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대상
소방기동장비 소방자동차, 소방항공기, 소방정

소방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보호장비 등

소방용품
경보기류 - 수신기, 경종, 발신기, 가스누설경보기, 감지기, 유도등, 유도표지, 시각경보장치 등
소화기류 - 소화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에어로졸식소화용구 등
기계류 - 스프링클러헤드, 유수검지장치, 소화전함, 관창, 완강기 등

소방공사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산업안전
공장관리 - 공장안전설비, 위험물 관리시스템
안전장비 - 안전복, 안전보호구, 방진방독, 공기호흡기, 방호장치

보안
보안시스템 - 화상감시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홈시큐리티, 보안장비, 정보보호 솔루션 등
경찰·경호 - 경찰·경호장비, 테러진압장비, 개인신변보호장비 등

행사개요
개최기간

개최장소

전시규모

주     최

주     관

공식미디어파트너

프로그램

2021. 10. 4(월) ~ 8(금) / 5일간

온라인, EXCO

40여개사

● 온라인 전시회 (10. 4월 ~ 8금)
● 2021년 소방산업 비대면(On-Tact) 시장개척단 (10. 5화 ~ 6수 / EXCO)

동  시  개  최

 2021년 소방산업
비대면(On-Tact) 시장개척단



2019 개최결과 〉〉 제1회 방콕한국소방안전박람회
2019. 6. 27목 ~ 29토 / 태국 방콕

전시규모

PR 및 마케팅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특전

참가업체 만족도

1,600m2, 70개부스

태국 현지 40개 미디어 초청 미디어간담회 / 국내외 200개 언론 노출 등

71개 바이어 초청 / 1:1 상담 727건 / 상담규모 : 17.8백만불

해외 바이어와 네트워킹 파티 제공 / 전 참가업체에 442개사 바이어 DB 제공

참가만족도 : 96% / 재참가의사 : 100%

납입방법

구분 금액 납입방법

계약금 참가비 총액의 50% 인보이스 수령후 7일이내 납부

잔금 참가비 총액의 50% 2021년 9월 10일까지 납부

※ 할인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 기준으로 적용되며, 참가비 지원 예산 소진 시 할인제도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개별참가할인은 참가비를 선입금하고, 추후 서류제출을 통해 할인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금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참가업체에 사전 공지 될 예정입니다.

구 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개별참가할인 대구소재업체할인

할인내용 업체당 최대 200만원 참가비 전액 할인

기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 보유 업체로 

최근 1년이내 KFI 검사실적 보유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시 소재

할인(지원금)안내

참가안내
참가신청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선착순접수 / 부스 소진시 조기마감)

부스신청

참가신청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 수령

계약금 납부
(참가비의 50%)

인보이스 수령후 7일이내

부대시설 신청 및 
잔금납부

2021년 9월 10일까지
▶▶▶

구 분 금 액

버츄얼 전시회 부스 및  2021년 소방산업 비대면(On-Tact) 시장개척단 참가 2,000,000원

참가비

※ 온라인(버츄얼) 전시회 (10. 4월 ~ 8금 / 5일간 / 온라인) : 온라인 전시 플랫폼 공간 내에서 독립된 가상 전시공간으로서 방콕한국소방안전박람회가 개최되며, 
    참가업체별 홍보부스 제공
※ 2021년 소방산업 비대면(On-Tact) 시장개척단 (10. 5화 ~ 6수 / 2일간 / 엑스코) : 동남아 10개국 소방·안전 분야 유력 바이어와 1:1 매칭 상담

(단위 : 원 / 부가세별도)

K-Fire & Safety Expo Bangkok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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