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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는 
국내 최초/최대/유일  
인공지능 산업 전문 전시회입니다. 
 
모든 참가기업의 최적의 서비스 파트너가 되기 위하여  
AI 산업에 최적화 된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며, 
 
그 성과는 전시회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기업 재 참가 의향 97%, 바이어 만족도 94% 

2018년 국내 최초 개최 이후 8만명 이상의 누적 참관객 DB를 통한 
참가기업 홍보 지원 
 
데이터 수집 및 가공부터 AI+X 융합비즈니스까지 국내 AI 생태계 총망라 
 
IR대회 개최,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자 매칭, 
수요 TOP 100 비즈니스 네트워킹, 국내 유력 바이어 초청 및 매칭 
 
AI솔루션, 모빌리티, 에듀테크 등 AI+X 융합비즈니스까지 아우르는 세미나 개최 
 
기업별 보도자료 무상 배포 (사전-현장-사후 원스톱 홍보 지원) 

2021 참가업체 및 바이어 설문결과 

3 



전시회 개요 

명칭 AI EXPO KOREA 2021 (국제인공지능대전) 

일시 2021.03.24(수)~26(금) / 3일간 

장소 서울 COEX 1층 Hall B 

주최/주관 

후원 

스폰서 

규모 8개국 138개사 187부스 

부대행사 총 26 세션 / 25 IR 피칭 

참관객 수 총 23,263명 (바이어 : 18,544명) 

구분 행사 명 주최/주관 

세미나 

[AI TECH 2021]  
AI 융합 비즈니스 개발 컨퍼런스 2021 

(주)첨단, 헬로티, (주)서울메쎄 

AI EXPO KOREA SUMMIT 
(주)서울메쎄, (사)한국인공지능협
회, 인공지능신문 

[AI+X Conference]  
2021 스마트카미래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사) 

[AI+X Conference]  
에듀클라우드 파트너스 데이 2021 

(주)더에듀클라우드닷컴, 
(주)서울메쎄 

투자 설명회 AI Company Rocket Launcher Day, Season 1 (사)한국인공지능협회 

바이어 상담회 수요기업 TOP 100 비즈니스 네트워킹 
(주)서울메쎄, (사)한국인공지능협
회, 인공지능신문 

부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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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배치도 & 참가기업 리스트_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전시품목 

데이터 마켓 
데이터 수집, 가공, 마이닝, 시각화, 정제, 분석, 모니터링, 저장,  

관리 서비스 및 플랫폼 등 

AI 솔루션 
머신 러닝, 자연어 처리, 딥러닝, 추론·학습기능, 이미지·영상인식, 예측 유지보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AI 플랫폼 등의 AI 솔루션 

AI + X 융합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생산 라인, 산업용 로봇, 산업용 사물 인터넷, 제조, 유통, 물류,  

보안, 모빌리티, 의료, 헬스케어, 교육, 광고 등 AI 융합 비즈니스 

비즈니스 인프라 
AI 칩·부품, 서버, 컴퓨팅, 클라우드, 품질·특허 컨설팅,  

실험·인증·교육·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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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21 참가기업 참가 성과 및 만족도 설문 
<138개사 중 90% 응답> 

45% 

1. 참가 만족도 

만족 
17% 

5
% 

매우 만족 
78% 

2. 각 사 부스 방문 바이어 

3. 재 참가 의향  

100명 이상 
91%  

9
% 
2
% 

7
% 

참가예정 
69% 

긍정적 검토 
28% 

3
% 

20~50명 50~100명  

보통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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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21 참관객 분석 

2. 바이어/일반, 국내/해외 참관객 수 

1. 역대 참관객 수 

3. 일자별 참관객 수 

구분 바이어 일반 

국내 18,493 4,685 

해외 51 34 

총 참관객 23,263 

일자 3.24(수) 3.25(목 3.26(금) 

침관객 6,856 7,166 9,241 

2018
2019

2020
2021

2022(목표) 

14,278 21,321 21,393 23,263 
30,000 

* 2020~2021 코로나19 기간 중 개최하였으나 전년대비 참관객 증가 



업종 비율(%) 

소프트웨어 / 모바일 / 솔루션 24.2 

정부기관 / 공공기관 / 지자체 21.0 

ICT / 통신 10.7 

하드웨어 (반도체 / 칩 등) 6.8 

교육 / 법률 / 컨설팅 5.2 

자동차 / 항공 4.9 

의료 / 헬스케어 / 병원 4.9 

금융 (은행 / 보험 / 증권 등) 4.7 

물류 / 유통 3.0 

보안 2.8 

전기 / 전력 / 에너지 2.4 

건축 / 건설 / 부동산 2.2 

미디어 / 광고 2.0 

엔터테인먼트 / 관광 1.3 

인터넷 / 컴퓨터 / 게임 1.2 

패션 / 미용 / 예술 1.0 

스타트업 1.0 

대학 / 학교 / 학생 0.7 

업종 비율(%) 

개발자 / 프로그래머 23.4 

교수 / 연구원 18.0 

CEO 14.1 

마케팅 / 홍보 7.8 

엔지니어 / 유지보수 관리 7.6 

사무관리 6.8 

CFO / COO / CTO / CPO / CI
O 

5.7 

컨설턴트 4.0 

시설관리 3.8 

전산 / 네트워크 담당 2.4 

구매 / 자재 1.6 

재무 / 재경 1.0 

인사 0.7 

개인정보보호담당 0.5 

CISO 0.4 

기타 2.2 

업종 비율(%)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탐색 40.5 

신규 국내 거래업체 물색 23.8 

업계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15.1 

일반관람 8.8 

세미나/컨퍼런스 참가 6.6 

향후 전시회 참가 검토 1.3 

기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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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PO KOREA 2021 참관객 분석 

3. 참관객  직무  분류 

1. 참관객 관람 목적 2. 참관객  업종 분류 



세션 주제 연사 

1 [Keynote 1] 비즈니스맨을 위한 인공지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성민 교수 

2 [Keynote 2] AI가 만들어가는 모빌리티의 미래 
카카오모빌리티 

김건우 수석이코노미스트 

3 [Keynote 3] AI 상용화 85%의 실패와 데이터 한계의 이해 
삼성SDS 

주민식 공학박사 

4 [Inspection & AI] 스마트팩토리향 인공지능 비전검사 시스템 
트윔 

인공지능연구소장 김재현 

5 
[물류 & AI] Bring AI to warehouse mobility - 인공지능 기술

을 활용한 물류센터 동적자원 관제 기술과 적용 사례 
모션투에이아이 

최용덕 대표 

6 
[스마트제조 & AI] 제철 연속주조 공정에서의 AI 기반의 제조 

경보 시스템 
현대제철 

이정한 책임매니저 

7 
[스마트제조 & AI] 제조업 사례로 보는 딥러닝 적용 한계와 극

복 방안 
라온피플 

추연학 이사 

8 [RPA & AI] AI와 자동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유아이패스 
이봉선 전무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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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 [AI TECH 2021] AI 융합 비즈니스 개발 컨퍼런스 2021 
 

일시 2021.03.24(수) 10:20 ~ 11:00 

장소 COEX 1층 그랜드볼룸 101, 102 

주최/주관 (주)첨단 헬로티, (주)서울메쎄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인공지능신문 

주제 “이번에는 적용 사례만 담았다.” 

세부내용 8개 세션 170여명의 학·연 관계자 

2. 세션 별 주제 및 강연자 



세션 주제 연사 

1 그래프코어: 차세대 AI를 위한 새로운 Scale-Out 기술 

메가존클라우드&그래프코어 
강민우 그래프코어 

한국지사장 
최지웅 그래프코어 

수석엔지니어 

2 SIA의 AI 전략 및 위성영상 분석 솔루션 소개 
(주)에스아이에이 
전태균 대표이사 

3 AI의 활용과 윤리적 접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상무 

4 Python Data Visualization을 위한 Qt for Python 소개 
더큐티컴퍼니 
이병국 부장 
조용준 부장 

5 데이터 인프라 혁신을 위한 화웨이 올플래시 스토리지 
한국화웨이 
김종렬 이사 

6 디지털 휴먼증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종현 박사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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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 AI EXPO KOREA SUMMIT 2021 
 

일시 2021.03.24(수) 10:00 ~ 10:50 

장소 COEX 1층 Hall B 이노베이션룸 

주최/주관 (주)서울메쎄,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인공지능신문 

주제 AI EXPO KOREA 참가기업 AI 기술 & 솔루션 발표 세미나 

세부내용 6개 세션 650여명 AI 산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 

2. 세션 별 주제 및 강연자 



세션 주제 연사 

Session ① 미래차 관련 국내 성장 전략과 글로벌 선도 기업 동향 

1 미래차의 국내외 주요 모빌리티 산업 및 기술 동향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센터장 

2 스마트카와 엣지 컴퓨팅 
인텔코리아 
문종민 이사 

3 
미래차 패러다임 진화의 중심 M.E.C.A(Mobility, 

Electrification, Connectivity, Autonomous) 
현대자동차 

김세훈 책임매니저 

Session ② 스마트카 산업 패러다임 진화와 AI 기술개발 방향성 

4 AI기술(시스템)기반 미래차용 반도체 개발동향과 과제 
SK하이닉스 

심대용 부사장 

5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서의 5G 이동통신 역할 
Ericsson LG 

박동주 Technical Director 

6 미래차(자율주행) 산업에서의 AI 윤리 알고리즘 가이드 
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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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 [AI+X Conference] SmartCar Paradigm Evolution: AI Convergence 

일시 2021. 3. 25(목) 13:00~17:10  

장소 COEX 1층 Hall B 이노베이션룸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스마트카미래포럼 

주제 스마트카와 AI의 융합이 가져올 미래 

세부내용 6개 세션 온/오프라인 400여명 포럼 회원사 및 미래차 산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 

1. 개요 

2. 세션 별 주제 및 강연자 



세션 주제 연사 

1   코트라(KOTRA) 에듀테크 분야 사업 안내 
코트라(KOTRA) 

김희경 차장 

2 AI 수학 교육의 한계 극복. 미래 교육 플렛폼 "CLOG" 
풀이웨이 

박종화 이사 

3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직업의 미래 
메이저맵 

이중훈 대표 

4 내 손 안의 매직, AR 교육 플랫폼 머지큐브 
베스트텍 

강승일 이사 

5 가상얼굴 합성(또는 생성) 기술의 비즈니스 사례와 시사점 
디오비스튜디오 

오제욱 대표 

6 교육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웹 기반 저작도구 XELF 소개 
큐리어드 

신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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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 [AI+X Conference] 에듀클라우드 파트너스 데이 2021 

일시 2021. 3. 26(금) 11:00~16:00  

장소 COEX 1층 Hall B 이노베이션룸 

주최/주관 에듀클라우드, (주)서울메쎄 

주제 인공지능 시대와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에듀테크 정책과 방향을 읽다. 

세부내용 6개 세션 300여명 에듀테크 산업 관련 산·학·연 관계자 

1. 개요 

2. 세션 별 주제 및 강연자 



구분 기업 명 

IR피칭 01 고스트패스 

IR피칭 02 (주)엔쓰리엔클라우드 

IR피칭 03 (주)아이미마인 

IR피칭 04 주식회사 데브언리밋 

IR피칭 05 인포보스 주식회사 

IR피칭 06 딥픽셀 

IR피칭 07 투블럭에이아이 

IR피칭 08 인트플로우(주) 

IR피칭 09 SYSGEAR 

IR피칭 10 주식회사 에이아이플랫폼 

IR피칭 11 넥스트케이 

IR피칭 12 심심이 주식회사 

IR피칭 13 (주)엔티엘헬스케어 

 3월 25일(목) 

구분 기업 명 

IR피칭 14 (주)원더풀플랫폼 

IR피칭 15 (주)펀진 

IR피칭 16 카이어 

IR피칭 17 4S Mapper 

IR피칭 18 지디에프랩 

IR피칭 19 미스터마인드 

IR피칭 20 델타엑스 

IR피칭 21 주식회사 100케이션 

IR피칭 22 N-Glad 

IR피칭 23 지금컴퍼니 

IR피칭 24 주식회사 피디젠 

IR피칭 25 (주)키네틱랩 

 3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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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 AI Company Rocket Launcher Day, Season 1 

일시 2021. 3. 24(수) ~ 25(목), 2일간, 10:00~17:00  

장소 COEX 1층 Hall  B IR룸 

주최/주관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주)서울메쎄, 인공지능신문 

목적 인공지능 전문기업 투자매칭 

세부내용 IR피칭 25개사,  AI 산업 관련 투자자 매칭  

초청 투자자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벤처투자, 하나금융투자, 하나벤처스, NH농협금융 

외 국내 유력 투자사 10개사 

1. 개요 

2. IR 피칭 기업 



단계 운영 내 용 

① 참가기업 소개자료 취합 ∘ 참가기업의 주요기술, 포트폴리오 사무국으로 제출 

② 바이어 발굴 및 초청 
∘ 광고 및 협·단체, 유관 기관 제휴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 
∘ 참가기업 취합 자료 공유 

③ 바이어 상담희망 기업 선택 ∘ 참가기업 소개자료 스터디, 상담 희망 기업 선택 

④ 자율 상담 ∘ 부스 내 및 별도 전용 라운지에서 상담 진행 

상담건별 
A 

매우만족 

B 

만족 

C 

보통 

D 

불만족 

E 

매우불만족 
계 

국내기업 
만족도 

102건 
(14.3%) 

498건 (69.9%) 
103건 

(14.5%) 
9건 

(1.3%) 
0건 
(0%) 

총 712건 
(100.0%) 

바이어 
만족도 

89건 (12.5%) 401건 (56.3%) 196건 (27.5%) 
26건 

(3.7%) 
0건 
(0%) 

총 712건 
(100.0%) 

거래성사 
가능성 

A 

1개월 내 

계약 진행 

B 

심화 미팅 

예정(긍정) 

C 

내부 검토 

후 연락 

D 

관심 있으나 

예정 없음 

E 

무관심 
계 

바이어 의견 34건 (4.8%) 256건 (36.0%) 340건 (47.7%) 
71건 

(10.0%) 
11건 

(1.5%) 
총 712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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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 수요기업 TOP100 비즈니스 네트워킹 
 

일시 2021. 3. 24(수) ~ 26(금), 3일간 

장소 COEX 1층 Hall B 바이어 라운지 

초청바이어 

AWS, CJ, GS 건설, KT, LG화학, SK텔레콤, SK네트워크 사업팀, 기아자동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우건설, 롯데몰, 삼성, 삼성생명, 신한은행, 신영증권, 세비앙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이마트24, 에스오일, 우리은행,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 청호나이스, 풀무원, 

포항제철소, 한화갤러리아, 한진그룹, 한국전력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현대 L&C,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자동차,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로보틱스 외 국내 AI 유력 바이어 TOP 100 (무순위) 

1. 개요 

2. 운영 절차 

3. 상담 결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결과 : 상담건수 : 712건/ 상담액 : 약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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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TOP100 비즈니스 네트워킹 바이어 만족도 설문 
<100개사 중 70% 응답> 

1. 전시회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매우 만족 
71% 

만족 
23% 

6
% 

2. 동종 전시회와 비교하여 AI EXPO KOREA 2021 참가기업 기술 수준 빛 전반적인 평가 

기술 수준과 시장성이 다소 높다 

42%  
대부분 기술 수준이 높고 시장성이 있다 

45% 

보통 
수준이다 

13% 

불만족 
없음 

3.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 

매우 만족 
83% 

만족 
12% 

5
% 

4. 재 참가 의향 

참가 하겠다 
92% 

8
% 

보통 

보통 

잘 모르겠다 



2022 AI EXPO KOREA 2.0 
2022년 4월 13(수)~15(금)  

COEX HALL D  
(브로슈어 키비쥬얼 이미지 활용)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산업인 만큼, 국내 

AI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지나 2022년에는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니즈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5회 AI EXPO KOREA 2022를 통해 국내 

대표 인공지능 기업 브랜드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문의처 

T. 02-2284-0021 /  
E. sales@ai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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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영상 및  
2021 참가기업 영상 

보기 

2021 참가기업 
보도자료 보기 

AI EXPO KOREA 2022 
참가신청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EglTyylWpe975C5GRTqXA/videos
http://www.aiexpo.co.kr/myboard/news
http://www.aiexpo.co.kr/login
http://www.aiexpo.co.kr/myboard/news
https://www.youtube.com/channel/UC-EglTyylWpe975C5GRTqXA/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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