-대구경북 IT 융합 교류회가져 

90 8월 24일 뉴시스 산단공 경남-대경-광주 미클, 초광역 IT융합 교류회개최

91 8월 24일 TBC대구방송 뉴스 인 피플

92 8월 24일 쿠키뉴스 산단공 경남본부,‘경남권 국책연 사업화 유망기술 매칭데이’개최 外
93 8월 24일 브릿지경제 산단공, 경남-대경-광주지역 미니클러스터 초광역 IT융합 교류회 개최

94 8월 24일 광남일보 광주·경남·대경 미니클러스터 ‘한 자리’

95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영상] 대형드론시장사로잡은 '그리폰 다이나믹스'

96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인터넷 고양이 이론 주제로 IT융합 컨퍼런스 열려

97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티모스, Stratasys 3D프린터 선보여

98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DGB대구은행, 내 손안에 모바일지점‘im 뱅크' 소개

99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영상]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지역 IT융합부품산업 활성화!

100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영상]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원기업들의 ICT 관련 제품 선봬

101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두비컴퓨팅, 서버냉장고 '쿨링랙'   선보여

102 8월 25일 뉴스1 가상현실 체험하는 관람객들' 

103 8월 25일 뉴스1 ‘실제 엔진 살펴보는 관란객들’

104 8월 25일 뉴스1 스마트 진단기로 배우는 안전운전' 

105 8월 25일 뉴스1 가상현실 신기해요' 

106 8월 25일 뉴스1 백발의 할머니도 '관심집중'

107 8월 25일 뉴스1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

108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리얼미디어웍스, AR이용한 생태학습 콘텐츠 ‘헬로우 

애니멀 스케치북’ 선보여

109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차세대 자동차 기술 발전 도모하다

110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어펙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SOC) 선보여

111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헬셀, DJI 드론 및 직접 조종 가능한 '드론 체험장' 마련!

112 8월 25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IoT기반의 단동형 농작물 관제 시스템 선보여

113 8월 25일 전남일보 산단공, 광주ㆍ경남ㆍ대구경북 IT융합 교류회 개최

114 8월 25일 무등일보 미니클러스터 초광역 IT융합 교류회 개최

115 8월 25일 경남신문 경남-대구·경북-광주 미니클러스터, IT융합 기술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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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8월 26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중국 산동 람창 네트워크 기술, 게이머용 일체형 PC 선보여

117 8월 26일 전자신문 아이지씨, 자석 거치형 무선 충전 거치대로 올 하반기 수출 대박 예고

118 8월 26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대만 V-color, LED 불빛으로 특허받은 M.2 SSD 카드 선보여

119 8월 26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그린콤이 선보인 개인용 홈 트레이너 스포츠 밴드 'iBODY24'

120 8월 26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프로토텍, 3D 프린터 이용한 고효율 시제품 제작 서비스 소개

121 8월 26일 에이빙뉴스 [IT융합엑스포 2016] 씨엘 셔틀버스 통합관리 IoT솔루션 '헬로우버스'

122 8월 26일 에이빙뉴스 [IT융합엑스포 2016]한중엔시에스,지능형차량제어시스템 공개

123 8월 26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부정적인 감정 지우는 앱 '나쁜기억 지우개', 코툰

124 8월 26일 에이빙뉴스
[IT융합엑스포 2016] 한국나노기술, 광경화 방식 

마이크로 리소그라피 선보여

125 8월 27일 뉴스타운경제 엑스코,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성료

126 8월 27일 뉴스타운경제 엑스코, IT융합 엑스포 인기 폭발

127 8월 28일 아시아뉴스통신 IT기술이 만든 미래의 세상…'IT융합엑스포' 폐막

128 8월 28일 전자신문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IT융합이 몰고 올 미래 세상을 보여줬다

129 8월 28일 뉴시스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LED산업전 성황리 폐막

130 8월 28일 불교공뉴스 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성료

131 8월 28일 일요신문 "미래세상 보여준 IT융합기술"…‘2016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성료

132 8월 28일 뉴데일리 대구시,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성황리 마무리

133 8월 29일 대구일보 1만6천 명, 첨단기술 가득한 ‘미래세계’ 만났다 

134 8월 29일 대구신문 IT·LED업체, 8천100만弗 수출상담

135 8월 29일 주간무역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LED산업전 성황리 폐막 

136 8월 29일 에이빙뉴스
2016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들의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감!

137 8월 29일 에이빙뉴스
2016 대한민국 LED 산업전' 16000여명 참관객, 8천 1백만 달러 수

출 상담실적 기록하며 폐막

138 8월 29일 전기신문 2016 LED산업전과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 신제품대거 선보이며 폐막 

139 8월 29일 에이빙뉴스 [ITCE 2016] 교육용 3D 프린트/스캐너 선보인 유니크 '애니프린트'

140 8월 29일 아시아투데이 대구시, 대한민국IT융합엑스포 8100만달러 수출상담 등 호평

141 8월 29일 영남일보 미래 ICT융합기술에 1만6천여 관람객 ‘열광’

- 31 -

Ⅴ  설문조사 결과

 참가업체

참가목적 내년도 재참가

  ○ 참가업체 의견

  ⋅다양한 품목의 기업참가로 새로운 정보획득에 도움

  ⋅타기업의 기술 및 연구개발상황을 접하며, IT산업 현황파악에 용이 

  ⋅수출상담회 통역서비스 및 행사 진행력에 만족

  ⋅편리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부스 레이아웃, 부대시설 등)에 만족

  ⋅활발한 홍보와 관람객 모집 활성화 필요 

 해외바이어

상담회장 운영 재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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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객 분석

 ○ 참관목적

 ○ 참관객 지역

지역 대구/경북 서울/경기/
인천

부산/울산/
경남

대전/세종/
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비율 85.4% 6.2% 4.8% 2.3% 1.3%

 ○ 관심품목

품목 모바일 사물
인터넷 드론 3D

프린팅 SW
VR/AR
/디스
플레이

스마트
카

스마트
헬스케어 기타

비율 21.5% 18.5% 12.8% 11.6% 11% 8% 7.5% 5.5% 3.7%

목적 비율

자료수집 35.1%

시장동향파악 30.5%

기타 19.2%

제품구매 9.6%

연구/투자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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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특기사항 및 향후과제

 2016 전시회 특징

 ❍ SK텔레콤 참가로 IoT망을 이용한 미래형 Smart City 특별관 호응

 ❍ 한국정보화진흥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동주관기관으로 신규참여

 ❍ IT 연구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신규업체 발굴 및 공동관 참가  

 ❍ 지능형자동차 전시확대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 미래자동차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자율주행주차

 ❍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실시

   ⋅제2회 FPV드론레이싱 챔피언십

   ⋅4D-VR 시뮬레이터 체험

 ❍ 전시와 컨퍼런스의 시너지 효과 거양 : IT융합 컨퍼런스(12개 세션)

 ❍ 중국 IT산업 본고장 칭다오시의 전시 및 바이어 대거참가(37명)

 ❍ 기업가정신국제회의 동시개최로 해외 참관객 확대

 향후과제

 ❍ 내년도 개최일정 : 2017.8.23.(수)~25(금)

 ❍ ICT 대기업(삼성, LG, SK, KT 등) 참가 확대

 ❍ B2C 참가기업 확대

 ❍ ICT 컨퍼런스 확대개최

   ⋅ ICT 관련된 국제회의 유치 동시개최(현재 세계산관학총회 협의중)

   ⋅ IT융합 컨퍼런스 기획

 ❍ 국제화 추진

   ⋅ 해외홍보 확대

   ⋅ 해외기업 전시참가 확대 

   ⋅ 수출상담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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