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I SUN-SIN
Defense

Exhibition

2022. 12. 06. (화) ~ 12. 09. (금)   I  해군사관학교 연병장

이순신
방위산업전

2022 충무공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YIDEX 2022 참여기업(기관) 특전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최초 온라인 방위산업전!!

온라인 B2B 플랫폼 “YIDEX.NET” 온라인 PR 플랫폼 “OASIS”

전시장 내
비즈니스관
무료 이용

수출상담회 신청
국가 우선 매칭

스마트 네이비 
컨퍼런스
참가권

방산기업 제품
/기술 설명회

참가권

온라인 B2B 플랫폼
(YIDEX.NET) 

전시 및 비즈매칭
제공

온라인을 통한 공간
/시간 제약없는
홍보기회 제공

YIDEX 2020 행사개요 

YIDEX 2020 행사규모

YIDEX 2020 교역 실적, 584백만불 달성!!! (6,502억원 상당)

 참가 현황

온라인 B2B 플랫폼(YIDEX.NET) 국내 225개사 / 국외 12개사 총 237개사 참여

온라인 PR 플랫폼(OASIS) 국내 27개사 / 국외 1개사  총 28개사

주요 프로그램 기 간 장소

온라인 B2B 플랫폼(YIDEX.NET) 11.01.(일)~12.31.(목) www.yidex.net

온라인 PR 플랫폼(OASIS) 11.14.(토)~11.15.(일) 창원컨벤션센터

YIDEX2020 오프라인 특별 전시관 11.12.(목)~11.15.(일) 창원컨벤션센터

해군사관학교 스마트 네이비 컨퍼런스 11.12.(목)~14.(토)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

온라인 수출상담회 11.10.(화)~13.(금)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 YIDEX 2020 개최결과 ]

주관주최 해군 군수사령부
NAVAL LOGISTICS COMMAND

후원

661백만불(7,360억원)                584백만불(6,502억원)수출상담 계약

충
무
공

참가신청 마감

YIDEX 2022 개최

12월2022

09.30

2022
10.31

※ 중복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 현재 신청금을 미리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신청서를 미리 받고 추후 신청금을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문의 : 이순신방위산업전 사무국     Tel. 055-714-1989

1부스(9m²) - 사전등록 기간내(2022년 9월 30일) 신청

1부스(9m²) – 2019 창원해양방위산업전 또는 2020 이순신방위산업전 참가업체

50만원 할인

20만원 할인

 Early bird 등록 마감
할인혜택 적용

주요 참가사



YIDEX.NET 온라인 전시장 구성

YIDEX 2022 오프라인 전시장 구성

YIDEX 2022 특별관

YIDEX 2022 부스참가비
YI-SUNSIN Defense Exhibition

2022 충무공

이순신방위산업전

YIDEX 2022 전시품목

■    군복, 군화 특수 피복, 요대, 탄입대, 수통, 대검, 발열조끼 등 피복 및 장구류
■    침낭 모포, 텐트, 전투식량, 방탄헬멧 및 방탄판 등 공용물자류
■    레펠류, 인명구조낭, 들것 등 각종 인명구조 장비와 의무장비 및 물자

전투지원
물자 및 장구류

■   전차, 장갑차, 차량, 공병장비, 지뢰지대 극복장비 등 기동장비
■    화포, 총기류, 유도무기, 레이져무기, 포병탄, 전차포탄, 로켓탄 등 화력장비
■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방공레이더, 화생방 정찰 및 제독 등 방호장비

무기체계

■    함정, 해양방위시스템, 해양장비, 해양탐사선 및 특수선, 조선소, 조선기자재 등
■    무인수상정 : 다목적 무인수상정, 해저 지형측량용 무인수상정, 기뢰탐색용 무인수상정 등
■    무인잠수정 : 초소형 자율 무인 잠수정, 해저탐색용 자율 무인 잠수정

해양방위&
무인체계

3
해상 시연장

1
해상 함정 전시

2
스마트네이비
컨퍼런스

해상시연 업체 부스

해상시연관람장

해군사관학교 내 연병장

4
방산기업 전시관

 ※ 전시장 세부구성은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시장 구성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주한 무관 및 아세안 국가 BIG바이어와의 실질적인 상담행사 진행 예정

YIDEX 2022 참가신청 마감

SMART NAVY
CONFERENCE

스마트 네이비 
컨퍼런스

Young Generation 
포스터 세미나

해군무기체계 및
해군 적용 가능
신기술 전반 전략, 
국제법 등

사회과학 분야 등 
논의

신기술 
국제포럼
한국의
해양력 및
해군력 강화를
위한 해군의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

Smart Navy로 
도약하기 위한
 신기술 응용 제안, 
아이디어, 
컨셉 등 논의

기  간  |  2022년 12월 6일(화) ~ 12월 8일(목) (예정)
장  소  |  해군사관학교

2022
충무공 이순신
방위산업전

OFFICIAL BUSINESS PUBLIC

개막식

함상리셉션

폐막식

수출상담회

업무협약식

해상시연

군문화
체험프로그램

무기체계 전시장

밀리터리
체험 프로그램

기  간  |  2022년 12월 6일(화) ~ 12월 9일(금)
장  소  |  해군사관학교 연병장
주  최  |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주  관  |  창원산업진흥원

KDDX 특별관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술의 결정체, 경항공모함 특별관

경항공모함의 비전과 국가 연구기관 및 사업 참여기업에서

개발중인 핵심기술을 확인 할 수 있는 특별관

국방신산업
특별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 분야 특별관
우주/AI/드론/반도체/로봇과 관련된 기술력을 확인 할 수 있는 특별관

※ 주관기관은 최종확정이 아니며 관련 세부 프로그램은 미정(TBD)입니다.

YIDEX 2022 참가비 할인

조기신청 할인 50만원 할인 / 1부스(9m²) 사전등록 기간 내 (2022년 9월 30일) 신청

재참가 할인 20만원 할인 / 1부스(9m²) 2019 창원해양방위산업전 또는 2020이순신방위산업전 참가업체

※ 중복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 현재 신청금을 미리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신청서를 미리 받고 추후 신청금을 입금 해주시면 됩니다.

※ 조기신청 할인의 경우, 추후 공지되는 기한 내 계약금 납입시 적용됩니다.

온라인/이메일 접수  www.yidex.net   |   E-mail. expo0430@naver.com    |   Fax. 0505-361-9609

Tel. 055-714-1989   |   입금처 : 경남은행 207-0067-7874-00 (주)이디아

※ 기타 자세한 내용(온/오프라인 부스 제공내역, 부대시설 등)은 참가신청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부스(기본/독립) 신청시 온라인 전시관 무료 입점

※ 본 기본부스 시안은 변경될 수 있음

가격(VAT별도)  

2,500,000원 /1부스

가로×세로×높이: 3×3×2.4m

전시면적만 제공
※ 독립부스 자체 디자인 및 시공비 별도 발생  (참가기업 부담)

상호간판 1식

인포데스크 1개/의자 1개

스포트라이트 3개

콘센트(2구) 1개

전기 1kw

가격(VAT별도)      2,000,000원 /1부스

가로×세로: 3×3m독립부스기본부스

온라인 부스(YIDEX.NET)

※ 온라인 부스 타입은 랜덤

Virtual Booth    ※ 입점비 및 1년간 이용 비용

▶ 포함사항 : 회사소개, 제품소개, 제품소개서, 영상 및 사진 등 업로드

※ 전시회 신규 참여업체는 100만원으로 동일

※ 재참가업체 (기존 참가업체 중 내용수정 업체 포함) 50만원

가격(VAT별도)     1,000,000원 /1부스

2022년 10월 31일(월)까지 선착순 마감   (단, 부스면적 소진 시 조기마감)

2022 Chungmugong YI SUN-SIN Defense Exhibition   

■    국방사물인터넷(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안 융합기술 혁신제품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술 이동통신 제품, Smart 관리체계
■   영상보안, 출입통제, IT보안 시스템, CCTV, 무인경비, 감시장비, AR/VR

정보통신,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