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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 Week in BUSAN
AI KOREA, IT EXPO, CLOUD EXPO 동시 개최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네트워킹의 장
해양, 금융, 물류 등 지역 특화 산업과 AI 기술과의 접목
바이어 상담회, AI기술 매칭 상담회 등 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IT EXPO

AI KOREA

CLOUD EXPO

동남권 최대 규모 IT전시회

국내 최대규모 AI 종합 전시회

국내 유일 클라우드 전문행사

행사명

IT EXPO BUSAN 2021

기

간

2021.9.1.(수)~3.(금)

장

소

벡스코 제2전시장 4홀

주

최

주

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블록체인 특구,
국제금융단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행사명

CLOUD EXPO KOREA 2021

기

간

2021.9.1.(수)~3.(금)

장

소

벡스코 제2전시장 4홀

주

최

주

관

AI 수요자 초청 및 다방면 홍보
Officials,
Researchers

Enterprises

2020년 개최결과
행사개요

성과요약

행사명
2020 K-ICT WEEK in BUSAN
기간/장소 2020. 9. 17.(목) ~ 19.(토) / 온라인·비대면

● 【컨퍼런스】 AI, Cloud 웨비나를 운영하여 3일간 8,632회 조회 달성
● 【상담회】 3일간 470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 5개 기업의 IR피칭 진행

주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틀조선일보

- 해외바이어 상담 470건, 740.4억원 규모 상담 및 MOU 8건 체결

주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벡스코, 전자신문

- IR투자상담회 5개 기업 IR pitching, 1개 기업 LOC(1.5억) 체결

행사내용

【컨퍼런스】 AWC 2020, Conference A, Cloud Conference

● 【부대행사】 온라인 홍보관, 인공지능 윤리대전(일 평균 60명 참여) 개최

【상담회】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IR투자상담회

● 【공동행사】 사이버보안콘퍼런스 2개 트랙 8개 강연, 357명 참여

【부대행사】 온라인 홍보관, 인공지능윤리대전
【공동행사】 2020 사이버보안콘퍼런스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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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시회
기

간

AI EXPO BUSAN 2021
2021. 9. 1.(수) ~ 3.(금)

장

소

벡스코 제2전시장 4홀

주

최

주

관

후

원

규

모

전시회명

100개사 240부스

전시관 안내
AI 기술관

부산 AI 특별관

• 로봇, 가전 등 다양한
AI 제품 전시
• AI 기술 및 솔루션
• VR/AR

AI 교육관

• 부산 전략사업 연계
AI 기술 및 제품 전시
• 스마트시티, 의료, 물류 등

블록체인 특별관

• AI 관련 연구 소개
• 대학, 교육플랫폼
• 진로진학, AI체험 등
•부
 산시교육청(학교)
   
인공지능 교육사례 발표

• 블록체인 특구 연계 전시
• 스마트물류, 관광,
보안, 핀테크 등

스타트업관
• 스타트업 기업 제품 시연
• 벤처투자자 초청

AI 컨퍼런스 & 포럼
행사명

AI World Congress

기

간

2021. 9. 1.(수) ~ 2.(목)

장

소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회의실

주

최

주

관

참가/규모

500명 내외 (AI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인 등)

AWC 2021
AI World Congress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AI for SmartCity”와 “AI for GreenTech” 의 주제로 세션 진행.
(네델란드,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아시아국 등)

AI for SmartCity

AI for GreenTech

│ 1일차 대주제로 기술부문에 집중된 세션 구성
│ 2016년 알파고로 촉발된 AI 기술과 5년이 지난 2021년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비교
│ 5G, Mobility, Digital Health, Smart Manufacturing 등

│ 2일차 대주제로 AI 미래에 대한 방향성 제시 관련 세션으로 구성
│ 기후 재앙으로 인한 글로벌 탄소제로 선언과 AI기술의 발전이 환
경을 생각한 지속성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로 미래 AI 방향성 제시
│ Agri-Tech,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그린 리모델링 등

Day 1 (현재) : AI 테크놀러지 중점 구성

Day 2 (미래) : AI 정책·윤리, 방향 중점

부대행사 및 이벤트

해외 바이어 상담회(온라인)

AI 기술 매칭 상담회

AI 시연 및 IR설명회

네트워킹 및 일반 세미나

•해외 바이어와의

•AI를 활용한 솔루션 관심 기업 대상

•AI 제품 시연을 통한 기술 홍보 및

•참가자 네트워킹 리셉션

  1:1 매칭 상담 기회를 통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전시 참여기업과의

  저변확대 기회 제공

•일반인 대상 AI 강연

  해외 판로 개척 기회 제공

  상담 기회 제공

•지역 ICT펀드 활용 투자유치 기회 제공

•AI 체험행사 등

※ 상기 행사는 코로나 사태 및 주최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대전

2021 사이버보안콘퍼런스

행사명

제2회 인공지능 윤리대전 - Practical AI Ethics

기

간

2021.9.1.(수) ~ 3.(금)

기

간

2021.9.1.(수)~3.(금) 3일간

장

소

제2전시장 3층 회의실 325호~326호

장

소

벡스코 제2전시장 4홀 내 특설홀 (KAIEA TV 유튜브채널 동시생중계)

주행사

주

관

주

최

사이버보안콘퍼런스 4개 트랙 20개 세션

① 세션1 주제 : 부산시 도시비전과 차세대 보안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② 세션2 주제 : AI, 빅데이터 등 최신 IT 환경변화에 따른 보안 강화 기술

① 세션1 주제 : AI 편향성 – AI챗봇, AI알고리즘 등의 편향 원인과 해결 방안
② 세션2 주제 : 딥페이크 – 딥페이크 문제의 주요 이슈 및 해결 방안
③ 세션3 주제 : 자율주행차 – 자율주행차 윤리 사례 및 법적 이슈, 개발 전망

③ 세션3 주제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④ 세션4 주제 : 한국정보보호학회 영남지부 하계 학술논문발표회
부대행사

포럼과 경진대회 시상식

④ 세션4 주제 : 메타버스 – 메타버스 최신 기술과 사례, 윤리적 문제와 이슈

참가신청 안내
조립부스

독립부스

비용
국내
해외
공간
비고

비용
국내
해외
공간
비고

￦1,000,000 / 부스
US$1,000/부스
3m(가로) x 3m(세로) x 2.4m(높이)
인포데스크x1, 라운드테이블x1, 의자x5

※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입니다.

참가신청 방법

￦700,000 / 부스
US$700/부스
3m(가로)x3m(세로)
전시공간만 제공
최소 신청규모 2부스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금액

납부 시기

납부 계좌

계약금

참가비 총액의 50%

참가 신청 후 7일 이내

잔 금

참가비 총액의 50%

2021.07.31까지

부산은행
101-2068-6999-00

참가비 할인
구분
할인율

조기신청 할인

규모 할인

~’21.06.30 까지 신청 시

4부스 이상

20% 할인

10% 할인

문의
AI KOREA 사무국
TEL : 051-740-7401

Fax : 051-740-7559

E-mail : aikorea@bexc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