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
팬데믹 이후 급속도로 확대, 구체화된 언택트 세계, 메타버스(Metaverse)

1 가상세계

현실과 다른 새로운 세계에 살아보다

일상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다

라이프로깅 세계

2

3 거울세계

현실세계를 디지털로 재구축하다

현실에 가상 판타지를 입히다

증강현실 세계

4

전자IT 산업과 융합되는 新산업
MZ세대 게임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 확대
메타버스 시장 관련 다양한 전망

VR·AR 산업별 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단위 : %)

SA 2025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

2,800

5

33 게임

4 2

12 라이브이벤트

7

9

PwC 2025년 XR의 글로벌 파급효과

4,764
IDC 2024년 글로벌 AR - VR 지출 규모

728
자료 : 언론 종합·삼성증권

33

350

13

15 헬스케어
13 엔지니어링

억 달러

15
9

동영상

12

7

부동산

5

리테일

4

밀리터리

2

교육

Overview
전시회 개요
명

칭

제1회 메타버스 코리아(Metaverse Korea 2021)

기

간

2021. 10. 26(화) ~ 29(금), 4일간

장

소

코엑스 B홀

주

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엑스포럼

동시개최

KES (한국전자전) 2021

Contents
전시품목

하드웨어 & 테크놀로지

콘텐츠

플랫폼

PC, 모바일, 콘솔, AI, Cloud,
CG, VR HMD, AR Glass,
블록체인, 홀로그램 등

게임, XR, 엔터테인먼트,
유통, 교육, 금융, 방송,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방송사 및 OTT플랫폼

Meet Your METAVERSE

BUSINESS

TREND

EXPERIENCE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비즈매칭 프로그램
B2B 전문 프로그램 구성

메타버스 산업 및

전세대를 아우르는

IT 기술의 최신 트렌드 조망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WHY METAVERSE KOREA?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경쟁력

메타버스 특별 체험관

온라인 화상상담회

국내 바이어 상담회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된 문화, 관광 및 각종 산업
제품/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체험관

해외 바이어와의 1:1 매칭으로 이뤄지는
최고의 비즈니스 프로그램 마련

구매 및 계약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참가기업의 비즈니스 프로그램 지원

메타콘 (컨퍼런스)

Innovation Awards

온라인 전시관 open KES

업계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의 장 마련

메타버스 산업의 저력을 높일
유망기업 발굴 및 시상

참가기업에 한해 온라인 기업 전용 부스 무료 개설,
O2O 통합 채널 마케팅 프로그램

기대효과
제52회 한국전자전과의
동시개최를 통한
시너지 창출

미래 산업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비전제시

콘텐츠 비교전시를
통한 미래 유망 산업
비즈니스의 장 제공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산업 관계자 간 네트워킹
지식과 정보의 교류

Participation Guide
참가신청 안내
참가신청
일정
참가신청
방법

2021년 9월 24(금)까지

Step1.

Step2.

참가신청 및
계약서 작성

▶

Step3.

참가신청 및 계약서(날인본)
이메일 접수 후 일주일 이내
계약금 50% 납부

참가비 잔금 납부
2021년 9월 30일 한

▶

* 참가신청서 제출처 : 메타버스코리아 사무국 contact@metaverseshow.co.kr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www.metaverseshow.c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이 납부되어야 최종적으로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가비
안내

구분

일반신청

할인 혜택

독립부스

2,800,000원/부스

일반부스

3,200,000원/부스

전자전 기참가사 대상
(18년도 – 20년도)

프리미엄부스

별도문의
(규모 및 디자인에 따라 상이)

- 300,000원 / 부스

* 모든 비용은 vat 별도의 금액입니다.

부스타입

참가신청 문의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부스

참가기업이 전시장 지정
장치업체를 통해 부스 디자인

주최자가 조립식 부스를
일괄 설치

기본 조립부스의
업그레이드 타입의 부스

부스 면적만 제공
(1부스 기준 가로 3m X 세로 3m)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세트,
콘센트 1개, 바닥 파이텍스,
조명, 상호간판, 전기1KW,
(단, 안내데스크 및 의자,
콘센트를 업체 당 1개)

타입별 상이
(사무국 별도 문의)

Tel 02-6000-6679

│

Fax 02-2051-3326

│

E-mail contact@metaverseshow.co.kr

제 1회 메타버스 코리아 사무국
T . 02-6000-6679 / 7717
E . contact@metaverseshow.co.kr
w. www.metaverseshow.co.kr

www. mataverseshow.co.kr
instagram.com/metaverse_korea
facebook.com/metaversekorea
blog.naver.com/metaverse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