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행사개요

행사명 | 2023 드론쇼 코리아 (Drone Show Korea 2023)

기    간 | 2023.02.23(목) - 02.25(토) / 3일간

장    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컨벤션홀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부산광역시

주    관 |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Overview

전시회 기    간 | 2023.02.23(목) - 02.25(토) / 3일간

특    징 | 신기술 발표 및 시연, 체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프로모션 기회 구성
              참가업체와 주관사간 협력시스템 구축
              특별관을 통한 전문 활용 모델 제시(수소, 해양, 규제 샌드박스, 실증도시)

Exhibition

콘퍼런스 기    간 | 2023.02.23(목) - 02.24(금) / 2일간 

특    징 | 드론 관련 기술 뿐만 아닌 UAM, 해외진출 등 
              관련 산업 흐름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 공유

Conference

한눈에 보는 
지난해 드론쇼코리아
만족도 설문 결과

재참가의사

94%
긍정

목적 달성도

77%
높음

주관사
진행 및 운영

80%
만족

추천 의향

85%
긍정

행사만족도

80%
긍정

상담 
약 1,800건 

계약추정 
190건 이상

All about Drone
- 드론으로 마주할 우리의 미래



조기신청할인
재참가 할인 2022 드론쇼코리아 참가업체 限 10%할인
규모할인 10부스 이상 신청시 10%할인

할인안내 2022년 10월 28일(금) 限 신청시 10%할인

조립부스 독립부스

블록부스 - A타입 (12월 16일 마감) 블록부스 - B타입 (12월 16일 마감)

2023 드론쇼 코리아
전시회 참가신청 안내

접수 및 문의 드론쇼 코리아 사무국 E-Mail : droneshow@bexco.co.kr   TEL : 051-740-7409
FACEBOOK : www.facebook.com/droneshowkorea

비용 
1,800,000원 / 부스 (부가세별도)
공간 
3m(가로) x 3m(세로) x 2.4m(높이)
비고 
시공 및 비품 제공
라운드테이블 1세트(의자 2개 포함), 
인포메이션 데스크 1세트(의자 2개 포함)  

비용 
1,500,000원 / 부스 (부가세별도)
공간 
3m(가로) x 3m(세로)
비고 
전시공간만 제공
최소 신청규모 - 2부스 이상

비용 
6,000,000원 / 부스 (부가세별도)
공간 
6m(가로) X 3m(세로) X 4m(높이)
비고 
블록 시스템으로 시공 및 비품 제공
독립부스 2부스 크기

비용  
12,000,000원 / 부스 (부가세별도)
공간 
6m(가로) X 6m(세로) X 4m(높이)
비고 
블록 시스템으로 시공 및 비품 제공
독립부스 4부스 크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요망

※중복할인
적용가능

EXHIBITION ITEMS전시품목

드론, 군수, UAM/AAM, 
측량, 매핑, 소방, 스테이션,

무인로봇, 레저,방송 등 

촬영, 방제, 공간정보, 물류,
재난관리, 보안, 정찰,  

건설, 심해탐사 등

통신, 지상관제, 자율비행,
시스템 및 S/W기술, 연료전지 

센서, 모터, 배터리,등

제조 활용 산업 부품 및 기술 기관 및 서비스

유관기관, 협·단체, 대학,
교육, 금융, 렌탈, 보험

투자컨설팅 등

 



드론쇼 코리아
지난 전시회 결과

2022 드론쇼코리아 주요 참가사 

2022 드론쇼코리아 주요 참관사

정부, 연구기관, 공사공단
경호처, 방위사업청, 공군본부, 해군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소방청, 새만금개발청, 문화재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해양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대기업, 건설, 에너지, 항공, ICT 관련 주요 기업
포스코,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GS글로벌, 코오롱, 코오롱 데크컴퍼지트, 한전KPS, 한전KDN,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현대케피코, LG전자, LG유플러스, LG 화학, 포스코 인터내셔널, SK텔레콤, SK E&S, 

대우조선해양, 더존비즈온, 한국화이바, SNT 모티브, 동원무역, 하나로TNS, KAI,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하이즈항공, 데크항공, GS건설, 

LIG넥스원, 두산중공업,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삼천리, 부산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영남에너지서비스  등

금융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지자체
서울, 부산, 수원, 제주,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고양, 광양, 의정부, 보령, 당진, 여수, 사천, 의령, 경주, 김해, 통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