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보고서
명칭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 2021 Fire & Safety EXPO

기간 2021년 11월 24일(수)~26일(금)

장소 대구 엑스코(EXCO)

주최 소방청, 대구광역시

주관 엑스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TRA, 한국소방산업협회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미디어파트너 소방방재신문

홈페이지 www.fireexpo.co.kr

http://www.fire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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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가업체현황

계

국가수 업체(직접*) 부스

24 351(222) 1,214

＊ (직접) : 간접참가업체를 제외한 실제 전시 업체(정부·공공기관·관계 기관 등 포함)

01 참가업체및참관객현황

1-2. 전시현황

전시품목현황

소방용품 구조구급 화재진압 소방기동장비 산업안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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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등참관객

해외바이어 및 국내바이어 일반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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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별참가율

• 일시 : 11월 24일(수) ~ 11월 25일(목) 10:00~18:00 

• 장소 : 온라인 상담

• 참가규모

- 해외 17개국 53개사 글로벌 유력바이어 참가

* 21년 참가국 :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알제리, 에티오피아, 오만,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쿠웨이트,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국내 총 43개사 참가

• 총상담건수 / 금액 : 104건 / $ 51,863,507 달러 (약 62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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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가업체및참관객현황

2. 참관객현황

02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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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행사명 주관기관 장소

10:00~12:00 주한 외국대사 초청 교류협력 회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센터 서관327

11:00~12:00 중앙소방악대 창단식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서관 5F 오디토리움

12:00~13:00 소방안전박람회 대사관 초청 오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센터 서관 324

13:00~16:30 현장에 듣는 소방연구 설명회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 서관 314

13:00~18:30 2021년도 소방안전기술 세미나 한국소방기술사회 서관 211

14:00~15:45 제2차 관용헬기 운용기관 공감대 형성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서관 323

14:00~16:10 소방교육훈련 정책실무위원회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서관 그랜드볼륨A

16:10~17:10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자회의
중앙소방학교 서관 그랜드볼륨A

14:00~16:30 긴급구조통제단 담당자 정책토론회 소방청 대응총괄과 서관 306

14:00~16:00
(13:00~17:00)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설명회 소방청 대응총괄과 서관 5F 오디토리움

15:00~17:00 한국119청소년단 발전방안 세미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서관 324

15:00~18:00 소방인사제도개편 설명회 소방청 운영지원과 서관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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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대행사

11.24(수)

시간 행사명 주관기관 장소

10:00~17:00
(09:00~)

시도소방조직담당자 연찬대회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패션센터대회의실

10:00~16:00 구조역량 강화 워크숍 소방청 119구조과 서관 그랜드볼륨B

10:30~11:30 한국소방산업펀드 설명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서관 315

13:00 ~ 빅데이터플랫폼 분석경진대회 및 시상식 소방청 분석제도과 서관 314

13:00~16:00 소방장비 통합 구매체계 구축 세미나 소방청 구매지원과 서관 306

13:00~18:00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서관 320~322,325

13:00~17:30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서관 5F 오디토리움

13:00~18:00 2021년 정보통신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소방청 정보통신과 서관 211

14:00~17:30 소방안전교육체계 컨퍼런스 소방청 생활안전과 서관 324

11.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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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대행사

11.26(금)

시간 행사명 주관기관 장소

09:00~11:40 소방안전교육체계 컨퍼런스 소방청 생활안전과 서관 324

09:00~15:00 2021년 정보통신업무 역량강화 워크샵 소방청 정보통신과 서관 211

10:00~15:00 구급교육훈련 워크샵 소방청 119 구급과 서관 315

10:00~11:40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화재소방학회 서관 320~322

10:00~14:00 시도소방조직담당자 연찬대회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패션센터대회의실

10:00~16:00 제2회 119 상황관리 우수사례연찬대회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서관 325

14:00~16:30 화재감정 업무 발전방안 세미나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 서관 314

04 전시회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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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자 언론사 내용

1 8.10(화) FPN 소방방재신문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2년여 만에 재개... 흥행 기대감↑

2 11.17(수) 매일신문 • 대구 소방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 출동준비 끝!

3 11.18(목) 파이낸셜뉴스 • 대구 엑스코서 국내 최대 소방˙안전분야 행사 동시에

4 11.18(목) 파이낸셜뉴스 • 드론 등 안전장비에 IT 접목... 소방산업 미래 한눈에

5 11.22(월) FPN 소방방재신문 •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24일 개막

6 11.22(월) 위클리오늘 • 불 끄는 ‘군집 드론’ 보러 대구로 오세요

7 11.22(월) FPN 소방방재신문 • 달서소방서, 2021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특별경계근무 돌입

8 11.22(월) 신소재경제신문 • 텔레다인 플리어, ‘2021국제소방안전박람회’ 전시

9 11.22(월) 내일신문 • ‘The 안전한 미래’ 준비하는 소방산업

10 11.23(화) 매일경제 • 2년 만에 돌아온 소방안전박람회, 11월 24일 개막

11 11.23(화) 아시아투데이 •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24일~26일 대구 EXCO서 개최

12 11.23(화) 파이낸셜뉴스 • 소방청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24일 개막

13 11.23(화) 뉴스1 • 24~26일 대구서 ‘국제소방안전박람회’...24개국 351개 기관 참여

14 11.23(화) 뉴시스 pick • ‘소방기술 한눈에’...국제소방박람회, 역대 최대규모 개최

15 11.23(화) 경북신문 • 국내 최대 소방안전 종합전시회...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24일 개막

16 11.23(화) 대구일보 •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대구서 열린다...24~26일 엑스코서 개최

17 11.23(화) 경북도민일보 • 대구서 국내 최대 규모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열린다

18 11.23(화) 대구신문 • 소방산업의 미래... 제 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19 11.23(화) 지이코노미 • 대구시,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20 11.23(화) 아주경제 • 안전한 미래 소방산업의 미래... 대구 엑스코에서 만난다! 

21 11.23(화) 안전신문 • 국내 유일 소방안전박람회, 올해는 연다... 1200여개 부스 운영

22 11.23(화) 영남일보 • 김부겸 총리, 24일 대구상생형일자리 협약 및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석

23 11.23(화) TBC대구방송 • 대구경북TBC)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엑스코서 개막

24 11.23(화) 경북신문 • ‘2021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식’ 참석

25 11.24(수) BBS NEWS • ‘소방안전박람회’ 엑스코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26 11.24(수) 세이프타임즈 • ‘안전을 여는 소방산업’ 국제소방안전박람회 24일 대구서 개막

27 11.24(수) 뉴스1 • 심폐소생술 체험하는 김부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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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자 언론사 내용

28 11.24(수) 뉴스1 • 김부겸 총리, 심폐소생술 체험

29 11.24(수) 뉴스1 • ‘총리가 살린다’

30 11.24(수) 아주경제 • 엑스코, 역대 최대 규모로 2년 만에 돌아온 소방안전박람회

31 11.24(수) 뉴스1 • 김총리 “안전에 대한 투자만큼은 내일로 미룰 수 없어”

32 11.24(수) 브릿지경제 • 엑스코, 역대 최대 규모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33 11.24(수) 포토뉴스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대구 엑스코에서 열려

34 11.24(수) 뉴스1 • 의용소방대원 격려하는 김부겸 총리

35 11.24(수) 뉴스1 • 김부겸 총리, 전국의용소방대와 함께

36 11.24(수) 뉴스1 • 소방용 공기호흡기 설명 듣는 김부겸 총리

37 11.24(수) 안전신문 • 김부겸 총리, 오영환 국회의원, 신열우 소방청장,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38 11.24(수) 뉴스1 • 김부겸 총리 ‘우리 기술로 만든 헬기’

39 11.24(수) 뉴스1 • 소방안전장비 총집합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

40 11.24(수) 뉴스1 •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최신형 음압이송장비

41 11.24(수) 뉴스1 • 소방관 생명줄과 같은 소방용 공기호흡기

42 11.24(수) 뉴시스 •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경북도안전산업대전 엑스코서

43 11.24(수) 신아일보 •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 경북도 안전산업대전 개막

44 11.24(수) NSP통신 • 대구 엑스코, 역대 최대 규모 ‘2021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

45 11.24(수) 뉴스1 • 소방안전장비 총집합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

46 11.24(수) 뉴스1 • 제 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최신형 소방용 공기호흡기

47 11.24(수) 신아일보 • 장상수대구시의회의장, 김부겸총리만나지역현안건의

48 11.24(수) 뉴시스 • 축사하는김부겸 총리

49 11.24(수) 뉴시스 •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 퍼포먼스

50 11.24(수) 뉴시스 • 소방헬기 부스 살펴보는 김부겸 총리

51 11.24(수) 뉴데일리 • 국내소방산업분야 총망라 ‘소방안전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52 11.24(수) 경북일보 • [포토]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53 11.24(수) 경북일보 • [포토]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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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자 언론사 내용

54 11.24(수) SK브로드밴드 • 화재도시에서 안전도시로... 제17회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55 11.24(수) 대구일보 • 제17회 국제소방안전 박람회

56 11.24(수) KBS • 최첨단 소방장비 한자리에...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

57 11.24(수) 경북매일신문 • 역대 최대규모 ‘소방˙안전 전시회’ 개최

58 11.24(수) 국민일보 • [포토]소방안전박람회의 로봇소방차

59 11.24(수) 대구신문 • 소방기술 현재와 미래, 엑스코서 ‘한눈에’

60 11.24(수) 경상매일신문 • 엑스코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61 11.24(수) 열린뉴스통신 •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 경상북도안전산업대전개막

62 11.24(수) 서울신문 • 장갑 로봇 소방차 눈길

63 11.25(목) 국제뉴스 • 권영진 대구시장, ‘소방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64 11.25(목) 퍼블릭뉴스 • EXCO, 역대 최대 규모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65 11.25(목) 국제뉴스 • 권영진 대구시장, “국제 소방박람회 역대급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66 11.27(토) 시민일보 •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경남형 소방안전교육을 펼치다!

67 11.29(월) 뉴시스 • 대구 국제소방박람회 성공 폐막... 업체 참여 역대 최대

68 11.29(월) 아시아투데이 •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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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언론보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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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행사사진

국민의례 개막행사 식전공연 개막식사

환영사 축사 (국무총리) 축사 (오영환 국회의원)

축사 (홍석준 국회의원) 개막퍼포먼스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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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행사사진

전시장 전시장 전시장

소방장비 야외시연 소방장비 야외시연 전시장

온라인 수출상담회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전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