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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번호 업체명 콘텐츠

3로 01 에스리 3D GIS 플랫폼 

3로 03 ㈜동광지엔티 지하시설물 원격탐사 기술 

3로 05 ㈜올포랜드 BIM 기반 입체도시 구축

4로 07 다쏘시스템코리아 디지털트윈 기반 버추얼시티

4로 09 이지스 지하시설물 정밀 통합지도

4로 11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 지형 공간분석 플랫폼

4로 11 유오케이 고정밀 스트리트뷰 솔루션

부스번호 업체명 콘텐츠

1로 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측영상 정밀 처리

1로 02 위프코 홀로그램 공간정보시스템

1로 03 ㈜에스아이아이에스 아리랑 위성영상 공급업체 

1로 04 ㈜유씨에스 빅데이터 기반 모바일 맵핑

1로 05 다비오 실내지도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

1로 06 자이로소프트㈜ 하이브리드 공간 플랫폼

1로 07 ㈜아이지아이에스 항공영상처리 솔루션

1로 0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1로 09 ㈜지구소프트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1로 10 아이씨티웨이㈜ 융합데이터 표준 플랫폼

1로 11 4S Mapper 도로지도 자동제작 시스템

1로 12 ㈜이노팸 인공지능 기반 객체 인식

1로 13 모빌테크 스마트 디바이스 맵핑

1로 14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스마트 센싱 기반 생태계 관리

2로 02 ㈜웨이버스 클라우드 기반 GIS 솔루션

2로 04 ㈜오픈메이트 빅데이터 기반 공간분석 서비스

2로 05 동아상사 3D Scanning

2로 06 ㈜지오포커스 국토위성 활용 영상처리

2로 07 세종측기㈜ UAV기반 정밀측량

2로 09 ㈜동방티씨에스 공간정보 편집 솔루션

3로 02 ㈜지오스토리 자율주행 정밀지도

3로 04 ㈜엔젤스윙 UAV기반 디지털지도 구축

부스번호 업체명 콘텐츠

2로 01 한컴그룹 도시 시뮬레이션 플랫폼

2로 03 (유)호정솔루션 UAV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2로 03 유콘시스템㈜ UAV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4로 01 카카오 카카오맵의 새로운 기능

4로 02 국토지리정보원 2020년 운영예정 국토관측위성

4로 03 지오씨엔아이 IoT 솔루션

4로 05 ㈜신한항업 항공영상 자동 정합 솔루션

5로 02 ㈜지오멕스소프트 최신 CCTV AR 관제 시스템

5로 04 티랩스 세계 최초의 공간 스캐너

5로 06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차원 입체격자 체계 구축

5로 08 가이아쓰리디㈜ 오픈 소스 BIM 플랫폼

5로 10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 기반 교통서비스

부스번호 업체명 콘텐츠

5로 05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 공간정보 활용 AR/VR 콘텐츠

5로 07 ㈜제이토드 생활체육시설 및 활동 공유 플랫폼

5로 09 예간아이티 웹툰용 3D 배경 제공 플랫폼

5로 11 공간의 파티 국내최초 점자 삽입 도시 모형 구축

5로 13
SHANGHAI E-COMPASS 
SCIENCE&TECHNOLOGY CO.,LTD.

자율주행 HD맵

5로 15 Supermap 고해상도 영상기반 지리정보시스템

6로 02 ㈜더원테크 AI 기반 영상인식 판별 솔루션 

6로 04 ㈜마이샵온샵 매장 유휴 시공간 공유 서비스

6로 06 아이데이터㈜ 유동인구DB구축용 무인계수시스템 

6로 08 Vexcel Imaging GmbH 고해상도 융합영상 서비스

6로 10 ㈜다윈테크 디지털트윈 가상현실 프로토타입

6로 12 북한개발연구소 시계열 위성영상 서비스

부스번호 업체명 콘텐츠

5로 01 한양측량시스템 고정밀 위치 측정 HW  

5로 03 ㈜한국톱콘 GPS, GNSS 하드웨어

6로 01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 최신 3D 측위 종합 기기

6로 03 ㈜지오시스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솔루션

6로 05 ㈜코세코 디지털 센서 기반 UAV 

6로 07 ㈜소끼아코리아 세계 최초 위치 자동트래킹 정밀기기

7로 01 헬셀 위성측위 기반 UAV

7로 02 스트리스 초정밀 모바일 맵핑 

7로 03 ㈜이즈소프트 UAV SLAM MMS LiDAR 

7로 04 ㈜동원측량컨설탄트 모바일 라이다 시스템

7로 05 리벤씨 고정밀 3차원 스캐너

7로 06 ㈜고산자 적외선 센서 탑재 UAV

7로 07 인하공업전문대학 공간 3D 프린터

7로 08 ㈜제이와이시스템 무인 측량 시스템

7로 09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 전문 교육 

7로 11 국토부 국토정책과/ LH 청소년 공간정보 교육

7로 13 대구과학대학교 Geo-Car 공간정보 취득 시스템

7로 15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 GIS 거점 전문교육기관 

7로 17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공공데이터 베이스활용 웹/APP 제작

7로 19 지오테크시스템 해양 전문 정밀측량기기

7로 21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디지털맵 서비스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우수 부스 어워즈 투표

엑스포  기간 만나는 전시참가기업 중 

우수 부스를 직접 투표해 보세요!

일 자 8.7(수) ~ 9(금)

시상분야

CS상

우수디자인상

전시기술상

인기부스상

투표자격 스마트국토엑스포 방문자 전원

투표장소
전시장 C홀 앞 키오스크

                                *참관객 전원 소정의 기념품 제공

2020년 스마트국토엑스포 미리 준비하고, 더 혜택 받자

함께 가요 2020 INTERGEO!

부스번호 업체명 콘텐츠

1로 15 창원시 오픈소스 공간정보 플랫폼

1로 16 안양시청 공간정보 행정서비스 개선

1로 18 통계청 통계 지리정보 서비스

1로 20 환경부 공간환경정보 서비스 

1로 22 SBAS 사업단 정밀위성항법시스템

2로 11 충청남도 드론 실시간 중계 시스템

2로 13 성남시청 적외선 센서 카메라 탑재 드론

2로 1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 국토정보 오픈 플랫폼

2로 17 공간정보산업협회 UAV 가상 조종 시뮬레이션

3로 06 서울시청 입체건물정보 기반 버추얼 서울 구축

3로 07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플랫폼

4로 13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방재 3D 홀로그램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존
국내외를 대표하는 디지털트윈 기업 Zone
(3차원 모델링, 지하 공간정보, 시뮬레이션)

· 홀로그램  시연
  디지털트윈으로 구현된 국내 도시를 홀로그램 제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와 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대책 수립 등 체험

· 인터렉티브
  도시조성과정(계획/설계/시공/운영)에 공간정보 활용체험 및 
  세종시 디지털트윈 구축 시스템 체험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 편집, 유통하는 Zone
(GIS tool, 솔루션, 플랫폼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간정보 사업 계획 및 
정책 홍보 zone

국내외 공간정보 스타트업 기업 및 일자리 창출 zone

공간정보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융복합 Zone
(AR/VR, Clould, IoT 등)

정밀한 공간정보 인프라를 생성하는 Zone
(3D Scanner, GPS, UAV 등)

기술융합존

공간정보인프라생성존

공간정보활용존

공공서비스존

공간스타트업존

주요내용 특별대담, 유공자포상, 주제공연 및 개막 세리머니, 초청강연

일      시 2019. 8. 7(수) 10:20~12:00

장      소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

참 석 자  국토교통부 장관, 주관기관 사장, 해외 참가자, 

 전시기업 임직원 및 공간정보 산업관계자 등 800명

주요 존 구성  디지털트윈존, 기술융합존, 공간정보인프라생성존, 공간정보활용존, 

 공공서비스존, 공간스타트업존, 비즈니스 센터

전시품목 4차 산업 기반 미래 융합 기술을 보유한 86개사, 

 187여개 부스 참여

일      시 2019. 8. 7(수)~9(금) 10:00~17:00

장      소 서울 코엑스 3층 전시장 C 1,2홀

세션구성  컨퍼런스, 기술세션, 정책세션, 학술세션

참여기관 18개 기관, 30개 컨퍼런스 진행 예정

일      시 2019. 8. 7(수)~9(금) 

장      소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프로그램 글로벌 쇼케이스, 비즈니스 미팅·컨설팅, 

 라운드테이블 회의

일      시 2019. 8. 7(수)~9(금) 

장      소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프로그램 쇼케이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창업지원, 취업지원), 

 참여자 맞춤형 전시 투어(도슨트 운영)

일      시 2019. 8. 7(수)~9(금) 

장      소 서울 코엑스 3층 전시장 C 1,2홀,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글로벌 
프로그램

비즈니스 
프로그램

컨퍼런스

전시

개막행사 

공간정보 기술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미래의 가치

시간 내 용

10:20 ~ 10:50 특 별 대 담

11:00 ~ 11:30 개 막 식

11:30 ~ 12:00 초 청 강 연

행사안내

특별대담

초청강연

일   시    2019. 8. 7(수), 10:20~12:00

장   소    코엑스 오디토리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주관기관 사장, 전시참여기업 임직원 및 

              국내외 공간정보 산업관계자 등 800명 

일   시    2019. 8. 7 (수) 11:30~11:45 

장   소    코엑스 오디토리움

일   시    2019. 8. 7 (수) 11:45~12:00  

장   소    코엑스 오디토리움

주  제 :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융합
내  용 :  공간정보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 및 국내 공공분야 대표들이 '공간정보의 연계융합'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메시지 제시

“5G Now is Reality”  - 5G 구축방향 등 미래분야 융합 -

“초융합 세션”   

패널 │

카이스트
김대영 교수

김병석 상무  │KT 네트워크 차세대 기술팀

Orhan Ercan 부회장 │FIG (세계측량사연맹)

4차산업 신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전문가

공간정보 및 
토지·지적 전문가 

FIG 제7분과회의
Daniel Paez 위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맵핑 및 분석소프트웨어 기업

에스리 스마트시티부문
Richard Budden 본부장

기조연사: Richard Budden 총괄 본부장 

               에스리 스마트시티

연사 :  Ian Harper 이사 

           Geodata Australia 

기조연사 : 김탁곤 명예교수

                 KAIST

기조연사 : Steve Liang 교수

                 Calgary University

디지털트윈 컨퍼런스

공간정보 데이터 솔루션 세미나 글로벌 컨퍼런스

에스리 컨퍼런스 글로벌 선진기술 컨퍼런스

디지털트윈 
컨퍼런스 I

디지털트윈 
컨퍼런스 II

일시 : 2019. 8. 7(수), 13:00~14:40
장소 : 오디토리움
주최 : 에스리
주제 : Location: Enabling Sustainable Smart Cities

일시 : 2019. 8. 7(수), 14:00~15:20
장소 : 317호
주최 : 스마트국토엑스포 사무국
주제 :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여는 혁신 미래

일시 : 2019. 8. 8(목), 10:00~18:00
장소 : 318호
주최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제 : 1. 디지털트윈 도시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2. IoT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방안

행사개요

개막행사 행사장 안내 2020 엑스포 안내

주요 컨퍼런스

컨퍼런스 프로그램

전시 콘텐츠

전시 부스배치 안내 비즈니스 프로그램

현실로 다가오는 미래 선도기술을 공유하는 마당

신기술의 경험, 공간정보 지식의 교류를 위한 마당

융합으로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공간정보를 공유하는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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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

서울 코엑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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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E
Expo 2019
7-9 August, 2019

Seoul, Republic of Korea

 │  주               최  │  │  주               관  │

 │  미디어 파트너  │

■  컨퍼런스 : '공간정보의 연결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장    ■  기술세션 : 공간정보 기술의 최신동향 공유 

■  정책세션 : 공간정보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  학술세션 : 창의적 공간정보 활성화를 위한 담론의 장 초청자 대상 

세션 1세션 2세션 3세션

8/7 
(1일차)

　

<공간정보 데이터 솔루션 컨퍼런스> 
에스리 컨퍼런스

13:00~15:00
Auditorium

<글로벌 컨퍼런스> Ⅰ
글로벌 선진기술 컨퍼런스

14:00~15:20
317호

<글로벌 컨퍼런스> Ⅱ
글로벌 선진기술 컨퍼런스

14:00~15:20
317호

<위치기준 포럼> Ⅰ
새로운 위치기준 포럼 2019

13:00~17:00
307A호

<위치기준 포럼> Ⅱ 
새로운 위치기준 포럼 2019

13:00~17:00
307A호

<영상정보 구축·관리 세미나> Ⅰ 
국가영상정보 고도화 로드맵 수립 방안

13:30~17:00
307B호

<영상정보 구축·관리세미나> Ⅱ 
국가영상정보 고도화 로드맵 수립 방안

13:00~17:00
307B호

<UAV(드론) 포럼> 
제9회 UAV(무인항공기)활용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포럼

13:00~15:00
308A호

<GIS 교육 간담회>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아카데미 교육사업 간담회

16:00~18:00
308A호

<BIM 세미나> Ⅰ 
BIM 플랫폼에 의한 사옥 관리 세미나

13:00~18:00
310호

<BIM 세미나>Ⅱ 
BIM 플랫폼에 의한 사옥 관리 세미나

13:00~18:00
310호

<부동산 세미나> Ⅰ 
프롭테크산업의 현재와 미래전략 세미나

13:30~18:00
308BC호

<부동산 세미나> Ⅱ 
프롭테크산업의 현재와 미래전략 세미나

13:30~18:00
308BC호

<지적 간담회> Ⅰ
국제지적학회 예비회의

15:00~17:15
307C호

<지적 간담회> Ⅱ
국제지적학회 예비회의

15:00~17:15
307C호

8/8 
(2일차)

<디지털트윈 컨퍼런스> Ⅰ
디지털트윈 도시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10:00~17:00
318호

<디지털트윈 컨퍼런스> Ⅱ
IoT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방안

10:00~17:00
318호

<디지털트윈 컨퍼런스> Ⅲ
IoT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방안

10:00~17:00
318호

　
<인공지능·디지털트윈·공간정보사회 컨퍼런스> Ⅰ
2019 ICGIS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인공지능과 디지털트윈으로 여는 공간정보사회

13:00~18:00
317호

<인공지능·디지털트윈·공간정보사회 컨퍼런스> Ⅱ
2019 ICGIS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인공지능과 디지털트윈으로 여는 공간정보사회

13:00~18:00
317호

<공간정보 데이터 세미나>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방향

09:00~12:00
307BC호

<지오매틱스 포럼>  Ⅰ 
제18회 Geomatics Forum

13:00~17:50
300호

<지오매틱스 포럼> Ⅱ 
제18회 Geomatics Forum

13:00~17:50
300호

<공간정보 스타트업 간담회>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포럼

09:30~11:30
307A호

<부동산 포털 간담회>
씨:리얼 부동산컨텐츠 고도화 간담회

13:00~15:00
307A호

<디지털트윈 세미나> 
mago3D 기술 워크숍

15:30~18:00
307A호

<공간정보 서비스 세미나> 
사용자를 위한 공간정보 서비스 발전방향 세미나

10:00~11:30
301A호

<건설측량제도 세미나> 
스마트건설을 지원하는 측량제도의 발전방향

13:00~15:00
307BC호

<자율주행·정밀도로지도 세미나> 
자율주행차를 지원하는 정밀도로지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15:30~18:00
307BC호

<지적 세미나> Ⅰ
제42회 지적세미나

10:30~17:30
308호

<지적 세미나> Ⅱ
제42회 지적세미나

10:30~17:30
308호

<지적 세미나> Ⅲ
제42회 지적세미나

10:30~17:30
308호

8/9 
(3일차)

<국토위성 컨퍼런스> 

국토위성센터 중장기 로드맵 수립 마련 워크숍

9:00~12:00
308A호

<빅데이터 솔루션 컨퍼런스>

모두를 위한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13:00~15:00
300호

<해양과학 세미나> Ⅰ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해양과학 세미나

13:00~18:00
307BC호

<해양과학 세미나>  Ⅱ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해양과학 세미나

13:00~18:00
307BC호

<건설현장 드론 전략세미나>
드론을 이용한 건설 현장 디지털 트윈의 생성과 활용

13:00~15:00
308A

<측량적부심사 간담회> 

지적측량적부심사 워크숍

10:00~12:00
307BC호

<지적재조사 정책 간담회>

지적재조사 협업과 미래전략 콘텐츠 포럼

13:00~15:00
308BC호

<공간정보 정책사업 세미나> Ⅰ 

2019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워크숍

10:00~15:00
317호

<공간정보 정책사업 세미나> Ⅱ 

2019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 워크숍

10:00~15:00
317호

<동반성장 워크숍> Ⅰ 

해외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13:00~18:00
307A호

<동반성장 워크숍> Ⅱ 

해외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13:00~18:00
307A호

<도시계획 워크숍> Ⅰ 

빈집정비사업 워크숍

13:00~18:00
310호

<도시계획 워크숍>Ⅱ 

빈집정비사업 워크숍

13:00~18:00
310호

기조연사 : Carlo Ratti 교수

                 MIT SENSEable City Lab

일시 : 2019. 8. 8(목), 13:00~18:00
장소 : 317호
주최 : 국토연구원
주제 : 인공지능과 디지털트윈으로 여는 공간정보 사회

인공지능·디지털트윈·공간정보사회 컨퍼런스

연사 : 김태정 교수

          인하대학교 

기조연사: 조영만 차장

                SPH, Inc. 

국토위성 컨퍼런스 빅데이터 솔루션 컨퍼런스

국토위성센터 중장기 로드맵 모두를 위한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일시 : 2019. 8. 9(금), 10:00~12:00 
장소 : 308A호
주최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주제 : 1. 국토위성정보 수집 및 활용 기술 개발 연구의 현황 및 향후 계획 
          2. 국토위성센터 중장기 발전 로드맵 구축을 위한 토론

일시 : 2019. 8. 9(금), 13:00~15:00 
장소 : 300호
주최 : SPH, Inc.
주제 : 공간 빅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CARTO의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ICGIS 2019

8.7
(수)

8.8
(목)

8.9
(금)

Smart GE      Expo 2019

Smart GE      Expo 2019

   개막행사   · 특별대담

  · 개막식

  ·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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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체험존

실내네비게이션

주요 컨퍼런스 전시콘텐츠

2020 
스마트국토엑스포

2020 
INTERGEO

★ 2020년 엑스포 현장신청 특전★

★ 2020 INTERGEO 한국관 참가사 지원 ★

일시: 2020. 8. 17(월) ~ 19(수), 3일간

장소: 코엑스 

일시: 2020. 10. 13(화) ~ 15(목)

장소: 독일 베를린  

  - 접수처: 전시장 내 비즈니스 라운지

  - 특전1 : 현장신청자에 한해 부스비 15% 할인

                *부스비 입금은 2020년 조기신청 기간동안 가능

  - 특전2 : 행사전 참가에 대한 온라인 홍보 

  - 전시부스 임차비 코트라 지원신청 (최대 50% 지원가능)

  - 참가 신청 대행

  - 전시 참가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R&D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전시장 내 프로그램

8. 8
(목)

14:00-
17:00

비즈니스 
라운지

해외계약 법률자문
해외 계약 전반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공
법무법인 율촌 박기정 변호사
업무분야: 해외건설 분쟁,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 사업, 
               국제 소송 및 중재
주요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 율촌
2015~2017: 영국 로펌 코벳 앤 코 
2010~2013: 현대건설 베트남 지사장 및 동남아시아 대표 

17:00
GEO Stage

(무대)

 네트워킹 디너

• 전시기업과 바이어 및 해외참가자들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 전시기업 대상 CS상 수여식 진행

8. 9
(금)

11:00-
12:00

GEO Stage
(무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공간정보 창업기업 대상 창업진흥원의 프로그램 소개

13:00-
14:00

GEO Stage
(무대)

ICT 해외진출 설명회(코트라 연계)
KOTRA 해외 수출 지원 프로그램 소개

8. 7(수)
-

9(금)

상시
운영

GEO Stage
(무대)

기술발표회
공간정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시참가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

상시
운영

GEO-Trend 
Cafe 

이직·취업 정보공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 스페이스인 취업정보 게시 (취업포탈 ‘사람인’ 연계)

상시
운영

비즈니스 
라운지

국내외 비즈니스 미팅
비즈니스 미팅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접수된 신청현황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비즈니스 미팅 & 컨설팅 주선

컨퍼런스룸 프로그램

8.7
(수)

13:00-
18:00 301호

 공간정보 VC투자 트렌드 및 판로 설명회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및 사례와 마케팅 전략을 통한 성공사례 발표 
• 전문가 1:1 멘토링 진행(VC, CVC매칭 멘토링 & 판로 개척, 마케팅 멘토링)

15:30-
18:00 308A호

 공간정보아카데미 교육간담회(국토정보교육원)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간담회

15:40-
17:30 317호

 글로벌 쇼케이스

•  해외 사업 계획 공유 통한 국내기업 해외진출 전략 모색
•  해외 산업관계자 대상으로 국내 기업 기술솔루션 홍보

시 간 세부내용 비고

< 해외  사업  계획  발표 >

15:32∼15:47 월드뱅크(WB) 사업계획 Mary Lisbeth Gonzalez

15:47∼16:02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조달 계획 Victoria Flattau

16:02∼16:17 유엔해비타트 조달 계획 Oumar Sylla

< 국내외 기업 기술솔루션 발표 >

16:30∼17:10 국내업체 3개 발표 이지스, 엔젤스윙, 헬셀

17:10∼17:20 덴마크 업체 SCALGO 
(센서, 맵핑)

17:20∼17:30 중국 업체 SPH 
(GIS 소프트웨어)

8.8
(목)

09:30-
11:55

303-
306호

MDB/선진기관 컨설팅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입찰 관련 심화 상담

13:00-
18:00 301A호

국내 쇼케이스

• 공공분야 사업발주 계획 발표
• 공간정보 관련 기업의 최신 기술 설명

8.8(목)    [1부]  - 국토지리정보원
               [2부]  - 서울특별시, 안양시, 충정남도, 성남시, 김해시

8.9
(금)

09:00-
12:00 308B호

국내 쇼케이스

• 공공분야 사업발주 계획 발표
• 공간정보 관련 기업의 최신 기술 설명

8.9(금)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8. 7(수)
-

9(금)
상시
운영 311호

특성화 학생 대상 모의면접

공간정보 기업 대상 취업을 위한 모의면접 진행

참여자 맞춤형 전시 투어(도슨트 운영)

8. 7(수)
-

9(금)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 
3시, 4시 
(매일 5회 

운영

인포
데스크
(전시장
입구)

• 효과적인 전시 관람을 위해 전시 추천 코스 운영
• 각 코스에 따라 선착순 접수
전문가 코스 (공간정보 관계자)
기술융합존 → 공간정보활용존 → 디지털트윈존 → 공간인프라생성존

학생 코스 (공간정보 관련학과) 
기술융합존 → 디지털트윈존 → 공간정보활용존 → 공공서비스존 → VR 체험 → 
인프라생성존

일반인 코스
기술융합존  → 디지털트윈존  → 공공서비스존  → VR체험 → 공간스타트업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