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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1. 民·官·軍 협력플랫폼 구축

2. 국내 최대 MEGA Event기획/운영

3. MICE 주최, 주관, 컨설팅

Defense MICE Institute



www.kdmi.kr

(사)한국국방MICE연구원
(Defense MICE Institute, DMI) 

대표(원장) 배 순 근

TEL)02-521-6694, Fax)02-525-6694

- 국방·안보관련 MICE 연구, 교육, 자문, 조사, 홍보
- 컨벤션, 전시회, 행사/이벤트 등 주최·주관

서울

법 인 명

사업분야

연 락 처

소 재 지

은

국방·안보관련 MICE업무를 학술적,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컨벤션·전시회·행사/이벤트 등을 주최, 주관함으로써

국가산업 활성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국방정책의 효과적 시행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방부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 MICE 산업 : 회의,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전시/이벤트

3

INSTITUTE
Defense MI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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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Core Value) : TOPP

VISION
Defense MICE Institute

국방안보정책 수행!
국가산업 활성화의 핵심역량, 국방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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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팀웍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각 분야별 MICE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인력Pool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MI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있는 업무역량으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의 완벽한 수행과 발전방향 제시를 통해 최고의 MICE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갖춘 업무자세로 고객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행사의 성공과 고객 만족이 목표이며, 사업성공을 위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기반으로 ‘미래 트랜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최고의 경험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MICE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WE DESIGN YOUR   ‘M.I.C.E.’

Defense MI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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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은기획과실행능력,관련네트워크를갖춘전문조직입니다.

원 장

고문단 감 사

이사회

자문위원회
사 무 국

정 책 연 구 실

DM 평가실

DM 교육센터

경영지원본부

전시사업본부

컨벤션사업본부

이벤트사업본부

컨설팅센터

사업단

Defense MI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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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국방·안보 및 정부∙지자체 관련 MICE 연구,  교육, 
자문, 조사 및 홍보 프로젝트 수행

연구/컨설팅 분야

01

각종 국내외 산업전시 및 홍보전, 
잡페어 등 전시사업 수행

전시/박람회 분야

02

포럼 및 세미나, 컨퍼런스, 
학술회의 등 컨벤션사업 수행

컨벤션 분야

03

에어쇼, 무기전력화 행사, 기업홍보,  
신제품 런칭쇼 및 공모전, 시상식, 
기념식 등 이벤트 수행

행사/이벤트 분야

04
7

은MICE 분야에특화된전문기관입니다.

Defense MICE Institute
FIELD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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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업본부

컨벤션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이벤트사업본부

컨설팅센터

컨퍼런스 및 세미나 기획/운영

환경연출, 부대 프로그램 등 컨셉 기획 / 지원

DUPEX KOREA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 전시회), 

Aerospace, 자율시스템 등 고객 맞춤형 전시회 기획 / 운영

MICE 관련 교육, 자문, 홍보 프로젝트 수행

우수상용품, 국방조달, 수출지원 등 관련 컨설팅

에어쇼, 해양박람회 등

이벤트 기획 / 운영

행사 관련 디자인 및 인쇄 / 제작 지원

회계 및 물품 관리

는 전문화된 실행조직으로 행사의 성공을 담보합니다.

Defense MICE Institute
FIELD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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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MICE Institute
FIELD OF BUSINESS

연구원만의 전문 네트워크로 民·官·軍 협력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등

등

등

등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i7ouv1urjAhUSE6YKHSD7A1wQjRx6BAgBEAU&url=http://www.snu.ac.kr/&psig=AOvVaw3RiTjkiYRVvOTs7EM80tA0&ust=1565058225437630
https://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F9Na91urjAhUWxYsBHdluCacQjRx6BAgBEAU&url=https://dgist.recruiter.co.kr/&psig=AOvVaw3pXP1p22Y-lyW9o4QJtQmj&ust=15650582539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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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MICE Institute
FIELD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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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최 주요 PROJECT
Defense MICE Institute

항공우주력 분야 시너지 창출과 군과 민간기술의
교류 / 발전을 위한 협력생태계 조성

군납/수출 추진 업체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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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Defense MICE Institute

(사)한국국방
MICE연구원

MICE 전문 기관

정부, 지자체, 협단체
메가이벤트, 컨벤션, 

전시회 등 주최 · 주관

DUPEX KOREA 2019 
Aerospace Conference & 

Exhibition 2021
2020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 전시회

DUPEX KOREA 2021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

전시회&세미나)

2017/2018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업체설명회 및전시회

대한민국 해군국제관함식
특별방산기획전/국제회의

2017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2017)

2019 地 · 海 · 空
자율시스템 컨퍼런스

2019 국방과학기술대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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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ORTFOLIO

년도 사 업 명 장 소 비 고

’21

제7회 전력지원체계 발전포럼 공군호텔 주최

2021 Aerospace 발전 세미나 서울공항 주최

DUPEX KOREA 2021 
(대한민국 전력지원체계 전시회&세미나)

서울공항 주최

Aerospace Conference & 
Exhibition 2021

공군호텔 주최

‘20
2020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 전시회
세종컨벤션센터 주최

'19

지해공 무인체계 발전 세미나 국회 의원회관 주최

국방미래도전기술사업 성과발표회 판교테크노밸리 주관

전군 요리경연대회 대전 자운대 주관

군수품상용화/수출지원 전시회, 세미나
(서울 ADEX와 공동 개최)

서울공항 주최

국방미래도전기술 포럼 판교테크노밸리 주관

국방과학기술대제전 COEX 주관

지해공 자율시스템 컨퍼런스 국방컨벤션센터 주최

민관군 무인/로봇 발전 포럼 (매월) 공군회관 주최

’18

무인전투체계 발전세미나 공군회관 주최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대회 전쟁기념관 주관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 제주민군복합항 총감독

전/후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업체설명회/전시회, 세미나

대전컨벤션센터 주관

Defense MICE Institute

년도 사 업 명 장 소 비 고

국립공원 자원봉사자대회 오크밸리 주관

G-Drone Festa ERICA캠퍼스 주관

’17

군수품상용화/수출지원 전시회, 세미나
(서울 ADEX와 공동 개최)

서울공항 주최

서울안보대화 웨스틴조선호텔 공동주관

미래 전투병사체계 세미나 국회 의원회관 주최

후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업체설명회 / 전시회

국방컨벤션 주관

세계산업인대회 덕평 운영위원장

’16

한국웨어러블산업전시회 COEX 주최

한국예술문화 메세나 공연 아주대 주최

세계가정학대회 대전컨벤션센터
공동조직
위원장

제주포럼 제주컨벤션센터 공동주관

경기항공과학전 수원 공군비행장 추진단장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국제포럼&전시회
JW매리어트

호텔 서울
주관

’15

군수품상용화/수출지원 전시회,세미나
(서울 ADEX와 공동 개최)

서울공항 주최

국방MICE 정책 심포지엄 전쟁기념관 주최

’11
서울 ADEX 및

Naval & Defense 등
서울공항/벡스코 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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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Defense MICE Institute

의 사회적 가치추구

‘작은 나눔이 큰 힘이 됩니다.’
연구원에서는 선한 뜻을 가진 여러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軍을 포함하여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육군장병 위문품 (크로스핏) 기증식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탁식 해군장병 위문품 (크로스핏) 기증식

공군장병 위문품 (크로스핏) 기증식 해병대장병 위문품 (크로스핏) 기증식도전! K-스타트업 국방챌린지 시상 지원



(사)한국국방MICE연구원은 국가안보정책의 효과적인 시행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술 ∙ 실무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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