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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대한민국 서비스 로봇·드론 기술 선도기업 대표이사
(경유)
제목 한·미 합작 세계최초 순회 전시컨퍼런스 RoboUniverse ＆ K Drone
협조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평안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킨텍스는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최대 컨벤션센터입
니다.
3. 평창올림픽 개막식 드론쇼와 자율주행 로봇 운행에 힘입어 전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
고 있는 대한민국의 서비스로봇, 드론, IoE, 인공지능 분야의 산업 및 시장규모에 맞춰 킨
텍스에서는 전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RoboUniverse & K Drone의 4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본 행사는 세계 최초로 뉴욕, 한국, 도쿄, 샌디에이고 등 7여개 도시를 순회하는 국제 전
시컨퍼런스 행사(Trade Show & Conference)로서, 25개국 약 3만명의 방문객(80%이상이
전문 글로벌 기업의 바이어, 기술제휴 전문가, 기술기업 투자자)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5. 이에 국내업체 및 업계 종사자들의 해외 네트워킹 및 해외 판로 개척 활성화를 위하여
귀 기관 또는 귀 기관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본 행사의 참가 및 홍보를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가. 행사개요
○ 행사명 : RoboUniverse & K Drone
(동시개최 행사 : VR Summit, Inside 3D Printing, Global Sensor Forum, Technoscape)

○ 행사기간 : 2018. 6. 28(목) ~ 6. 30(토), 3일간
○ 행사장소 : KINTEX 2전시장 7, 8홀
○ 주최/주관 : KINTEX, (미국) RisingMedia ※ 공동 주관
나. 행사내용
○ RoboUniverse & K Drone (www.robouniverse.co.kr)
국제 컨퍼런스
- 로봇, 드론, AI, IoE 자율주행 등 관련 세계 동향 및 전망
- 로봇, 드론, 기술관련 글로벌 파트너십, 투자, 전략
- 서비스 로봇의 기술 활용 및 마케팅 사례
(극한작업, 물류, 의족, 의수, 인공지능, 바이오닉)
- 로봇 융복합 기술
(빅데이터, IOT, 마이크로봇, 그래핀 등)
-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코딩

전시회
-

로봇, 드론 등 HW 제조 업체(Robot Maker)
로봇 서비스(개인용, 산업용)
로봇 운영 SW, 시스템, 인공지능
IoT, ICT, 빅데이타, 신소재(그래핀)
나노봇, 소프트봇, 바이오닉 등
의료, 스마트 모빌리티, 외골격 로봇
로봇경진대회, 드론 레이싱, 드론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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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사 특장점
○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25개국 3만명 이상의 로봇, 드론 분야 관계자 참석 예정
○ '17 Asimov VC Tech Showdown 중소기업 투자 대회 이어 올해도 진행예정 (실리콘밸리 VC)
○ 포춘 500대기업, 바이어, 투자자, R&D 전문가, 국제 변리사 등 입증된 전문가들 대거 참가
○ 국내외 로봇, 드론 업체 CEO, R&D 전문가, 세계 주요석학들이 직접 진행하는 전문
Conference
○ 7개국 개최 다른 로보유니버스 행사 참가시 특별할인 제공 (차기행사 : 10월 CEATEC Japan)
라. 협조 요청사항
○ 전시회 부스 참가 (협력사와 Pavilion 구성 참가시 특별할인 제공)
○ 컨퍼런스 연사 추천 (글로벌 리딩 언론사인 PR Newswire 통하여 외신 보도 가능)
○ 협력사 및 고객사 대상 행사 홍보 (무료 입장 초청장 발송 가능)
바. 기타 사항
○ 문의 : RoboUniverse & K Drone 한국 사무국 총괄 송병종 과장
(☎ 031-810-8182, bjsong@kintex.com)

#. 별첨 - '17 RoboUniverse 결과보고서, 쇼가이드, '18 행사 안내서, 참가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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