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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당자기업관계자
民·軍 협력을 기반으로정책 /

대안개발및 미래발전 방향 모색

항공우주력발전방향을모색하고
첨단기술/산업트렌드를파악하여
소요기획,운영계획에활용

전시/신기술발표회를 통한 홍보

군·정부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행사의이해



군과민간기술의교류 / 발전을 위한

협력생태계조성

4차산업기반첨단기술이총망라된항공우주력전문전시관운영을 통하여

급변하는미래전장환경에대응하고, 국방과학기술과항공력발전,

국가 경제 · 민간기술 활성화에 기여 할수있는



 행사시너지창출을위해공군주최유관행사를통합운영

 방위산업및첨단기술분야신기술트렌드발굴,확인

 민·관·군협업플랫폼구축을기반으로관련산업동반성장

 우수제품홍보,신기술/제품관련정보획득,업무관계자간네트워크구축

전문성강화 비즈니스성과 창출 커뮤니케이션플랫폼

항공우주력관련

전문컨퍼런스통합운영

(유관회의 통합으로시너지기반마련)

우수기술/제품보유기업참가

 Market Expo 기능강화

(신/첨단제품전시,비즈니스매칭도모)

 동반성장 Biz-Model창출

(군↔정부↔기업간 相生의 場)

민·관·군협업기반구축

소통을위한정책설명회,

상담회진행

행사특징

컨퍼런스& 전시회통합운영으로항공우주력분야시너지창출위한전문행사
추진방향

:  대한민국의항공력발전을통한산업활성화를위해民·官·軍협업비즈니스모델구축

추진전략

추진목적



행사강점

항공우주력관련제품/기술전시를통해,항공우주력발전을위한民·官·軍협력의場조성과국가산업활성화

민간의최첨단제품/기술소개와협력을위한플랫폼



일반현황

행사개요



2019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 주제 : 창군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 장소 : ADEX 행사장 내 세미나실

2019 민·군협력 소요발전세미나
- 주제 : 4차산업혁명시대, 민·군협력을 통한 SMART 공군력 건설
- 장소 : 공군회관

2019 UAS 발전세미나
- 주제 :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전을 대비한 UAS 발전방향
- 장소 : 공군회관

2019 민·군 우주발전세미나
- 주제 : 국가 우주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군 협력방안 모색
- 장소 : 대전 KW컨벤션센터

컨퍼런스프로그램 (2019년예시)

행사개요

2021년에는
주요세미나 통합운영



참
가
자

동
선

①항공우주력발전을위한분야별컨퍼런스

②항공우주력발전에소요되는우수제품/기술전시, 시연

③첨단제품/기술흐름을알수있는전시공간구성

④행사목적구현위한부대프로그램운영

입장
행사개최메시지이해

첨단기술동향파악,비즈니스활동

행사의시너지제고를위해

공식컨퍼런스

항공우주력산업전시관

부대프로그램참여

Aerospace

Conference

2021

전시장구성

전시연출계획

관람동선에따른기대효과



전시장구성

- 컨벤션홀 : 산업전시관 - 다이아몬드홀 : 산업전시관

공군호텔1층 공군호텔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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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홀

정문

후문

안내데스크

승강기→

사파이어 홀
(오찬장)

다이아몬드 홀



전시장구성

- 그랜드볼룸Ⅰ+Ⅱ : 컨퍼런스룸

- 그랜드볼룸Ⅲ : 산업전시관

공군호텔3층

   

325 sq m

   

237 sq m

   

173 sq m

  

그랜드볼룸 Ⅰ+Ⅱ
(컨퍼런스룸)

그랜드볼룸Ⅲ



전시참가안내

부스안내

부스기본 제공사항

부스배치기준

기본방침

 공군호텔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부스 또는 프리미엄부스를 원칙으로 업체선택에 의거 참가

 전시부스는 주관기관인 (사)한국국방MICE연구원에서 일괄 시공 후 제공

 부스 설치 후 업체별로 추가 디스플레이 진행

 부스 규모, 참가비 입금, 참가신청서 제출 일자, 제품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시장 구성

 기본부스 : 기본부스 (1부스 기준 6sqm), 안내데스크1, 의자1, 전기 1KW (단상 220V), 정면 / 측면 간판 (디자인 포함)

 프리미엄부스 :  프리미엄 블럭시스템 부스 (1부스 기준 6sqm) , 시스템 안내데스크1, 의자1, 전기 1KW (단상 220V), 

정면 간판 (디자인 포함), 리플렛 거치대



기본부스 (안)
※ 시안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참가안내



프리미엄부스 (안)

전시참가안내

※ 시안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안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프로그램

정책설명회 / 신기술발표회

첨단과학기술기반
방위산업경쟁력제고

민간과의협력적, 혁신적인
연구개발수행체계지원

기대효과

컨퍼런스공식프로그램으로
정책설명회,신기술발표회진행

첨단과학기술기반군정예화를위한최신기술/제품적용활성화[ ]

 참가업체 중, 군 소요가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진행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군 / 정부 관계자들에 홍보

신기술발표회

정책설명회

 공군의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 및 추진방안 발표

 산업활성화를 위한 군 사업화 및 기술협력 방안 등



부대프로그램

상 담 회



(사)한국국방MICE연구원만의차별화된노하우와경쟁력으로,

항공우주력 발전 행사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