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1부에서는 포스코건설, 서울삼성병원, 현대차그룹 등 대 ‧ 중견기업의

보 도 자 료

중소벤처

AI 사업 담당자의 강연과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카카오벤처스 등 국내 ‧ 외
투자사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엔젤스윙, 이모코그,

보도 일시

2022. 9. 20.(화) 10:00

배포 일시

2022. 9. 20.(화) 10:00

담당 부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책임자

과 장

장홍주 (02-2110-6357)

담당자

주무관

최주영 (02-2110-6362)

파블로항공 등 AI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의 노하우 공유가
진행된다.
< 행사 세부 내용 >

서울중기청, 제4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컨퍼런스 개최

날짜

- 대‧중견기업, 스타트업간 인공지능 활용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주제

참여기업

건설산업과 AI, 건설분야의 디지털 혁신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건축+AI의 융합과 투자 전략

블루포인트파트너스

건축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사업 모델,
창업스토리 등

지오그리드, 시큐리티플랫폼,
엔젤스윙, 평행공간

의료 AI 거버넌스, 네이버의 의료 인공지능

서울삼성병원, 네이버클로버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전략

DHP, 카카오벤처스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 관련 창업 스토리,
제품 개발 등

이모코그, 두잉랩,
삼성융합의학과학원

미래의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기술,
UAM 시장 및 AI 기반 교통흐름관리

현대자동차그룹, 카카오모빌리티,
KT, LG 유플러스

의류 ․ 섬유 분야를 4대 미래성장산업으로 지정하고 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UAM 마켓에서 이용되는 기술, 전망 등

파블로항공, 아고스비전,
인터마인즈, 한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기술을 4대 기술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유망

스마트가전, 기계 분야 인공지능 트렌드,
AI 관리법

LG전자, 한국기계연구원,
인공지능팩토리

9.20(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9월 20일(화)
부터 9월 28일(수)까지 5회에 걸쳐 「4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컨퍼런스」를

9.21(수)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중기청은 서울지역의 발달 산업인 ICT, 디지털콘텐츠, 바이오 ․ 의료,

창업기업 발굴 ․ 육성에 노력해 왔다.

9.22(목)

9.27(화)

이와 관련, 4대 미래성장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대해 대 ․ 중견기업, 스타트업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 및 미래성장 붐 조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9.28(수)

투자사에서 바라보는 제조 분야 AI

블루스퀘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 디바이스, 로봇 등

메텔, 매크로액트, 딥인사이트

AI 인력 양성의 기대효과, AI 도입과 실제,
솔루션 구축 사례

국민대 인공지능센터,
LG CNS, 비상교육, 웰트

AI 컨설팅 사례, 프로젝트 도입 전략 등

메디치소프트, 알고리즘랩스,
핀인사이트

4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컨퍼런스는 2주에 걸쳐 날짜별로 건축, 바이오 ‧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각 일자

의료, ICT 모빌리티 등 새로운 분야의 강연으로 총 5회 개최된다.

별로 100명씩 선착순으로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일시

1주차

2주차

장소

9.20(화)

14:00~17:00

9.21(수)

14:00~17:00

9.22(목)

14:00~17:20

9.27(화)

14:00~17:00

9.28(수)

13:00~16:30

팁스타운 S6

분야

통해 행사를 시청할 수 있다.

건축‧스마트홈
바이오‧의료‧디지털헬스

서울중기청장은 “4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컨퍼런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ICT 모빌리티‧유통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도록 구성하여 창업기업이 인공지능을

팁스타운 S1

제조(소부장)‧스마트팩토리

폭 넓게 파악하기 좋은 기회”라며, “많은 기업이 행사에 참여하여 여러

지하 1층 팁스홀

AI 인력양성

1층 행사장

가지 노하우를 습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4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컨퍼런스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