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POLICE WORLD EXPO

2021. 10. 20 수 - 22금
인천�송도컨벤시아

주�최

주�관

스마트 치안·과학 치안 선도

SMART Policing
Strategic Management 전략적 관리, Analysis & Research 분석과 연구,
Technology 기술을 통한 경찰활동

스마트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종 · 지능형 범죄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찰의 미래
비전입니다.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범죄 예측 대응 시스템, 보안 기술(정보/물리/융합) 및 관련 제품 등
최신의 첨단 치안 신기술, 제품, 솔루션을 선보이며, ‘스마트 치안’
기술과 ‘과학 치안’ 산업을 선도합니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

경찰청 주최 국내 유일 치안 산업 전시회

●

동아시아 유일 치안 산업 전문 B2B 전시회

●

15만 명의 경찰 조직과 유관 기관 참여

●

세계 각국 경찰 조직과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

국제 컨퍼런스, 전문 세미나 등 다수 동시 개최

●

국내 경찰 및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의 교두보

전시 품목
경찰기동장비 & 드론
Police Smart Mobility Equipment & Drone

헬기, 드론, 특수 목적 기동 장비, 승용차, 이륜차, 순찰정, 구급차,
조명차, 견인차, 과학수사용 승합차, 물자수송용 화물차, 호송용
승합차 등

경찰 ICT
Police ICT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안 융합기술 혁신제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이동통신 제품, Smart 관리체계, NFC
기반 보안 시스템, IoT 기반 시스템의 기타 솔루션,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

경찰개인장비
Police Personal Equipment

대테러 및 경호장비, 방호 & 화력 장비 등 무기체계, 로봇 & 드론 등
무인체계 장비, 배낭, 탄띠, 탄입대, 야전삽, 안전 매트카바, 휴대용
제논탐조등, 전자충격기, 진압봉, 수갑, 경찰봉, 호신용 경봉 등

범죄수사 & 감식장비
Crime Scene Investigation

디지털 검색경, 레이저거리측정기, 차량 검측거울, 금속탐지기, 수화물
보안검색기, 무인교통단속장비, 현장종합감식세트, X-ray 검색장비,
음주측정기, 거짓말탐지기, 정전기족흔적채취기, 위조지폐 감별기 등

범죄예방장비 & 시스템
Hi-Tech Security Solution
CCTV, IP카메라, DVR & NVR, 카메라 렌즈, 열화상카메라,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 등 영상 보안솔루션, 시큐리티게이트, 디지털
도어록, 바이오인식 솔루션, 원격 출입장비 등 출입통제솔루션,
신원확인프로그램,얼굴분석 프로그램 등 산업보안 솔루션, 도감청
감지 시스템, 보안서비스 등

교통장비 & 시스템
Traffic Equipment & System
ITS 및 첨단 교통, 도로정보시스템, 도로안전진단, 화살표 보드,
바리케이드, 도로 차단기,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 스마트가로등,
교통 제어 도구, 교통 관리 시스템, 교통 안전 관리, 교통 신호 장비,
교통 표지판, 트레일러, 통합관제시스템, 도시개발, 차량 인식 및
교통량 분석 시스템 등

보안특별전
정보보안 Cyber Security

행 사 명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KPEX 2021]
KOREA POLICE WORLD EXPO 2021

홈페이지

www.police-expo.com

일

2021.10.20(수) ~ 22(금)

장

인천 송도컨벤시아

자

소

DDoS 대응 솔루션, 방화벽, IPS/IDS, VPN,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안티바이러스, UTM, NAC, 콘텐츠보안, 모바일기기 보안 등

물리보안 Physical Security
CCTV, IP 카메라, DVR, NVR, 카메라 렌즈, 통합관제 솔루션,
스마트 시티 솔루션, HD 아날로그 시스템, 적외선 투광기 등

주

최

경찰청, 인천광역시

주

관

인천관광공사, ㈜메쎄이상

융합보안 Convergence Security
스마트카 보안 솔루션, 스마트 가전기기 보안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보안 솔루션, NFC 기반 보안 시스템, 홈오토메이션 솔루션 등

후

원

보안특별전

컨퍼런스

국내 유일 경찰청 주최, 치안+보안 산업 전문 전시회

국제CSI컨퍼런스, 국제경찰청장협력회의 동시 개최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주최합니다. 15만 경찰조직과 보안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종사자가 모여, 보안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공유하고 관련 제품을 선보이는 박람회 입니다. 국제치안산업바람회는 경찰청이 주최하여 공공에서 민간시장까지 모든 수요를
아루르는 국내 유일의 박람회 입니다.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국제CSI컨퍼런스, 국제경찰청장회의 등 다수의 전문 컨퍼런스,
총회, 전문 세미나들을 전시 기간 중 동시 개최합니다.
첨단 치안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최신 기술과 솔루션 정보를 교류하며,
전문가 간 네트워킹의 기회를 드립니다.

경찰청장 및
해외 경찰총수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사이버수사국 등
(1차장 1본부 9국 10관
32과 22담당관 1팀)

공공기관

REFERENCES

지자체
●

서울·부산·경기 등
시·도경찰청 18개,
경찰서 257개, 유관기관

정부부처
민간기업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등

국제CSI컨퍼런스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수사 분야 컨퍼런스로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트렌드를 공유

●

국제경찰청장회의
약 30개국 해외치안총수 및 주한 외교공관 대사 등 각 국 고위인사 참석
국내외 치안협력 및 치안산업 발전방안 등 논의

●

경찰청 주요 실/과 세미나

●

한국경찰학회 특별 학술세미나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인권보호 등 치안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발전적 방안 고민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보안특별전’을 동시 개최하여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드론시큐리티연구원 세미나
드론의 미래 발전 방향

●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Googi) 개발 연구센터 국제심포지엄
Googi 개발 연구센터에서 치안산업의 융합 논의

정보보안
DDoS 대응 솔루션, 방화벽, IPS/IDS, VPN,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안티바이러스, UTM,
NAC, 보안 스위치, 콘텐츠보안, 모바일기기
보안, WIPS, DRM, 키보드 보안,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서버보안, 통합 PC 보안, DB 보안,
ESM, 백업/복구 솔루션, APT 대응장비,
DLP, PMS, OTP, 망분리 및 망연계 솔루션,
문서중앙화, 백신, 웹쉘 방어, 이디스커버리,
안티스팸·피싱솔루션, MDM, 디지털 포렌식,
암호화 유무선 장비, 랜섬웨어, 웹방화벽,
개인정보접속 이력관리, KMS, 클라우드보안,
앱 보안, SDN, NFV, FDS, 블록체인, EDR,
출력물 보안, 시큐어코딩, 정보폐기, 딥러닝
기반 보안솔루션, 데이터 유출 방지, 양자
암호화, 포렌식 툴 등

물리보안
CCTV, IP 카메라, DVR, NVR, 카메라 렌즈,
통합관제 솔루션, 스마트 시티 솔루션, HD
아날로그 시스템, 열화상 카메라,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영상전송장비, 콘솔데스크,
적외선 투광기, 모션 디텍터, 원격 송신 및
모니터링 장비, 바이오인식 솔루션, 광망경비
시스템,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 출입관리
시스템, 카드&리더, 시큐리티 게이트, 외곽보안,
디지털 도어록, 주차관제 시스템, 락 디바이스,
차량운행관리, 원격 출입장비, 컨트롤러 패널
및 관련 장비, 통신장비, 적외선/레이저 센서,
침입탐지장비, 순찰관리 시스템, MDAC,
근태관리 시스템, 도난방지 솔루션, 무인전자경비
시스템,개인호신용품,봉인라벨,자동차블랙박스등

융합보안
스마트카 보안 솔루션, 스마트 가전기기 보안
솔루션, 스마트 의료기기 보안 솔루션, 화상회의
보안 솔루션, 융복합 보안 솔루션, NFC 기반
보안 시스템, 키오스크 보안 솔루션, 홈오토메이션
솔루션, 기타 IoT 기반 보안 솔루션 등

●

한국스마트치안학회 국제학술대회
스마트 치안과 4차 산업혁명의 현재와 미래

●

한국방법기술산업협회
침입에 의한 각종 범죄로 발생하는 손실방지 및 국민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범기술 표준
개발 및 인증 등에 관한 학술적 논의

●

한국경찰법학회 세미나 등
경찰 및 질서, 안전 관련 법제를 포괄하는 경찰법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현안 및 개선
방안 논의

해외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플랫폼 경쟁력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해외 바이어 유치 전문 기업 및 KOTRA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참가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합니다. 유럽, 미주, 아시아 등지에서 각국 경찰 대표단 및 치안, 보안 산업 유력 바이어, 치안 개도국 장비 구매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전시회 현장에서 참가기업과 1:1 매칭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비즈니스 흐름도
KPEX 수출상담회

전시 참여 브랜드

국내외 경찰 바이어

첨단 치안 산업 및 보안,

경찰청장 및 해외 경찰총수

경찰 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

기획조정관/정보화장비정책관

첨단 치안, 보안 솔루션 소개

교통국/경비국/공공안녕정보국/외사국
수사인권담당관/수사기획조정관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 주최

2021. 10. 20 - 23 中
전시장 내 상담회장

2021. 10. 20 - 23 中
전시장 내 상담회장

정보보안, 교통, 방범 등 치안산업
작년 참가규모: 해외바이어 7개국 23개사 23명,
국내기업 31개사

치안 관련 방위산업 특화
작년 참가규모: 바이어 20개국 49개사(54명),
셀러 27개사(27명)

과학수사관리관/수사국/형사국

경찰ICT

경찰개인장비

KPEX
주최

경무인사기획관/치안상황관리관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생활안전국

경찰기동장비/드론

KOTRA 수출상담회

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공급자와 수요자간
네트워크 구축

산업 외부 바이어
첨단 치안 솔루션 관련 산업

범죄예방장비/시스템

기업 보안 담당자, 보안장비 / SI
중앙부처 / 지자체, 공공기관 / 군

범죄수사/감식장비

신규 상담·거래, 투자·제휴 의뢰

IT / 사이버보안
전자 / 통신 / 미디어
물류 / 유통 / 서비스
제조 / 자동차 / 조선

교통장비/시스템

건설 / 부동산 / 에너지

주요 해외 바이어 참여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요르단, 라오스, 중국, 루마니아,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모잠비크, 케냐, 이스라엘, 이라크, 인도, 콜롬비아, 터키, 홍콩 등

타겟팅 된
업계 핵심 바이어
유입

정책·기술 세미나

전문지식,
정보의 습득 및
교류의 기회 제공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결과

참가 안내

참가기업 통계
전시회 성과 만족도

3%
불만이다

71%

수출상담회 만족도

차기 전시회 참가 여부

만족

온라인 참가신청

부대서비스 신청

잔금 납입

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및
계약금(50%) 납부

가구비품 및 인터넷, 급배수,
압축공기 신청

부대 서비스 및 참가비
잔금납입

45%

80%
만족

14%
보통이다

26%
보통이다

참가기업의 70% 이상이
전시회 참가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

4%
불참한다

6%
불만이다

참가확정
51%
긍정검토

참가기업의 80%가 수출상담회에 “만족”
81%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참가기업의 96%가 차기 전시회 참가에
참가 예정 및 긍정 검토 예정이라고 응답

참가기업 분야별 만족도

참관객 통계
참관객 16,798명 중 39%가 경찰 관계자

경찰 관계자

39%

61%

산업 종사자 &
일반 참관객

전시회 전반 만족도

54.2%

전시회가 해외홍보 및 수출에 기여한 정도

65.8%

전시회가 업계에 기여한 정도

62.0%

참관객 유치를 위한 부대행사

62.0%

전시회 진행을 위한 지원

67.4%

전시회의 대외적인 홍보

66.4%

전시장 구성

68.4%

전시장 장치 및 시설

67.6%

참가업체의 수준

86%

전시회 품목 [참가기업]

83%

전시회 구성 [부대행사 및 세미나]

81.7%

전시회 운영 [편의시설 외]

96.8%

조립부스

프리미엄부스

형태

53.8%

경찰청 장비 구매 간담회

57.0%

바이어수준(의사결정권한)

규격

1부스 [3m x 3m = 9㎡]

1부스 [3m x 3m = 9㎡]

1부스 [3m x 3m = 9㎡]

59.6%

바이어수(참관객수)

신청
비용

2,000,000원

2,400,000원

3,400,000원

제공
내역

최소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면적만 제공)
장치공사 및 인테리어 자체 시공
전기 신청 필수

부스 벽체, 바닥 카펫,
안내데스크&의자 (업체당 1세트),
스포트라이트 3개(220v), 전력(1Kw),
국/영 상호 간판(글씨체 공통), 휴지통

바이어 관심 품목

전시회 성격 [경찰 대표 전시회]

독립부스

31.2%

범죄수사·감식장비관

21.1%

경찰기동장비·드론관

17.5%

경찰개인장비관

13.1%

경찰ICT관

13.0%

범죄예방장비·시스템관

4.1%

교통장비·시스템관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사

10% 할인

조기신청(~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 시)

10% 할인

인천광역시 소재 기업

10% 할인

4 부스 이상 참가사

10% 할인

사회적기업 & 장애인기업

10% 할인

할인
정책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부스수, 디자인타입에 따라 참가비 및
제공 내역 상이(세부 내용 사무국 문의)
*2부스 이상부터 신청 가능

중복할인적용
(최대 40%)

* 상기 제공 내역은 주최측의 전시회 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사무국 l (주)메쎄이상
02-6121-6348

kpex@esgroup.net

내용

납입기한

계약금

50%

온라인 참가신청서 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

50%

2021년 9월 20일까지

부대시설비용

부대시설 신청금액

출품내역서 내 별도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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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9 ES타워
Tel. 02-6121-6348

Fax. 02-645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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