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행사
- 대한민국 안전의 컨트롤 타워! 소방청과 함께하는 소방·안전 전문 박람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신력 있는 박람회

국내 유일의 소방안전산업 전문 최대규모 행사
- 2022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동시개최!
- 전국 225개 소방관서 분야별 구매담당자 방문
- 전국 소방관련 유관기관이 참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등)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인 소방전문 행사
- UFI(국제전시협회)보유 
- 중동, 동남아시아 유력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소방미래비전관 운영
 - 소방발전 4.0시대, 드론·로봇 등 최첨단 소방장비 소개
 - 벤쳐 스타트업 소방업체들의 최신 기술, 제품 특별 전시관 운영

우수 소방장비 구매를 위한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개최
 - 시도 소방장비평가단이 방문하여 우수 소방장비들을 구매 평가
 - 기동ㆍ보호ㆍ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장비의 디자인ㆍ편의성 평가

해외 소방기관 초청을 통한 국제교류협력회의 개최
 - 신북방·신남방 국가 소방기관 초청 교류협력회의 개최
 - 우수한 소방용품 및 소방장비 소개를 통한 수출 판로 지원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특수장비 시연회 운영
 - 소방용 드론 인명구조장비 투하ㆍ화재감시ㆍ화재진압 시연
 - 무인방수로봇을 활용한 대형화재진압 방수 시연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역시!

소방발전 4.0시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소방산업의 미래 비전 제시

올해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달라진 점



2022. 8. 31.(수) ~ 9. 2.(금) / 3일간
EXCO(엑스코)실내외 전시장(30,000㎡)

350업체 1,500부스

개최기간 

개최장소

전시규모

주     최

주     관

후     원

공식미디어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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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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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층별안내

주요내용

전   시

● 소방장비ㆍ소방용품 전시
● 첨단소방특수장비 전시
● 신기술ㆍ신제품 특별 전시

컨 퍼 런 스

● 학술행사·워크숍 개최
● 소방정책 발전 세미나
● 국제 교류협력회의 개최

부 대 행 사

●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특수소방장비 시연



전시품목

소방청 홍보존
소방정책 홍보, 소방안전 체험, 
인명구조견 포토존, 화재경보기 홍보, 
코로나19 대응, 소방미래비전 
특수장비 전시 등

개인장비존
공기호흡기, 방호모, 방화복, 
방화장갑, 안전헬멧, 방화신발, 
방화두건 등

구급장비존
들것, 기도확보유지기구, 
호흡유지기구, 자동심장충격기, 
외상처치기구, 감염방지기구 등

구조장비존
산악구조, 수난구조, 화생방 및 
테러구조, 중량물작업구조, 
탐색구조, 파괴장비 등

소방차존
펌프차, 산불전문진화차, 소형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구급차, 음압구급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드론존
화재진압드론, 수소드론, 
인명구조드론, 하이브리드드론, 
짐벌드론, 수중드론, 드론시범 등

전기차 장비존
수조컨테이너, 질식소화덮게, 
전기차용 관창, 전기차용 구조장비, 
내전복, 내전장갑 등

소방시설존
옥내소화전함, 스프링클러헤드,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CO2소화설비, 
감지기, 관창 등

로봇존
무인방수로봇, 장갑형소방로봇, 
구난로봇, 자율탐사로봇, 
근력증강로봇, 협소공간탐색로봇 등

소방 장비를 비교 평가ㆍ시연하고, 
표준 규격ㆍ인증ㆍ성능 상담, 신규 장비를 
품평하는 것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개막식 개막식 식전공연 VIP 투어(국무총리 방문)

야외시연(고가사다리차) 야외시연(드론) VR 체험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학술대회(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대회(전국화재조사 학술대회) 세미나(소방안전교육체계 개선 컨퍼런스) 세미나(화재감정업무 발전방안 세미나)

대한민국 공군소방 구매단 방문 대형건설사 방문 전시회

주요행사

54International Fire & Safety Expo Korea



28,806m2

전시 면적

업체351 부스1,214
참가규모

건14 개 세션32
부대행사

개국 해외 개사17 53
 건 천만불104 5.1

해외수출 상담실적

직업군별
참가율

소방공무원
35%

제조업체
18%

공사건설사12%

안전관리자12%

정부지자체7%

언론기관5%

기타2%

소방기술사9%

전시회
재참가 여부

재참가
75%

불참10%

미정15%

바이어등
참관객

바이어등 참관객
9,656

일반 관람객
43,540

전시회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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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85%

세미나

86%

규모

76%

상담및
계약

69%

수출
상담회

72%

지난결과



76International Fire & Safety Expo Korea

참가안내

참가안내 (선착순 접수 / 부스 소진시 조기마감)

● 조기신청 : 2022년 5월 31일(화)까지       ● 일반신청 : 2022년 6월 30일(목)까지   

※부스배정 : ①부스규모    ②참가신청 순 (동일규모 부스 신청시)    ③전시품목    

부스신청방법 및 납입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fireexpo.co.kr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 수령

계약금 납부(참가비의 50%)

인보이스 수령후 7일이내 납부

부대시설 신청 및 잔금납부

2022년 7월 15일(금)까지

부스사용료 (부가세 별도)

구  분 조립부스(9㎡) 독립부스(9㎡) 프리미엄부스A(2부스-18㎡) 프리미엄부스B(4부스-36㎡)

실내 1,800,000원 1,500,000원 4,200,000원 8,400,000원

납입방법

구  분 금  액 납입방법

계약금

잔   금

참가비 총액의 50%

참가비 총액의 50%

인보이스 수령 후 7일 이내 납부

2022년 7월 15일(금)까지 납부

※중복할인가능      ※할인금액은 부스임차료에 한함(부스 장치비 제외)

할인안내

구  분 조기신청 할인 규모 할인 재참가 할인 한국소방산업협회 할인

할인율

기   준

15%

2022년 5월 31일(화)까지

10%

10부스 이상

5%

2021년 참가업체

5%

회원사

부스안내

독립부스(4부스 기준) 조립부스(1부스 기준) 프리미엄부스A(2부스 기준) 프리미엄부스B(4부스 기준)

전시면적만 제공 9m2 (3m x 3m x 3m) 18m2 (6m x 3m x 3.5m) 36m2 (6m x 6m x 3.5m)

참가업체가 지정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전시  부스를 설치

벽체 칸막이, 상호간판 1개, 
부스번호판 1개, 안내데스크/의자 1조 
(업체당), 기본조명(형광등 2개), 
스포트라이트 3개, 전기 1KW (업체당),
바닥 파이텍스, 콘센트(2구) 1개 

벽체 칸막이, 상호간판 1개, 부스번호판 1개, 안내데스크/의자 1조 (업체당), 
기본조명(형광등 2개, 스포트라이트 3개, 전기 1KW (업체당), 바닥 파이텍스, 
콘센트(2구) 1개, 업체당 상담테이블 세트(책상 1개, 의자 3개) 

 ● 시공자재 : 옥타늄 시스템 

 ● 시공자재 : 맥시마 시스템 
 ● 조립부스 옥타늄 시스템은 굵기가 얇고, 프리미엄 맥시마 시스템은 굵기가 
   굵으면서 높이가 높고 디자인(색상)이 다르게 시공됩니다. 
 ● 조립부스와 독립부스의 중간 형태로 저비용으로 독립부스 효과를 낼 수 
   있는 패키지 부스입니다. 



| 오시는 길 |

비행기 
인천국제공항 → 대구국제공항 (55분)
대구국제공항 → 엑스코
대구국제공항 앞 719 승차 → (3개 정류장 후)명문세가 APT 앞 정류장 → 
503 환승 → (6개 정류장) 엑스코 건너 정류장 하차

KTX
동대구역 → 엑스코 (25분)
413, 937, 순환2-1 (동대구역 정류장 승차 / 엑스코 건너 정류장 하차)

고속버스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 엑스코 (27분)
937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건너 정류장 승차 / 엑스코 건너 정류장 하차)

차량
북대구IC → 엑스코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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