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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국제 Biz 상담회」모집 안내

□ 행사개요

  ㅇ (추진전략) 9월 13일~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IT분야 국제비즈니스 상담회 「GMV 2017」과 연계 개최

  ㅇ (일    시) 2017년 9월 15일(금) 14:00~18:00

  ㅇ (장    소) 소공동 서울 조선호텔 오키드룸 (2F)

  ㅇ (참석대상) 해외초청바이어 16개사 / 국내기업 50여개사

  ㅇ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참가문의)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전화. 070-8730-2389 이메일. sjlee@kcloud.or.kr

- (스마트클라우드쇼 사무국) 전화. 070-5099-7586 이메일. cloudshow2017@gmail.com

[상담장 배치도]

※국내기업의경우, 해당그룹상담시간에맞추어상담존입장및사전매칭된해외바이어지정테이블에착석

mailto:sjlee@kcloud.or.kr
mailto:sjlee@kclou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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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회 운영 계획

  ㅇ (운영방법) 사전 매칭된 일정에 따라 국내기업이 바이어부스로 이동

하며 상담 진행되며 상담 종료 후 휴식시간 중에 국내기업이 상담일지 

작성 제출

※ 최소통역 4명 지원

  ㅇ (상담시간) 각 그룹별 40분 상담, 20분 휴식(총 60분)

시 간 구 분 내 용

그룹 ①_해외바이어(16개사)-국내기업(16개사)

14:00∼14:40 상담진행 ㅇ사전 매칭된 해외바이어-국내기업 간의 상담 진행

14:40∼14:50 상담일지 작성 ㅇ상담일지 작성 및 제출(국내기업)

14:50∼15:00 휴식 및 바이어 부스 이동

그룹 ②_해외바이어(16개사)-국내기업(16개사)

15:00∼15:40 상담진행 ㅇ사전 매칭된 해외바이어-국내기업 간의 상담 진행

15:40∼15:50 상담일지 작성 ㅇ상담일지 작성 및 제출(국내기업)

15:50∼16:00 휴식 및 바이어 부스 이동

그룹 ③_해외바이어(16개사)-국내기업(16개사)

16:00∼16:40 상담진행 ㅇ사전 매칭된 해외바이어-국내기업 간의 상담 진행

16:40∼16:50 상담일지 작성 ㅇ상담일지 작성 및 제출(국내기업)

16:50∼17:00 휴식 및 바이어 부스 이동

그룹 ④_해외바이어(16개사)-국내기업(16개사)

17:00∼17:40 상담진행 ㅇ사전 매칭된 해외바이어-국내기업 간의 상담 진행

17:40∼17:50 상담일지 작성 ㅇ상담일지 작성 및 제출(국내기업)

17:50∼18:00 마무리 및 정리



- 3 -

□ 초청 바이어 상세 정보

# 바이어명 국가 홈페이지 회사 소개 및 관심품목

1 Pro Technology Jordan www.protech-jo.com - 관심품목 : 보안 및 빅데이타

2 Braxko Brazil www.braxko.com

- 기술 분야의 잠재적 공급자 및 파트너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에 자회사를

가진 브라질 회사

- 기술과 관련된 브라질 기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Braxko는 항상 브라질의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과 솔루션을 찾고 있음

- Smart City를 위한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반 IoT 솔루션, 보안 시스템, 지능

형 교통 및 원격 의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3 KritiKal Solutions India www.kritikalsolutions.com

- 제품 개발, R&D 및 혁신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 설계사

- 고객과 파트너가 되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변형 할 수 있도록 컴퓨터 비

전 및 이미지 처리, 임베디드 시스템 및 IoT, 고성능 모바일, 웹 및 소프트
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있는 도메인 노하우 및 기술 전문성을 사

용하여 작업을 수행

- KritiKal의 고객은 기술 스킬, 업계 및 도메인 지식, 정의 된 프로세스 및
방법론, 참여 모델의 선택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이익을 얻고 있음. 인도

의 기술 연구소 인 델리 (Delhi)와 같은 국가 최고의 기술 기관과의 긴밀

한 연계를 통해 산업별 제품을 만들어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으
며 인도 배송센터를 통해 국제배송 기능을 제공

- 학계와 연구계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최신 과학 사고와 첨단 기술

영역의 최첨단을 유지하며 지난 14년간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솔루션을
설계 한 경험으로 다양한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만든 다양한 IP 구성요소
로 고객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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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ulticoreWare India
www.multicorewareinc.co

m

- 이질적 구조 프로그래밍 개선방안을 추구하는 연구원들로 구성

- GPGPU의 출현과 멀티 코어, 멀티구조 플랫폼의 사전 원자가 증가로 인

해 고객은 이러한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파악하여 독립적 서비스 회사로 시작하여 기계 학습, 비디오 코덱,

이미지 처리 및 증강/가상현실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 하드웨어 전문 기술팀이 확장되어 현재 HPC 및 클라우드 컴퓨팅,
GPGPU, DSP, FPGA 및 모바일 및 임베디드 플랫폼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음

5 Smart Control SRL Argentina

- 아르헨티나에서 기술을 수입하고 배포하는 회사

- 매우 긴 인증 과정을 거친 후, NAVIEN 제품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 (www.navien.com.ar)에서 브랜드를 개발진행 중이며 Black

Label社와의 협상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의 솔루션을 직접적인 형태로 개

발하고 현지 제조업체를 위한 OEM도 개발
- 현재 협상을 강화하고 타사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자함

6 AmerisourceBergen USA

- 글로벌 IT 의료 솔루션 업체로 빅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 저장 등 관련
SW 소싱중이며, 클라우드 SW 소싱도 하고 있음

- 또한 한국 원격 의료 진료 시스템 및 IOT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현재 한국의 데이터스트림즈 및 알티베이스 사와 프로젝트 진행중임.

7
Productos

Funcionales S.A.
Argentina

www.samsungsmarthome.
com.ar

- 2009 년 10 월 삼성 SDS공식 유통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주 유통제품은
스마트 인터콤, 스마트 락 시스템, 가전 관련 전자 제품

8
SBA

Communications
Brazil http://www.sbasite.com/

- 현재 이동 전화 네트워크, 실내 장비 실내 안테나, 안테나 분배 솔루션 및
실내 섬유, 이동 전화 용 인프라 제품, 대체 에너지 전력 및 통신 분야의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하는 제품개발을 진행중이며 주요 통신사로부터 모바

일 솔루션, 4G, 전송 구조, 신호 도달 등의 신기술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
안을 요청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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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ubole India www.qubole.com

- 누구든지 쉽게 데이터 기반 통찰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정을 기반으로

IOT에서의 제조, 대용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전문성을 가졌으며 클라

우드에 의존하지 않는 대용량 서비스 제공 업체
- 고객들은 현재 엑타 바이트 가량의 데이터를 매달 처리하고 있음. 업계

최초로 자율적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자체 관리, 자동 최적화 및

자동으로 향상되는 학습을 통해 탁월한 민첩성, 유연성 및 TCO를 제공
- 현재 CRV, Lightspeed Venture Partners, Norwest Venture Partners 및 IVP

에서 Qubole社를 투자 중

10
Uncanny Vision
Solutions Pvt, Ltd

India www.uncannyvision.com

- 기술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이 장착된 컴퓨터 비

전에 중점을 둔 기술 회사

- Software Toolkit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의 성능을 약 2 ~ 20 배 정도의
속도 향상을 제공

- 제품소개

․첫 번째로는 UncannyCV이며 ARM 프로세서에 최적화 된 컴퓨터 비전 /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이며 알고리즘 최적화, 데이터 프리 페칭 및 네온

(Neon) 명령어를 사용하여 최저 2 배에서 최대 20 배까지 성능을 향상시킴.

․두 번째로는 UncannyDL로 모바일 및 임베디드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온
디바이스딥러닝 라이브러리로 AlexNet 및 GoogLeNet 모델을 포함한 Caffe

Model Zoo 프레임 워크를 기반의 모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

을 지원

11 Socialcops India www.socialcops.com

- 조직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지원
- 전 세계의 지도자 및 조직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

정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스마트한 도시, 더 행복한 시민, 더

나은 정책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가진 세상을 건설하는 데 도움
- 150 명의 파트너가 7개국에서 우리의 사명에 가지고 통합되었으며,
SocialCops 플랫폼에 약 10 억 데이터 포인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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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tegrated Standard

Solutions
Jordan www.iss.com.jo

- ISS는 3 가지 Magor BU에서 작동

1) ISS Buisness : 국제 브랜드 : HPi, HPe, Microsoft, Cisco, Autodesk 인터
넷 보안

2) ISS 컨설팅 : 전략, 프로세스 및 HR 관리를 제공하는 경영 컨설팅을 제공

3) 소프트웨어 : IP VOLT HRMS를 소유하고 있으며 premis와 cloud 기반의
6 개의 모듈을 갖춘 완벽한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13
Sabre Holding
Network

USA www.sabre.com
- AI 및 빅데이타, 클라우드 관련 SW 에 매우 높은 관심.<ar>알티베이스,
데이타스트림즈 및 와이즈넛 등과의 미팅 주선 요망

14 Backup IT Russia http://backup-it.com

- 대규모 IT 회사

- 신용 의사 결정 자동화 및 다기능 센터의 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고 있음

-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경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

정하여 파트너를 찾고 있음

15 Microsoft USA

16
Sprint

Communicaton, Inc
USA www.spri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