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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건설안전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Construction & Industrial Safety Expo 2022

기간/장소 

주최·주관

참 관 객

부대행사

공식매체

홈페이지

후원기관

2022. 10. 19.(수) ~ 21.(금), 3일간 / KINTEX 

                                                             (수출상담회 주관)

20,000여명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CSMA) 구매상담회, 건설안전리더스포럼,  주요 바이어 도슨트투어, 건설안전 유관기관 컨퍼런스 및 세미나, 코트라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www.k-consafetyexpo.com

건설/도로/토목 신공법

건설 신공법, 도로 및 토목 공법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 
화재예방 감지기, 화재예방 장치 및 기자재 등

건축설비 및 내장재 
건설현장 공구, 건축 설비, 기타 설비 및 내장재 등

건설 장비 
건설 중장비, 충돌방지장치, 관제 및 관리 시스템 등

사업장 안전 
산업안전 제품/솔루션 등 사업장 안전 특별관 

스마트건설 
스마트관제 시스템, 드론 관제 및 측량, VR/AR, BIM프로그램 등

스마트안전/보안 
출입통제 및 보안, 첨단 건설현장 안전 기술 등

건설현장안전 
가설기자재, 개인보호구, 안전장비, 현장시설, 승강기 안전 등

재난대비건축재 
지진 대비, 내화 자재, 붕괴/충격 방지, 안전 건축 등

안전진단/컨설팅/교육 
건물/시설물/재해대비 안전진단, 중처법/안전관리체계 컨설팅/교육 등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는
건설안전 특화전문전시회

건설현장 안전강화 정책으로 급성장중인
최신 기술 ·제품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기업이 원하는
바이어가 방문하는 박람회

건설사, 대기업, 공공수요처 등 건설안전
바이어와의  1:1 구매상담회 기회

정부의 안전 강화 정책 수요 맞춤
박람회 참가효과 극대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화되는
건설안전정책 맞춤 B2B 플랫폼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의 안전 강화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Safety Institute

전시품목



~9.30(금) 신청 후 10일 이내 ~ 9.30(금)

2022 특별 스폰서십 기회를 통해 

안전 중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바이어 홍보 기회를 확보하세요!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부스

금액 2,200,000원 / 부스  2,600,000원 / 부스 3,200,000원 / 부스

면적 가로 3m x 세로 3m 가로 3m x 세로 3m x 높이 3.5m 가로 3m x 세로 3m x 높이 3.25m

제공내역

•  전시면적만 제공

•  2부스 이상 신청시만 가능

•  전시 부스 장치 공사는 참가업체가   

  KINTEX 등록업체를 개별 선정하여    

  직접 시공

•  기본 옥타부스 

•  일반국영문간판

•  실내조명, 바닥파이텍스 

•  인포데스크, 접의자 각 1개

•  상담테이블(원형) 1개, 의자4개

•  전기 1kw (220V) 콘센트

•  추가 부대시설은 별도 신청

•  고급형 블록부스 

•  LED국영문간판

•  실내조명, 바닥파이텍스

•  인포데스크, 접의자 각 1개

•  상담테이블(원형) 1개, 의자4개

•  전기 1kw (220V) 콘센트

•  추가 부대시설은 별도 신청

참고

※ 상기부스 시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스 배정은 전시품 성격 > 참가 규모 > 신청 순서 등의 순위를 고려해 배정됩니다.

(VAT별도)

구분 등급 가격

후  원  사 Friends 2,000만원 

참가기업

Platinum 1,700만원

Gold 1,000만원

Silver 500만원

스폰서십 프로그램

※ 스폰서십 세부 안내 
혜택유형

B2B 기업 홍보세션 매체 광고 현장 장치물 홍보 홍보물 광고

참가안내

※ 신청기한 : 2022. 09. 30.(금) 까지

※ 문  의  처 : 한국건설안전박람회 사무국 kconsafetyexpo@kintex.com  ☎ 031-995-8317(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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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객의 58% 건설사 및 용역사

참관객의 19% 발주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참관객의 61% 건설안전 직접 수요자

(건설현장관리·감리·보건환경·시설관리·보안 등)

주요 건설사, 발주처 등

건설안전관계자와 가장 가까운 박람회!종합건설사

26%

전문건설사

20%

유통사
/무역회사
/시설관리회사

15%

협단체/
학회/기타

8%

건설용역사
(설계/감리등)

12%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19%

주요 참관객
소속기관

건설현장관리

25%

대표/

경영관리

6%

연구개발/
디자인

11%

생산/품질관리

기타

18%

설계/감리

11%

보건/환경

6%

기획/

마케팅

4%
시설관리/보안

19%

주요 참관객
직종

참관객 통계

주요참관 바이어

현장상담 건수

667 건

화상수출상담 건수

43 건

현장상담 금액

73억 8300만원

화상수출상담 금액

19억 4500만원

* 16개국 28개사 바이어 참가

프로그램 실적

건설안전 실무자협의회
CSMA 구매상담회

건설안전 바이어
도슨트 투어

CSMA, 리더스포럼, 정부/기관 주요 바이어

건설안전 리더스포럼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연계

건설안전산업 주요 관계자 총 참석

KOTRA 수출상담회
코트라 주관 해외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회

(통역원 제공)

비즈니스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