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EXPO KOREA 2019 행사개요

■ 행사개요

행 사 명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AI EXPO KOREA)

일 시 7월 17일(수) ~ 19일(금) / 3일간

장 소 COEX 3층 Hall C (5,184m

2

) 및 컨퍼런스장

주 최/주 관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사)지능정보산업협회, 인공지능신문

(주)서울메쎄인터내셔널

협 찬 메가존, Qianze Asset Management, 한국IBM, 인텔코리아, 솔트룩스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체코투자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양재 R&CD 혁신허브,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일본인공지능협회

AMII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EEDC (Edmonton Economic Development Corp)

전 시 규 모 5개국 127개사 200부스

전 시 품 목 AI Infra – Cloud Computing (H/W, S/W), AI Computing, etc.

AI S/W – AI 엔진, 플랫폼 등

AI Solution – 산업별 융·복합 솔루션 및 서비스 등

동 시 개 최 2019 산업지능화 스타트업 경진대회

2019 기상데이터분석 인공지능 활용 창업 경진대회

부 대 행 사 컨퍼런스

- AI/Data Transformation Conference

- 2019 산업지능화 컨퍼런스(AI+X)

- 2019 인공지능 유저(개발자, 스타트업) 컨퍼런스

- AI 융합 비즈니스 개발 컨퍼런스 2019

- AI EXPO KOREA SUMMIT 2019

세미나

- AI 기반 유통첨단화, 무인화기술 개발 동향

- 인공지능 딥러닝 Hands-on Training

- 구글 클라우드 머신러닝과 인프라

- 공공부문 발주자 초청 세미나

- MATLAB을 활용한 AI : 머신러닝, 딥러닝부터 강화학습 까지

- 제1회 인공지능 윤리+교육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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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참가업체 분석

■ 참가업체 규모

참가업체 수: 5개국 127개사 200부스

■ 참가업체 분석

[참가목적]

[재참가의향]

[목적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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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참관객 분석

■ 참관객 규모

총 참관객(3일간) : 21,321명

7월 17일(1일차) 7,359명 34.5%

7월 18일(2일차) 6,915명 32.4%

7월 19일(3일차) 7,047명 33.1%

■ 참관객 분석(총 참관객 21,321명)

[산업별 분류]

산 업 군 비 율

소프트웨어/모바일/솔루션 26.2%

대학/학교/학생 14.5%

정부기관/공공기관/지자체 9.7%

ICT/통신 6.8%

하드웨어(반도체/칩 등) 6.1%

교육/법률/컨실팅 4.7%

금융(은행/보험/증권 등) 3.1%

스타트업 2.7%

전기/전력/에너지 2.6%

물류/유통 2.2%

의료/헬스케어/병원 2.1%

자동차/항공 2.1%

보안 2.0%

건축/건설/부동산 1.8%

미디어/광고 1.3%

기타(게임/엔터테인먼트/패션 등) 12.1%

Total 100%

[직종별 분류]

산 업 군 비 율

개발자/프로그래머 27.6%

교수/연구원 16.5%

마케팅/홍보 8.9%

엔지니어/유지보수관리 8.6%

CEO 7.9%

사무관리 7.6%

컨설턴트 6.5%

CFO/COO/CTO/CPO/CIO 5.3%

전산/네트워크담당자 4.2%

구매/자재 2.9%

재무/재경 1.2%

시설관리 0.9%

인사 0.8%

CISO 0.5%

개인정보보호담당자 0.4%

소방 0.2%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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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홍보결과

■ 홈페이지 종합정보

접속사 총 수 : 38,964 명 ㅣ 페이지 총 뷰 : 159,908 회

■ 구글 검색광고

총 클릭수 :　30,600 회 ㅣ 총 노출수 :　159,000 회

■ 페이스북 광고

총 도달수 : 75,595 ㅣ 게시물 참여 : 25,774 ㅣ 링크클릭 : 9,774

- 5 -



AI EXPO KOREA 2019 홍보결과

■ 주요 언론사 홍보결과

참석 미디어 수 : 176 개사 (방송, 신문, 온라인, 매거진 포함)

총 기사 수 : 387 건 (7월 26일 네이버/구글 노출 기준, 포토기사 포함, 개인 리뷰 제외)

■ 주요 기사 리스트

[네이버/구글 검색기준]

NO 발 행 일 매 체 명 제 목

1 2019.05.30 아웃소싱타임스 인공지능은 가능할까.. “안개 끼는 시간을 알려줘”

2 2019.06.14 일요주간 인공지능(AI)의 모든 것...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다음달 17일 개최

3 2019.06.14 테크월드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4 2019.06.14 무인이동체 7월 17일부터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5 2019.06.14 아유경제 코엑스서 제 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4차 산업 혁명과 AI 주제

6 2019.06.14 글로벌이코노믹 AI 정보 공유의 장 '국제인공지능대전' 7월 17일 개막

7 2019.06.17 아웃소싱타임즈 ‘MATLAB을 활용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부터 강화학습까지’ 세미나 개최

8 2019.06.17 코딩월드뉴스

코딩월드뉴스[세미나]‘MATLAB 활용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부터

강화학습까지’

9 2019.06.17 첨단뉴스 AI 기술 트렌드 읽는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10 2019.06.17 미디어뉴스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7월 17일 개최

11 2019.06.19 월간리크루트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려

12 2019.06.19 포춘코리아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이끌 인공지능(AI)의 모든 것... AI EXPO KOREA 2019

13 2019.06.20 한국경제뉴스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14 2019.06.20 미디어마실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15 2019.06.27 첨단뉴스

[AI 융합 비즈니스 개발 컨퍼런스 2019] 오는 7월 18일 개최…’AI’ 실제 적용 해법

제시

16 2019.07.01 IT 조선 ‘AI 엑스포 코리아 서밋 2019’ 코엑스서 열려

17 2019.07.01 이슈인팩트 초연결 사회, AI의 미래… ‘AI Expo Korea Summit 2019’ 개최

18 2019.07.01 뉴스와이어 초연결 사회, AI의 미래… ‘AI Expo Korea Summit 2019’ 개최

19 2019.07.01 전자신문 초연결 사회, AI의 미래...‘AI Expo Korea Summit 2019’ 개최

20 2019.07.01 휴먼에이드포스트 초연결 사회, AI의 미래… 'AI Expo Korea Summit 2019' 개최

21 2019.07.01 테크월드 AI의 미래 초연결 사회를 설계한다', AI 엑스포 코리아 서밋 2019 개최

22 2019.07.01 일요주간 인공지능(AI) 시대와 초연결 사회 '한눈에'...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코엑스서 개최

23 2019.07.01 스마트시티투데이 ‘AI Expo Korea Summit 2019’ 17일 개최

24 2019.07.02 로봇드론신문 초연결 사회, AI의 미래… ‘AI Expo Korea Summit 2019’ 개최

25 2019.07.02 엑스포커스

초연결 사회, AI의 미래...‘AI 엑스포 코리아 서밋', 17~1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개최

26 2019.07.03 첨단뉴스 초연결 사회와 AI의 미래, ‘AI Expo Korea Summit 2019’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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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홍보결과

■ 주요 기사 리스트

[네이버/구글 검색기준]

NO 발행일 매체명 제목

27 2019.07.03 블로터앤미디어 초연결 사회·AI의 미래는…‘AI 엑스포 코리아 서밋 2019’ 개최

28 2019.07.05 지디넷 코리아 네오사피엔스, 국제인공지능대전서 AI 음성 기술 공개

29 2019.07.05 벤처스퀘어 타입캐스트 “유명인 목소리로 오디오 콘텐츠를”

30 2019.07.06 한국경제뉴스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31 2019.07.09 일간투데이 [4차산업혁명]지능정보산업협회, 'AI/데이터 전환 컨퍼런스' 개최

32 2019.07.09 기업정책정보신문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개최

33 2019.07.10 더기어 지능정보산업협회, AI/Data Transformation Conference 개최

34 2019.07.12 아웃소싱타임즈 4차산업의 주역 한 자리에! 국제인공지능대전 7월 17일 개최

35 2019.07.14 일요주간 일요주간인공지능(AI)의 모든 것...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다음달 17일 개최

36 2019.07.15 KNS뉴스통신 GIST,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참가

37 2019.07.15 녹색경제신문 노매드커넥션, 'AI EXPO'에서 인공지능 솔루션 공개한다

38 2019.07.15 베리타스알파 GIST,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참가

39 2019.07.15 뉴스웨이 GIST,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참가

40 2019.07.15 머니투데이 부자앱컴퍼니, 'AI EXPO 2019'서 '핫스탁코리아' 선봬..AI 강연도 진행

41 2019.07.16 테크월드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국제인공지능대전’ 17일 개막

42 2019.07.16 말산업저널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19)’ 17일 코엑스 개막

43 2019.07.16 서울시정일보 [4차산업] 인공지능의 모든 것... ‘국제인공지능대전’ 17일 개막

44 2019.07.16 말산업저널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19)’ 17일 코엑스 개막

45 2019.07.16 뉴스락 "AI의 모든 것 한눈에"…'AI EXPO KOREA 2019' 개막

46 2019.07.16 G밸리뉴스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17일 서울 코엑스서 개최

47 2019.07.16 전자신문 솔트룩스, 국제 인공지능대전서 AI 고객센터 소개한다

48 2019.07.16 로봇신문 원더풀플랫폼, 'AI EXPO KOREA 2019' 참가

49 2019.07.17 IT 조선 인공지능(AI) 대중화 시대 성큼…스타트업 5배 늘며, 다양한 서비스 개발

50 2019.07.17 웹데일리 [포토]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개막

51 2019.07.17 이코노믹리뷰 [ER포토] 국내 인공지능기술 전문기업이 다 모였다!

52 2019.07.17 뉴스핌 [사진]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53 2019.07.17 전자신문 인공지능기술, 신기해요

54 2019.07.17 디오데오 산업로봇에도 인공지능은 기본'

55 2019.07.17 IT 조선 인력・인프라・생태계 아우르는 ‘인공지능(AI) 국가전략’ 연내 나온다

56 2019.07.17 뉴스투데이 인공지능 '딥 러닝' 다음 단계는 ‘롱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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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홍보결과

■ 주요 기사 리스트

[네이버/구글 검색기준]

NO 발행일 매체명 제목

57 2019.07.17 디지털타임스 미세먼지, 이제 인공지능으로 脫脫

58 2019.07.17 아시아경제 [포토]눈길 사로잡는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59 2019.07.17 스카이데일리 인공지능기술 한자리에…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60 2019.07.17 아시아경제 [포토]변호사도 인공지능으로 이용하는 시대

61 2019.07.17 파이낸셜뉴스 국제인공지능대전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시스템

62 2019.07.17 뉴시스 보이는 인공지능 스피커

63 2019.07.17 뉴스핌 [사진] 눈길 사로잡는 인공지능 스피커

64 2019.07.17 뉴스1 눈으로 보는 인공지능 스피커

65 2019.07.17 뉴시스 보이는 인공지능 스피커 설명 듣는 관람객

66 2019.07.17 뉴시스 인공지능 기반 증강현실 체험하는 외국인들

67 2019.07.17 아시아경제 [포토]인공지능 기반 증강현실 체험

68 2019.07.17 연합뉴스 인공지능으로 초미세먼지 제거

69 2019.07.17 연합뉴스 인공지능으로 미세먼지 제거중

70 2019.07.17 연합뉴스 어린이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기기

71 2019.07.17 국방일보 인공지능·드론봇 ‘모든 것 여기에’

72 2019.07.17 파이낸셜뉴스 국제인공지능대전 휴지통 로봇

73 2019.07.17 연합뉴스 방범을 위한 인공지능 안면인식

74 2019.07.17 뉴스핌 [사진] 신기한 인공지능기기

75 2019.07.17 하빗슈 인피닉, 제 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AI EXPO)서 핵심 기술 선보여

76 2019.07.17 블록체인밸리

‘국제인공지능대전’ 17일 개막...5G·네트워크, IoT, 자율주행, AI로봇, 웨어러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홈, 드론·UAV, 예측유지보수, AI컨설팅까지 한눈에

77 2019.07.18 중앙일보 인피닉, 제 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AI EXPO)서 핵심 기술 공개해 눈길

78 2019.07.18 파인에듀뉴스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국제인공지능대전’ 개막

79 2019.07.18 내외일보 인공지능의 모든것!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19)' 개최된다!

80 2019.07.18 산업일보 [포토뉴스] 국제인공지능대전, 인공지능 솔루션 생산성↑ 인건비↓ ‘효과’

81 2019.07.18 IT 조선 AI 쇼호스트가 상품 팔고 BTS와는 AR 영상통화를…AI 세상 개막 초읽기

82 2019.07.18 테크월드 대통령을 따라하는 AI, "감쪽같다"

83 2019.07.18 뉴스와이어 머니브레인, AI 인공지능 대통령 공개

84 2019.07.18 전자신문 케이로봇, 국제인공지능대전 참가…서버·DC모터 전시

85 2019.07.18 아웃소싱타임즈 와이즈넛, 국제 인공지능대전 수놓은 AI 챗봇 우수 사례 눈길

86 2019.07.18 디지털데일리 와이즈넛, 국제 인공지능대전서 인공지능 챗봇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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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홍보결과

■ 주요 기사 리스트

[네이버/구글 검색기준]

NO 발행일 매체명 제목

87 2019.07.18 이뉴스투데이 와이즈넛, 국내 최다 AI챗봇 사례 선보여

88 2019.07.18 리얼푸드 "음식 사진만 찍으면 영양 분석" AI 푸드렌즈

89 2019.07.18 헬스코리아뉴스 글로벌 시장 신약개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90 2019.07.18 동아일보 얼굴인식 광고 솔루션 체

91 2019.07.18 뉴스웍스 인텔리콘연구소, 국제인공지능 대전서 '계약서 자동분석기' 공개

92 2019.07.18 다아라매거진 [포토뉴스] 국제인공지능대전, 인공지능 솔루션 생산성↑ 인건비↓ ‘효과’

93 2019.07.18 경인일보 [포토]터치하며 배우면 재미있는 공부

94 2019.07.18 코딩월드뉴스 인피닉,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19)에서 핵심 기술 공개

95 2019.07.18 G밸리뉴스 인피닉,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참가

96 2019.07.18 여행레저신문 머니브레인, AI 인공지능 대통령 공개

97 2019.07.18 패션저널 인공지능 한눈에, ‘국제인공지능대전’ 개막

98 2019.07.18 로봇기술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 반영 '성황'

99 2019.07.19 IT 조선 AI 만난 가상 피팅 서비스 봇물…빅데이터 확보는 '숙제'

100 2019.07.19 현대건강신문 [사진] AI 영역 ‘치매-미세먼지’ 분석에도 접목...국제인공지능대전

101 2019.07.19 문화일보 “딥러닝은 시작 불과… 5년후 핵심될 AI기술에 투자해야”

102 2019.07.19 시사앤라이프 머니브레인,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합성한 문재인 대통령 연설 영상 공개

103 2019.07.19 지디넷코리아 "첨단 육군 AI 예산 280억 반영 시급"

104 2019.07.19 화산미디어 와이즈넛, AI 엑스포서 다양한 인공지능 챗봇 사례 선봬

105 2019.07.19 데일리그리드 인피닉, 제 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AI EXPO)서 핵심기술 공개

106 2019.07.19 로봇신문 사진으로 보는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107 2019.07.19 아시아뉴스통신 [AI 대전] 인공지능 변호사 등장

108 2019.07.19 아시아뉴스통신 [AI 대전] 인공지능 청소기 등장

109 2019.07.19 아시아뉴스통신 [AI 대전] 인공지능 제작 ‘문재인 대통령’ 등장

110 2019.07.19 아시아뉴스통신 [AI 대전] 육군교육사, 국방 인공지능 연구개발 정책 공감대 확산

111 2019.07.20 인터뷰 365 [현장]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성료...'AI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112 2019.07.20 뉴스웍스 AI 변호사'가 계약서 분석…위험요소 조기 발견

113 2019.07.21 뉴트리션 인피닉,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핵심 기술 공개

114 2019.07.21 IT Word 와이즈스톤,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서 인공지능 공인시험성적서 소개

115 2019.07.21 IT Daily 와이즈넛, 국제인공지능대전서 AI 챗봇 구현 사례 공유

116 2019.07.21 우먼컨슈머 법률시장에서도 인공지능 맹 활약...인텔리콘연구소 계약서 분석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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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홍보결과

■ 주요 기사 리스트

[네이버/구글 검색기준]

NO 발행일 매체명 제목

117 2019.07.21 IT Daily 와이즈넛, 국제인공지능대전서 AI 챗봇 구현 사례 공유

118 2019.07.22 사이언스타임즈

“인간 눈도 속이는 AI 시대의 미래는?”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AI 혁신 서비스 대거 선봬

119 2019.07.22 프라임경제 [르포]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 'AI 열풍' 현장 가보니…

120 2019.07.22 IT 조선 [인공지능 365] 불붙은 AI 붐 전방위로 확산

121 2019.07.22 코딩월드뉴스 "인공지능, 기업 생존의 선택 아닌 필수 요소"

122 2019.07.22 화산미디어 와이즈스톤, AI 공인시험성적서 선봬

123 2019.07.22 헤럴드경제 음식 사진 찍었더니 영양성분이 쫙~‘당뇨 특화’ 카메라앱

124 2019.07.22 IT Daily 와이즈스톤,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AI 공인시험성적서 소개

125 2019.07.22 전자신문 와이즈스톤, AI 공인시험성적서 서비스 최초 소개…AI산업 경쟁력 기여

126 2019.07.22 뉴스웍스 와이즈스톤, 2019 국제인공지능대전서 인공지능(AI) 공인시험성적서 소개

127 2019.07.22 로봇신문 AI, 기업 생존의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

128 2019.07.23 서울시정일보 머니브레인, AI 인공지능 어디까지 가나?...인공지능 대통령 공개

129 2019.07.23 데일리경제 인공지능협회 주최 '산업지능화 스타트업 경진대회, 결선 12개팀 수상'

130 2019.07.23 더시그널뉴스 산학연 ‘산업지능화’ 한 목소리 발표자 12명, 300명 참관 성황

131 2019.07.23 라이프인 AI, 기업 생존의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AI Expo Summit 2019' 성황리 종료

132 2019.07.23 코딩월드뉴스

캠브리지컨설턴트 마일즈 업튼 박사 "성공적인 AI 구현 위해 모멘텀·역량 구축 위한

장기 투자해야"

133 2019.07.23 이투데이 엑셈, ‘AI EXPO KOREA 2019’ 전시 성료

134 2019.07.23 아웃소싱타임즈 제1회 인공지능 윤리+교육포럼' 성료..사람중심 AI 발판

135 2019.07.23 굿모닝충청 [동영상] 인공지능 대통령 개발에 국내외 들썩? : : 굿모닝 자막뉴스

136 2019.07.23 업코리아 산학연 ‘산업지능화’ 한 목소리 발표자 12명, 300명 참관 성황

137 2019.07.24 코딩월드뉴스 뜨거운 화두 'AI'…‘국제인공지능대전’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 개최

138 2019.07.24 이뉴스코리아 ‘국제인공지능대전’ 성황리 종료…5개국 127개사 참여

139 2019.07.24 첨단넷 [GIST, AI 트리플 악셀 선도] GIST 창업진흥센터, AI 창업 육성·발굴

140 2019.07.24 휴먼에이드포스트 국제인공지능대전'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

141 2019.07.24 머니투데이 국제인공지능대전, ‘산업지능화 컨퍼런스’ 성료

142 2019.07.24 머니투데이 한국인공지능협회, ‘제1회 인공지능 윤리+교육 포럼' 성료

143 2019.07.24 머니투데이 산업지능화 스타트업 경진대회' 12개 팀 수상

144 2019.07.24 블록체인밸리 AI, 기업 생존의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 ‘AI Expo Summit 2019’ 성황리 종료

145 2019.07.25 한국태권도신문 국제인공지능대전'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

146 2019.07.25 반려동물뉴스 AI 인공지능 문재인 대통령 연설! 진짜 VS 가짜? 머니브레인?

147 2019.07.25 Acrofan Qianze BDAI Technology Debuts in Korea

148 2019.0705 로봇신문 네오사피엔스, 텍스트 음성 변환 인공지능 '타입캐스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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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공식행사

■ 개막식

일 시 2019.07.17.(수) / 09:30

장 소 전시장 입구

참 석 인 사 강도현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병탁 교수[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홍성 회장[(사)지능정보산업협회], 김병훈 회장[(사)한국인공지능협회],

공봉석 회장[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신인호 소장[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

조병관 센터장[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 박일서 센터장[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Black Yeung 대표[Qianze Asset Management], 최용식 대표이사[인공지능신문],

박병호 대표이사[(주)서울메쎄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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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경진대회

■ 산업지능화 스타트업 경진대회

일 시 7월 19일(금) 13:00~17:30

장 소 COEX C홀 내 오픈스테이지/컨퍼런스룸(남) 308호

주 최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 관 한국인공지능협회

시 간 트랙1(전시장내 무대) 트랙2(컨퍼런스룸 308C)

13:00∼13:05 축사 (전시장 내 무대)

13:05∼13:10 (전시장내 무대 축사 후 각 트랙별 장소로 이동)

13:10∼13:25 피디젠 FitCare

13:25∼13:40 나인와트 바이오브레인

13:40∼13:55 4S Mapper 잡쇼퍼

13:55∼14:10 Int-Flow 꿀비

14:10∼14:25 탱커펀드주식회사 보컬마에스트로

14:25~14:40 브레이크타임

14:40∼14:55 빈드컴퍼니 넷온

14:55∼15:10 에이아이 플랫폼 펄스나인

15:10∼15:25 MatEx 미스터마인드

15:25∼15:40 엠로보 딥픽셀

15:40∼15:55 스토리앤브라더스 에버트란

15:55∼16:10 - D-Hive

16:10∼16:40 심사 취합

16:40∼17:00 심사발표 후 시상 (21개 팀 전시장 내 무대 이동)

17:00∼ 폐 회

■ 기상데이터분석 인공지능 활용 창업경진대회

일 시 7월 18일(목) 10:00~17:00

장 소 COEX 3층 컨퍼런스룸 301호

주 최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주 관 한국인공지능협회, Story & Brothers

후 원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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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컨퍼런스/세미나

■ 2019 산업지능화 컨퍼런스 (AI+X)

일 시 7월 17일(수) 10:00~17:00

장 소 COEX C홀 내 오픈스테이지

주 최 한국인공지능협회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사

10:00∼10:15 개 회 식 VIP 초청자

10:15∼10:20 개 회 사

한국인공지능협회

김병훈 이사장

10:20∼10:25 축 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음성합성

10:25∼10:30 격 려 사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음성합성

세션1 AI+X 선순환 전략

10:30∼11:00 [기조강연] 인공지능 산업과 비즈니스

모두의 연구소

정지훈 CVO

11:00∼11:20 광주시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사업

광주과학기술원

공득조 박사

11:20∼11:40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NIPA의 전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석원 팀장

11:40∼12:00

NIA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그리고 산업지능화로의 선순환

한국정보화진흥원

윤억수 팀장

12:00∼13:00 점심 및 전시투어

세션2 AI+X 산업혁신 전략

13:00∼13:30 인공지능과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메디리타

배영우 대표

13:30∼14:00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

트위니

천홍석 대표

14:00∼14:30 인공지능과 에듀테크의 미래

뤼이드

노현빈 수석

14:30∼15:00 인공지능 기반의 핀테크 산업 현황

페르소나

유승재 대표

세션3 AI+X 서비스혁신 전략

15:00∼15:30 경영혁신을 위한 인공지능의 시작점 RPA

명지대학교

강영식 교수

15:30∼16:00

분산 경제와 보상시스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아이콘루프

최지영 이사

16:00∼16:30

번역서비스에서의 집단지성과

인공지능 협업

플리토

이정수 대표

16:30∼17:00

서비스혁신을 위한 요구공학과

인공지능 시스템 테스팅

STA

권원일 대표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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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컨퍼런스/세미나

■ AI/Data Transformation Conference

일 시 7월 17일(수) 10:00~17:00

장 소 COEX 3층 컨퍼런스룸(남) 300호

주 최 (사)지능정보산업협회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사

(1부 AI/Data Transformation Conference: Mega Trend)

09:30∼09:40 10분 AI EXPO 개막식 테이프 커팅

09:40∼09:55 15분 VIP Exhibition tour

10:00∼10:10 10분

Opening Speech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협회장

10:10~10:20 10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10:20~10:30 10분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10:30∼11:00 30분

Keynote speech

실세계 인공지능 : 가상에서 현실로

-서울대 장병탁 교수-

11:00∼11:30 30분

Current global status of AI and Canada

Edmonton’s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Bruce Alton, Founder of A-partners-

(2부 AI/Data Transformation Conference: Business Case)

13:00∼13:05 05분 Introduction of the session 사회자

13:05∼13:25 20분

The 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Connecting AI business with AI research

Dr. Randy Goebel,

Professor & iCORE President,

Computing Science,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13:25~13:35 10분

Edmonton Metropolitan Region -

Linking AI to industries

Perry Eddy, Manager, Business

Development, Edmonton Global

13:35∼14:00 25분 AI and Future Innovation SK텔레콤 AI사업Unit 김연규 PL

14:05~14:30 25분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비즈니스

사례 및 전망

와이즈넛 성장기술연구소

장정훈 이사/연구소장

14:35~15:00 25분

산업특화 AI기술을 통한 지능화:

제조 그리고 에너지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

15:05∼15:30 25분

인공지능기반 상담 컨텍센터 구축사례 및 발전

방향

솔트룩스 김일정 부사장

15:35∼16:00 25분

딥러닝 기반 IoT 센서 솔루션 및 산업용 센

서 포트폴리오

SK플래닛 장석웅 팀장

16:05∼16:30 25분

머신러닝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WiseProphet
TM

위세아이텍 김지혁 연구소장

16:35∼17:00 25분

AI for AI : setting intelligence into

motion

블루웨일 오승택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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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유통 첨단화, 무인화 기술 개발 동향

일 시 7월 17일(수) 13:00~18:00

장 소 COEX 3층 컨퍼런스룸(남) 301호A

주 최 (사)한국산업기술협회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사

13:00~13:50 2020년 무인 키오스크와 인식기술의 융합 현황 및 발전 방향

유니온커뮤니티

백영현 소장

14:00~14:50 AI 기반 무인기의 기술 개발 동향 및 활용방안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세종대학교 송현규 교수

15:00~15:50 AI 기반 스마트 리테일 서비스 동향

유비유넷

조영빈 박사

16:00~16:50 카카오와 인공지능(AI) 결합 비즈니스 활용방안

카카오 대외정책팀

최은필 부장

17:00~17:50

지능형플랫폼 기반 스마트키오스크 및 보이스 봇의

성공사례 소개와 콜센터의 지능화솔루션 소개

엘젠아이씨티

김남현 대표

■ 인공지능 딥러닝 Hands-on Training

일 시 7월 17일(수) 13:00~17:00

장 소 COEX 3층 컨퍼런스룸(남) 301호B

주 최 Intel Korea

시 간 프 로 그 램

13:00~13:30 등록

13:30~17:00

인공지능 Inference and Model Training Hands-on

Intel Korea 이인구 전무

14:00~14:30 환송

■ 구글 클라우드 머신러닝과 인프라

일 시 7월 17일(수) 13:30~17:00

장 소 COEX 3층 컨퍼런스룸(남) 307호

주 최 MEGAZONE Korea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사

14:00~14:45 Google Kubernetes Engine

메가존 구글 클라우드팀

김병훈 팀장

15:00~15:45 Mobile Edge Inference

메가존 구글 클라우드팀

정하성 CTO

16:00~16:45 Google Cloud AutoML

메가존 구글 클라우드팀

안광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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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발주자 초청 세미나

일 시 7월 17일(수) 13:30~17:00

장 소 COEX 3층 컨퍼런스룸(남) 308호

주 최 (사)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사

13:30~13:35 개회식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공봉석 회장

13:35~14:00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14:00~14:30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통합 관제 솔루션

- InterMax Cloud for Kubernetes 사례 –

(주)엑셈

강인규 이사

14:30~15:00

안전분야 예측 시스템 소개

- 고장 예측과 위험 예측 사례 -

위세아이텍

김지혁 연구소장

15:00~15:30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멀티클라우드 시대 데이터 보안 전략

롤텍

남기현 과장

15:30~16:00 딥러닝 머신러닝 환경구축 사례 소개

굿모닝아이텍

박근봉 상무

16:00~16:30

4차 산업혁명 시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과 활용 사례

티쓰리큐

박병훈 대표이사

16:30~17:00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지능형 대민 서비스’ 구축 사례 및 전략

와이즈넛

김분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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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유저 컨퍼런스

일 시 7월 18일(목) 10:00~17:00

장 소 COEX C홀 내 오픈스테이지

주 최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사

10:00∼10:05 개 회 사

한국인공지능협회

김병훈 이사장

10:05~10:25

머니브레인

(AI 인공지능 얼굴 영상합성)

장세영 대표

10:25∼10:45

부자앱 컴퍼니

(인공지능은 어떻게 투자문화를 바꾸고 있는가?)

신주호 대표

10:45∼11:05

엘젠아이씨티

(AI 스마트 키오스크, 음성챗봇, 보이스솔루션)

김남현 대표

11:05∼11:25

뉴로컴즈

(손쉬운 웹인터페이스를탑재하는 다목적인공지능시각센서기기⌜딥러너⌟)

안병익 대표

11:25∼11:45

펄스나인

(Creative AI와 디자인 서비스)

박지은 대표

11:45∼12:05

나인프스

(일반인을 위한 유니버셜 개발 도구, 플랫폼 또이)

김세현 대표

12:05∼13:05 점 심

13:05∼13:55

QIANZE Asset Management Ltd

(Fintech 3.0 – AI Leading the New Financial Revolution)

Blake Yeung

(블레이크 영)

대표

13:55∼14:15

에이아이트릭스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병예측 및 위험관리)

유진규 대표

14:15∼14:35

블루프린트랩

(가상피팅의 현황과 미래)

신승식 대표

14:35∼14:55

딥서치

(금융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Q&A 엔진 딥서치)

김재윤 대표

14:55∼15:05 브레이크

15:05∼15:25

셀렉트스타

(모바일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고품질 AI 학습데이터 수집 및 가공)

조하영 대표

15:25∼15:45

솔루게이트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컨택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요소)

박준호 실장

15:45∼16:05

아틀라스랩스

(한국어 음성인식 솔루션 Zeroth)

Robin Lyu

(로빈 류) 대표

16:05∼16:25

스타핑

(내용기반 이미지 검색과 빅데이터분석, 패션쇼핑 포털 서비스)

강성추 대표

16:25∼16:45

씨사이드 코리아

(데이터레이크 구축과 활용방안)

정진연 대표

16:45∼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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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LAB을 활용한 AI : 머신러닝, 딥러닝부터 강화학습까지

일 시 7월 18일(목) 13:00~17:00

장 소 COEX 3층 컨퍼런스룸(남) 300호

주 최 매스웍스코리아

시 간 프 로 그 램

12:30 등록 확인

13:00~13:50

세션1 : 머신러닝의 이해 및 건전성 예측관리 시스템 개발

• 머신 러닝 워크플로우 소개

• Diagnostic Feature App을 이용한 feature선택 및 자동화

• 건전성 예측 진단 및 잔여수명 예측 방법

13:50~14:00 휴식 시간

14:00~14:50

세션2: 딥러닝과 강화학습

• 딥러닝에서 대화형 툴을 통해 딥러닝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

• 강화학습 소개 및 환경 모델링

• 학습된 신경망의 배포

14:50~15:00 휴식 시간

15:00~15:50

세션3: 영상, 신호 및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AI 개발 워크플로우

• Ground-Truth Labeling 앱을 통한 라벨링 작업 자동화

• Deep Network Designer를 통한 네트워크 아키텍쳐 설계

• GPU, multi-GPU 및 클라우드를 활용한 연산 확장

15:50~16:00 휴식 시간

16:00~16:50

세션4: 임베디드 CPU 및 GPU로의 딥러닝 모델 배포

• 학습시킨 딥러닝 네트워크를 MATLAB 내에서 테스트 및 검증

• GPU Coder™ 및 MATLAB Coder™는 MATLAB 알고리즘으로부터 최적화된 CUDA 및 C/C

++ 코드를 생성

• 생성된 CUDA 및 C/C++ 코드를 크로스 컴파일하여 Jetson 또는 DRIVE, ARM® 및 Intel® 기

반 플랫폼에 배포

14:50~15:00 질의 응답 및 설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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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융합 비즈니스 개발 컨퍼런스

일 시 7월 18일(목) 10:00~17:40

장 소 COEX 3층 컨퍼런스룸(남) 307/308호

주 최 첨단, Hello T

시 간 프 로 그 램

트랙1 - AI 융합 기술 트랙2 - AI 융합 비즈니스 모델

10:00 ~ 10:40

[Keynote 1]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구글 클라우드 활용

전략

(구글코리아 양승도 Head of Customer

Engineering)

[Keynote 1]

AI 기술을 적용한 미래 도시의 발전

(한국IDC 김경민 수석 연구원)

10:40 ~ 11:20

“왜 적응형 하드웨어가 AI 추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가?”

(정웅 자일링스 코리아 부장)

뷰티테크 시장에서의 AI 기술 응용 가능성

(Cambridge Consultants Edward

Brunner)

11:20 ~ 12:00

비즈니스에서의 AI 활용 방안 및 사례

(레노버 권재환 부장)

AI 서비스 수익창출과 확산을 위한 효과적

라이선싱 전략

(탈레스 이종영 부장)

12:00 ~ 12:30

안면 인식 기술 기반 AI 솔루션

"센스타임(SenseTime)"

(한컴MDS 김주원 차장)

AI는 의료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 현재와

미래

(AITRICS 유진규 대표)

12:30 ~ 14:00 Lunch Time

14:00 ~ 14:40

[Keynote 2]

AI/Analytics 기반 스마트제조 적용 현황과

기술적 한계

(삼성SDS 주민식 공학박사)

[Keynote 2]

AI 기반의 산업 혁신: 중국 시장 트렌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조성범 대표)

14:40 ~ 15:20

[Keynote 3]

자율주행차와 AI 기술의 융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지능로보틱스 연구

본부장)

증강분석, 미래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하는

방법

(PTC코리아 서창교 매니저)

15:20 ~ 16:00

미래 자동화 관점에서의 AI 발전 방향 및 사례

(지멘스 최유순 팀장)

AI 기반 초개인화(Hyper Personalization)

구현을 통한

E-커머스의 혁신 (사례 제공)

(루시드웍스 권오헌 지사장)

16:00 ~ 16:20 Break Time

16:20 ~ 17:00

AI를 활용한 IT 운영 지능화 방법과 그 사례

(엑셈 AI사업본부 김철우 이사)

Intelligent Workflow and Automation

업무 자동화를 위한 RPA+AI 연계기술 및

사례소개

(IBM 강대우 부장)

17:00 ~ 17:40

산업기계 장비에 적용되는 AI 기술 및 사례

(한국기계연구원 이민영 선임연구원)

AI 기반 자율주행운반차는

어떻게 물류 산업을 뒤바꾸고 있는가?

(테크플로어 강석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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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EXPO KOREA SUMMIT

일 시 7월 19일(금) 09:30~17:00

장 소 COEX 4층 컨퍼런스룸 401호

주 최 인공지능신문, 테크데일리

시 간 구 분 프 로 그 램 연 사

09:30~10:00 컨퍼런스 등록

10:00~10:30 Keynote 1

‘누가 우유 상자를 훔쳤을까 ? - 일상 속의

AI use case’

한국IBM

Senior Certified IT

Specialist

Cognitive Systems

유부선 상무

10:30~11:00 Keynote 2 공간속의 인공지능과 미래

KT

AI사업단

임채환 상무

11:00~11:10 Coffee break

11:10~11:40 Keynote 4

AI 기반의 기업 IT/OT 통합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키아 네트웍스

최성남 실장

11:40~12:10 Keynote 5

AI-Proof of Concept(AI-개념증명):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 상용화에 도달하는 방법

캠브리지 컨설턴트

아시아 지역 총괄 책임자

마일즈 업튼

(Miles Upton) 박사

12:10~13:20

Lunch &AI EXPO KOREA 2019 참관

*서밋 참가자는 전시 참관 하실 수 있습니다.

13:20~13:50 AI Legal Tech 법률 인공지능과 리걸테크의 세계

인텔리콘

임영익 대표/변호사

13:50~14:20 AI Security

세계를 선도하는 사이버 AI : 작은 관점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큰 변화

다크트레이스 코리아

주진현 수석

14:20~14:35 Coffee break

14:35~15:05

AI Platform

빅데이터 분석 최적화를 위한 full AI

workload

인텔

이주석 전무

15:05~15:35

AI Platform RAPIDS – GPU accelerated

E2E pipeline sw stack for Data

엔비디아

이상문 전무

15:35~15:50 Coffee Break

15:50~16:20

AI

Application

AI 스마트키오스크 및 AI음성의 혁신솔루션

엘젠ICT

김남현 대표

16:20~16:50

미래 기업경쟁력 'RPAI(RPA+AI)'에서 찾아라:

AI로 무장한 RPA 시대가 온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지승헌 이사

16:50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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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컨퍼런스/세미나

■ 인공지능 윤리와 교육, 협업, 그리고 거버넌스시스템 구축

일 시 7월 19일(금) 13:00~17:00

장 소 COEX 3층 컨퍼런스룸(남) 301호

주 최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사

13:10∼13:20

개 회 사

발표자, 패널소개 및 진행절차 안내

한국인공지능협회

김병훈 이사장

제 1 부 - AI 윤리포럼

13:15∼13:30

주제 발표

AI윤리와 교육 그리고 가버넌스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콘텐츠LAB

안종훈 박사

13:30∼13:50 발제 #1 : 지능형 맞춤학습 서비스 구축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본부장

13:50∼14:10

발제 #2 :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윤리와 기술적

구현 동향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

14:10∼14:30 발제 #3 :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 : 합리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카카오 대외정책팀

김대원 이사

커피 브레이크

제 2 부 - 토의 진행

14:50∼16:00

토론 및 제안

김진숙 본부장, 김명주 교수, 김대원 이사, 박균열 교수, 김봉제

연구교수, 임영기 대표, 김태영 이사

좌장 안종훈 박사

패널 7인

제 3 부 - 결과물 발표

16:00∼16:30

1. 대한민국 AI 기업을 위한 윤리+협업 공동선언문 발표

2. 대한민국 AI 윤리+교육 학회 결성 발표

한국인공지능협회

폐회 및 다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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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전시부스 배치도

■ 전시부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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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참가업체 리스트

■ 참가업체 리스트
<가나다순>

NO

부스

번호

업체명 홈페이지 전시품목

1 332 광주과학기술원 www.gist.ac.kr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2 330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gwangju

　특화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육성 사업

3 107 ㈜깃플 www.gitple.io 깃플, 채팅상담 컨택센터

4 341 주식회사 꿀비 www.ggulb.net

자연어 처리 기반 유전자 관련 논문 정보 구축

자동 시스템 '퀀텀'

5 133 주식회사 나인와트 www.ninewatt.com 건물에너지 절감 AI플랫폼

6 510 날비컴퍼니 www.nalbi.ai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7 510 네오사피엔스 주식회사 www.neosapience.com 인공지능 음성 컨텐츠 서비스

8 711 넥스트에이오아이 www.nextaoi.com MESEN

9 217 ㈜넷비젼텔레콤 www.netvisiontel.com

Networking, Mobile Network, Security

Solutions

10 125 ㈜넷솔루션 www.netsolution.co.kr AI 드론

11 430 주식회사 넷온 www.neton.co.kr 　안면인식 무인 시스템

12 227 노매드커넥션 www.nomadconnection.com

다빈치플랫폼(AI 통합 솔루션) / DAVinCI

PLATFORM(AI Integration solution)

13 314 ㈜노타 www.nota.ai

온디바이스 AI (On-device AI: 스마트폰 및 소형

IoT 기기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14 709 ㈜뉴로컴즈 www.neurocoms.com 딥러닝 영상 인식 모듈 딥러너(Deep Runner)

15 600 다크트레이스 코리아 www.darktrace.com 　사이버 인공지능

16 500 대보정보통신㈜ www.dbcs.co.kr DGX-1V, DGX Station, Tesla etc

17 316 인공지능 밥캣-부모님지킴이 www.thevinecorp.com 　인공지능 부모님 지킴이

18 723 ㈜데브언리밋 www.devunlimit.com ChoomChoom

19 327 ㈜ 두잉랩 www.doinglab.com 푸드렌즈(FoodLens), 다이어트 카메라 AI

20 340 주식회사 디하이브 www.dhive.co.kr 드론/무인드론기

21 510 주식회사 딥네츄럴 www.deepnatural.ai Deepnatural AI

22 510 주식회사 딥메디 www.deep-medi.com

카메라를 이용한 인공지능기반 건강정보 측정

솔루션

23 719 딥서치 www.deepsearch.com 딥서치 애널리틱스(DeepSearch Analytics)

24 434 주식회사 딥픽셀 www.deepixel.xyz AR 커머스를 위한 가상 착용 기술

25 317 주식회사 레인보우브레인 www.rbrain.co.kr 　Robotic Process Automation

26 611 주식회사 루닛 www.lunit.io 루닛 인사이트 (Lunit INSIGHT)

27 306 주식회사 마인즈랩 www.mindslab.ai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28 207 주식회사 마키나락스 www.makinarocks.ai 　AI 서비스 및 솔루션

29 436 주식회사 매텍스 　ㅡ 　스타트업

30 604 머니브레인 www.moneybrain.ai 인공지능 뉴스 앵커

31 610 메가존(주) www.mz.co.kr 챗봇, 빅데이터

32 510 주식회사 모두의연구소 www.modulabs.co.kr 딥러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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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참가업체 리스트

■ 참가업체 리스트
<가나다순>

NO

부스

번호

업체명 홈페이지 전시품목

33 307 몬드리안에이아이 주식회사 www.mondrian.ai 　인공지능/머신러닝, 데이터분석, 데이터 시각화

34 710 ㈜미디어그룹사람과숲 www.humanf.co.kr 　한국형 사물 이미지 AI데이터 구축

35 337 미스터마인드 주식회사 www.mindmap.ai AI 캡슐 플랫폼 사업

36 237 주식회사 바이오브레인 www.biobrain.co.kr

　developing bio-signal analysis technologies,

product and consulting research projects and

preparing next generation Health Monitoring

Products

37 233 보컬마에스트로 www.cdss.co.kr 스타트업　

38 713 ㈜ 부자앱컴퍼니 www.boozaapp.com 거장들의 투자공식, 핫스탁코리아

39 201 에이모 www.aimmo.co.kr AIMMO 서비스

40 717 주식회사 블루프린트랩 www.blueprint-lab.com V2

41 333 빈드 컴퍼니 　ㅡ 인간의 감정마저 전해주는 AI 음악

42 625 삼일회계법인 www.pwc.com/kr 　기업컨설팅

43 715 셀렉트스타㈜ www.selectstar.ai AI 학습데이터 수집 및 가공 서비스

44 703 주식회사 솔루게이트 www.solugate.com 지식기반 성문인증

45 204 ㈜솔트룩스 www.saltlux.com Saltlux AI Suite

46 716 주식회사 솔트룩스파트너스 www.mobico.com 트랜스위즈

47 714 주식회사 스위트케이 www.sweetk.co.kr 학습데이터 생성기-사람동작 영상

48 416 주식회사 스칼라웍스 www.scalawox.com

딥러닝 객체인식/지능형 솔루션, 데이터/장애 분석

및 예측 솔루션

49 222 스캐넷체인 www.scanetchain.io

증강현실을 접목시킨 최초의 상용화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스캐넷체인

(브랜드앱: 인사이트,InXight)

50 707 주식회사 스타핑 www.staping.co.kr 이미지검색 및 모바일 패션쇼핑 포털 - 스타핑

51 131

사피언스-스토리앤브라더스

㈜

www.sapienstean.com 사피언스

52 105 심심이 주식회사 www.simsimi.kr 말동무 심심이

53 510 ㈜씨앤에이아이 www.cnai.kr 스마트 AI 컨텍센터 솔루션 및 서비스

54 215 ㈜아군 www.argoon.net 　머신러닝, 딥러닝

55 510 주식회사 아스크스토리 www.askstorygroup.com 인공지능 솔루션 Ask Engine

56 606 주식회사 아임클라우드 www.imcloud.co.kr 인공지능 챗봇 솔루션 '에디(Addie)'

57 617 ㈜아크릴 www.iacryl.com AI 학습용 멀티모달 영상 데이터 및 시범서비스

58 725 아트케이오스모스 www.artchaosmos.com AI 조수, 반려

59 705 아틀라스랩스 www.atlaslabs.ai 음성인식 솔루션 Zeroth Enterprise

60 721 주식회사 알체라 www.alcherainc.com 인공지능 기반 얼굴분석 기술

61 510 알틱스 　ㅡ

딥러닝기반 조직적합성검사 - 장기이식 검사

솔루션

62 510 양재R&CD혁신허브 www.yangjaehub.com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재 양성 및 특화기업 육성

63 232 주식회사 에버트란 www.evertran.com 　인공지능 빅데이터기반 번역 플랫폼

64 400 SK텔레콤 www.sktelecom.com AI 스피커, AI 솔루션, Io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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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19 참가업체 리스트

■ 참가업체 리스트

<가나다순>

NO

부스

번호

업체명 홈페이지 전시품목

65 218 ㈜에이아이트릭스 www.aitrics.com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예측 솔루션인

바이탈케어(VitalCare)와 리스크케어(RiskCare)

66 235 주식회사 에이아이플랫폼 www.aiplatform.co.kr 　인공지능응용플랫폼

67 517 ㈜엑셈 www.ex-em.com

EXEM AIOps, InterMax Cloud, DataRobot,

KNIME

68 510 주식회사 엘렉시 www.ellexi.com 필로지'딥러닝 기반 이상패턴 감지 서비스

69 310 ㈜엘젠아이씨티 www.elgen.co.kr 인공지능 플랫폼 WIX-MIND

70 623 ㈜엘지 씨앤에스 www.lgcns.com LG CNS AI 서비스

71 331 (주)엠로보 www.m-robo.co Money-Robo

72 304 엠아이큐브솔루션 주식회사 www.micube.co.kr 　AI 솔루션

73 100 ㈜엠에스코리아-터치윙 www.mskorea21.com 터치테이블

74 619 주식회사 엠폴시스템 www.mpole.co.kr 쎈티오

75 300 주식회사 와이즈넛 www.wisenut.com 와이즈아이챗, 와이즈아이데스크

76 627 ㈜와이즈스톤 wisestone.kr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험성적서

77 203 주식회사 원더플플랫폼 www.1thefull.com 빈큐, 옥토스, 엘프, 나노

78 406 ㈜위세아이텍 www.wise.co.kr 와이즈프로핏

79 501

육균교육사령부

인공지능ㆍ드론봇센터

www.tradoc.mil.kr 육군 인공지능 비전 및 인프라 구축방향

80 205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www.estsoft.co.kr A.I. 가상피팅 + 맞춤추천 기술(글래스파인더)

81 319

㈜인실리코&다쏘시스템코리

아 BIOVIA

www.insilico.co.kr DASSAULT SYSTEMES BIOVIA Solution

82 511 인텔리콘연구소 www.intellicon.co.kr 인공지능 변호사 3.0

83 524 주식회사 인텔 코리아

www.intel.co.kr/content/www/kr/k

o

스마트시티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84 334 인트플로우 - 스타트업

85 410 주식회사 인피닉 www.infiniq.net 인공지능 데이터 서비스(AI Data Service)

86 724 사단법인 일본인공지능협회 - 일본 인공지능 협회

87 342 주식회사 잡쇼퍼 www.majormap.net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대학입시 서비스

메이저맵(Majormap)

88 325 주식회사 제오시스 www.zeosis.com

비콘을 이용한 제품 및 빅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솔루션

89 224 주식회사 증강지능 www.augmentedk.com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증강현실 플랫폼

90 504 ㈜진코퍼레이션 www.zin.co.kr 　공급망 관리 솔루션

91 618 ㈜칩스앤미디어 www.chipsnmedia.com

deep learning 기반의 object detection 및

application

92 510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 www.ki4ai.kaist.ac.kr 감성대화 에이전트

93 103 주식회사 커넥트닷 www.roboreport.co.kr 로보리포트(부동산 인공지능 분석 서비스)

94 104 ㈜케이로봇 www.k-robot.com 　인공지능 로봇

95 200 ㈜코난테크놀로지 www.konantech.com 코난봇

96 613 주식회사 키니앤파트너스 www.thekiny.com 한국어 글자체 이미지 AI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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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리스트

<가나다순>

NO

부스

번호

업체명 홈페이지 전시품목

97 336 탱커펀드 주식회사 www.tanker.fund 자산관리, 투자 솔루션

98 712 ㈜ 테스트웍스 www.testworks.co.kr 　인도보행영상 AI데이터 구축

99 225 주식회사 테크플로어 www.techfloor.co.kr 　자율주행로봇

100 701 주식회사 텐스페이스 www.tenspace.co.kr AI 소셜 분석 평가 솔루션, ASTER879

101 101 트러스트팜모바일 주식회사 www.trustfarm.io T포저, FPGA card, 영상재생, 엔코딩, 트랜스코딩

102 505 주식회사 트윔 www.twim21.com Deeaplearing Vision Solution

103 326 티쓰리큐 주식회사 www.t3q.com T3Q.ai를 만나면 인공지능이 엑셀처럼 쉬워진다

104 335 펄스나인 주식회사 www.pulse9studio.com 　SW 테스트 및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

105 704 ㈜퓨리움 www.purium.kr 　스마트 공기청정기기

106 122 주식회사 퓨처쉐이퍼스 www.futureshapers.co.kr 3D LED 홀로그램(하이퍼비전)

107 432 주식회사 피디젠 www.pdxen.com

정밀의료를 위한 딥러닝기반 시계열 다중의료데이터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질환 진행 및 예측 서비스

108 242 핏케어 www.fb.me/fitcare.kr

핏케어 무산소 운동 자동기록 웨어러블 장비 및

개인 맞춤형 운동일지 앱

109 223 ㈜ 하스퍼 www.harsper.co.kr Mempire MG140-G1 외

110 622 한국 IBM www.ibm.com/kr-ko AI Solution, Infra etc.

111 7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www.kist.re.kr

한국 과학기술연구 견인 및 구각 발전의 중심축

역할 수행

112 726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 www.koraia.org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 지식의 확산과

융합에 기여

113 6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딥러닝 HPC 기반 고속 분산처리 기술

114 615 한국정보화진흥원 www.nia.or.kr 국가 CTO와 CIO 역할을 수행하는 서포트 타워

115 322

한국중소ICT기업해외진출협

동조합

www.kosmic.or.kr 한국 중소ICT기업 해외진출 지원

116 323

주식회사

한국플랫폼서비스기술

www.kpst.co.kr

DEEPSDK ( On Device Deep learning 을 위한

솔루션 및 Edge device 샘플 )

117 422 ㈜한컴MDS www.hancommds.com 스플렁크, 다타이쿠, 엔비디아, 센스타임

118 722 펄핏 www.perfitt.io 발 측정 디바이스 펄핏 알

119 230 4S Mapper www.4SMapper.com 카프리, CfSM (Car-free Street Mapping)

120 210

Brno University of

Technology

www.vutbr.cz/en/ Brno University of Technology

121 216 COGNIWARE, s.r.o. www.cogniware.com Investigation, Sensitive Data Protection etc.

122 210

Czech Invest / Czech

Trade

www.czechinvest.org Czech Trade Invest

123 426

DATATANG

TECHNOLOGY CO.,LTD

www.datatang.com AI Big Data

124 214 Iterait www.iterait.com Healthcare, Manufacturing etc.

125 212

NeuronSW Ltd. - Czech

branch, Odstephny

zavod

www.neuronsw.com

developed a diagnostic technology for early

detection of broken machines

126 700

QianZe Asset

Management Ltd.

www.qzinvest.com AI 금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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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echfloor.co.kr/
http://www.tenspace.co.kr/
http://www.t3q.com/
http://www.pdxen.com/
http://www.harsper.co.kr/
http://www.ibm.com/kr-ko
http://www.kpst.co.kr/
http://www.hancommds.com/
http://www.4smapper.com/
http://www.czechinve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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