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전시협회(UFI, 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

인증 획득을 통해 국제적인 소방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UFI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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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25개 소방관서 분야별 구매담당자 1,000여명과의 구매상담회

- 전국 소방관련 유관기관이 참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등)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인 소방전문 행사
- UFI (국제전시협회)보유 

- 중동, 동남아시아 유력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2019년 14개국 41개사 유력바이어 초청 / 총218여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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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근길 교통방송 송출

전국지, 소방전문지 지면 광고 및 특집기사

포스터, 초청장 전국 발송

Facebook, E-news letter 

전국 KTX 역사, 대구시 전광판

KOTRA(전세계), VDS Magazine(유럽, 동남아)

소방자동차, 소방항공기, 소방정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보조장비 등

경보기류 - 수신기, 경종, 발신기, 가스누설경보기, 감지기, 유도등, 유도표지, 시각경보장치 등 

소화기류 - 소화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에어로졸식소화용구 등

기계류 - 스프링클러헤드, 유수검지장치, 소화전함, 관창, 완강기 등

경보설비, 소화설비

공장관리 - 공장안전설비, 위험물 관리시스템

안전장비 - 안전복, 안전보호구, 방진방독, 공기호흡기, 방호장치

보안시스템 - 화상감시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홈시큐리티, 보안장비, 정보보호솔루션

경찰·경호 - 경찰·경호장비, 테러진압장비, 개인신변보호장비

소방기동장비

소 방 장 비

소 방 용 품

소 방 공 사

산 업 안 전

보    안

참가대상

참가업체 혜택
제9회 구매상담회

제10회 수출상담회

전국 225개 소방관서의 1,000여명 구매담당자와 품목별 구매 상담기회 제공

중동 및 동남아 해외 유력 바이어와 1 : 1 수출 상담기회 제공

개최기간 

개최장소

전시규모

주     최

주     관

후     원

공식미디어파트너

주요 부대행사 

2020. 7.1(수) ~ 3(금) / 3일간
EXCO(엑스코)실내외 전시장(20,000㎡)

250업체 1,000부스

           

      제9회 시·도 소방장비구매단 초청 구매상담회, 제10회 글로벌 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소방청 전문 세미나, 소방산업기술원 국제 세미나 소방교육 등 30여건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

Fire & Safety



국내 최대  
소방 전문 행사

Your





5F

3F

1F

어린이 안전 체험장

컨벤션홀

오디토리움

소방전문 컨퍼런스 회의실

VIP 오찬장 324호소방안전 퀴즈대회장

업체전시

취업설명회장

그랜드볼룸

개막식 장소

원형로비

로비

3B
3A

직장인 소소심 경연대회

업체전시

수출상담회
먹거리 쉼터

궁중기마대 순찰시연 및 포토존

인명구조견 경진대회

시·도 소방본부
소방차량 전시장

VIP 대기실 114호

야외 전시장

행사 층별안내

2019 주요 
참가업체

2019 주요 
행사 내용

구매상담 및
수출상담 금액

행사 재참가율

총 면적 26,859㎡, 1200부스

주요 참가 유관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등
전시규모

국제 6건, 국내 29건 컨퍼런스

일반인 CPR 경연대회

전국 119 인명 구조견 경진대회

궁중기마대 순찰 및 문화공연

안전체험관 운영(5F)

부대행사

제8회 시ㆍ도 소방장비구매단 초청 구매상담회

- 구매상담회 품목 : 진압장비, 보호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 소방서 1,200명 구매담당자 참관

제9회 글로벌 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 14개국 46개사

- 상담실적 6천만불(USD)

국내ㆍ외
상담회

개최결과 Fire EXPO 2019



참가안내

참가안내 (선착순 접수 / 부스 소진시 조기마감)

● 조기신청 : 2020년 1월 17일(금)까지       ● 일반신청 : 2020년 6월 5일(금)까지   

부스신청방법 및 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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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접수 www.fireexpo.co.kr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 수령

계약금 납부(참가비의 50%)

인보이스 수령후 7일이내 납부

부대시설 신청 및 잔금납부

2020년 4월 17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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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시공 : 지정등록업체가 아닌 타업체를 사용하여 시공할 경우

독립부스, 자체시공 부스 

구  분 부스면적 (1부스) 부스시공 제출서류 비 고

독립부스 3m*3m 참가업체 (지정용역업체 발주) http://vms.exco.co.kr/ 온라인제출

자체시공 3m*3m 참가업체 (지정용역업체 외 발주)

사무국 서류 제출
1. 확약서(EXCO 양식)
2. 설계도(평면도, 입면도) 
   또는 조감도(타행사 참가시 시공사진)

[전기공사]
간선 : 사무국 제공
배선결선공사 : 참가업체 발주 

납입방법

구  분 금  액 납입방법

계약금

잔   금

참가비 총액의 50%

참가비 총액의 50%

인보이스 수령 후 7일 이내 납부

2020년 6월 19일(금)까지 납부

※중복할인가능      ※할인금액은 부스임차료에 한함(부스 장치비 제외)

할인안내

구  분 조기신청 할인 규모 할인 재참가 할인

할인율

기   준

15%

2020년 1월 17일(금)까지

10%

10부스 이상

5%

2019년 참가업체

※조립, 프리미엄부스 1업체당 전기1KW(220V)무상제공 [독립부스, 자체시공부스는 무상제공되는 전기가 없습니다.]         ※24시간 전기는 행사 1일주일까지 신청

부대시설 사용료 (부가세 별도)

구  분 단  가 구  분 단  가

전기(KW)

급배수(개소)

LAN(PORT)

50,000원(24시간 : 70,000원)

150,000원

150,000원

전화(대)

압축공기(개소)

바코드(대)

시내외 70,000원 / 국제 150,000원

150,000원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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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

대한민국 소방안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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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