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행사일정 (1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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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1. 행사일정(1월~6월)
01. 행사일정 (1월~6월)
사업명

일시

장소

소개

CES 리뷰 콘서트(3회)

1.17

코엑스
Hall E
인터컨티네네탈
서울 코엑스

참관객 200명 내외, CES 2020 주요 이슈 리뷰 및 국내 적
용 방안 모색하기 위한 콘퍼런스
참관객 500명 규모, CIO/CISO 및 IT 담당자에게 인사이트
제공하는 ICT 대규모 콘퍼런스
참관객 300명 내외
2019년 IT시장 전망 콘퍼런스
참관객 300명 내외, 지불결제 시장 내 최신 이슈를 공유하는
콘퍼런스
퀀텀 컴퓨팅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 전망
상용화 과제와 기술수준, 시장 선점경쟁과 유망사업
참관객 200명 내외, 일정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상품, 서비
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 최신 흐름 및 적용 비즈니스 소개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동시행사로, 차세대 에너지 이슈
발표 및 토론
참관객 1,000명 내외, 참가기업 30개 이상
공공정보화 시장 내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기업과 공공 부문
정보화 담당자들간 비즈니스 매칭 콘퍼런스 & 전시
참관객 300명 규모(참관객 90%이상 금융권 )
금융 시장 내 새로운 이슈를 공유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콘퍼런스
참관객 10만명 내외, 국내 최대의 ICT 종합 전시회
AI, 5G, 스마트카 등 글로벌 이슈 기술/제품 전시
참가사 400개사 1,500부스
참관객 300명 내외
ICT 각 분야별 글로벌 트렌드 분석 및 발전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콘퍼런스
중국 현지 방문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미팅
화웨이 등 중국 5G 대표기업 주요시설 방문
글로벌 사업담당 임원 및 실무진과 사업 상담
참관객 400명 내외, 인공지능과 로봇 시장 내 최신 동향바탕
으로 산업별 적용 비즈니스 사례공유 콘퍼런스&전시
참관객 300명 내외, ICT와 농축산물과의 만남, 스마트 농업
시대의 선진 디지털 팜 사례연구 및 한국 스마트 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콘퍼런스
스마트 모빌리티 관계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을 동반한 주행체험의 모빌리티 축제
인천지역 산업을 대상으로 ICT산업의 접목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제공의 컨퍼런스

CIO SUMMIT 2019(10회)

2.20

IT메가비전 (11회)

2.13

코엑스 그랜드볼룸

All Payment conference(7
회)

3월

코엑스

AI시대, 퀀텀 컴퓨팅

3월

코엑스

구독경제 콘퍼런스(1회)

3월

포스코역삼타워

국제 에너지콘퍼런스

4월

제주 컨벤션센터

공공솔루션마켓
(15회, 상반기)

4월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호텔

스마트금융 콘퍼런스
(11회)

4월 / 11월

여의도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

월드 IT Show 2020

5.6~8

코엑스

글로벌 ICT 트렌드 인사이트

5.7

코엑스 Hall E

한중5G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5월

중국 심천

AI & Robot Summit(3회)

5월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호텔

디지털 팜 전략 콘퍼런스

5월

코엑스(예정)

퍼스널 모빌리티 페어 2020

6월

미정

ICT 혁신콘퍼런스 (2회)

6월

송도 컨벤신아

공공컴퓨팅마켓(2회)

6월

미정

제조 산업혁신전략 콘퍼런스

6월

코엑스(예정)

CES 아시아 참관 및
중국 ICT체험단

6월

중국 상해

참관객 500명 내외, 공공 컴퓨팅 장비 시장 내 최신 동향 및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컴퓨팅 장비, 데이터센터 소개
기업과 공공부문 정보화담당자간 비즈니스매칭
참관객 300명 내외, 제조업 디지털 전환 및 성장 전략을
제시 하는 콘퍼런스
참관객 300명 내외, 4차 산업혁명 전문가 ‘KAIST 이경상
교수’와 함께 CES Asia 2020 참관 및 중국 선진 ICT기술
체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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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사일정(7월~12월)
01. 행사일정
행사일정(7월~12월)
(1월~6월)
사업명

일시

장소

소개

세계원자력&방사선 엑스포

7. 8~10

코엑스

대한민국 원자력의 안전 운용을 알리는 전시회&콘퍼런스

스마트시티 글로벌 서밋 2020

7월

코엑스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트렌드 컨퍼런스
국내외 스마트시티 추진사례와 비즈니스 기회

제10회 특허전쟁

7월

코엑스

참관객 300명 내외, IP시장 내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중소
기업의 성공적인 IP 비즈니스 전략 소개
콘퍼런스 & 쇼케이스(특허청 공동주관)

OPAL Concert 2020

8월

코엑스 또는
상공회의소(예정)

디지털비즈니스전략포럼

9월

쉐라톤
디지털 비즈니스의 중심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울디큐브시티호텔 등을 중심으로 한 전략 포럼

Innovation Solution Day
2020

9월

기업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쉐라톤
도입 전략 및 사례 발표 콘퍼런스
서울디큐브시티호텔
(정보산업연합회 공동주관)

Enterprise 2020(1회)

9월

미정

글로벌 게임 챌린지
(3회)

10월

코엑스(예정)

전국 게임관련 대학, 학교기관 합동 전시회
인디게임, 게임스타트업 페스티벌

글로벌 소재테크페어 (8회)

10월

코엑스(예정)

국내외 대표 소재, 부품기업의 성공전략과 글로벌기업의 소
재·부품 산업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Better Software Testing
Conference(6회)

10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콘퍼런스

10월

미정

참관객 300명 내외,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위한 콘퍼런스 및 전시

공공솔루션마켓(16회)

11월

미정

참관객 1,000명 내외, 참가기업 30개 이상
공공정보화 시장 내 최신 이슈를 공유, 기업과 공공 부문 정
보화 담당자들간 비즈니스 매칭, 콘퍼런스 & 전시 & 시상식

Tech-Biz Korea 2020

11.5~6

코엑스 아셈볼룸

출연연 및 특성화 대학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매칭 상담 및
전시/설명세미나 등 종합행사

소프트웨이브 2020
(5회)

12월

코엑스

CXO세미나(연중)

연중

서울시내 호텔

오팔 세대만을 위한 프리미엄 토크 콘서트 : 초고령화 사회
의 대한민국에서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과 베이
비부머가 제2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를 안내 하는
토크쇼 및 전시회 *OPAL(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참관객 300명 내외, 기업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모바일,
인공지능 관련 주요 기술 및 솔루션 소개

참관객 800명 내외, 국내 외 SW테스팅 시장 내
코엑스그랜드볼룸 최신 이슈 공유하고 각 분야별 SW테스팅 기법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콘퍼런스 & 전시

참관객 2만명 내외, 국내 최초 종합 소프트웨어 기술,
비즈니스 전문전시회
CIO/CISO 초청 세미나(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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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행사문의

김태형 부장
02-2168-9643, gent@etnews.com

김정억 부장
02-2168-9331, jameskim@etnews.com
홍선표 차장
02-2168-9333, sekmaster@etnews.com
성은안 과장
02-2168-9460, nani@etnews.com

김 신 과장
02-2168-9335, shawn@etnews.com

홈페이지 : www.sek.co.kr
www.facebook.com/et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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