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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KOREA 2022

아시아�최고·최상의 국방교류 Platform

아시아�최대·최고의�방위산업 Market Place

����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 KOREA 2022 (DEFENSE EXPO KOREA 2022)

����년 �월 ��일(수) ~ ��일(일), 관람시간 ��:�� ~ ��:��
※ Business Day : ����년 �월 ��일(수) ~ ��일(금)

KINTEX �, �, �홀�및�야외전시장 / 육군 ○○ 훈련장

��개국 ���개사 �,���부스
전시면적 ��,���㎡ (실내전시장 ��,���㎡ / 야외전시장 ��,���㎡)

명        칭

기        간

장        소

규        모

주최 / 주관

후        원

EXHIBITION OVERVIEW

행사�개요

����년�방산전시회�국고보조�대상전시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ʻ전시회�인증제도�운영규정’ 제��조에�의거한�국제�인증�전시회

행사목적
· 국내�방산기업의�대외�경쟁력�강화�및�수출확대�여건�조성
· 방위산업�전문전시회를�통해�국내·외�기업간�기술교류�및�협력
· 방산�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통한�방위산업�발전�도모
· 첨단과학�기술의�군사력�접목과�미래혁신을�선도하는�국방력�소개
· 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책임국방�소개�및�대국민�홍보

공식행사�일정
│Pre Open Day│�월 ��일 (화)
        국방부�출입기자, 방위산업�및�보안, 군수관련�언론사�및�기자단�등
        행사소개, 기동화력시범�참관�등 (킨텍스 - 군훈련장�헬기이동)

│환영 Reception 및�만찬│�월 ��일 (화)
       네트워킹�리셉션�및�만찬, 축하공연�개최
       참석 : 국방부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및�군�주요직위자, 해외초청 VIP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등�유관기관
       참가기업�대표

│개막식│�월 ��일 (수)
       국내·외�주요 VIP 약 ���명�참석
       개막식�행사(개회선언, 환영사, 축사, 개막�퍼포먼스�등)
       오찬, 전시장�투어, 미래�지상군 Weapons Show



EXHIBITION BUSINESS ITEM

전시�품목
Defense Security Expo KOREA

2022
지상무기�체계
•   전차, 장갑차, 전술차량, 특수목적차량, 지뢰지대�극복장비�등�지상�기동장비
•   화포, 총포류, 유도무기, 레이저무기, 포병탄, 전차포탄, 로켓탄�등�화력장비
•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방공레이더, 화생방�정찰�및�제독�등�방호장비

해양무기�체계
•   함정 : 구축함, 잠수함, 경비정, 고속정, 상륙정, 특수함정�등
•   해양체계 : 정밀유도무기체계, 자율운항시스템, 통신체계, 함포, 표적식별시스템�등
•   조선�및�선박지원체계 : 함정�하위체계, 스텔스�도료, 전기전장�지원, 함정�설계/선급/조선�등

전자장비�체계
•   지휘·통제·통신�체계(C�), 정보보안, 감시·정찰�체계(ISR) 등
•   피아식별�시스템, 야간�시별장비, 표적�식별/추적�시스템, 레이저�기술�등
•   전자전(EW) 장비, 네트워크�중심전(NCW) 장비, 전자방해(ECM) 장비�등
•   육·해·공�훈련�시뮬레이터

UAM / 무인체계(드론, 로봇), 인공지능(AI) , 국방우주�분야
•   드론(UAVs / UGVs / USVs) : 원격�감시·정찰, 통신�보안/지연, 열·적외선�센서, 맵핑, 진화장비, 항공촬영�등
•   국방 UAM : 미래형�비행체, 신소재, 배터리, 수직이·착륙�기술, 터미널�등�건설인프라, 항공교통관리�시스템�등
•   위성항법�서비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등
•   로봇 : 정찰, 감시, 관측장비, 폭발물�처리, 의료/웨어러블�로봇, etc.

정보통신보안�체계
•   국방사물인터넷(Military-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통신�융합기술�등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전술�이동통신�장비, 스마트�통제체계�등
•   감시정찰�영상�보안, 출입통제장비, IT보안�시스템�등

전투지원체계
•   전투지원�장구류, 군복, 방탄장비, 특수�피복, 광학장비, 총검류�등�개인�피복�및�장구류
•   전투식량, 군�급식, 기타�공용물자류, 근무지원물자, 군진의학�및�각종�인명구조, 의무지원�장비�등

대테러�및�경호장비
•   EOD 장비, X-Ray 검색기, 호신�및�폭동진압장비, 과학수사장비, 무장경찰차량�등

국방 UAM : 미래형�비행체, 신소재, 배터리, 수직이·착륙�기술, 터미널�등�건설인프라, 항공교통관리�시스템�등
위성항법�서비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등

전투지원�장구류, 군복, 방탄장비, 특수�피복, 광학장비, 총검류�등�개인�피복�및�장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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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적극�대처하고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전환과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DX KOREA



 DX KOREA 2020 RESULTS

DX KOREA 2020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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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로�인한
����년 B�B / B�G 전문�전시회로�제한적�개최!!

전시면적

93,110㎡

참가기업

210개사

전문�관람객

18,450명

행사�규모
•   전시면적  93,110㎡ (실내전시장 ��,���m� / 야외전시장 ��,���m�)
•   국내-해외�방산기업  210개사,  1,250부스�참가
•   주요�참가기업�및�정부기관

초청VIP 및�관람객�결과
•   해외 13개국 VIP (육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및�대리인) 85명�방문
     -  군사외교�및�참가기업�비즈미팅 ��건�진행
•   한국방산·보안�수출주간(KODAS)  화상�수출상담회�동시개최 (참가기업 ��개사, 해외바이어 ��개사) 
•   비즈니스�상담  147건�진행, 상담액�약 1,478백만�달러�집계
•   전문�관람객  총 18,450명�방문 

비즈니스�지원
•   참가사�비즈매칭�상담�확대�및�방산수출�컨설팅관�운영•   군사외교�및�참가기업�비즈미팅 ��건�진행
•   국제학술회의, 지상군전력�발전방안�세미나, 국산무기�우선획득제도�공청회�등�전문�학술회의�개최
•   정부접견실�및 VIP라운지, 비즈니스�라운지, 설치/운영으로�비즈니스�상담�지원
•   기동화력시범�및�장비성능시범�개최 : 지상장비 19종 (양평�육군종합훈련장)

����년 ��월 ��일(수) ~ ��월 ��일(금), �일간

고양�킨텍스 �전시장 �, ��홀 및�야외전시장 / 양평�육군종합훈련장

행사�개요
기     간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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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군�정책-획득관련 VIP 및�방위산업�전문 BUYER 대거�초청
•   참가기업�수요조사를�통한 해외 ��개국�국방장관 / 육군총장 / 방사청장급 VIP 초청
•   KOTRA 해외무역관을�통한�방위산업�전문 BUYER 초청 (��개국 ���개�무역관)
•   국방부�주관�서울안보대화(SDD) 연계 ��개국 ���여명의�국방차관�방문(예정)
•   코디츠�주관�한국�방산·보안�수출주간(KODAS) 동시개최�및�해외�전문 BUYER 초청
•   학술회의/컨퍼런스�현장�동시개최를�통한�군�주요�직위자�및�관계자�행사장�방문

온라인�비즈매칭�시스템�강화
•   참가기업 / 방산 BUYER 등록정보�사전�확인
•   상호�실시간 비즈매칭�시스템 구축을�통한�양방향�소통�채널�제공 (D-��일�이후�별도�공지�예정)
•   실질적인�성과�창출을�위한�구매�상담�및�신사업�확장, R&D 교류�증대�기회�제공

DX KOREA 2022 Vision
국내�최대�규모의�국제�방위산업전시회 해외 ��개국   주요 VIP 및�획득�관계관 �만 �천명 초청예정!!

국방교류 Platform 강화�및�네트워킹�극대화
•   DX Lounge (해외 Delegation, 정부VIP, 군�관계자�이용�네트워킹존) 운영으로 자유로운�상담�및�미팅�공간 제공
•   초청VIP, 군�주요�직위자�및�관계자, 무관, 참가기업�임원�등�주요인사�참석�오·만찬�개최
•   DX Lounge(네트워킹�라운지) 외�비즈니스�미팅�전용�상담공간�추가�조성�및�정부�샬레�설치
•   방산�분야�국제학술회의�및�컨퍼런스�개최로 産·學·硏·軍 간유기적�협력�체계�마련
•   초청, 의전, 후속조치�및�성과관리를�위한�전담�글로벌�비즈센터�운영
•   주요�거점국가�무관단�및 KOTRA와�연계한�방산협력�네트워크�구축

주요�관련기관의�참가기업�컨설팅
•   분야별�방위산업�전문가의�컨설팅을�통해�기술력을�갖춘�중소기업/스타트업의�방위산업�참여확대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등 맞춤형�컨설팅으로�방산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정부�및�유관기관의�적극적인�지원�및�협조체계�구축

함께�지켜가야할�우리의 안보와�평화



워리어 플랫폼

전력 지원 체계관

중견 기업관

무기 체계관

무기 체계관

육·해·공군 관

로비 라운지

야외 공연장(군악·의장대·밀룩패션쇼)

Zone 1

Zone 2

Zone 3

Zone 4

3층 기업 샬례

드론봇 & UAM

한국형 위성항법

국제 모빌리티 & 드론봇 엑스포

STEP 04

Booth 배정

실질적 성과 확대지원

DX KOREA 사무국

7 Hall

6 Hall6 Hall
VIP 오찬장

드론봇 & 인공지능(AI) 콘퍼런스

국제 모빌리티 & 드론봇 엑스포

KODAS 방산보안상담회

Ent. 6 Hall

▶ Lobby 공간 배치계획

Zone 1

안내 Desk

등록대

ID 발급센터

Zone 2

지원 사무국

귀빈실

프레스센터

Zone 3

의무실

육군TF 사무실

대테러 상황실

Zone 4

정부살례

군 VIP살례

방사청 살례

Zone 5

야외행사 운영팀

세미나 지원팀

의전팀 사무국

Ent. 7 Hall

※ 배치도는 참고용 이미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안내

On-Line
참가신청
안내

STEP 01 STEP 02 STEP 03

DX KOREA
홈페이지 접속

On-Line 참가신청

참가문의 T. 02-2191-5061~2

차장 고희준 / 과장 이유림

참가안내 메뉴

website :  www.dxkorea.org

e-mail : dxkorea@dxkorea.orgwww.dxkorea.org

How To Participate
야외

장비전시장

야외 기동시범장
개막식장

헬기장

Ent. 8 Hall

야외 살례

기업관 H1 기업관 H6기업관 H2 기업관 H5기업관 H4기업관 H3

기업관 N1 기업관 N2 기업관 S1 기업관 S3 기업관 기업관 S4 기업관 S5기업관 S2

유관기관 3

유관기관 1

유관기관 4

웰컴
라운지 KPS / 항법

UAM UAM국제관 8 Hall

군
�사

격
장

�기
동화력시범 (행사개막�전일�및 �일차�실시 / 야지�약

 ���만
평

)

실내 ��,���㎡  /  야외  ��,���㎡      총 ��,��� ㎡

�, �, �홀 아시아�최고의�최첨단�전시장
에서�개최!!

전시장�구성   EXHIBITION LAYOUT



DX KOREA 2020 HIGHLIGHT

군 사격장 기동화력시범 모습
(행사개막 전일 및 3일차 실시 / 야지 약 500만평)

www.dxkorea.org
우)061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2, 5층(대치동, GNC빌딩)
T 02 2191. 5061~2   F 02 2191. 5060   E dxkorea@dx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