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발표자료집

②중식권

③전시회 무료관람

④ 기념품 - 블루투스 이어폰

 ※ 기념품은 당일입장 선착순 300명  
     한정,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IoT+Big Data+AI」 기반 공공 · 산업분야별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

2017 사물인터넷 국제 컨퍼런스

2017년 10월 12(목) 09:30 ~ 17:50 / 코엑스 3층 E홀

 프로그램 : 총 39개 주제발표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신청기간 및 등록비

구분/시간 발 표  주 제

공통트랙

09:30~11:40

- 사물인터넷과 확장성 분석이 가져오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현재와 미래 : 로크웰오토메이션 [Mukund, Software Business Manager] 
- 아마존닷컴의 IoT, Big Data, AI활용 사례 및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 Amazon [정우진 이사]

- 삼성전자의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 삼성전자

전문트랙
Track 1 Track 2 Track 3 Track 4

공공 분야의 ICT기반
사업화 사례 분석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ICT기업의 
사업전략

산업분야별 ICT기반
4차산업혁명 대응 사례

AI, IoT관련 기술 · 표준 · 
보안 동향과 이슈

13:00~14:30
Session 1

정부의 IoT정책 및 
실증사업 사례 분석

Session 4
신사업 창출 사례

Session 7
 제조업의 대응 사례

Session 10
기술, 법제도 동향

14:40~16:10
Session 2

공공인프라(교량,물,전기) 
분야의 사례 분석

Session 5
 국내 통신기업

(KT, LGU+, SKT)의 
사업 전략

Session 8
해양플랜트, 물류, 에너지분야

대응 사례

Session 11
IoT 보안과
블록체인 동향

16:20~17:50
Session 3

사회복지, 환경(대기,기상) 
분야의 사례 분석

Session 6
글로벌 ICT기업의
사업 전략

Session 9
건설, 철강, 농업분야

대응 사례

Session 12
IoT 표준화 및
특허 동향

■등록비 납부 방법
  - 사전등록 : 온라인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65-910030-08004 / 예금주:(사) 한국사물인터넷협회)

          ※ 온라인 카드결제는 홈페이지(www.iotkorea.or.kr)에서 가능 / 무통장입금시 계산서 발행
  - 현장등록 : 카드 또는 현금결제(추후 계산서 발행)  

 제공내역  경품추첨 :    추첨 일시 ▶1차 9시20분, 2차 17시50분 / 장소 : E홀

(1인 기준)

구 분 사전등록 (8/7(월)~9/22(금)까지) 현장등록 (10/12(목)) 비  고 (할인안내)

일반
회원사 200,000원 250,000원 - 단체등록 : 20명이상 10% 할인

         (사전등록기간에 한함)
- 사전등록 : 9월 22일(금)까지 

  입금완료자에 한함

비회원사 250,000원 300,000원

학생/공무원 70,000원 100,000원

※ 회원사 기준 : 한국사물인터넷협회(산하 포럼 포함) 회원 소속 임직원 
※ 학생할인은 사전등록 후 학생증 스캔본을 한국사물인터넷협회(E-mail. jhw@kiot.or.kr / Fax. 02-3454-1902)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스마트워치 기어3 2명 애플 에어팟 2명 차량용 공기청정기 2명

(35만원 상당) (25만원 상당) (20만원 상당)

※ 경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iotkorea.or.kr

 국내외 ICT 글로벌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사업전략

 12개 공공 · 산업분야별 4차 산업혁명 대응사례
CJ대한통운, 포스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Amazon, HPE, IBM, KT, LGU+, SKT, Telit, 로크웰오토메이션, 삼성전자, 우버코리아, 인텔 등 
사전등록

9월 22일(금)까지

(현장등록 대비 20~25% 

할인 혜택) 

go ▶전체 프로그램 보기

 신청방법

개인등록 홈페이지(www.iotkorea.or.kr)를 통한 온라인 사전등록 

단체등록
20명 이상 사전등록에 한함
※   단체등록신청서(명단첨부)는 홈페이지 (www.iotkorea.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jhw@kiot.or.kr) 또는 팩스 (02-3454-1902) 송부

다수등록
5명 이상 사전등록에 한함
※   다수등록신청서(명단첨부)는 홈페이지 (www.iotkorea.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jhw@kiot.or.kr) 또는 팩스 (02-3454-1902) 송부

go ▶등록하기

go 
▶단체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go 
▶다수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주관 | 

Tel. 02-3454-1225 / E-mail. iot@kiot.or.kr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사무국

Tel. 02-555-7153  / E-mail. iot@kiot.or.kr

문의처

•전시회 홈페이지(www.iotkorea.or.kr)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시면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현장등록 : 입장료 5,000원)
•사전등록을 하시면 출입증 발급을 위한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7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관람안내

Tel. 070-4892-4708 / E-mail. jhw@kiot.or.kr
문의처

전하원 대리

▶ 사전등록 바로가기

2017년 10월 11(수) ~ 13(금) / 코엑스 1층 B홀 

온라인 무료 사전등록 : ~10월 10일(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