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참가제안
20200213 킨텍스 전시2팀 이홍기 대리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안전기술 도입을 통한 재난안전 대응력 제고,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행안부, 산업부, 경기도가 주최하는 박람회로, 금년도
6회차 행사를 개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잇달아 발생하는 유해화학위험물 산업안전사고와 화학테러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험물 안전산업
은 큰 시장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안전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업 판로확장을 위하여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귀 사의 실효적 마케팅 플레이스로 활용하시기로 제안드리오니,
적극적인 참가검토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K-Safety Expo 2020)
○ 기

간 : 2020. 9. 23(수) ~ 25(금), 3일간

○ 장

소 :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 (합동개최행사*

(*합동개최행사 : 기상기후산업박람회(기상청), 국제승강기엑스포(행정안전부), 한국건설안전박람회(KINTEX))

○ 규

모 : 500개사, 1,350부스, 참관객 50,000명

○ 주

최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 주

관 : KINTEX, KOTRA

○ 전시분야 : 산업/생활안전, 방재/화재안전, 보안/치안, 교통/해양안전, SOC 공공안전
서비스 및 안전도시, 첨단안전기술 등
(특별관 : Air Safety 특별관, 어린이안전 및 모빌리티 특별관)
○ 부대행사 : 대한민국 안전유공표창,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안전산업 혁신기술 구매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주한 해외공무원 대상 전시회 도슨트 투어,
안전산업 신기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K-Safety Awards, 안전체험마을 등
○ 레이아웃(안)

□‘산업안전 전시회’주요내용
○ 전시품목
- 산업안전
가스/화학물질 사고방지 기술, 제독시스템, 누액감지기술,
고소작업용 안전기술, 안전진단, 연구소 안전제품, 클린룸,
첨단 안전관리시스템, 사고예방기술, 측량-계측 제품 및 기술
산업현장 환경기술,안전교육,안전컨설팅, 개인용 안전장구류, 안전확보
보조제품, 크레인 안전제품, 방폭장비,방폭설비,계측장비,
현장안전시설물(안전발판,안전망 등) 등

○ 주요 특징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1.26.시행)
산업안전 집중강화 추세 → 최신기술 및 제품 정보 습득
안전용품 발주처의 전환 → 건설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 원청의 안전용품 구매시작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자 교육 등 유관행사 동시개최
산업안전분야 타겟 바이어 대거 방문
- 평가지표 연계한 공공부문 및 대기업 및 공공수요처 바이어와의 구매상담회
조달정보 습득, 대기업/공공수요처 대상 신규판로 개척 기회 모색
- 기관·기업 유관부서 의사 결정권자 국내 최대규모 참가
개별 기관 안전부서의 의사결정자가 최대규모 방문하는 전시회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연계되어 안전산업 유관기관이 최다 참가하는 전시회
기관평가 연계로 참가기업의 성과창출 및 국내기업 육성과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
* 재난관리평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진행하는 평가지표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25개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재난관리업무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급,
미흡기관 개선 등을 명령하는 평가지표

□ 참가 필요성
○ 잇달아 발생하는 위험물 안전사고, 관련 규제개선과 제품/기술 시장 활성화
- 산업현장 가스질식사고, 화학물질 폭발사고 등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비 확대 및 규제개편 확대
- 지방자치단체 맨홀질식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제품/기술 투자 확대추세

○ 안전 관련 4개 박람회 합동개최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5만 명 이상 안전산업 분야 종사자
방문 예정으로 신규 판로 개척 기회 (합동개최 762개 기업 참가, 50,000㎡ 규모 50,834명 방문, 2019)
- 2020 합동개최행사 : 기상기후산업박람회, 한국건설안전박람회, 국제승강기엑스포

○ 안전유공표창, 안전기술대상, K-Safety Award 등 혁신제품 시상식 개최 및 핵심 바이어 대상
도슨트 투어를 통한 신제품 및 신기술 홍보 성과 제고
○ 공공수요처 및 대기업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프로그램를 통한 국내 판로개척 지원
- 공공수요처 및 대기업(삼성중공업, 포스코, 한전, 도로공사 등) 바이어 37개사 구매상담(‘19)

○ 해외 안전기관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로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 남아공 치안부 장관 등 미국 러시아, 쿠웨이트, 인도 등 40개국, 246명의 해외바이어 방문(‘19)

○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으로 참가기업에 사전 & 사후 마케팅 지원 혜택
- 정기 국‧영문 뉴스레터 발송(안전관계자 66,000명 대상), 글로벌소싱사이트(EC21, Global Sources 등) 제품 홍보 (‘19)

□ 참가제안사항
① 한국위험물학회 중심 공동관 구성을 통한 위험물 관리산업 위상제고와 마케팅효과 극대화
- 기업공동관 구성을 통한 전시회 內 스포트라이트 효과 제고
- 국내 위험물관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부흥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
- 참가 기대효과
1) 본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 가점이 부여되는 박람회로,
관련산업의 중요성을 집중조명하기에 최적의 장소
2) 해외 정부기관/기업 유력 바이어 직접초청하여 우수제품 해외마케팅 성과제고
3) 특화전시관에 포함됨을 통한 참가기업 집중효과

□ 참가방법 및 참가비
○ 참가방법 : 참가신청(홈페이지) → 참가비 납부 → 전시회 참가
(www.k-safetyexpo.com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온라인 참가 신청)
○ 참가비 안내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부스

금액

2,200,000원/부스

2,600,000원/부스

3,200,000원/부스

면적

가로 3m x 세로 3m

가로 3m x 세로 3m x 높이 3.5m

가로3m x 세로3m x 높이 3.25m

- 기본 옥타부스,

- 고급형 블록부스,

- 일반국영문간판. 실내조명

- LED국영문간판

- 바닥파이텍스, 인포데스크,

- 실내조명, 바닥파이텍스

- 전시면적만 제공
- 2부스 이상 신청시만 가능
제공

- 전시 부스 장치 공사는
참가업체가 KINTEX

내역

등록업체를 개별 선정하여
직접 시공

접의자 각 1개

- 인포데스크, 접의자 각 1개

- 상담테이블(원형) 1개, 의자4개

- 상담테이블(원형) 1개, 의자4개

- 전기 1kw (220V) 콘센트

- 전기 1kw (220V) 콘센트

- 추가 부대시설은 별도 신청

- 추가 부대시설은 별도 신청

○ 참가비 정책 안내
구분

혜택내용

조기신청 2차

20만원/부스 할인 (~5/29 限)

재참가 할인

20만원/부스 할인

문의처
제6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전시 사무국 (킨텍스)

조건
기간 마감 內
온라인 참가신청 완료
안전산업박람회 연속참가 시
(2019년 참가기업 恨)

홈페이지

담당자

www.k-safetyexpo.com

킨텍스 이홍기 대리
031-995-8724 / ksafetexpo@kintex.com

[참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Show Report

□ 지난 5년간 성과 지표

□ 참관객 분석

□ 주요 방문 바이어 현황 (2019)
구 분

정부
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민간
기업

2019년 행사 주요 방문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