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개요
행 사 명

제 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 2018)

기

간

2018년 9월 17일(월) ~ 9월 20일(목) ※ 개막식 9월 18일 (화)

장

소

킨텍스, 코엑스 등

주

최

주

관

후

원

참여기관

슬 로 건

스마트시티, 내 삶이 변화하는 행복한 도시

행사소개

우리는 세계 각국이 경험과 지혜를 모아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 협력행사로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orld Smart City Week : WSCW)”를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WSCW는 해외 도시,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석학 등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유관행사를
스마트시티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계·통합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제2회 WSCW는 “스마트시티, 내 삶이 변화하는 행복한 도시”라는
주제로 2018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킨텍스와 코엑스 일원에서
개최되며 세계 각 국의 국가, 도시/지자체, 민간기업/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주제의 전시관, 컨퍼런스, 국제협력 프로그램,
비즈니스 행사, 스마트시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WSCW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프로그램 구성

•개막식 및 만찬
•통합시상식 및 폐회

•투어 프로그램

•한국관
(World Smart City Korea Pavilion)
•스마트 시티 서밋 아시아 전시

공식행사

(기업 및 지자체 스마트시티 전시 등)

초청
프로그램

•대국민 토론회

전시

글로벌
조인트

국민참여
행사

•스마트시티 해커톤
•스마트시티 공모전
(B.I, 사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글로벌 조인트 프로그램 국가(정부)
•글로벌 조인트 프로그램 도시ㆍ연구기관

지자체ㆍ기업
대상행사

컨퍼런스

•글로벌 조인트 프로그램 민간기업

•스마트시티 우수기업 비즈니스 페어

•학회주관 컨퍼런스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세미나

•스마트시티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스마트 워터프론트 시티 포럼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 컨퍼런스 등
•스마트건설 창업 활성화 세미나

학회주관 컨퍼런스Ⅱ:
한국지능시스템학회 &
한국정책학회
그랜드 볼룸 A

오시는 길

대화역 2번출구 : 킨텍스 길로 도보(제1전시장 7분, 제2전시장 15분 소요)
버스58번(5분 소요, 배차간격 15분)
대화역 5번출구 : 버스39번, 82번(5분소요, 배차간격 15분)
9700, 8109번 (5분소요, 배차간격 20분)

GICC 행사장 │
현대
백화점

도심
공항

도심공항타워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아셈타워

삼성역

삼성역 5,6출구

삼성역 5,6번 출구

WSCW행사 전담사무국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한국토지주택공사 8층
TEL : 031-738-4474
E-mail : Info@worldsmartcityweek.co.kr
Homepage : www.worldsmartcitywee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