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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ESG,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의 전문 전시회

제9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 일　　정

● 주　　최

● 주　　관

● 장　　소

● 부대행사

● 전시품목

● 특  별  관

● 홈페이지

● 동시개최

2023년 9월 13일(수) ~ 15일(금)

킨텍스 제2전시장 7, 8홀

비즈니스프로그램(구매상담회, 수출상담회) / 컨퍼런스 및 세미나 / 안전체험마을 / 개막식

산업안전, 생활안전, 방재·화재안전, 보안·사회안전, 교통·해양안전, 공공안전 서비스

디지털재난관리관, ESG동반성장경영 특별관

www.k-safetyexpo.com

2023 한국건설안전박람회, 2023 기상기후박람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프로그램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23.1.5)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프로그램

•안전총괄부처(행정안전부) 및 지역안전지수1등급 경기도가 주최하는 전문전시회

‘안전’테마‘ESG·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전시회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ESG 경영에 핵심요소인 안전보건시스템 모델 제시

•스마트안전기술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반성장 솔루션 제공  

연관 행사 동시개최를 통한 안전산업 최대의 마켓플레이스
•한국건설안전박람회 및 기상기후산업박람회 동시개최를 통한 시너지 창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함께하는 전문 컨퍼런스 및 세미나

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프로그램 병행 
•해외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 및 동반성장 구매상담회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기회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Innovation Awards, 국내외 재난안전 관계자 초청 도슨트 투어 병행

비즈니스 프로그램

컨퍼런스 및 부대행사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국민 체험형 재난안전 프로그램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재난안전산업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마련된 

오픈 토크콘서트

국민들의 위기대응능력 배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재해, 소방, 

생활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페스티벌

안전체험마을 재난안전 토크콘서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집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과 

1:1 상담 기회 제공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초청 도슨트 투어 진행

Kotra(84개국 129개 무역관) 

및 유관기관에서 초청한 유력 

해외바이어와 1:1 상담 기회 제공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재난안전기관장 및 

재난안전공무원 초청 도슨트 투어 

진행

해외 공공기관 관계자 도슨트 투어

동반성장 구매상담회

지자체 및 공공기관 초청 도슨트 투어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국내외 민간 및 공공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내외 시장개척 및 동반성장

홍보 지원 프로그램│신제품·신기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기술 및 

지제품,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 세팅 및 지원

전시회 참여기업 중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선정된 기업은 별도 쇼케이스 추가 제공

전시회 기간 중 주요 매체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주요 제품 

온라인 홍보지원

K-Safety On-Air

행정안전부 추진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 선정을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유공표창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오픈세미나

K-Safety Innovation Awards

ESG 경영 및 신기술 홍보

컨퍼런스 및 세미나│재난안전대응 및 첨단기술 보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재난안전 관련 학회 및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 소개 및 총회 등

UNDRR(UN재난위험경감사무국), 

행정안전부, 경기도 및 국책연구기관 

개최 안전정책 및 안전기술 컨퍼런스

정부 및 공공기관 세미나, 국제컨퍼런스 학회, 협회 및 기술세미나

지속경영정보 교류 및 안전문화 확산



안전도시 및 스마트시티 

보안·치안 인프라 구축 담당자 집중 초청

보안 및 치안산업
첨단 보안시스템, CCTV, 첨단 외곽경계, 다목적 관제시스템, 

생체인식, 치안기관용 장구류, 정보보안 솔루션, 사이버관제, 

물리보안, 출입통제, 인식·센서기술, 위변조 방지기술, 문서보안, 

개인호신용품, 영상보안 및 기록장치, 무인감시기술, 

대테러 제품·설비, 방산기술·제품, 치안로봇 등

전시품목

산업체 안전·보안 담당자, 군·경·해경 등 치안기관 관계자,

공사·공단 관계자, 사회기반시설 보안 관계자, 

다중이용시설 시설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 관계자,

소상공인 연합회, 문화재 안전부서 관계자 등

주요 방문 바이어

보안·치안

취약계층 안전환경 향상 노력 및 

안전문화 확산 유도

생활안전
생활 전기안전, 생활 가스안전, 소음관리, 보행안전, 환경안전, 

호신용품, 보건관리, 복지시설 환경개선품목, 실종자·미아 방지, 

긴급 의료기기, 구급키트, 인력보조장치, 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물품, 

어린이 안전 제품 및 기술, 노인안전 제품 및 기술, 

안전체험 장비·프로그램, 안전교육 장비 및 프로그램 등

전시품목

안전취약계층(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 시설관계자, 

지자체 복지담당부서, 안전체험관 관계자, 공공시설 관리자,

다중이용시설관리자, 일반참관객 등

주요 방문 바이어

생활안전

공공부문 안전정책 홍보를 통한 

안전대표기관으로서 포지셔닝

안심도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안전정책 홍보 및 관내기업 지원
 

SOC 안전
에너지, 건설, 생활분야 사회기반시설 공사·공단의 안전정책 홍보 

및 유관기업 참가지원
 

공공안전서비스
정부부처, 공공기관 사업홍보와 R&D 성과

전시품목

정부부처 관계자, 공사·공단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공적사업 관계자, 건설사, 설계사, 시공사, 언론사,

안전도시 평가기관 관계자, 주한 개도국 공무원, 일반참관객 등

주요 방문 바이어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재난관리평가’와 연계되어 

공공수요처 및 지자체 관계자 대거 참석

방재·화재안전

방재안전
재난안전통신망, 자연재해 피해저감 제품 및 기술, 방재공법, 

재난예측·대비 제품 및 기술, 재해복구장비, 구조장비, 구조로봇, 

방재기술, 재난대처 구비품, 긴급피난시설, 개인용 안전장비, 

야외방재시설, 건축물 비치품, 방재신기술, 방재용 건축 및 토목 자재 등
 

화재안전
화재진압장비, 소방시설, 소방기자재, 소방기동장비, 

개인용 소방장비(보호구 등), 화재감지·경보시스템, 방화시설, 

화재피해 경감시설, 화재예방 기술 및 시설, 화재대피 구비품, 

대피시설, 구조물품, 자동소화시스템 등

전시품목

지역 소방청 관계자, 군·경·해경, 지자체 방재 주무부서 관계자,

공공기관 담당부서 관계자, 공공시설 관리자, 건설사, 정부부처 관계자, 

공공복지시설 안전담당자, 시공사, 설계사, 시설관리자, 

안전감리기관 관계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소상공인 연합회 등

주요 방문 바이어

제조업 및 건설사 대기업, 

공공수요처 바이어 1:1 상담기회 제공

산업안전
첨단 안전관리시스템, 사고예방기술, 

측량·계측 제품 및 기술 개인용 안전장구류, 안전확보 보조제품, 

크레인 안전제품, 방폭장비, 방폭설비, 계측장비, 

현장안전시설물(안전발판, 안전망 등) 가스·화학물질 사고방지 기술, 

제독시스템, 누액감지기술, 고소작업용 안전기술, 안전진단, 

연구소 안전제품, 클린룸, 산업현장 환경기술, 안전교육, 

안전컨설팅 등

전시품목

산업현장 관리자, 공공기관 안전담당자, 위험물 취급 산업현장 관계자, 

안전감리기관 관계자, 다중이용시설 안전시설 관계자, 유통사 MD, 

반도체 생산시설 안전관리자, 건설사, 시공사, 설계사, 중공업계, 

개인 안전제품 수요자 등

주요 방문 바이어

산업안전

대형사고 예방 정책 발의 및 

안전사고 피해경감 정부예산 확대

교통안전
도로경고표지·기술, 안전표지, 관제시스템, 자율주행, 특장차량, 

과속단속장비, 방음시설, 조명시설, 개인안전장구, 차량저지장치, 

스마트가로등, 차량제어시스템, 차량안전용품, 철도안전기술, 

철도레일 파손탐지제품, 철도관제시스템, 항공안전기술, 

탈출·구급장비 등
 

해양안전
해양구조드론, 구조보트 등 기동체, 방재기법·기술, 

선박손상 통제기술, 해상관제 시스템, 개인 안전장비, 수중탐사장비, 

수중구조장비, 긴급피난장비, 구명장비, 수난구조함, 수난구조장비, 

선박안전시설, 선박비품 등

전시품목

지자체 관계부서 담당자, SOC 공공기관 관계부서 관계자,

공군·해군·해경 등 유관기관 관계자, 기상청 관계자, 선박 산업종사자, 

레저시설 안전관리자, 물류산업 안전 관계자, 항공사 등

주요 방문 바이어

교통·해양안전

전시품목 안내
※특별관 : 디지털재난관리관, ESG 동반성장경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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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사무국

전시품 성격 부스규모 참가신청 순
(동일 부스 규모 신청 시)

부스배정

전시참가 안내

※ 부스 이미지는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립부스 2,400,000원
(VAT별도)

•면적만 제공(가로 3m x 세로 3m)

•최소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전시부스 장치공사는 KINTEX

지정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개별적 시공

조립부스 2,800,000원
(VAT별도)

•기본부스, 일반국영문간판

•실내조명, 바닥파이텍스

•인포데스크 / 접의자 각 1개

•상담테이블(원형) 1개 / 의자 4개

•전기 1kw(220V 콘센트)

•추가 부대시설은 별도 신청

프리미엄부스 3,200,000원
(VAT별도)

•고급형 블록부스, LED국영문간판

•실내조명, 바닥파이텍스

•인포데스크 / 접의자 각 1개

•상담테이블(원형) 1개 / 의자 4개

•전기 1kw(220V) 콘센트

•추가 부대시설은 별도 신청

암스포트라이트
(100W)

LED간판

우드락(400x600)

유포실사
(750x1,500)

3,500

3,250

부스 유형 및 참가비

※ 할인 조건 : 기한 내 온라인 참가신청서 제출 

할인 구분 할인 금액 마감 기한

1차 조기신청 할인 1부스 당 50만원 할인 ~ 4/28(금)

2차 조기신청 할인 1부스 당 20만원 할인 ~ 6/30(금)

~ 8/18(금)연속 참가기업 할인 1부스 당 10만원 할인

참가비 할인 안내

인보이스 수령 후

10일 이내

참가비 전액 납부

참가비 납부

별도 신청 부대시설비 

완납 기한

8.18(금)

부대시설비 납부

~ 8.18(금)
www.k-safetyexpo.com

부스신청 최종 마감

온라인 참가신청

※ 농협 301-0245-1558-11 (주)킨텍스

안전산업박람회 주요 바이어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UAE 내무부, 남아공 치안부, 대만 소방청, 덴마크 위기관리청, 독일 연방민방위청, 동티모르 사회연대부, 동티모르 공공 

치안부사무국,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러시아 비상사태부, 말레이시아 소방구조부, 말레이시아 도로안전과,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멕시코 재난예방청, 몽골 재난관리청,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미국 재난관리국, 방글라데시 소방민방위청, 베트남 공공안전부, 벨라루스 

비상사태부,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 스웨덴 구조청, 싱가포르 소방민방위청, 아랍에미리트 위기관리청, 아랍에미리트 내무부, 영국 

소방구조청, 예멘 내무부, 인도 오디샤 주 재난관리당국,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일본 내각부, 조지아 내무부, 중국 민정부, 중국 지진국, 중국 

응급관리부, 카자흐스탄 비상사태부, 캄보디아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캄보디아 내무부, 캐나다 공공안전부, 키르기즈스탄 비상사태부, 태국 

재난경감국, 파키스탄 재난관리청, 프랑스 국방보안부, 필리핀 기상청(PAGASA), 홍콩 소방국

해외기관



주       관

후       원

전시품목

규       모

참관객 구성

KINTEX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 등

스마트건설, 스마트안전, 건설현장안전, 

재난대비건축재, 안전진단 및 컨설팅

150개사 400부스

발주처, 건설사, 건설용역사, 

안전진단기업, 안전컨설팅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내 최대 건설안전전문박람회

주       최

주       관

전시품목

규       모

참관대상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기상관측장비, 지진관측장비 및 기술 

기상정보 기술 및 서비스, 기후산업 등

100개사 200부스

기상청 및 기상사업자, 

대기업 및 대형 시설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내 유일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동시개최 행사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