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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January)

3-4일
ICAIA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pplication)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응용 방안을 다양한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콘퍼런스입니다. 인공지능 및 기술 응용 분야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학

계 및 산업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장소 : 영국 런던

홈페이지 : https://www.stemconferences.com/aia2019

7-11일
WACV 2019(Winter 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Computer Vision)

컴퓨터 비전의 응용 방안을 중점으로 다루는 국제 콘퍼런스입니다. 주요 콘퍼런

스 세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워크숍 및 튜토리얼이 진행될 예정입니

다. 튜토리얼의 주제로는 비디오 합성곱 신경망(CNN), 3D 센싱, 드론 비전 알고

리즘 등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장소 : 미국 하와이

홈페이지 : http://wacv19.wacv.net

8-11일
CES Conference 2019

300개 이상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번 CES 콘퍼런스는 신흥 기술 소개 및 

주요 트렌드를 포함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모든 주제를 상세히 다룹니다. 인공지

능을 포함해 그밖에도 5G, 스마트 홈, 가상화폐, IoT 등 각광받는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소 : 미국 라스베이거스

홈페이지 : https://www.ces.tech/Conference/Conference-Program.aspx

19-21일
ICAART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en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CAART 2019는 에이전트(agent) 및 인공지능에 관한 이론과 응용 방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엔지니어 및 실무자를 모아 인사이트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됩니다. 두 개의 에이전트 그리고 인공지능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 : 체코 프라하

홈페이지 : http://www.icaart.org

2019년 

주요 AI 콘퍼런스

23-25일
3rd Annual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특정 기업 및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리테일,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에너지, 

교육, 보험, 제조, 하이테크, 미디어, 교육, 정부, 교통, 화학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

에서 인공지능을 다루는 콘퍼런스입니다.

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

홈페이지 : https://www.eventbrite.com/e/3rd-annual-global-artificial-

intelligence-conference-santa-clara-january-2019-tickets-50334835849

24-25일
Artificial Intelligence Masters(AI conference for marketing and 

e-commerce decision makers)

마케팅 및 이커머스(e-commerce)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활용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논의하는 콘퍼런스입니다. 20명이 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강의와 

토론으로 그들의 인사이트를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 독일 베를린

홈페이지 : https://www.aimasters.de/en/aimasters-welcome

24-26일
CCEAI 2019(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Engineer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전 세계의 연구자, 엔지니어, 학자 및 산업 전문가들이 컨트롤 엔지니어링(control 

engineering)과 인공지능 관련 연구 결과 및 개발 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입

니다. 특히 향후 연구 협업 및 비즈니스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소 : 미국 LA

홈페이지 : http://www.cceai.org

21-22일
ICAISC(Academics World 5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ft Computing)

인공지능 및 소프트 컴퓨팅(soft computing) 분야의 학자, 연구원 및 교수들이 관

련 연구 결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521번째로 열리는 이 학회는 인공지

능 및 소프트 컴퓨팅 분야와 관련해 저명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장소 : 미국 워싱턴

홈페이지 : http://www.academicsworld.org/Conference2019/USA/2/ICAISC

26-29일
AMLD 2019(Applied Machine Learning Days)

전 세계의 저명한 강연자들과 함께 총 4일에 걸쳐 머신러닝 관련 강연, 튜토리얼 

및 워크숍을 진행하는 콘퍼런스입니다. 또한 콘퍼런스가 열리는 동안 ‘인공지능과 

당신의 분야(AI & your domain)’라는 주제로 특별한 트랙이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 : 스위스 로잔

홈페이지 : https://www.appliedmldays.org

27-28일
AAAI/ACM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Society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기 위한 콘퍼런스입니다. 윤리, 철학, 

경제, 사회학, 정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장소 : 미국 하와이

홈페이지 : http://www.aies-conference.com

27-1일
AAAI 2019(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AAI 2019 콘퍼런스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권장함과 더불어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원, 실무자, 과학자 간의 정보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학회는 기술 트랙, 논문 개요 발표, 포스터 세션, 강연, 튜토리얼, 워크숍,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소 : 미국 하와이

홈페이지 : http://www.aaai.org/aaai19

31-1일
AI & Future of Work 2019

최신 인공지능 기술 응용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나아

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머신러닝 관련 동향과 더불어 자동화와 

세계화를 고려해 업무 범위를 측정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합니다.

장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홈페이지 : https://bravenewcoin.com/events/ai-and-future-of-work-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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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일
ICIAI 2019(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국제 전문가 커뮤니티를 초청해 새로운 연구 결과와 향후 기술 개발 전망, 그리고 

인공지능,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로봇 공학, 자동화 분야의 혁신적인 응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콘퍼런스입니다. 

장소 : 중국 쑤저우

홈페이지 : http://iciai.org

5-7일
Business of Bots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보이스봇 등을 주로 다루는 콘퍼런스입니다. 봇의 성과

를 분석 및 활용하고, 수익 창출 방법과 제품의 개선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이기도 합니다.

장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홈페이지 : https://businessofbots.com/san-francisco-2019

22-24일
Machine Learning Prague 2019

전 세계 산업 전문가, 그리고 연구자들과 함께 머신러닝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콘퍼런스입니다. 

장소 : 체코 프라하

홈페이지 : https://www.mlprague.com

25-26일
New Work Summit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연례 콘퍼런스로,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

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함에 따라 화두로 떠오른 기술적 기회와 위험성을 평가합

니다. 벤처 자본가, 정책 입안자, 사회과학자 및 다른 전문가들 간의 적극적인 토

론으로 진행됩니다.

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

홈페이지 : https://www.newworksummit.com

17-21일
GPU Technology Conference

엔비디아(NVIDIA)의 GPU 기술 콘퍼런스로서, 인공지능 및 딥러닝 관련 인사이트

를 제공함과 더불어 엔비디아의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자율

주행, 헬스케어, 고성능 컴퓨팅, 가상현실(VR) 등의 분야에서 최신 혁신 사례를 접

해볼 수 있습니다.

장소 : 미국 실리콘밸리

홈페이지 : https://www.nvidia.com/en-us/gtc

21-22일
Applying Machine Learning and AI to Finance, Healthcare and 

Technology

미국 오스틴의 데이터 과학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콘퍼런스로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

니다. 데이터 과학, 자동화, 데이터 UX, 데이터의 수익화 등을 다루는 세션이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 : 미국 오스틴

홈페이지 : https://datascience.salon/austin

18-20일
AICAS 2019(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Circuits and System)

인공지능 회로 및 시스템과 관련해 최첨단 연구, 혁신 및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시

키기 위해 개최된 콘퍼런스입니다. 국내외 학자, 연구원 및 업계 커뮤니티가 경험

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장소 : 타이완 신주시

홈페이지 : http://www.aicas2019.org

22-24일
ALT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gorithmic Learning Theory)

알고리즘 기반 학습 이론(algorithmic learning theory)을 심도 있게 다루는 국제 

콘퍼런스입니다. 특히 알고리즘과 통계 측면을 포함해 머신러닝의 모든 이론적 

측면을 다룰 예정입니다.

장소 : 미국 시카고

홈페이지 : http://alt2019.algorithmiclearningtheory.org

2월(February) 3월(March)

3-5일
AI EXPO TOKYO 2019

콘퍼런스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2019년 1월에 공개될 예

정입니다. 지난 콘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의 민주화, 인공지능이 접목된 이커머스

(e-commerce)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이 열렸습니다.

장소 : 일본 도쿄

홈페이지 : https://www.ai-expo.jp/ja-jp.html

8-10일
World Medical Innovation Forum | Where AI Meets Clinical Care

전 세계 1000여 명이 넘는 헬스케어 산업의 리더들이 모이는 행사로,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발전과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되

었습니다. 금번 테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 혁신의 차세대 물결’입니다.

장소 : 미국 보스턴

홈페이지 : https://worldmedicalinnovation.org/event

9-11일
AI Net Conference 2019

통신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테마로 한 주요 이벤트로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미개척 기술의 응용 영역과 이용 사

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소 : 프랑스 파리

홈페이지 : http://www.giievent.kr/upp687031

11-12일
Big Data & AI Leaders Summit Boston 2019

미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콘퍼런스 중 하나입

니다. 100여 명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가들, 로봇 공학자, 데이터 전략가 그리고 

정보 기술, 공학 및 제조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기업가들과 함께합니다.

장소 : 미국 보스턴

홈페이지 : https://forwardleading.co.uk/summits/Big-data-AI-boston-2019

4월(April)

15-18일
O’Reilly AI Conference

비즈니스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떠오르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인공

지능 관련 프로젝트, 실제로 증명된 인공지능 활용 사례, 임원용 브리핑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장소 : 미국 뉴욕

홈페이지 : https://conferences.oreilly.com/artificial-intelligence/ai-ny

16-18일
AISTATS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인공지능, 머신러닝, 통계, 그리고 연관 분야의 교점에 있는 전 세계 저명한 연구

자들이 참석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콘퍼런스입니다. 전 세계의 머신러닝 및 통

계 전문가들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시키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장소 : 일본 오키나와

홈페이지 : http://www.aistats.org

19-22일
ICCAI 2019(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CCAI 2019는 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의 리서치 및 개발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컴퓨팅 및 인공지능 분야를 이끌

고 있는 전문가 및 학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줍니다. 

장소 : 인도네시아 발리

홈페이지 : http://www.iccai.net

23-25일
IoT-SNAP 2019(IoT Enabling Sensing/Network/AI and Photonics 

Conference 2019)

인공지능을 포함해 사물인터넷(IoT)의 핵심 기술, 활용 방안 및 접목 사례 등을 다

루는 콘퍼런스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

공지능과 IoT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와 실사용 예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장소 : 일본 요코하마

홈페이지 : https://iot-snap.opico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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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Rise of AI Conference

800여 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이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장소 : 독일 베를린

홈페이지 : https://riseof.ai/?gclid=EAIaIQobChMI0JKoy_CM3gIV1QQqCh0V-

gPeEAAYASAAEgJXGvD_BwE

6-9일
ICLR 2019

ICLR 2019는 전세계 인공지능 콘퍼런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학회입니다. 

인공지능, 통계,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딥러닝 기술 뿐만 아니라, 머신 

비전, 전산 생물학, 음성 인식, 게이밍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딥러닝 활용 방안

에 대한 연구 내용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장소 : 미국 뉴올리언스

홈페이지 : https://iclr.cc

25-27일
EI-AIACT 2019(2019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Control Technologies)

서안전자과학기술대학교와 홍콩기계공학회(HKSME)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인

공지능, 자동화 및 제어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의 로드맵을 제공하며, 그 밖

에도 퍼지(fuzzy) 신경 모델, 자율주행 등 각광받는 주제를 다룹니다.

장소 : 중국 시안

홈페이지 : http://www.aiact.net

20-24일
ICRA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세계 최고의 연구원 및 기업을 초청해 로봇 공학 및 자동화 분야의 발전 현황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콘퍼런스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ICRA에서 로봇 공학 

및 자동화 분야에서의 주요 개발 사례 및 성과가 최초로 공개된 적이 여러 번 있

습니다.

장소 : 캐나다 몬트리올

홈페이지 : https://www.icra2019.org

25-26일
AI Expo Global 2019

시장의 주요 리더들,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인공지능 기

술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금번에는 BI(business 

intelligence), 딥러닝, 머신러닝, 챗봇 등 다양한 토픽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장소 : 영국 런던

홈페이지 : http://www.gep.or.kr/overseas-exhibition/info/ai-expo-global-

2019--OVSEXBI0000000006970

20-23일
Collision Tech Conference 2019

북미 지역의 대표 테크 콘퍼런스로서, 150개국의 기업 CEO, 스타트업 창업자, 주

요 투자자, 미디어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난 콘퍼런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

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월마트 CTO 제레미 킹(Jeremy King), 오라

클 CEO 마크 허드(Mark Hurd) 등 세계 정상의 기업인들이 연사로 나왔습니다.

장소 : 캐나다 토론토

홈페이지 : https://collisionconf.com

28-31일
32nd Canadian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래픽 인터페이스(GI), 컴퓨터 및 로봇 비전(CRV) 관련 콘퍼런스가 함

께 개최됩니다. 캐나다의 연구, 산업, 정부부처의 수많은 전문가들 및 유능한 학생

들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캐나다의 독창성과 혁신, 그리고 리더십을 느

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장소 : 캐나다 온타리오

홈페이지 : https://www.caiac.ca/en/conferences/canadianai-2019/home

5월(May) 6월(June)

2-7일
NAACL 2019(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전산언어학으로 저명한 ACL 학회가 북미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하는 콘퍼

런스입니다. 금번 테마로는 인지 모델링(cognitive modeling)과 심리언어학, 기

계번역(machine translations), 자연어 처리(NLP)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소 : 미국 미니애폴리스

홈페이지 : http://naacl2019.org

10-15일
ICML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ICML은 세계 유수의 머신러닝 콘퍼런스로서, 머신러닝 학회 중 가장 크고 오래된 

학회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NIPS와 함께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분야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학회로 언급되곤 합니다.

장소 : 미국 LA

홈페이지 : https://icml.cc/Conferences/2019

16-21일
CVPR 2019(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는 ICCV와 함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입니다. 

저렴한 참가 비용으로 컴퓨터 비전에 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에, 실무자들 이외에도 학생들이 참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장소 : 미국 LA

홈페이지 : http://cvpr2019.thecvf.com

16-20일
Deep Learning World

딥러닝 기술의 상업화에 관한 콘퍼런스이며, 해당 행사의 목표는 기존 딥러닝 기술

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행사의 테마는 비즈니스, 금융, 헬스케

어, 제조이며, ‘Predictive Analytics World’ 이벤트와 함께 구성될 예정입니다.

장소 : 미국 라스베가스

홈페이지 : https://www.deeplearningworld.com

https://riseof.ai/?gclid=EAIaIQobChMI0JKoy_CM3gIV1QQqCh0V-gPeEAAYASAAEgJXGvD_BwE
https://riseof.ai/?gclid=EAIaIQobChMI0JKoy_CM3gIV1QQqCh0V-gPeEAAYASAAEgJXGvD_BwE
http://www.gep.or.kr/overseas-exhibition/info/ai-expo-global-2019--OVSEXBI0000000006970
http://www.gep.or.kr/overseas-exhibition/info/ai-expo-global-2019--OVSEXBI000000000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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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일
ICDM 2019(19th Industrial Conference on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을 주요하게 다루는 산업 콘퍼런스입니다. 연구원은 데이터 마이닝

에 대한 이론과 응용 프로그램 관련 주제를, 실무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산업

별 세션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장소 : 미국 뉴욕

홈페이지 : http://www.data-mining-forum.de

10-16일
IJCAI 2019(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1969년을 시작으로 50년 가까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 콘퍼런스로, 주로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이 참석합니다. 메인 

콘퍼런스와 함께 워크숍, 데모, 튜토리얼이 열리며 콘퍼런스의 내용은 추후 공개

될 예정입니다.

장소 : 마카오

홈페이지 : http://www.ijcai19.org

19-21일
ICAIR 2019(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자동화, 제어 및 로봇 공학의 혁신을 탐구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콘퍼런

스로, 홍콩과학기술대학교와 홍콩기계공학회(HKSME)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장소 : 중국 선전

홈페이지 : http://www.icair.net

20-25일
MLDM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nd Data 

Mining)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을 깊게 다루는 콘퍼런스입니다. 특히 멀티미디어 관

련 응용 프로그램과 생물 의학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웹 마이닝을 주요 테마로 

다룹니다.

장소 : 미국 뉴욕

홈페이지 : http://www.mldm.de

19-20일
INAIT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y 4.0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인공지능 관련 트렌드와 과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퍼런스입니

다. 특히 Industry 4.0(빅데이터, IoT, 스마트그리드 등)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각

광받는 기술들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와 사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소 : 영국 케임브리지

홈페이지 : https://inait-conf.org

7월(July) 8월(August)

9-12일
O’Reilly AI Conference

오라일리(O’Reilly)와 인텔(Intel)의 인공지능 콘퍼런스이며, 강화학습, 머신러닝, 텐

서플로 등을 이용해 실제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의 상용화 및 수익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가질 만한 행사입니다.

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

홈페이지 : https://conferences.oreilly.com/artificial-intelligence/ai-ca

16-20일
ECML PKDD 2019(European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nd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

ECML PKDD는 유럽 최고의 머신러닝 및 데이터 마이닝 콘퍼런스로서, 유럽 전역

에서 17년이 넘도록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통적인 행사이기도 합니다. 금

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장소 : 독일 뷔르츠부르크

홈페이지 : http://www.ecmlpkdd2019.org

17-18일
AI Hardware Summit

유일한 신경 네트워크 및 컴퓨터 비전 관련 하드웨어 콘퍼런스입니다. 주로 반도

체 회사, 시스템 벤더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칩 시장에 대한 로드맵을 그

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칩 아키텍처의 혁신 및 최적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

홈페이지 : https://www.aihardwaresummit.com/events/ai-hardware-summit

18-1일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gnitive 

Healthcare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과 이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주도하는 콘퍼런스입니다. 

인공 신경망(ANN), k-최근접 이웃(KNN), 서포트 벡터 머신(SVM), 데이터 마이닝 

등을 포함한 12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각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 : 싱가포르

홈페이지 : https://www.meetingsint.com/conferences/artificialintelligence

9월(September)

18-21일
O’Reilly AI Conference

오라일리(O’Reilly)와 인텔(Intel)의 인공지능 콘퍼런스로, 주로 실리콘 밸리와 중

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금번 테마는 기업용 인공지능, 인공

지능이 비즈니스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자동화, 안전, 규제 관련) 등입니다.

장소 : 중국 베이징

홈페이지 : https://ai.oreilly.com.cn/ai-cn?locale=en

19-20일
AI & Big Data Expo Europe 2019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의 차세대 기술과 전략을 보여주며 관련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줄 수 있는 행사입니다. 기업용 인공

지능과 디지털 변환, IoT에 이용되는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전략 등 다양한 트랙

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장소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홈페이지 : https://www.ai-expo.net/europe

21일
Applied AI Summit San Francisco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던 기업들의 실제 애플리케이션, 사례 연구, 비

즈니스 등을 상세하게 다루는 콘퍼런스입니다. 특히 금번에는 운송, 제조, 소매, 

금융,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업계 선두 기업들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

입니다.

장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홈페이지 : https://www.re-work.co/events/applied-ai-summit-san-

francisco-2019

26-28일
DCAI 2019(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분산 컴퓨팅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콘퍼런스입니다. 

분산 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장소 : 스페인 아빌라

홈페이지 : https://www.dcai-conference.net

https://www.re-work.co/events/applied-ai-summit-san-francisco-2019
https://www.re-work.co/events/applied-ai-summit-san-francisc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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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The World’s Leading AI Summit

전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자리에 나와 그들의 인사이트

를 공유하는 콘퍼런스입니다. 각 세션별 주제로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에 던지는 패

러다임, 프라이버시나 투명성과 같은 윤리적 측면의 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장소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홈페이지 : https://worldsummit.ai

3-8일
IROS 2019(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로보틱스(robotics)와 관련된 가장 큰 콘퍼런스 중 하나로서, 금번에는 '사람들을 연

결하는 로봇(Robots Connecting People)'이라는 테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 : 마카오

홈페이지 : http://www.iros2019.org

3-7일
EMNLP-IJCNLP 2019(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MNLP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국제 콘퍼런스입니다. 금번 EMNLP

는 IJCNLP(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와 

함께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소 : 홍콩

홈페이지 : https://www.emnlp-ijcnlp2019.org

9 - 일
NIPS 2019

"NIPS 재단에서 주최하는 학회로, 생물 정보학, 과학 기술, 수학 및 이론적 측면에서

의 신경 정보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

다(튜토리얼은 12월 9일부터 시작하나 상세 일정은 미정)."

장소 : 캐나다 벤쿠버

홈페이지 : https://nips.cc

14-17일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인공지능 커뮤니티 전반의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근본적

인 문제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콘퍼런스입니다. 금번에는 최첨단 인공지

능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적용을 주요 테마로 선정했습니다.

장소 : 영국 런던

홈페이지 : https://10times.com/artificial-intelligence-conference-london

17-19일
ACML 2019(Asian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CML은 기계 학습 분야의 국제 콘퍼런스로, 기계 학습 및 관련 분야의 연구원들

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업적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인 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합니다.

장소 : 일본 나고야

홈페이지 : http://acml-conf.org

11-12일
The AI Summit

산업 및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행사입니

다. 인공지능에 관한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함과 더불어, 인공지

능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

입니다.

장소 : 미국 뉴욕

홈페이지 : https://theaisummit.com/newyork

12일
Frontier Technology Conference: AI, AR & Blockchain

증강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중점으로 다루는 콘퍼런스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Fortune 500 리테일 및 브랜드에 특히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홈페이지 : https://www.eventbrite.com/e/frontier-technology-conference-

ai-ar-blockchain-tickets-48514396867

24-25일
Deep Learning Summit Montreal

딥러닝, 신경 네트워크 및 GPU에 관한 최신 연구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콘퍼런

스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딥러닝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75명의 연사들, 그리고 

80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소 : 캐나다 몬트리올

홈페이지 : https://www.re-work.co/events/deep-learning-summit-

montreal-2019

22-24일
ICRAI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콘퍼

런스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humanoid), 기타 여러 종류의 로봇 등과 관련된 기

술적 과제를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전문 콘퍼런스라 볼 수 있습니다.

장소 : 싱가포르

홈페이지 : http://www.icrai.org

27-3일
ICCV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국제컴퓨터비전학술대회(ICCV)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명성 있는 국제 콘

퍼런스 중 하나로, 금번에는 드디어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메인 콘퍼런스 세션 및 

다수의 워크숍과 튜토리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 비전 분야의 혁신적인 연

구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심도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소 : 대한민국 서울

홈페이지 : http://iccv2019.thecvf.com

10월(October) 11월(November) 12월(December)

〈2019년 주요 AI 콘퍼런스〉 

브런치로 연결되는 QR 

코드입니다.

https://www.eventbrite.com/e/frontier-technology-conference-ai-ar-blockchain-tickets-48514396867
https://www.eventbrite.com/e/frontier-technology-conference-ai-ar-blockchain-tickets-485143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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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ICAIA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pplication)

영국 런던

7-11일

WACV 2019(Winter 

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Computer Vision)

미국 하와이

8-11일

CES Conference 2019

미국 라스베이거스

1월(January)

19-21일

ICAART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en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체코 프라하

21-22일

ICAISC(Academics World 

5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ft 

Computing)

미국 워싱턴

23-25일

3rd Annual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미국 캘리포니아

24-25일

Artificial Intelligence 

Masters(AI conference for 

marketing and e-commerce 

decision makers)

독일 베를린

24-26일

CCEAI 2019(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Engineer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LA

26-29일

AMLD 2019(Applied 

Machine Learning Days)

스위스 로잔

27-28일

AAAI/ACM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Society

미국 하와이

27-1일

AAAI 2019(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미국 하와이

31-1일

AI & Future of Work 2019

미국 샌프란시스코

2월(February)

3월(March)

4월(April)

5월(May)

15-18일

ICIAI 2019(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중국 쑤저우

17-21일

GPU Technology Conference

미국 실리콘밸리

18-20일

AICAS 2019(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Circuits 

and System)

타이완 신주시

22-24일

ALT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gorithmic 

Learning Theory)

미국 시카고

5-7일

Business of Bots

미국 샌프란시스코

22-24일

Machine Learning Prague 

2019

체코 프라하

25-26일

New Work Summit

미국 캘리포니아

21-22일

Applying Machine Learning 

and AI to Finance, 

Healthcare and Technology

미국 오스틴

3-5일

AI EXPO TOKYO 2019

일본 도쿄

8-10일

World Medical Innovation 

Forum | Where AI Meets 

Clinical Care

미국 보스턴

9-11일

AI Net Conference 2019

프랑스 파리

11-12일

Big Data & AI Leaders 

Summit Boston 2019

미국 보스턴

15-18일

O’Reilly AI Conference

미국 뉴욕

16-18일

AISTATS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일본 오키나와

19-22일

ICCAI 2019(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인도네시아 발리

23-25일

IoT-SNAP 2019(IoT Enabling 

Sensing/Network/AI and 

Photonics Conference 2019)

일본 요코하마

25-27일

EI-AIACT 2019(2019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Control Technologies)

중국 시안

25-26일

AI Expo Global 2019

영국 런던

한눈에 보는 2019년 주요 AI 콘퍼런스

15-16일

Rise of AI Conference

독일 베를린

6-9일

ICLR 2019

미국 뉴올리언스

20-24일

ICRA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캐나다 몬트리올

20-23일

Collision Tech Conference 

2019

캐나다 토론토

28-31일

32nd Canadian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캐나다 온타리오

6월(June)

2-7일

NAACL 2019(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미국 미니애폴리스

10-15일

ICML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미국 LA

16-21일

CVPR 2019(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미국 LA

16-20일

Deep Learning World

미국 라스베이거스

18-21일

O’Reilly AI Conference

중국 베이징

19-20일

AI & Big Data Expo Europe 201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1일

Applied AI Summit San Francisco

미국 샌프란시스코

26-28일

DCAI 2019(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스페인 아빌라

17-21일

ICDM 2019(19th Industrial 

Conference on Data Mining)

미국 뉴욕

19-21일

ICAIR 2019(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중국 선전

20-25일

MLDM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nd Data Mining)

미국 뉴욕

7월(July)

10-16일

IJCAI 2019(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마카오

19-20일

INAIT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y 4.0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영국 케임브리지

8월(August)

9-12일

O’Reilly AI Conference

미국 캘리포니아

16-20일

ECML PKDD 2019(European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nd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s)

독일 뷔르츠부르크

17-18일

AI Hardware Summit

미국 캘리포니아

18-1일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gnitive Healthcare

싱가포르

9월(September)

9-10일

The World’s Leading AI Summi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7일

EMNLP-IJCNLP 2019(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홍콩

9- 일

NIPS 2019

캐나다 벤쿠버

11-12일

The AI Summit

미국 뉴욕

12일

Frontier Technology Conference: 

AI, AR & Blockchain

미국 샌프란시스코

3-8일

IROS 2019(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마카오

17-19일

ACML 2019(Asian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일본 나고야

22-24일

ICRAI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싱가포르

14-17일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영국 런던

24-25일

Deep Learning Summit Montreal

캐나다 몬트리올

27-3일

ICCV 2019(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대한민국 서울

10월(October)11월(November)12월(Dece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