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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CONFEX CI소개

K- UAM CONFEX는 UAM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들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으로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의미하는 그린 계열과, 
혁신과 기발함을 표현하는 바이올렛 계열의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점과 선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와 방향으로 나아가,  

인천을 중심으로 세계 도시들과의 연결, 
네트워킹의 의미를 가진 아이덴티티를 상징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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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CONFEX는...

아시아의 허브 인천에서 열리는 K-UAM CONFEX는 UAM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랜드를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와 
다양한 UAM 기업의 전시회가 결합된 행사로서 UAM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플랫폼 역할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작된 K-UAM CONFEX는 UAM 유수의 도시와 공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K-UAM CONFEX는 전 세계 UAM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의 생산적인 만남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K-UAM CONFEX를 통해서 인천은 글로벌 선진 UAM 도시들과 더욱 가까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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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네트워킹 - 5 MOU 체결

- 인천ㆍLA 지자체 - UAM 산업 공동협력체계 구축

- IIAC-LAWA - 두 공항 간 UAM 분야 협력체계 구축
- IAIAC-UML - UAM 분야 협력체계 구축

* IAIAC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학계 협력 연구
* UML : Urban Movement Labs

- 인천광역시, 민트항공-롯데컨소시엄(롯데홀딩스, 롯데렌탈) - UAM 비행실증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대한항공, KT - UAM 생태계 구축

2021 K-UAM Confex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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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UAM Confex Review

2. 컨퍼런스 - 전 세계 40명의 연사

3. 전시 - 20개 기관 참여
참여기관 : 볼로콥터,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등

4. 비행 실증
2025년 K-UAM의 첫 상용 모델은 수도권 공항셔틀이며, 첫 출발지인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탑승 및 운항 종합 실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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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2년 11월 9일(수)~12일(토), 인천파라다이스시티호텔 (영종도)

주            최 인천광역시

주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美 Urban Movement Labs, Urban Land Institute Korea

                                  인천관광공사, 인하대학교, IFEZ,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후            원 국토교통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특 별   후 원             현대자동차그룹, 대한항공

주 관   방 송              경인방송 항공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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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UAM Confex 개최 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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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주   최

후        원

South Korea

주 관 방 송

특 별 후 원

항공뉴스센터



1.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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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1월 9일(수) 11월 10일(목) 11월 11일(금) 11월 12일(토)

행       사

전       시

컨퍼런스

K-UAM 
Biz Sa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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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시ㆍ공항ㆍ대학
     Agency, 기업관계자
     환영리셉션
□ PRESS DAY

□ UAM 분야 글로벌 도시
   ㆍ공항ㆍ대학ㆍAgency
    협력체계 구축 MOU체결
□ 인천국제공항공사 
     UAM 공모전 시상식

□ UAM 분야 글로벌 대학
   ㆍAgency 협력체계 구축
       MOU체결
□ 로봇항공경연대회 시상식

□ 기조연설
□ 세션1  
     UAM과 도시 ESG
□ 세션2 
    국내외 허브공항  
    UAM 체계 구축
□ 세션3
    UAM 정책 동향

□ 세션4 
    UAM과Entrepreneur 1
□ 세션5
    UAM과Entrepreneur 2
□ 세션6
    UAM과Entrepreneur 3
□ 세션7
    UAM 기술생태계
□ 세션8
    K-UAM 유망기업 쇼케이스  

-

��

□ UAM 기체, 부품, 장비 전시 □ GURS 홍보 부스 

□ 유망기업 Showcase 부스 □ UAM 인프라 전시 

□ 국내외 도시, 공항, 대학, 기업간 정책 토의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 마련

□ 인천-싱가포르 기업간 항공산업 supply chain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2개사) 

�

� �

*상기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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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UAM 분야 글로벌 도시ㆍ공항간 협력체계 구축

- UAM 분야 글로벌 도시ㆍ 공항 간  협력체계 (GURS : Global UAM Regional Summit) 구축 MOU 체결
   *참여 예정도시(공항): 인천(인천국제공항), LA(LAX국제공항), 싱가포르(창이국제공항),
    파리(샤를드골공항), 두바이(두바이국제공항), 잉골슈타트(뮌헨공항)

- 인천광역시 공항경제권 추진협의화 참여기관간 UAM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MOU 체결

K-UAM Biz Salon
- UAM 국내외 도시, 공항, 기업간 정책 토의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 마련
   * 주요 해외거점도시, 허브공항, 정부기관, 국내외 주요기업 부스 마련
- 인천-싱가포르 기업간 항공산업 supply-chain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2개사)
   

UAM 컨퍼런스

- 세션 1.  UAM과 도시 ESG
- 세션 2. 국내외 허브공항 UAM 체계 구축
- 세션 3. UAM 정책동향
- 세션 4. UAM과 Entrepreneur 1
- 세션 5. UAM과 Entrepreneur 2
- 세션 6. UAM과 University
- 세션 7. UAM  기술 생태계 (글로벌 공동 R&D 성과 발표회 포함/with 美UML.
- 세션 8. K-UAM 유망기업 쇼케이스

UAM  전시

기체/부품 전시
GURS 부스 운영
UAM 유망기업

Showcase

UAM 인프라 전시

- GURS 참여 도시ㆍ공항  홍보부스 운영 
- UAM Global Challenge Program
   참여기업 부스 별도 운영 및 제품 런칭쇼 진행
   ➀클로버스튜디오(플랫폼 지상관제시스템 개발)  ➁루다시스(광학기반 uam 착륙접근 이상징후 시스템)
    ➂홍스웍스(금속 3D 프린터 활용 수소 재순환 장치) ➃다윈프릭션(AAM전기브레이크 패드)
    ➄로비고스(AI기반 RFID빅데이터 시스템) 

- UAM 실증 플랫폼(2D, 3D 전시 및 구현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UAM 영상 감시 시스템 전시 및 시연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국내외 기업 UAM 기체 및 관련 부품/장비 전시



프로그램 운영계획

K-UAM Biz Salon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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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참        여        주      체

운        영        방      식

운        영        형      태

컨                             셉

장                             소

문                             의

국내외 도시, 공항, 대학, 기업간 정책 토의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 마련

K-UAM CONFEX 참여 도시, 공항, 대학, Agency, 기업관계자

스타버스트사(美)가 참여주체간 미팅 일정 및 의제 사전 조율 후 미팅 주선
 
1:1미팅, 다자간 미팅, 소규모 세미나(MOU체결)등 다양한 회의 형태
 
사전에 약속된 인원에 한정하여 개방되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살롱

파라다이스시티호텔 루빅홀

스타버스트 : sangdawn@starburst.a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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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전시 참가 안내

K-UAM 국제 컨퍼런스 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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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참가서류 제출 선금 납입
(50%)*사업자등록증

 

부대시설 신청 잔금 납입
*비품 및 부대시설

신청

*참가신청 : 2022년 10월 4일(화) ~ 11월 4일(금)
                    이벤터스 ‘K-UAM CONFEX 2022’ 참가신청
                    https://event-us.kr/kuamconfex/event/49390

*참가비 : 오프라인 20만원, 온라인 10만원 (VAT포함)
                (군,경,공무원,대학생,대학원생 50% 할인) 

*각 부스 기본 제공사항 외 초대권(오프라인) 1매, 컨퍼런스 초대권(온라인) 2매 제공 예정  

*참가비 납입계좌 : 농협은행 317-0026-1274-71 (예금주 : 주식회사 랩플랜)

*문의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032- 858-9161 / culee@iiaci.or.kr
             K-UAM CONFEX 운영사무국  02-730-0117 / kuamconfex@gmail.com 

*전시 참가 접수 : 10월 21(금)일까지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독립부스 Raw Space

1부스 : 260만원 (VAT 별도)
*10. 14까지 접수 시 200만원 (VAT 별도)

기본부스 Shell Scheme

1부스 : 300만원 (VAT 별도)
*10. 14까지 접수 시 250만원 (VAT 별도)

프리미엄부스 Premium Booth

1부스 : 350만원 (VAT 별도)
*10. 14까지 접수 시 300만원 (VAT 별도)

*1부스 규격 : 3M*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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