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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참가 바이어 세부 정보 

 

MICE 주최자 상담회_참가 바이어 세부 정보  

 

 

1. 국제청소년연합 

홈페이지 www.iyf.or.kr   

개최 행사명 2020 한국월드문화캠프 

개최 시기 2020년 7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국제회의 

행사 주제 문화, 교육 

참가자 규모 총 4,0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50개국 2,300명 

개최지 부산 벡스코, 무주 태권도원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세계장관포럼 /  참가규모: 20개국 장.차관 20명 

2. 행사명: 세계대학총장포럼 /  참가규모: 60개국 80명 

3. 행사명 세계교정청장포럼 / 참가규모: 40개국 40명 

 

2.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http://kha.or.kr 

개최 행사명 KOREA HEALTHCARE CONGRESS 

개최 시기 2020년 4월 (개최예정) *매년 4월 개최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국제학술대회 

행사 주제 기업/경영, 의학 

참가자 규모 총 1,5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5개국 50명 

개최지 서울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  참가규모:  1,500여명         

2. 행사명: KHC-ATM(KHC 가을학술대회) /  참가규모: 700여명           

 

 

 

 

 

 

 

 

http://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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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이식학회 

홈페이지 http://www.mykst.org/ 

개최 행사명 2020년도 대한이식학회 제16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시기 2020년 3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학술대회 

행사 주제 의학 

참가자 규모 총 500명(추정) 

개최지 대구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춘계학술대회 / 참가규모: 500여명 

2. 행사명: 추계국제학술대회 / 참가규모: 900여명 

 

 4. 세종학당재단                               *2/28(금)만 참가 

홈페이지 www.ksif.or.kr   

개최 행사명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우수학습자 초청연수 

개최 시기 2020년 7월, 10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인센티브 투어, 국제회의 

행사 주제 문화, 교육, 관광/교통 

참가자 규모 총 15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60개국 100명 

개최지 서울 및 지방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 참가규모: 200여명 

2. 행사명: 우수학습자 초청연수 / 참가규모: 150여명 (전원 외국인) 

 

5. 아띠글로벌 

홈페이지 -  

개최 행사명 (가칭)한-미얀마 교류회 

개최 시기 2020년 9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중 

행사 유형 국제회의 

행사 주제 기업/경영 

참가자 규모 총 2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1개국 100명 

개최지 미정 

정기적 개최 행사 - 

 

http://www.mykst.org/
http://www.ks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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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시아 태평양 감염재단 

홈페이지 www.print.or.kr   

개최 행사명 1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imicrobial Agents and Resistance (ISAAR 2023) 

개최 시기 2023년 5월 또는 9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국제회의, 전시회/박람회 

행사 주제 의학 

참가자 규모 총 1,000~1,3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45개국 600~700명 

개최지 미정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ISAAR 2023 / 참가규모: 1,000~1,300여명 

2. 행사명: ISAAR 2025 / 참가규모: 1,000~1,300여명 

 

7. 아이피알포럼 

홈페이지 www.ipr.co.kr 

개최 행사명 - 

개최 시기 - 

개최 가능성 - 

행사 유형 기업회의/미팅, 전시회/박람회 

행사 주제 과학기술, 관광/교통 

참가자 규모 - 

개최지 - 

정기적 개최 행사 - 

 

 

8. 한국가스연맹 

홈페이지 www.WGC2021.org 

개최 행사명 2021 세계가스총회 

개최 시기 2021년 6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기업회의/미팅, 인센티브 투어, 국제회의, 전시회 

행사 주제 환경, LNG 천연가스 

참가자 규모 총 12,0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90개국 5,000명 

개최지 대구 

정기적 개최 행사 - 

 

http://www.print.or.kr/
http://www.ipr.co.kr/
http://www.wgc20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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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과학기술지원단                            *2/27(목)만 참가 

홈페이지 www.ksef.or.kr 

개최 행사명 제 18회 KSEF 과학프로젝트 발표대회 / KSEF International 

개최 시기 2020년 10월 개최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국제회의, 전시회/박람회 

행사 주제 과학기술, 교육, 환경 

참가자 규모 총 1,0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40개국 500명 

개최지 대전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KSEF 과학프로젝트 발표대회 / 참가규모: 1,000명   

 

 10. 한국바이오칩학회                              *2/27(목)만 참가 

홈페이지 www.biochip.or.kr 

개최 행사명 춘추계학술대회 

개최 시기 2020년 5월, 11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학술대회 

행사 주제 과학기술 

참가자 규모 총 650명(추정) 

개최지 여수/제주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춘계학술대회 / 참가규모: 600~700여명 

2. 행사명: 추계학술대회 / 참가규모: 600~700여명 

 

11.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www.kwwa.or.kr  

개최 행사명 WATER KOREA 

개최 시기 2020년 3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기업회의/미팅, 국제회의, 전시회/박람회, 학술발표회 

행사 주제 환경, 물관련 설비, 기술, 자재 등 

참가자 규모 총 16,0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20개국 200명 

개최지 경기도/지방 순회개최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개막식 / 참가규모: 200여명 

2. 행사명: 상하수도인의날 / 참가규모: 100여명  

http://www.ksef.or.kr/
http://www.biochip.or.kr/
http://www.kw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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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국생물공학회                             *2/27(목)만 참가 

홈페이지 www.ksbb.or.kr   

개최 행사명 2020 한국생물공학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시기 2020년 4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국제회의, 전시회/박람회 

행사 주제 과학기술, 의학,  

참가자 규모 총 1,5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10개국 100명 

개최지 창원컨벤션센터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한국생물공학회 정기학술대회 / 참가규모: 1,500~2,000여명(외국인 포함) 

 

13. 한국소성가공학회                              *2/28(금)만 참가 

홈페이지 www.kstp.or.kr 

개최 행사명 국제 딮 드로잉 성형 해석 학술대회(IDDRG) 

개최 시기 2020년 6월 7일~11일 

개최 가능성 확정 

행사 유형 - 

행사 주제 - 

참가자 규모 - 

개최지 - 

정기적 개최 행사 - 

 

 

14.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홈페이지 www.khnp.co.kr  

개최 행사명 한국수력원자력㈜ 창사 20주년 축하행사 또는 중앙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시기 2021년 4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중 

행사 유형 기업회의/미팅 

행사 주제 기업/경영 

참가자 규모 총 1,0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5개국 10명 

개최지 경주, 대전 

정기적 개최 행사 - 

 

 

http://www.ksbb.or.kr/
http://www.kstp.or.kr/
http://www.kh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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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전기화학회 

홈페이지 www.kecs.or.kr 

개최 행사명 ISE 2021 

개최 시기 2021년 8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국제회의 

행사 주제 과학기술, 환경 

참가자 규모 총 5,000명(추정) 

개최지 제주도 

정기적 개최 행사 - 

 

16.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www.komsco.com 

개최 행사명 서울국제코인쇼(가칭) 

개최 시기 2020년 11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국제회의, 전시회/박람회 

행사 주제 과학기술, 문화, 예술, 경제/금융, 불리온메달, 기념주화 등 

참가자 규모 총 50,0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20 개국 100 명 

개최지 서울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서울국제코인쇼 / 참가규모: 50,000여명 

 

 

17. 한국통계학회 

홈페이지 www.kss.or.kr 

개최 행사명 2020 International Biometric Conference 

개최 시기 2020년 7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국제회의 

행사 주제 과학기술 

참가자 규모 총 1,000 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36개국 900명 

개최지 서울 

정기적 개최 행사 - 

 

 

 

http://www.kecs.or.kr/
http://www.k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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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통신학회 

홈페이지 www.kics.or.kr   

개최 행사명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2022 (IEEE 국제통신학회 2022) 

개최 시기 2022년 3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국제학술회의 

행사 주제 과학기술 

참가자 규모 총 2,000 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3개국 1,000명 

개최지 서울 코엑스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동계종합학술발표회 / 참가규모: 1,700여명 

2. 행사명: 하계종합학술발표회 / 참가규모: 1,800여명 

3. 행사명: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T Convergence / 참가규모: 700여명 

 

19.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www.aerospace.or.kr / www.seouladex.com 

개최 행사명 서울 ADEX 2021 

개최 시기 2021년 10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국제회의, 전시회/박람회 

행사 주제 국방/안보 

참가자 규모 총 290,0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50 개국 3,000 명 

개최지 서울공항(성남시) 

정기적 개최 행사 - 

 

 

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www.k-eco.or.kr 

개최 행사명 2020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시기 2020년 10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전시회/박람회 

행사 주제 환경 

참가자 규모 총 50,000명(추정) 

개최지 서울 코엑스 

정기적 개최 행사 1. 행사명: 대한민국친환경대전 /  참가규모: 200개사 450개 부스 

http://www.kics.or.kr/
http://www.aerospace.or.kr/
http://www.seouladex.com/
http://www.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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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 

홈페이지 http://www.hansik.or.kr/ 

개최 행사명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음식문화교류회 등 

개최 시기 2020년 9월 (개최예정) 

개최 가능성 상 

행사 유형 인센티브 투어, 전시회/박람회 

행사 주제 문화, 교육, 농수산/식품 

참가자 규모 총 200명(추정)   ※외국인 참가자 규모: 3 개국 100 명 

개최지 서울 

정기적 개최 행사 - 

 

http://www.hansi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