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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MADEX 2019
1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하는 국내 유일 해양방위산업 전문 전시회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부산광역시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지원하는
범국가적인 전시회입니다.

www. MADEX.co.kr

2 해양방위산업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국내외 주요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며, 해군에서 주최하는 함정기술ㆍ무기체계 세미나 및 참가업체
기술세미나 등을 통해 해양방위산업 관련 최신 제품과 기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해외 해군대표단을 초청, 상담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의 해군 장성 및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함상리셉션, 환영오찬, 비즈니스미팅 등을 통해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Show Report (MADEX 2017)
참가규모
참가업체

전문 바이어

13 개국 154 개

10,231 명

해외 해군대표단

전시면적

13,254 sq.m

25 개국 72 명
주요 참가업체

Navy Delegations

해외 해군대표단과
1:1 비즈니스 미팅

함상리셉션

International
Maritime Defense
Industry Exhibition

환영오찬

• 25 개국 72 명의 해외 해군대표단 (MADEX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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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s Profile
•함정, 잠수함, 해양방위 시스템 및 장비
•방위산업관련 제품 및 기술
•조선소, 조선기자재
•통신시스템 및 장비
•해양구조, 구난장비
•해상초계기, 헬기, 무인기
•상륙돌격장갑차, 전차, 자주포

•해양장비, 해양탐사선 및 특수선
•엔진 및 항해시스템
•보안시스템 및 장비
•군수조달물품
•해양안전관련 제품
•GPS, GIS 및 IT
•고무보트(IBS), 고속단정(RIB)

Visitor Profile

How to participate
참가절차

신청서 제출 및
계약금(50%) 납부

잔금(50%)
납부

온라인 등록 및
부대시설 신청

부대시설비
납부

전시품 반입 및
부스장치

전시회 개막

신청 후 7일 이내

2019. 5. 31(금)

2019. 9. 13 (금)

2019. 9. 27 (금)

2019. 10.19 (토) ~ 21(월)

2019. 10. 22 (화)

부스비용

※ VAT 별도
구분

독립부스(면적만 제공)

조립부스(면적+기본장치)

국내 제조업체

\ 2,970,000 / 1부스(9㎡)

\ 3,510,000 / 1부스(9㎡)

해외업체 및 대리점

USD 4,140 / 1부스(9㎡)

USD 4,950 / 1부스(9㎡)

국내외 해군 및 해경, 정부기관 관계자, 방위산업 관련 종사자 등

Seminar & Events
•해외 해군대표단과 1:1 비즈니스 미팅
•함정기술ㆍ무기체계 세미나
•함상리셉션
•함정공개행사
•군악대 및 의장대 공연

• 1부스 크기

3mⅹ3m (9㎡/약 2.7평)

• 독립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2부스 이상부터 신청가능

• 조립부스 포함사항

측면 및 후면 조립식 벽면 설치, 바닥파이텍스, 상호간판, 220v소켓 1개(1kW미만), 스포트라이트 2개,
안내데스크 및 접의자 1조, 휴지통

참가신청 마감
2019년 4월 30일(화)까지 선착순 마감 (단, 부스면적 소진 시 조기마감)

할인프로그램
구분

조건

할인

조기할인

2018. 12. 31까지 신청

부스당 20만원

재참가 할인

'15, '17, '19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당 10만원

* 중복적용가능
* 조기할인의 경우, 기한 내 계약금 납입 시 적용

MADEX Exhibitor Benefits
1

해외 해군대표단과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

2

함상리셉션 참가

3

무료 초청장

4

홈페이지 및 웹디렉토리 링크 서비스

참가기업의 전시회 참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해외 해군대표단을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상리세셥을 통해 국내외 해군장성들과 최적의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드립니다.

전시회 무료 초청장을 매수에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공식 웹사이트인 www.madex.co.kr 에 참가업체 소개 및 제품 상세정보가 게재됩니다.

5

기술세미나 개최

6

뉴스레터 서비스

7

바이어가이드 및 디렉토리

8

스폰서십 프로그램

전시기간 중 저렴한 비용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와 부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군을 비롯한 주요 관람객에게 참가사 정보, 방산업계 소식을 담은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참가사 정보 및 제품소개가 수록된 전시회 디렉토리와 바이어가이드를 관람객에게 배포합니다.

참가기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스폰서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MADEX 2019 전시사무국
(주) 경연전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1101호
Tel. 02-785-4771 Fax. 02-785-6117 E-mail. mw@kyungyon.co.kr

한국무역협회
(0616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Tel. 02-6000-5275 Fax. 02-6000-5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