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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행사개요

 ❍ 명    칭 : 2019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CT Convergence EXPO Korea)

 ❍ 전시기간 : 2019.10.30.(수) ~ 11.1.(금)

 ❍ 장    소 : 엑스코 1층 전시장 및 3층 회의실

 ❍ 규    모 : 122개사 452부스

 ❍ 주    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주    관 : 엑스코, 대구도시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전자신문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대구도시공사, 한국산

업단지공단,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SW고등학교

 ❍ 사업내용

  - 주요전시 : 모바일, SW/컴퓨팅, ICT디바이스, VR/AR, 드론 등

  - 주요행사 : 개막식, 수출상담회, 벤처투자설명회, 컨퍼런스/세미나 등

  - 동시개최 행사

   ․ 제6회 대구사이버보안컨퍼런스(영남이공대학교,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

(주제: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모델, Cyber Secure Smart Daegu)

   ․ 2019 국제디지털콘텐츠컨퍼런스(DIGICON- 19)(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주제: Smart Media, Art & Culture Technology)

   ․ 2019 제5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 행사 특징

   - 스마트시티 국책과제 수행도시 중 유일 개최

   - 도시차원의 스마트시티 구현에 집중 (안전+보안+생활분야 집중)

   - 스마트시티 기반산업인 사이버보안 분야 컨퍼런스 확대 개최

   - 전문 세미나 연계된 참가기업 유치 통해 실질적 상담 거양

   - 대구시 과제 성과 발표(대구TP제조혁신센터, 스마트시티지원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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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실적

 참가업체

 ❍ 참가업체현황

계(2개국) 국내업체 해외업체

업체 부스 업체 부스 국가 업체 부스

122 452 107 438 1(중국) 15 14

 ❍ 지역별현황

구분 계 대구 경북 서울인천
경기

대전충청
강원세종

부산울산
경남

광주전라
제주 해외 부대

행사

업체 122 59 17 17 11 2 1 15 　

부스 452 188 34 40 16 8 1 14 151

 부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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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주요 특징(주요품목)

구분 내 용

스마트시티

․  대구시스마트시티 비전 홍보(대구도시공사)

․  교통, 에너지, 시설물관리, 생활환경, 안전분야

․  주정차무인관제, 디지털사이니지, 차량번호인식, 

  스마트가로등, 통합관제시스템, CCTV 등

․  대구시 스마트시티 사업 참가기업 확대

  : 스마트시티지원센터, KT, 엠제이비전테크, 그린존시큐리티, 

지비, 아보네, 렉스젠, 더아이엠씨 등 25개사 이상

    (사이버보안 9개사 포함)

사이버보안

․ ‘안전한 스마트 대구’를 위한  최신 정보보안 기술 및 

  사례 소개

․  관련 정보보안 업체 전시

  (CCTV영상정보, PC통합보호 솔루션 등)

․  제6회 대구사이버보안컨퍼런스 연계

  (9개 세션 확대 개최 / 영남이공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

스포츠ICT

․ ICT기술이 접목된 스포츠아이템 소개

 제이토드, 한울네오텍, 픽셀스코프, 푸딩, 티엘인더스트리, 

에스메이커 등 스크린배드민턴, 스크린골프, AR/MR스포츠, 

VR 4D 체험 등 소개

․ EXCO 스타트업 기업 지원사업 참가사

 참관객

구분 인원수

등록
시스템

사전등록 5,141명

내국인 5,051명

외국인 86명

단체등록 2,908명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자 1,568명

참가업체 등록자 955명

기자, VIP, 유관기관 376명

초청 해외바이어 56명

합계 16,1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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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바이

 ❍ 초청현황 : 13개국 44개사 47명 

  ☞ 수출상담회(10.31일): 13개국 29개사 30명

구분 국가
계 수출 상담회 전시참가

업체 인원 업체 인원 업체 인원

1 뉴질랜드 1 1 1 1

2 대만 1 1 1 1

3 러시아 1 1 1 1

4 베트남 3 3 3 3

5 벨기에 1 1 1 1

6 스페인 1 1 1 1

7 싱가포르 7 8 7 8

8 아랍에미리트 1 1 1 1

9 인도네시아 4 4 4 4

10 중국 17 16 2 2 15 17

11 캄보디아 2 2 2 2

12 태국 4 4 4 4

13 호주 1 1 1 1

계 44 47 29 30 15 17

 상담결과

구분
상담 계약(예상)

건수 금액(US$) 건수 금액(US$)

대구 109건 (59%) 13,785,012 46건 (53%) 934,365 

경북 34건 (18%) 2,014,961 16건 (18%) 300,380 

기타 42건 (23%) 65,096,354 25건 (29%) 513,000 

계 185건 80,896,327 87건 1,74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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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대행사 및 동시개최 프로그램

 전체행사 일정

일자 시간 행사명 주최/주관 장소

10.30.

11:00∼11:40 개막식
대구시, 경북도 / 

엑스코

원형로비

12:10∼13:10 VIP오찬 exco 321호

13:00~17:00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ETRI 
사업화유망기술설명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보증기금 322호

14:00~16:30 벤처투자설명회(IR) & 상담회 엑스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14:00~16:00 대경권 SW기업 CEO 간담회 DIP, 포항TP 320호

14:00~17:30 2019 AR · MR 기술 컨퍼런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323호

10.31.

10:30~16:30
수출상담회

(13개국 31개사 31명/ 2018년 4개국 12개사)
엑스코 수출상담회장

09:00~17:00

제6회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모델, 
Cyber Secure Smart Daegu - 

영남이공대학교, 
한국인터넷진흥원

322~325호

10:00~18:00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Contents(DIGICON- 19)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320~321호

13:00~18:00 2019년 제3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정책 세미나

전국방송통신공무원
협의회

211호

13:00~15:00 대구SW고등학교 학생프로젝트 발표회 대구SW고등학교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11.1.

10:00~13:00 2019년 제3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정책 세미나

전국방송통신공무원
협의회

211호

10:00~18:00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Contents(DIGICON- 19)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322~323호

10:30~15:30 참가기업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엑스코
전시장 內
컨퍼런스장

13:00~17:00 2019 블록체인 전략 심포지엄 DIP 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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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 일  시: 2019.10.30.(수) 13:30~16:50

  ❍ 장  소: 전시장 1층 컨퍼런스장

  ❍ 주  관: 엑스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규  모: 참가업체 4개사, 벤처캐피탈 4개사

  ❍ 프로그램: 참가업체 IR 발표(업체당 10분), VC 1:1 상담(20분)

[참가업체]

기업명 소 개

주식회사 푸딩 VR 교육 서비스, Join VR

제이토드 ICT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개발, 플레이티카 키즈테마파크

쉐어잇 JPASS, 다자간 거래플랫폼

㈜한울네오텍 VR,MR,AR 콘텐츠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30-13:40

IR발표(13:30~14:00)

쉐어잇

13:40-13:50 푸딩

13:50-14:00 한울네오텍

14:00-14:10 휴식 및 상담준비

14:10-16:50 1:1 투자상담(1개 VC당 4개업체, 각 20분) 후 전시장 개별 관람

[상담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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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벤처파트너스 쉐어잇 제이토드 푸딩 한울네오텍
전시장
관람
및 

부스업체 
미팅
 

시너지파트너스 한울네오텍 쉐어잇 제이토드 푸딩

비케이인베스트먼트 푸딩 한울네오텍 쉐어잇 제이토드

아이디어브릿지
파트너스 유한회사

제이토드 푸딩 한울네오텍 쉐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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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일  시 : 2019.10.31.(목) 10:30~16:30

  ❍ 장  소 : 엑스코 전시장 內 수출상담회장

  ❍ 주  관 : 엑스코

  ❍ 참가 해외바이어: 13개국 29개사 30명

     (뉴질랜드 1, 대만 1, 러시아 1, 베트남 3, 벨기에 1, 스페인 1, 

싱가포르 7, 아랍에미리트 1, 인도네시아 4, 중국 2, 캄보디아 2, 

태국 4, 호주 1)

국가명 기업명

(뉴질랜드)

ICE AV Technology  Ltd

(대만)

VART TECHNOLOGY  LIMITED INC.

(러시아)

SKYROS

(베트남)

HTTC ICT

Nam Phong

SUNCO

(벨기에)

IOT Factory

(스페인)

The Dream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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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기업명

(싱가폴)

7-Network Pte Ltd 

DEWBIZ PTE LTD 

PointStar 

SG INTERACTIVE PTE LTD 

TechBoola Pte Ltd 

Tripledot Technologies 

YC Singapore Trading Limited Partnership

(아랍에미레이트)

Yas Holding LLC

(인도네시아)

OMNIVR 

PT CITRA WAHANA TEKNOLOGI ( SHINTA VR ) 

PT. Professtama Tehnik Cemerlang 

PT. Prosecure Andalan Sentosa

(중국)

PARKLU

ShenZhen iTeaQNetwork Power Technology Co., Ltd

(캄보디아)

Bayon Media High Systems Co., Ltd.

Cambodian Broadcasting Service

(태국)

Everex Asia

Signify Co., Ltd.

TechGrind Incubator and Venture Capital

Yggdrazil Public Company Ltd.

(호주)

LENS Immer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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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SW고등학교 취업상담회

  ❍ 일  시 : 2019.10.30.(수)~11.1.(금) 10:30~16:30

  ❍ 장  소 : 대구SW고등학교 부스 및 전시장 1층 상담회장

  ❍ 주  최 : 대구SW고등학교, 전자신문

  ❍ 프로그램 : 대구SW고등학교 취업대상학생 15명 면접 진행

 참가기업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 일  시 : 2019.11.1.(금) 10:30~15:30

  ❍ 장  소 : 전시장 1층 컨퍼런스장

  ❍ 주최/주관 : 대구광역시 / 엑스코

  ❍ 프로그램 : 희망 참가기업 30분~1시간 설명회 진행

시간 업체명 발표제목

11:00~11:30 (주)세일시스템
센서연동 및 제어로직 알고리즘을 탑재한 

영상감시 시스템

14:00~14:30 리얼시큐 발신자가 확인 된 업무 메일만 수신한다!

14:30~15:00 케이씨아이 스마트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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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개최 세미나/컨퍼런스

❍ 제6회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모델, Cyber Secure Smart Daegu”

  - 일시/장소: 2019.10.31.(목) 10:00~17:00 / 322호~325호

  - 주최: 영남이공대학교, 한국인터넷진흥원

  - 주관: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KISA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아카데미, 대구가톨릭대학교 

SW중심대학산업단/LINC+사업단, 대구경북정보보안전문가포럼

  - 규모: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약 300명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9:30~
10:30 등록(사전신청확인, 자료집, 식권 배부) 

10:30~
11:00 기조강연 Digital Transformation_국가정보자원관리원 김명희 원장

11:10~
11:50 

개회사: 영남이공대 총장 / 환영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축사: 대구광역시 교육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11:50~
13:30 점심시간 및 전시관람 

세션A(325A) 
스마트시티사
이버보안

세션B(324A)
공공인프라
보안기술

세션C(324B)
교육 및 

의료정보보호

세션D(323)
사이버 

침해사고 및 
사이버 범죄

세션E(322A)
대구시

공무원교육
(Closed Session)

세션F(322B)
 KUCIS 세션
(대학정보보호 
동아리)

세션G(325B)
[부대행사]
 더 해킹 
 챔피언십 
 주니어본선

13:30~
14:00 

변태영 교수
[대구가톨릭대

학교]

김기성 교수
[대구가톨릭
대학교]

이형수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안찬익 선임
[대구정보보
호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정보보호팀장 - -

14:00~
14:3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mal 
Verification

[한국과학기술원 
고기혁 박사]

공공 
클라우드 
기술

[한국정보화
진흥원]

나이스 정보보
호체계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신명호 
본부장]

침해사고 분석 
사례 및 
대응방안

[한국인터넷진흥
원 임정호 선임]

정보보안 
이해

-최신동향 
및 

사례분석-
[Korea-itc 

조태호 대표]

웹아티팩트 
분석

[대구가톨릭대
학교 I_keeper 

김혜진]

중등부

스마트시티 공
격 취약점 및 
시나리오 수립
과 보안대책
[(주)스틸리언 
이동휘 이사]

KISTI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및 
보안구조 설계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 
정기문 선임]

지능정보기술
(ABC)의 교육적 
홀용과 보안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장상현 
본부장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보호 
인식제고
[(주)티몬 

이은경 팀장]

TCache 
Analysis

[영남이공대학
교 YESS 
김진현]

중등부

14:30~
14:50 

Break & 전시부스 관람

14:50~
15:20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산업 기술

[한국폴리텍대학 
박재경 박사]

지능형관제대
응체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강성훈 

주무관]

의료정보 관리 
사례와 시사점
[연세대학교 원
주의과학대학 
육현 교수]

게임,또하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해킹
[NC Soft 

김성현 팀장]

정보보안 
이해 

- 최신동향 
및 

사례분석 -
KOREA ITC 
조태호 대표

Network A to 
Z

[대구대학교 
Plex 신용혁]

중등부

15:20~
15:50 

자율주행차 
보안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권혁찬 책임]

인공지능기반 
지능형위협분석기술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이종훈 책임]

의료 빅데이터와 
의료정보보호
[성균관대학교 
이병기 교수]

사이버범죄 
동향과 
대응방안

[대구시경찰청 
유동호 경감]

스태가노그라피
[경일대학교 
K-Hackers 
이승형]

중등부

15:50~
16:00 정리

16:00~
16:10 더 해킹 챔피언십 주니어 결과 발표

16:10~
16:30 폐회 및 참석자 기념품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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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Contents(DIGICON- 19)

  - 일시/장소: 2019.10.31.(목)~11.1.(금) 10:00~17:00 / 320호~323호

  - 주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 규모: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회원 약 250명

10.31

(목)

10:00- 등록

10:30-12:00 ITCE EXPO Participation

11:00- Session P-1 / Chair : Young-Ae Jung (1층 전시장 포스터세션)

12:00-14:00 Lunch

14:00-15:20
(320호) Invited Talk Smart Welfare Solution : <Hyodol;Love for Parents>

by CEO, Ji-Hee Kim, Studio Cross Culture, Co.Ltd, Korea / Chair: Mucheol Kim

15:20-15:40 Coffee Break

15:40-16:40
Session A-1 (321A호)
Chair:Sang-Hyun Seo

Session B-1:Convergnece Tech. 
Seminar(321B호)

Chair: Jun-Kyu Park 

16:40-17:00 Break

17:00-18:00
Session A-2 (1층 전시장)
Chair : Mucheol Kim

Session B-2:ICT Policy 1 (321B호)
Chair : Young-Chul Kim

18:30- DigiCon-19 Committess & DCS Meeting / Chair: Yang-Sun Lee

11.1

(금)

10:00- 등록

10:00-12:00 Industrial Inspection&City Tour / ITCE EXPO Participation

11:00-12:00 Session P-2 Chair : Jae-Myeong Choi (1층 전시장 포스터세션)

12:00-14:00 Lunch

14:00-15:20
(323호) Invited Talk Fitness landscape approximation and algorithm 

development in eveolutionary computation 
by Prof. Yan Pei, University of Aizu, Japan / Chair: Young-Ae Jung

15:20-15:40 Coffee Break

15:40-16:40
Session C-1 (322A호)
Chair:Ki-Hong Park

Session D-1:Industrial Tech. (322B호) 
Chair: Jin-Sul Kim

16:40-17:00 Break

17:00-18:00
Session C-2 (322A호)
Chair : Jin-Sul Kim

Session B-2:ICT Policy 2 (322B호)
Chair : Jae-Myeong Choi

18:30-20:30
Conference Banquet (with Best Paper Award Ceremony)
Hotel Inter-Burgo Exco:Iris Hall(B1)/Chair:Young-A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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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권 SW기업 CEO 간담회

  - 일시/장소: 2019.10.30(수) 14:00~16:00 / 320호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상북도, 대구시, 포항시

  - 주관: (재)포항테크노파크,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프로그램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ETRI 사업화유망기술설명회

  - 일시/장소: 2019.10.30(수) 13:00~17:00 / 324호

  - 주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보증기금

  - 규모: 약 80명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3:00~13:25 행사등록/접수/자료배포 ETRI

13:25~13:30 개회 및 인사말 ETRI

13:30~13:40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소개 기술보증기금

13:40~14:00 자가망 LPWA 시스템 기술

14:00~14:20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석인식 기술

14:20~14:40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통합 솔루션 기술

14:40~15:00 차량 번호판 고속 인식 기술

15:00~15:10 Coffe Break

15:10~15:30 컴퓨팅 기능이 내장된 데이터 수집장치 및 시스템

15:30~15:50 차량용 밀리미터파 레이다 신호처리기술

15:00~17:00 개별 기술 및 금융 상담 ETRI/기보

시간 주요내용 세부내용

14:00 ∼ 14:05 행사개회 및 안내 사회자 진행(포항테크노파크 김병만 팀장)

14:05 ∼ 14:10 양 기관 부서장 인사 DIP, TP 각 기관 부서장 인사

14:10 ∼ 14:30 참가기업 CEO 인사 참가자 자기소개(무선마이크)

14:30 ∼ 14:40 융합사업 성과발표 지능형 관제 시스템 개발(이채수 대표)

14:40 ∼ 14:50 대구․경북 발전방향 대구․경북 ICT/SW 발전방향(이문희 박사)

14:50 ∼ 15:00 Break Time

15:00 ∼ 15:20 경상북도 정책방향 경상북도 ICT/SW 정책 발표(홍인기 팀장)

15:20 ∼ 16:00 참석자 네트워킹 및 행사종료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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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R·MR 기술 컨퍼런스

  - 일시/장소: 2019.10.30(수) 14:00~17:30 / 323호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 주관: 대구테크노파크

  - 규모: 약 50명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00~14:05 행사소개

14:05~14:20 축사(인사말) 및 VIP 소개

14:20~15:10 5G 미디어와 시장변화 문화부 곽재도 PD

15:10~16:00 AR·MR 시장 동향 및 트렌드 최인호 우송대 교수

16:00~16:20 휴식

16:20~17:00 AR·VR 산업 인재양성 하동원 우송대 교수

17:00~17:40 5G 상용화에 따른 AR/VR 사운드의 발전 방향 김 영 중부대 교수

17:40~18:00 맺는말

❍ 2019년 제3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정책 세미나

  - 일시/장소: 2019.10.31.(목)~11.1.(금) 09:00~18:00 / 211호

  - 주최/후원: 전국방송통신공무원협의회 / 대구광역시

  - 규모: 정보통신직 공무원 약 200명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31.

(목)

13:30~13:35 개회사 협의회 회장

13:35~13:45 환영사 및 축사 대구광역시

13:45~14:00 전국방송통신공무원협의회 소개 협의회 사무국장

14:00~15:00 국가융합망 구축·운영 방안(국가융합망구축실무추진단) 김준탁 단장(행정안전부)

15:00~15:10 휴 식

15:10~16:10 스마트시티 서비스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민경식 센터장(KISA 블록체인확산센터)

16:10~16:20 휴 식

16:20~17:20 스마트시티와 영상정보의 미래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17:20~18:00 정보통신 분야 국가정책 간담회 협의회

11.1.

(금)

09:10~10:10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대구시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센터) 배우성 처장(대구도시공사)

10:10~11:50 2019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참관

11:50~12:00 세미나 개최 결과평가 및 설문조사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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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SW고등학교 학생프로젝트 발표회

  - 일시/장소: 2019.10.31.(목) 13:00~15:00 / 컨퍼런스장

  - 주최/주관: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 전자신문

프로그램(팀 / 프로젝트 내용)

Geni Earth(지니어스) 스마트 NEW 3D프린터

임베디드로봇팔(MCRC) 3차원 비전처리 로봇 팔

너흠다깨 다중 전자 악기

몰랑 홀로그램을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

브라우니네빡빡이 반려견 관리 서비스

중고나라 교내 중고나라 사이트

RYAN 현대인들의 SNS, weknot

LIDA 건강한 다이어트 커뮤니티 앱

MAD AI 컬러링, 색상 추천 앱

Jelly 반려동물을 위한 웹 서비스

푸른들소프트 설문조사 플랫폼

Go Go 다섯 개발자 대소고 학생 시뮬레이터

5 SCV ROBO RETURN VR

Mr. Big-brother 인공지능 CCTV

STEAM 스팀 우수작

단디 학생일정관리플랫폼

도담도담 학생생활관리솔루션

KOG 게임

방탈출 공포게임 방탈출공포게임

❍ 2019 블록체인 전략 심포지엄

  - 일시/장소: 2019.10.31.(목) 13:00~18:00 / 324호

  - 주최/주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전자신문

  - 규모: 블록체인 관련 관계자 약 200명

시  간 내  용

13:00 ~ 13:10
개회 - 사회자
격 려 사 : 대구시 부시장 또는 경제산업국장

13:10 ~ 13:50
기조강연 - 김기영 LG CNS 블록체인 추진단장
주제 :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및 대구시의 블록체인 정책방향 제시

13:50 ~ 14:30
발표 및 토론 1 - 허강욱 한국IBM 기술 리더
주제 :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및 삼성SDS의 정책과 지역기업과의 상생방안 제시

14:30 ~ 14:50 - Coffee Break -

14:50 ~ 15:30
발표 및 토론 2 - 최재영 SK C&C 플랫폼&Tech2 그룹 리더
주제 :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및 블로코의 정책과 지역기업과의 상생방안 제시

15:30 ~ 16:10
발표 및 토론 3 - 김영호 블로코 팀장
주제 : 블록체인 산업 동향 및 딜로이트의 정책과 지역기업과의 상생방안 제시

16:10 ~ 16:30 - Coffee Break -

16:30 ~ 17:30
(가칭) 블록체인 대학생 프로젝트 발표
주제 : 경북대학교 IITP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 결과 발표

17:30 ~ 18:00 - 참가자간 교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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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

 ❍ 일시 : 2019.10.30.(수) 11:00~13:00

 ❍ 장소 : EXCO 신관 원형로비

 ❍ 내빈 : 대구시 행정부시장, 시의회,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30명 내외

 ❍ 진행순서

항목 소요시간 내용 장소 비고

내빈대기
(원형로비VIP룸)

10:45~11:00 커피/다과

원형
로비

M컨벤션

개
막
식

개막안내/
내빈소개

11:00~11:15 15분

행사시작 안내
VIP 이동

장갑전달/촬영
버튼터치

사회
(강미경)

라인투어 11:15 ~ 12:00 45분 참가업체소개 1홀
→2홀

오
찬

장내정리 및 착석 12:00 ~ 12:05 5분 오찬장소
VIP 등 50여명

321호
고급도시락
막걸리
(와인잔)

인사말씀 12:05 ~ 12:10 5분 대구시 행정부시장

축사ⅠⅡ 12:10 ~ 12:15 5분
대구시의회 부의장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

건배사 12:15 ~ 12:20 5분
대구도시공사 사장

우경정보기술 대표

오찬 12:20~13:00 40분

 ❍ 진행 : 버튼터치(테이블 하단 LED) → BGM/에어샷/소형RC카 퍼포먼스
           외국인 전용 동시통역, WiWi (2개 국어: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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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소속 직위 성명 개막식 오찬 테이블

1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길 ○ ○ 1

2 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 김호진 ○ ○ 1

3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장상수 ○ ○ 1

4 대구광역시의회(경제환경위) 위원장 하병문 ○ ○ 2

5 대구광역시의회(경제환경위) 의원 김동식 ○ ○ 4

6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서장은 ○ ○ 1

7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 ○ ○ 1

8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 ○ ○ 1

9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박재훈 ○ × 1

1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이승협 ○ ○ 2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경권연구센터) 센터장 문기영 ○ ○ 2

1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 장인수 ○ ○ 2

13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권영희 ○ ○ 2

14 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 센터장 이동은 ○ × -

15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 최석권 ○ ○ 2

16 대구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센터장 황한재 ○ ○ 3

17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장 안병규 ○ ○ 2

18 전자신문 본부장 정재훈 ○ ○ 3

19 대영채비(주) 상무 도태경 ○ ○ 3

20 ㈜우경정보기술 대표이사 박윤하 ○ ○ 3

21 ㈜엠제이비전테크 대표이사 김주영 ○ ○ 3

22 ㈜더아이엠씨 대표 전채남 ○ ○ 4

23 ㈜헬셀 대표 장성기 ○ ○ 4

24 ㈜진명아이엔씨 회장 권오복 ○ ○ 4

25 대구도시철도공사 본부장 이광모 × ○ 4

26 대구도시철도공사 처장 김세배 × ○ 4

27 중국 청도시 대표단 8명 × ○ 5

◦ 레드카펫 VIP 위치

24 22 20 18 16 14 12 10 8 6 4 2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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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투어]

  1. 대구TP모바일융합센터 → 2. 대구TP제조혁신센터 → 3. 헬셀 → 

4. 엠제이비전테크 → 5. 에스메이커 → 6. ETRI→ 7. DIP 디지털콘

텐츠팀 →  8. 대구도시공사 → 9. 대구도시철도공사 → 10. DIP SW

성장지원팀 → 10.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11. 정보통신공

사협회 → 12. 사이버보안존(우경정보기술) → 13. 구미전자정보기술

원 → 14. 대구SW고등학교 → 15. 진명아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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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찬장 좌석배치

연번 소 속 직위 성명 테이블

1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상길

1

(7명)

2 경상북도(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 김호진

3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 정희용

4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장상수

5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

6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

7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서장은

8 대구광역시의회(경제환경위) 위원장 하병문

2

(7명)

9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이승협

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경권연구센터) 센터장 문기영

1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회장 장인수

12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권영희

13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장 안병규

14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 최석권

15 대구광역시(스마트시티과) 과장 김희석

3

(8명)

16 대구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센터장 황한재

17 전자신문 본부장 정재훈

18 대영채비 상무 도태경

19 우경정보기술 대표이사 박윤하

20 엠제이비전테크 대표이사 김주영

21 우경정보기술 본부장 이활우

22 대신정보통신 지사장 이석훈

23 대구광역시의회(경제환경위) 의원 김동식

4

(8명)

24 더아이엠씨 대표 전채남

25 헬셀 대표 장성기

26 진명아이앤씨 회장 권오복

27 대구도시철도공사 본부장 이광모

28 대구도시철도공사 처장 김세배

29 에스메이커 대표 배창수

30 네트워크코리아 대표 신동환

31 Qingdao Yitong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r YUFENG GUO

5

(8명)

(중국

칭따오

대표단)

32 Qingdao BAIFAN SOFTWARE Manager LAIHU XU

33 Qingdao Fengdong Heat Treatment Project director SIJIA LIU 

34 SynreTech Software Service project manager HAITAO GUO

35 Qingdao Fangtian Technology R&D Center Manager WEIZE JING

36 Qingdao OCEAN  GARDEN IMP & EXP Manager GONGSHUI YU

37 Qingdao Foreign Investment Service Corporation Business manager XIAOYUN LI

38 QSL Internationa lExhibition General manager MING CAO

39~46 대구시,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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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국 단체 참가단 만찬

❍ 일시 및 장소 : 2019.10.31.(목) 18:00 / 맥참숯불구이

❍ 메뉴 : 삼겹살 외

❍ 참석인원 : 20명(전시참가 17, 인솔자 3)

[중국 청도시 참가단 명단]

No. 소속 성명 구분

1

Gruden Pty Ltd

Xiaodong Wang

전시

참가

2 Zhao Xin

3 Ran Suhao

4
Qingdao E Lingnet  Integration

ZHANG XIAO ZHEN

5 AN ZHONG HUA

6 Qingdao Edge New Network Technologies Wang Xiankai

7 Qingdao Edge Technologies Co., Ltd. Liu Yaochang

8 Qingdao Fangtian Technologies Jing Weize

9 Qingdao Fengdong Heat Treatment Liu sijia

10 Qingdao Heyixun information technology Guo chong

11 QINGDAO OCEAN GARDEN IMP.&EXP. YU GONGSHUI

12 Qingdao Ritor Technologies Wang Zhanghou

13 Qingdao Sarnath Inetlligence Technology Chen guoqing

14 QINGDAO BAIFAN SOFTWARE Xu Laihu

15 Qingdao Richtone Electronic Commerce Yang bo

16 Qingdao Yitong Information Technology Guo Yufen

17 Synretech Software Service(Qingdao) Haitao Guo

18 Qingdao Foreign Investment Service Corporation Li Xiaoyun
인솔자

19 Qingdao QSL International Exhibition Co.,Ltd. Cao 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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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홍보

 현장홍보

구분 일시 내용 장소

국내홍보

2019.1.29 참가업체 모집 한국전자IT산업융합전시회(DDP)

2019.3.6 참가업체 모집 세계보안엑스포(KINTEX)

2019.3.27 참가업체 모집 스마트공장, 자동화산업전(COEX)

2019.4.24~26 참가업체 모집 World IT Show(COEX)

2019.6.28 참가업체 모집 스마트테크코리아(COEX)

2019.9.4 참가업체 모집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KINTEX)

2019.9.25 참가업체 모집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KINTEX)

해외홍보 2019.1~10 홍보자료 배포 에이전트(중국 칭따오, 베트남, 인도, 영국)

 매체광고

구분 매체명 게재시기 규격 횟수

참가업체

모집

전자신문
2019.7.23. / 8.12. 5단 칼라 2

7.24. / 9.23. 온라인 배너 2

한국무역신문 2019.9.2. 5단 칼라 1

참관객

모집

전자신문 2019.10.14. 5단 칼라 1

유통단지(전광판)

2019.10.4.~11.1.
20초 40초

홍보동영상
상시

범어네거리, 

계산오거리(전광판)

전광판

온라인 배너광고 2019.10.4.~10.31
모비온 

키워드 기반
상시

전자신문
2019.10.7. 온라인 배너 1

2019.10.16. 뉴스레터 1

전자신문(공동주관)
2019.8.1.~11.11. 온라인기사

참가업체 

인터뷰 

등
AVING(온라인미디어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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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구분 배포시기 배 포 처 비고

참가안내서

(국영중)
2018.12~ 국내외 참가대상업체 5,000부

초청장(국문) 2019.9~ 초청대상 국내외바이어 20,000부

포스터(국문) 2019.9~
참가업체, 유관기관,

관련학교, 지하철 역사 등
500부

참관리플렛

(국영문)
행사기간 전시회관람 국내외바이어 10,000부

현수막 및 

가로등배너

2019.10.4.~11.1.

대구시 가로등배너 150개소

구미시 시내 주요도로 20개소

2019.10.15.~11.1. 대구시청 본관, 별관 지정게시대 2개소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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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연중

행사 배너
 - 대구광역시

 - 대구테크노파크
2019.9~

SNS  - Facebook, 인스타그램 운영 연중

뉴스레터

발송

 - 국내외 DB(30,000건)활용 : 11회 발송

 - 해외 DB(1,000건)활용 : 2회 발송

 - 온라인 초청장 발송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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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및 단체참관 공문 발송

기관
(82)

(사)3D프린팅산업협회 3D융합기술지원센터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KCERN(창조경제연구회)
KITECH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경북산학융합본부 경북차량용
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계명대학교 LINC 사업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광주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3D 디스플레이기술연구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경ICT산업협회

대구SW고등학교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재)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대구도시공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사업단

목원대학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사)벤처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재단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드론기술센터 실감SW산업인재양성사업단
(계명대)

실감미디어 
기반조성사업단

안동소프트웨어산업협회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전북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2019 ICT기술사업화페스티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포항공과대학교 
창의IT융합공학과

포항테크노파크 한국VR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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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스포츠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한국전력공사(KEPCO)  
전기차충전서비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한-아세안 센터

스마스
시티 
관련
(59)

강원도개발공사 개발3팀
강원도청 데이터시티추진단 
수자원총괄팀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처

경기도청 산업정책과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
경남도청 산업혁신국 
산업입지과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경남개발공사 사업개발부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

경주시청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경산시청 도시과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부

광주도시공사 
도시개발처 개발기획팀

광주시청 
전략산업국 스마트시티과

구미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과

구미시청
안전재난과 통합관제계

김천시청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

남양주도시공사 
사업기획팀

대전도시공사 미래전략팀 대전시청 스마트시티담당관

대구시청 
혁신성장국 스마트시티과

문경시청 안전지역개발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부산시청 미래산업국 
스마트시티 추진과

부산도시공사 개발사업부 상주시청 건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서울시청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기획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세종시청 정보통계담당관

서한 안산도시공사 미래사업부
안동시청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과

영주시청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오산시청 
정보통신과 스마트시티

영주시청 
도시건설국 도시계획팀과

울산도시공사 미래전략팀
울산시청 
미래성장기반국 지역개발과

용인도시공사 건설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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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복합개발사업처

인천시청 기획조정실 
원도심 스마트정보담당관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팀

전남도청 
건설교통국 건설도시과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부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부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기획팀

진주시청 
도시건설국 도시계획팀

제주도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부
충남도청 
국토교통국 도식계획팀

창원시청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충북도청 균형발전과 충북개발공사 사업계획부

통영시청 정보산업과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사업단

포항시청 미래전략산업과 
미래정책팀

화성산업
화성도시공사 
도시사업부 사업개발팀

대학교
(110)

KAIST(기계공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부)

UNIST((울산과학기술원)전기전자공학부)

경북대학교(IT대학 모바일공학과, IT대학 컴퓨터학부, 과학기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과학기술대학 자동차공학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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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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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학교(LINC사업단, 공과대학 게임모바일전공, 기계자동차공학전공, 
디지펜게임공학전공,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계명문화대학교(전자정보통신과, 컴퓨터학부), 구미대학교(스마트IoT공학부, 
전자전공/스마트소프트웨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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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톨릭대학교(IT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 빅데이터공학과,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공업대학교(자동차과, 전자정보통신과)

대구과학대학교(컴퓨터정보통신과 컴퓨터정보전공,컴퓨터통신전공)

대구대학교(공과대학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융복합공학과, 산학협력지원센터, 
정보통신대학 IT융합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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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IT소프트웨어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동국대학교(기계시스템공학전공,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동명대학교(게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동서대학교(디지털콘텐츠학부, 컴퓨터공학부,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두원공과대학교(안성캠퍼스 스마트소프트웨어과, 자동차과, 정보통신공학과, 
파주캠퍼스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스마트 IT 학과, 스마트자동차과)

부경대학교(IT융합응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부산경상대학교(IT콘텐츠계열)

부산대학교(기계공학부, 스포츠과학과, 전기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과)

수성대학교 (VR콘텐츠과, 드론기계과, 컴퓨터정보과)

안동대학교(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산학협력단,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영남대학교(ICT기반 스마트기기 창의인재 양성사업팀, 기계공학부, 로봇기계공학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융합팀, 자동차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영남이공대학교(기계계열, 자동차과, 전자정보계열, 컴퓨터정보과)

영진전문대학교(전자정보통신계열, 컴퓨터응용기계계열, 컴퓨터정보계열)

울산대학교(IT융합학부, 기계공학부)

위덕대학교(IT융합학과, 산학협력단)

창원대학교(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메카트로닉스대학 기계공학부)

충남대학교(공과대학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스포츠과학과)

자동차SW기능안전센터

포항공과대학교(기계공학과,컴퓨터공학과)

한동대학교(ICT융합전공)

한의대학교(스마트IT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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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등 사인물

 장치물

❍ 기본부스/스타트업부스 ❍ 프리미엄부스

❍ IT 여성기업인협회 부스 ❍ 중국관부스

번호 품명 규격(m) 수량
1 도로현수막 구미(20) 5*0.9 20
2 대구시 지정게시대 현수막 7*0.9 1
3 가로등배너(광장) 0.6*2 20
4 본관 중앙케노피 12*1.5 1
5 신관 외벽 대형현수막(대형스카이 장비비용 포함) 13*15 1
6 신관 2번게이트 현수막 18*2 1
7 신관 로비 브릿지배너 7.8*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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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 내부 대형배너 12*7 1
12 내부 천정 소형배너 2*5 2
13 내부 가로형 천정배너 5*2.5 5
14 신본관 연결 기둥배너(신관→본관방향) 7.5*3.5 1
15 217호 난간(정면, 좌우) 10.7*1.2 1
16 321호 VIP 오찬장 현수막(IT) 5*1.5 1
17 X배너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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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데스크 ❍ 등록카드작성대

❍ 매표소 ❍ 현황판

❍ 수출상담회

❍ E-모빌리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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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물

❍ 도로현수막

❍ 본관중앙캐노피

❍ 입구현판

❍ 신관외벽대형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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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 난간배너

❍ 신관내부 대형배너

❍ 전시장 내부 사무국 난간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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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가로형 천정배너/신본관 연결 기둥배너

❍ 가로등배너 ❍ X배너

❍ VIP 오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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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및 홍보자료 목록

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1 8월19일 AVING
[2019 ICT Convergence Expo Korea]티엘인더스트리, 스크린배드민턴 

소개할 예정

2 8월25일 전자신문 가상현실서 AI와 배드민턴 한판…스크린배드민턴 국내외시장 공략

3 9월4일 전자신문 하이퍼월,'차세대IP월컨트롤러'ICT융합엑스포에서 선봬

4 9월24일 AVING
[2019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와이즈드림,CCTV통합관제운영/관리솔루션 

TCOS전시예정

5 9월25일 AVING
[2019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하이퍼월,신기술 개발 통해 급속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6 9월25일 AVING
[미리보는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나무와 숲을 

보호하는'솔지킴',ICT융합엑스포에 전시 예정

7 9월25일 AVING
[미리보는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전기차충전기 사용 편의성 

극대화!대영채비,'글로벌산업표준(OCPP)'을 적용한 전기자동차충전기 전시

8 9월25일 AVING
[2019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바퀴안에 배터리와 컨트롤러,모터다 

들었다!올인원 전기 자전거키트 이-런휠

9 9월26일 전자신문 와이즈드림,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솔루션'티코스플러스'출시

10 9월27일 전자신문 대영채비,글로벌산업표준 적용한 전기차충전기 선봬

11 9월30일 전자신문 YH데이타베이스,딥러닝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와이-스마트딥'출시

12 10월7일 AVING
인지재활 전문기업 우리소프트 ,ICT기술접목 개인 

맞춤교육3D/VR게임'뉴로월드'선보인다

13 10월10일 AVING
[미리보는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엠제이비전테크,인공지능영상분석 및 

검색 솔루션 'AIBISVMSSYSTEM' 소개한다

14 10월13일 전자신문 씨엘코어,해외시장 진출속도...이달말 ICT융합엑스포 참가

15 10월15일 전자신문 DIP,30일 대구경북 SW기업 CEO간담회 개최

16 10월16일 AI TIMES ICT융합엑스포,30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려

17 10월21일 AVING
지니언스,네트워크접근제어(NAC) 및 단말이상행위 탐지대응(EDR)의 

차세대솔루션'지니안인사이츠E' 선보인다

18 10월21일 AVING
[미리보는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소테리아, 

'시스템무결성'서버블랙박스(ServerBlackBox)선보인다

19 10월21일 AVING
[미리보는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청년해설사, 인재양성에'안성맞춤'SW 

창작커리큘럼 소개할 것

20 10월21일 AVING
[미리보는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모우씨앤아이,EMS등근육강화기 

'DorsiTrainer'선보일 것

21 10월28일 연합뉴스 "스마트시티 핫이슈 한자리에서"대구서 ICT 융합엑스포

22 10월28일 뉴시스 대구 엑스코서‘대한민국정보통신기술융합엑스포’30일개막 

23 10월28일 NSP통신 대구시, 2019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개최

24 10월28일
비즈니스

포스트
대구‘스마트시티엑스포’열려,권영진“스마트시대볼기회”

25 10월28일 매일신문 스마트시티산업의 핫이슈가 한자리에…'2019 ICT 융합엑스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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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26 10월28일 경북신문 대구서 4차 산업혁명 기술·제품  `한눈에`

27 10월28일 머니투데이 그린존시큐리티,'ICT융합엑스포'서IoT보안기술선봬

28 10월29일 경북매일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융합엑스포 내일개막

29 10월29일 한국경제TV
똑똑한 도시 대구에서 만나는 스마트시티 핵심기술, 10월 30일부터 3일간, 

‘2019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개최

30 10월29일 조선비즈 '2019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오는 30일 개막

31 10월29일
글로벌

경제신문
대구시,'2019대한민국정보통신기술(ICT)융합엑스포'개최

32 10월29일 파이낸셜뉴스 국내·외스마트시티산업핫이슈대구서선봬

33 10월29일
아시아

뉴스통신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30일 엑스코서 개막

34 10월29일 영남일보 스마트시티 대구,국내외 기업공유

35 10월29일 경상매일신문 장상수 대구시의회부의장,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36 10월29일 헤럴드경제 대한민국정보통신기술융합엑스포 30일 대구엑스코서 개막

37 10월30일 AI TIMES 2019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오는30일개막

38 10월30일 뉴시스 VR 체험하는 관람객

39 10월30일 뉴시스 열합성 영상 카메라

40 10월30일 전자신문 대구 블록체인 산업 전략, 전문가에게  듣는다

41 10월30일 뉴시스 드론 축구 시연하는 전시장 관계자

42 10월30일 뉴시스 VR체험

43 10월30일 뉴시스 드론축구

44 10월30일 뉴시스 이상온도 검출시 알림을 발생하는 카메라

45 10월30일 AVING
2019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30일 대구엑스코서 개막...국내외 

ICT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산업의 핫이슈가 한자리에!

46 10월30일 연합뉴스 2019 ICT융합엑스포 대구서 개막

47 10월30일 AVING [영상]'2019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현장스케치

48 11월1일 전자신문
DIP, 1일 엑스코에서 블록체인 전략심포지엄 개최... 

기업 블록체인 전문가 특강

49 10월31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

아보네,업그레이드된그림자조명'무비라이트'선봬

50 11월1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엠제이비전테크, 인공지능기반의 

스마트관제솔루션 'AIBIS'소개

51 11월1일 AVING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경권연구센터,'다중카메라 교통객체추적기술' 소개

52 11월1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그린존시큐리티,스마트경량 IoT보안플랫폼 선봬

53 11월1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대구도시공사,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서비스 

및 SmartCity 플랫폼 소개

54 11월3일 일요서울 대구시,2019대한민국정보통신 기술융합엑스포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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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55 11월3일 세계일보 2019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엑스포 성황리 폐막

56 11월3일 전자신문 ICT융합엑스포 3일간 ICT기술 및 제품향연 펼쳐

57 11월3일 경상매일신문 정보통신기술융합엑스포 폐막

58 11월3일 프레시안 2019 대한민국정보통신기술 (ICT)융합엑스포 폐막 

59 11월3일 대구신문 1만6천명참관·8천만달러수출상담‘성과’

60 11월4일 세계일보 2019대한민국정보통신기술(ICT)융합엑스포 성황리 폐막

61 11월4일 AVING [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지비,교차로 및 횡단보도알림이 선봬

62 11월4일
아시아

뉴스통신
대구공업대 전자정보통신과,'2019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참관

63 11월4일 AVING [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부력에너지,스마트IoT조명시스템선봬

64 11월4일 AVING
[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 디지털콘텐츠기업공동관,

6개기업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 선봬

65 11월4일 AVING
[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

대영채비,사용자 편의기반 글로벌산업 표준 전기차충전기 정보시스템 선봬

66 11월4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이노뎁,관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도시관제시스템 'SEAS'소개

67 11월4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헬셀, 지능형드론'로보마스터'소개

68 11월4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대구TP제조혁신센터,

스마트공장보급 및 확산사업 알려

69 11월4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대구TP모바일융합센터,

교통량 기반 지능형교통정보관제 인프라 소개

70 11월4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지하역사 및 터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소개

71 11월5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진명아이앤씨,

구내방송장치 및 영상감시장치 소개

72 11월5일 AVING 2019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대구에서 성황리 폐막

73 11월 29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주식회사 푸딩, VR 교육 서비스 솔루션 'JOIN 

VR' 소개

74 11월 29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오큐브, 통합콘텐츠 위젯 기반 

차량용MDIC(Mutimedia Digital Instrument Cluster) SW 개발과 상용화 설명

75 11월 29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씨엘코어, Cloud PC 소개 나서

76 11월 29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진명아이앤씨, 스피커 라인체크기 및 번호인식 

솔루션 JM-LS 소개

77 11월 29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YH데이타베이스, 본인인증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OTP용 2채널 앱 인증 서비스 'y-Certi' 소개

78 11월 29일 AVING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레
이저 핵심부품 및 기술지원 소개

79 11월 29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제이토드, 융복합 콘텐츠 소개 나서

80 11월 29일 AVING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 진흥테크, 드론 허니충전 포트 및 거리표시 

라이다 모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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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조사 결과

 참가업체

참가목적 내년도 재참가

주최측 운영 개최 시기 선호

  ❍ 참가업체 의견

  ⋅다양한 업체들의 참가로 인해 정보획득 및 업계 동향 파악 유리

  ⋅부대행사(수출상담회, 벤처투자설명회)를 통한 상담이 유익

  ⋅통역 서비스 만족

  ⋅여러가지 체험 부스 운영 만족

  ⋅전문성 있는 관람객의 비중이 높음

  ⋅주최측의 협조 및 행사 진행력에 만족

  ⋅편리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주차편의, 부스디자인 및 부스배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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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바이어 

10.31

(목)

상담회장 운영 재참가 여부

 참관객 분석  

 ❍ 참관목적

목적 제품구매 자료수집 시장동향파악 연구/투자 기타

비율 12% 31.3% 22.4% 8.7% 25.6%

❍ 참관객 지역

지역 대구 경북 서울/경기
/인천

부산/울산/
경남

대전/세종/
충청

광주/전라
강원/제주

비율 65.9% 23.1% 2.8% 3.9% 3% 1.3%

 

❍ 관심품목 및 분야

품목 비율 분야 비율

모바일/커뮤니케이션 13.7% 스마트카 6.1%

SW/컴퓨팅 12.1% 스마트시티,스마트워크 9.9%

3D융합/3D컨텐츠 5.8% 스마트 헬스케어 4.8%

ICT디바이스/부품 20.8% 스포츠 ICT 3.4%

VR/AR 7.9% 기타 11.6%

드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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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특기사항 및 향후과제

 2019 전시회 특징
 ❍ 대구도시공사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관련 업체 대거 참가로 대구광역시의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의 면모를 보여줌

 ❍ 스마트시티 분야 주요 이슈인 사이버보안 컨퍼런스를 2018년 대비 확

대 개최하여 총 9개 세션으로 확대 개최하여 관련 전문 바이어 대거 

유치. 또한 사이버보안, 스마트시티 관련 업체 9개사 공동참가로 전시

회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높은 성과를 이룸

 ❍ 창업의 최접점에 있는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20건의 학생 개발 

프로젝트를 2년 연속 전시하여 ICT 미래 인재 가능성을 보임. 전시회

와 더불어 발표회, 취업상담도 연계

 ❍ 13개국 29개사 30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47개사 참가, 194건 8천

만원 상담, 87건 1백7십만달러 계약예상, 2건 1천9백만달러 현장계약 성과

 ❍ 대구TP, DIP, IACT 등 지원기관 대거 참가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판

로개척 기회 제공

 ❍ 전시와 컨퍼런스의 시너지 효과 거양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포스터세션 전시장 내 개최

   - ETRI사업화유망기술설명회, 지방자치단체정보통신정책세미나, 블록체인전

략심포지엄 등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동시개최로 전문 바이어 모객 효과

 향후과제
 ❍ 내년도 개최일정 : 2020.11.18.(수)~11.20.(금)

   - 아시아컴퓨터그래픽 총회 및 전시회(SIGGRAPH) 동시개최로 관련 업체 

및 참관객 유치 효과 

 ❍ 전시회 컨셉 및 방향 성립: 경쟁전시회 난립, 타 전시회 이탈

   - 대구시 스마트시티과 사업 수행 기관 및 기업 참가 유도

   - 관련 유사 행사 동시 개최 추진,

     ☞ 대구시 및 대구도시공사의 적극 협력 및 지원 절실

 ❍ 지원 프로그램 확대: 수출 및 구매상담회, 벤처투자설명회, 개별홍보 등

 ❍ ICT지원기관 협력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참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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