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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설문 조사 홍보 활동 현장 스케치 



- 명칭 : (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영) Korea Police World Expo 2019 

- 일정 : 2019. 10. 21(월) – 23(수), 3일간 

-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3 & 4홀 

- 주최 : 경찰청,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관광공사, ㈜메쎄이상 

-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조달청, 경찰공제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로교통공단,  

            (사)한국CSI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셉테드학회, (사)한국화재조사학회,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동국대학교 스마트커뮤니티폴리싱시스템 Googi개발연구센터, (사)한국스마트치안학회 

- 홈페이지 : www.police-expo.com 

- 2019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국내 우수한 첨단 치안 기술과 경찰 장비를 알리기 위해 경찰청 주최로  

   제1회 개최 

 

- 첨단 치안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글로벌 치안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B2B 플랫폼, 시민과 기업, 경찰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성황리 개최 

 

- 국제CSI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전문 컨퍼런스를 통해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정보를 교류하여 국내 치안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견인 

 

- 해외 경찰청장 초청 행사 및 KOTRA 해외 바이어 유입 및 비즈니스 교류로 국제 비즈니스 도시, 송도 및 인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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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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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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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규모 [총 140개 기업 & 기관, 434부스] 

구분 기업&기관수 부스수 

경찰기동장비 & 드론관 26 113 

경찰ICT관 30 72 

경찰개인장비관 22 67 

범죄예방장비〮시스템관 23 56 

범죄수사〮감식장비관 16 63 

교통장비〮시스템 & 정책홍보관 23 63 

합계 140 434 

- 참관객 : 16,798명 

날짜 인원 

10월 21일 (월) 5,622 명 

10월 22일 (화) 7,148 명 

10월 23일 (수) 4,028 명 

합계 16,798 명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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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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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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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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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사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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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참가 목적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강화, 23% 

신제품 홍보, 

21% 

신규 바이어 

및 유통망 

발굴, 15% 

경찰청 

신규거래, 

14% 

기존 제품 

판촉, 10% 

해외시장 

확대 및 

수출계약 

체결, 9% 

동종산업(업

계)최신정보 

수집, 4% 

기타, 4% 

- 전시회 참가 성과 

매우만족, 19% 

만족, 51% 

보통, 26% 

불만족, 3% 

- 차기 전시회 참가 여부 

참가 확정, 

45% 
긍정검토, 51% 

불참, 4% 



참가사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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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분야별 만족도 

59.6% 

57.0% 

53.8% 

53.8% 

67.6% 

68.4% 

66.4% 

67.4% 

67.4% 

62.0% 

62.0% 

65.8% 

54.2%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바이어수(참관객수) 

바이어수준(의사결정권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경찰청 장비 구매 간담회 

참가업체의 수준 

전시장 장치 및 시설 

부스배치 

전시회 안내 

전시회의 대외적인 홍보 

전시회 진행을 위한 지원(안내) 

참관객 유치를 위한 부대행사 

전시회가 업계에 기여한 정도 

전시회가 해외홍보 및 수출에 기여한 정도 



수출상담회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 KOTRA & 경찰청 초청  
    해외 바이어 리스트 



참가사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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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 경찰청 초청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결과 

수출상담회 

구분 합계 1일차(10/21) 2일차(10/22) 

장소 - 수출상담회장 부스별 개별 방문 

참가바이어수 - 16개사 16개사 

참가업체수 - 33개사 67개사 

상담건수 220건 123건 97건 

상담액(USD) $83,453,009  $46,513,745  $36,939,264  

계약액(USD/추정액) $27,650,049  $13,907,795  $13,742,254  

※ 1USD=1,173.9원(2019.10.23 10:37 KEB하나은행 기준)/ $83,453,009=약980억원/ $27,650,049=약325억원 



참관객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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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객 구분 - 차기 행사 방문 여부 

경찰, 

39% 

일반, 61% 

경찰 일반 

6,488 명 10,310 명 

합계 16,798 명 

방문하겠다, 

96.8% 



참관객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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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참관객 구분 [경찰청] 



참관객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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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참관객 구분 [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서울강남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 인천강화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가평경찰서 과천경찰서 
서울강동경찰서 부산금정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고양경찰서 광명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광주동부경찰서 대전대덕경찰서 울산울주경찰서 구리경찰서 광주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부산동래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 인천남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울산중부경찰서 남양주경찰서 군포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부산동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 기동대 동두천경찰서 김포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경찰특공대  대전유성경찰서 양주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서울구로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기동대 경찰특공대 연천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서울금천경찰서 부산사상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 기동대본부 의정부경찰서 분당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부산사하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 정부대전 청사경비대 일산동부경찰서 성남수정경찰서 
서울노원경찰서 부산서부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서울도봉경찰서 부산영도경찰서 경찰특공대 인천국제공항경찰단 파주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부산연제경찰서 기동대 경찰특공대 포천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서울동작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기동대 기동대 수원서부경찰서 
서울마포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특공대 시흥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서울서대문경찰서  김해국제공항경찰대  안산상록경찰서 
서울서부경찰서  경찰특공대  안성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기동대   안양동안경찰서 
서울성동경찰서   양평경찰서 
서울성북경찰서   여주경찰서 
서울송파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이천경찰서 
서울양천경찰서   평택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오산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하남경찰서 
서울종암경찰서 의왕경찰서 
서울중랑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서울혜화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101경비단  경기기동대 
 22경찰경호대  경찰특공대 

 기동단  

 정부서울청사경비대  

 국회경비대  
 김포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202경비대  



참관객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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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참관객 구분 [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세종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강릉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공주경찰서 세종경찰서 고창경찰서 강진경찰서 경산경찰서 거제경찰서 서귀포경찰서 해양경찰청 

고성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금산경찰서 
정부세종청사 

경비대 
군산경찰서 고흥경찰서 경주경찰서 거창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동해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논산경찰서 기동대 김제경찰서 곡성경찰서 고령경찰서 고성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삼척경찰서 충주경찰서 당진경찰서 남원경찰서 광양경찰서 구미경찰서 김해중부경찰서 제주해안경비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속초경찰서 제천경찰서 보령경찰서 무주경찰서 구례경찰서 군위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공항경찰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구경찰서 음성경찰서 부여경찰서 부안경찰서 나주경찰서 김천경찰서 남해경찰서 경찰특공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영월경찰서 영동경찰서 서산경찰서 순창경찰서 담양경찰서 문경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원주경찰서 괴산경찰서 서천경찰서 완주경찰서 목포경찰서 봉화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해양경찰연구센터 

인제경찰서 단양경찰서 아산경찰서 익산경찰서 무안경찰서 상주경찰서 밀양경찰서 

정선경찰서 보은경찰서 예산경찰서 임실경찰서 보성경찰서 성주경찰서 사천경찰서 

철원경찰서 옥천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장수경찰서 순천경찰서 안동경찰서 산청경찰서 

춘천경찰서 진천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여수경찰서 영덕경찰서 양산경찰서 

태백경찰서 기동대 청양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영광경찰서 영양경찰서 의령경찰서 

평창경찰서 홍성경찰서 정읍경찰서 영암경찰서 영주경찰서 진주경찰서 

홍천경찰서 태안경찰서 진안경찰서 완도경찰서 영천경찰서 진해경찰서 

화천경찰서 기동대 기동대 장성경찰서 울릉경찰서 창녕경찰서 

횡성경찰서 장흥경찰서 예천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기동대 진도경찰서 울진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함평경찰서 의성경찰서 통영경찰서 

화순경찰서 청도경찰서 하동경찰서 

해남경찰서 청송경찰서 함안경찰서 

기동대 칠곡경찰서 함양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합천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기동대 

기동대 경찰특공대 



참관객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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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전반 만족도 Ⅰ 

매우 

만족, 

62.40% 

만족, 34.4% 

보통, 3.20% 

45.7% 

39.4% 

40.0% 

54.5% 

42.0% 

47.2% 

57.3% 

50.2% 

43.7% 

43.1% 

40.4% 

40.7% 

36.5% 

39.2% 

39.8% 

33.8% 

35.5% 

35.7% 

10.5% 

19.6% 

18.6% 

7.8% 

17.7% 

12.2% 

8.2% 

13.2% 

17.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신제품 및 제품 조사 

관심기업 상담 

협력, 투자 및 제휴 업체 조사 

첨단치안기술 등 다양한 체험행사 

기술세미나 

전시회 사전 홍보 및 관련 정보 업데이트 

사전등록/현장등록 

참관객 대상 편의서비스(안내, 셔틀버스 등) 

참관객 휴게 및 편의공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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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전반 만족도 Ⅱ 

39.4% 

42.7% 

50.2% 

42.3% 

40.3% 

35.8% 

15.7% 

14.3% 

11.5% 

2.7% 

2.7% 

2.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시회 구성 

다양한 참가업체 

경찰 대표 전시회 

매우강함 강함 보통 약함 

0.1% 

1.4% 

2.1% 

3.1% 

3.2% 

3.3% 

3.6% 

4.7% 

9.3% 

15.9% 

18.5% 

21.4% 

35.7%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라디오 

블로그 

뉴스레터 

옥외광고물 

지하철/KTX광고 

SNS
신문기사 

포스터 

기타 

초청장 

홈페이지 

주변사람 

관련 기관, 단체 

- 전시회 인지 경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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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인상 깊었던 품목[관] 

경찰기동장비/드론관, 

21.1% 

경찰ICT, 13.1% 

경찰개인장비관, 17.5% 범죄예방장비/시스템관, 

13.0% 

범죄수사/감식장비관, 

31.3% 

교통장비/시스템& 

정책홍보관, 4.1%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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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홈페이지운영 
    www.police-expo.com 

2.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3. 관련 블로그 및 SNS 홍보 
 

4. 네이버 카페 및  
  유관 커뮤니티 

5. 온라인 동영상 광고(유튜브) 6. 참가기업 홍보 현수막 7.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8. 초대장 배포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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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도컨벤시아 온라인 배너 10. 해외 전시회 참가 11. 지하철 포스터 게재 12. 버스 광고 

13. 지하철 영상 광고 14. KTX 15. 육교현판 16. 전시장 주변 배너설치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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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제일자 매체 Title 

2019.06.11 경인일보 
[포토]국제치안산업박람회 협약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611010004210 

2019.06.11 화이트페이퍼 
경찰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2019.06.11 경기도민일보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협약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78 

2019.06.11 중도일보 
인천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611010003728 

2019.06.11 농업인신문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 경찰청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75 

2019.06.11 광명지역신문 
(경찰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http://www.joygm.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30 

2019.06.11 내외뉴스통신 
인천시, 경찰청, 인천관광공사,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공동개최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903 

2019.06.11 스트레이트뉴스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성공 다짐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47 

2019.06.11 경기일보 
관광공사, 경찰청 한국 최로로 국제치안산업 박함회 여는 등 관련 산업 협력체계 구축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65 

2019.06.11 아주경제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공동개최  
https://www.ajunews.com/view/20190611085232491 

2019.06.11 블록체인밸리 
[경찰청/전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26 

2019.06.11 시민일보 
국내 첫 '국제치안산업박람회' 10월 개최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944 

2019.06.11 연합뉴스 
[게시판] 경찰청-인천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업무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1025000004?input=1195m 

2019.06.11 연합뉴스 
경찰청과 인천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업무협약 
https://www.yna.co.kr/view/PYH20190611133700013?input=1196m 

2019.06.11 중부일보 
인천관광공사, 시·경찰청과 국내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공동개최 업무협약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961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611010004210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78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611010003728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75
http://www.joygm.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30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903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47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65
https://www.ajunews.com/view/20190611085232491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26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944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1025000004?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PYH20190611133700013?input=1196m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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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제일자 매체 Title 

2019.06.11 제주교통복지신문 
(전국/경찰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http://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33768 

2019.06.11 아시아투데이 
인천시, 국내 최초 '치안산업박람회' 개최...3개기관 협력체계 구축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611010005552 

2019.06.11 업코리아 
인천시, 경찰청,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공동개최 한다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176 

2019.06.11 천지일보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공동 개최한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40180 

2019.06.11 기호일보 
글로벌 치안 전문 비즈니스 플랫폼 육성 기대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11576 

2019.06.11 위키트리 
인천시, 경찰청,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공동개최 한다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5488 

2019.06.11 국제뉴스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공동개최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740 

2019.06.11 뉴스웨이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국내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61118433547064 

2019.06.11 뉴스페이퍼 
경찰청(전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51 

2019.06.11 서울경제 
국내 첫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10월21일부터 사흘간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DLPYEU7 

2019.06.11 당진신문 
(경찰청-전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1775 

2019.06.11 스타트업투데이 
[전국] 경찰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http://www.startup4.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2 

2019.06.11 브레이크뉴스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공동개최 협약 체결  
http://www.breaknews.com/660749 

2019.06.11 일요신문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2019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오는 10월 개최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37570 

2019.06.11 쿠키뉴스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국내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공동개최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70778 

http://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3376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611010005552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176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40180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11576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5488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740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61118433547064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51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51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51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DLPYEU7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1775
http://www.startup4.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2
http://www.breaknews.com/660749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37570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7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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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제일자 매체 Title 

2019.06.11 일간투데이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개최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192 

2019.06.11 브릿지경제 
대한민국 최초의 치안산업박람회 성공개최…3개 기관 협력체계 구축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611010002873 

2019.06.11 아시아경제 
"우수 치안역량 세계에 널리" 경찰·인천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MOU 체결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1107283851667 

2019.06.11 이데일리 
경찰청·인천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위한 MOU 체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8326622520736&mediaCodeNo=257&OutLnkChk=Y 

2019.06.11 뉴스핌 
경찰청, 인천시와 '국제치안산업박랍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611000625 

2019.06.11 CCTV뉴스 
경찰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983 

2019.06.11 뉴스1 
경찰·인천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업무협약…올해 첫 개최  
http://news1.kr/articles/?3642503 

2019.06.11 뉴시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업무협약식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611_0015286465 

2019.06.11 경기신문 
국내 첫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825 

2019.06.11 신아일보 
인천, 국내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공동 개최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008 

2019.06.11 비즈니스포스트 
박남춘, 경찰청 인천관광공사와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성공개최 협력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0951 

2019.06.11 뉴시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업무협약식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611_0015286465 

2019.06.11 매일일보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함께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공동개최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11307 

2019.06.11 공무원저널 
[경찰청](전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http://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42339 

2019.06.11 뉴시스 
인천시, 10월 21~23일 국제치안산업박람회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1_0000677478&cID=10802&pID=14000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192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611010002873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110728385166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832662252073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611000625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983
http://news1.kr/articles/?3642503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611_0015286465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825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008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0951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611_0015286465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11307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11307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11307
http://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4233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1_0000677478&cID=10802&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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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인천일보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국제치안산업박람회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385 

2019.06.11 인천투데이 
올 10월, 인천서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열린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19 

2019.06.11 한국경제 
국내 최초 '치안산업박람회' 10월 인천 개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117557h 

2019.06.12 메트로신문 
인천시·경찰청·인천관광공사,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61200003 

2019.06.12 이뉴스투데이 
인천관광공사,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공동개최 협약식 개최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971 

2019.06.12 티브로드 
[티브로드]<인천> 치안산업박람회 인천 개최…인천시-경찰청 '업무 협약'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82667 

2019.06.12 보안뉴스 
경찰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준비 본격 시동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0330&kind= 

2019.07.08 아시아뉴스통신 
㈜메쎄이상 주관,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10월 개최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866339&thread=10r02 

2019.07.08 서울와이어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국내외 우수한 첨단 치안 산업 기술 전시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837 

2019.07.08 데일리시큐 
미래경찰-과학치안 다루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첫 선’  
https://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454 

2019.07.08 CCTV뉴스 
글로벌 치안 산업 방향 제시 '제 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열린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18 

2019.07.08 글로벌경제 
메쎄이상, 경찰청·인천시와 함께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07081512313676cf2d78c68_16 

2019.07.08 한국정책신문 
‘제 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메쎄이상, 실제 경찰 사용 제품과 첨단 기술 선봬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92 

2019.07.10 교통신문 
국내외 첨단 치안산업 기술 전시되는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오는 10월 송도서 개최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42 

2019.07.10 시민일보 
'시민과 기업, 경찰 소통의 장'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00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385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1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117557h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61200003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0971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82667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0330&kind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866339&thread=10r02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837
https://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45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18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07081512313676cf2d78c68_16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92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42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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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중도일보 
인천관광공사,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715010006253 

2019.07.15 스포츠서울 
인천관광공사,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3일간 개최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90943 

2019.07.15 중부일보 
인천 송도컨벤시아,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0345 

2019.07.15 경기신문 
10월에 송도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027 

2019.07.15 뉴스웨이 
인천관광공사,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송도컨벤시아서 열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71521331576395 

2019.07.15 브릿지경제 
국내 첨단치안 산업기술 한자리에…제1회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715010005277 

2019.07.16 일요서울 
인천관광공사, 미래경찰과 과학치안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84  

2019.07.16 아주경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10월 21부터 2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려  
https://www.ajunews.com/view/20190716101256743 

2019.07.16 이뉴스투데이 
인천관광공사,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861 

2019.08.05 경인일보 
4차산업 만난 미래경찰… 송도서 국제치안박람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802010000548 

2019.09.18 스페셜경제 
경찰 첨단 장비와 기술 확인하는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내달 21일 개막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604285288483  

2019.09.19 대한금융신문 
국제치안산업박람회,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서 개최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45  

2019.09.19 뉴스투데이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오는 10월 21일 인천 송도서 개막 
http://www.news2day.co.kr/137049  

2019.09.19 한국금융신문 
국제치안산업박람회, 10월21-23일 송도컨벤시아서 개최...경찰 첨단 장비 및 기술 확인 
http://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1909191049241060c1c16452b0_18  

2019.09.20 한국경제TV 
경찰 치안산업 한 눈에...'국제치안산업박람회', 내달 송도서 개최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9190171&t=NN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715010006253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90943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0345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027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71521331576395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71501000527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384
https://www.ajunews.com/view/20190716101256743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86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802010000548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604285288483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45
http://www.news2day.co.kr/137049
http://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1909191049241060c1c16452b0_18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9190171&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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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조세금융신문 
경찰 첨단 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국제치안산업박람회' 내달 송도서 열려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73265  

2019.09.20 이데일리 
첨단 기술 한자리에…‘국제치안산업박람회’ 내달 개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0326622622088&mediaCodeNo=257&OutLnkChk=Y  

2019.09.20 아주경제 미래 경찰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 달 국내 첫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열린다https://www.ajunews.com/view/20190919233929450  

2019.09.20 경인일보 
스마트 치안 이끌어갈 기업 만날 수 있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내달 개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920010007041  

2019.10.03 인천일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사흘간 개최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383  

2019.10.06 연합뉴스 
미래 치안기술 한눈에…제1회 치안산업박람회 21일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5024700004?input=1195m  

2019.10.06 뉴시스 국내 첫 '치안산업' 국제박람회, 21일 인천서 개최www.newsis.com/view/?id=NISX20191005_0000790360&cID=10201&pID=10200  

2019.10.06 YTN 
경찰 첨단 장비 한눈에...치안산업 박람회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060904067025   

2019.10.06 머니투데이 
영화 속 미래경찰 만나자, 국내 첫 '경찰 엑스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515494786763   

2019.10.06 이데일리 
경찰청,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5766622650296&mediaCodeNo=257&OutLnkChk=Y  

2019.10.06 서울경제 
미래 치안 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F06U8Y6   

2019.10.06 아시아경제 최첨단 경찰 장비·기술 한자리에…21일 인천서 첫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0611104186666  

2019.10.06 브릿지경제 
첨단치안 특수·기동장비…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006010001663  

2019.10.07 기호일보 
국내외 첨단 치안산업 현주소 한눈에… 21일 송도컨벤시아서 박람회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579  

2019.10.07 정책브리핑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40&call_from=naver_news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7326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032662262208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ajunews.com/view/2019091923392945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92001000704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383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5024700004?input=1195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5_0000790360&cID=10201&pID=10200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0609040670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51549478676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576662265029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F06U8Y6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0611104186666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006010001663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579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40&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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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서울경제 
인천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FGZPY04  

2019.10.07 뉴스렙 
경찰 첨단장비 기술 한자리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개최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77  

2019.10.07 아시아경제 
경찰 첨단장비·기술 한눈에…'국제치안산업박람회' 21일 인천서 개최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0709305149782  

2019.10.07 뉴시스 
[인천소식] 시민 참여로 만드는 '스마트도시 인천' 등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7_0000791099&cID=10802&pID=14000  

2019.10.07 매일일보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 모이다…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46  

2019.10.07 일요서울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53  

2019.10.07 천지일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서 개최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612  

2019.10.07 뉴스1 
"경찰 첨단장비를 한눈에"…치안박람회 인천 송도서 개최 
http://news1.kr/articles/?3737468  

2019.10.07 업코리아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43465#07Pk  

2019.10.07 일간투데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컨벤시아서 개최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104  

2019.10.07 쿠키뉴스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1~23일 송도컨벤시아서 개최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07156  

2019.10.07 서울경제 
인천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FGZPY04  

2019.10.07 뉴스렙 
경찰 첨단장비 기술 한자리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개최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77  

2019.10.07 아시아경제 
경찰 첨단장비·기술 한눈에…'국제치안산업박람회' 21일 인천서 개최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0709305149782  

2019.10.07 뉴시스 
[인천소식] 시민 참여로 만드는 '스마트도시 인천' 등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7_0000791099&cID=10802&pID=14000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FGZPY04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77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070930514978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7_0000791099&cID=10802&pID=14000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4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4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4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53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612
http://news1.kr/articles/?3737468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43465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104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07156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FGZPY04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77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070930514978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7_0000791099&cID=10802&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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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매일일보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 모이다…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46  

2019.10.07 일요서울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53  

2019.10.07 천지일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서 개최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612  

2019.10.07 뉴스1 
"경찰 첨단장비를 한눈에"…치안박람회 인천 송도서 개최 
http://news1.kr/articles/?3737468  

2019.10.07 업코리아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43465#07Pk  

2019.10.07 일간투데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컨벤시아서 개최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104  

2019.10.07 쿠키뉴스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1~23일 송도컨벤시아서 개최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07156  

2019.10.07 뉴스프리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에서 열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9  

2019.10.07 신아일보 
‘스마트 치안과 치안한류’…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030 

2019.10.07 오마이뉴스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열린다 
http://omn.kr/1l7zy  

2019.10.07 국제뉴스 
인천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517  

2019.10.07 내외뉴스통신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031  

2019.10.07 아시아투데이 
치안산업 육성 위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07010003684  

2019.10.07 중도일보 
인천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007010002628  

2019.10.07 경기도민일보 
인천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015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4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4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4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53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612
http://news1.kr/articles/?3737468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43465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104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07156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9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030
http://omn.kr/1l7zy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517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031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07010003684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007010002628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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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아시아뉴스통신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열린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994510&thread=09r02  

2019.10.07 케이에스피뉴스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kspnews.com/sub_read.html?uid=254771  

2019.10.07 인천in 
국내 최초의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열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50795&thread=001003000&sec=4  

2019.10.07 뉴스후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newswho.net/sub_read.html?uid=183166  

2019.10.07 IPN뉴스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i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89  

2019.10.07 신문고뉴스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0983  

2019.10.07 세계타임즈 
[세계로컬핫뉴스]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73475137002  

2019.10.07 미디어인천신문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오는 21일 송도컨벤시아 개최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0  

2019.10.07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경찰청과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cunews.net/detail.php?number=97659  

2019.10.07 경인투데이뉴스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505548&hmidx=1  

2019.10.07 세계로컬신문 
“사회안전 확보”…국내 첫 '치안산업' 국제박람회 열린다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459177221  

2019.10.07 서울뉴스통신 
인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여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651  

2019.10.07 경기eTV뉴스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 
http://www.gg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51  

2019.10.07 동양뉴스통신 
인천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dy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79192  

2019.10.07 세계뉴스통신 
인천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segyenewsagency.com/inc/sub0101_view.php?idx=14958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994510&thread=09r02
http://www.kspnews.com/sub_read.html?uid=254771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50795&thread=001003000&sec=4
http://www.newswho.net/sub_read.html?uid=183166
http://www.i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89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0983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73475137002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0
http://cunews.net/detail.php?number=97659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505548&hmidx=1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459177221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651
http://www.gg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51
http://www.dy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79192
http://www.segyenewsagency.com/inc/sub0101_view.php?idx=14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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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오늘뉴스 
인천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경찰 첨단장비와 기술 한자리에 
http://www.onulnews.com/sub_read.html?uid=52334  

2019.10.07 시대일보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개최 
http://www.sidaeilbo.co.kr/sub_read.html?uid=252700  

2019.10.07 뉴스쉐어 
치안 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 제 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104349#0Bcq  

2019.10.07 엔디엔뉴스 
인천시, 경찰 첨단장비와 기술 한자리에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n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14  

2019.10.07 경인종합일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개최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269  

2019.10.07 아시아일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1~23일 인천서 개최 
https://www.asiailbo.co.kr/etnews/?fn=v&no=331746&cid=21050200  

2019.10.07 일간경기 
‘제2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용납 못해’.. 오는 21일 인천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834  

2019.10.07 CCTV뉴스 
국제산업, 어깨 착용형 경광등 공개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68  

2019.10.07 CCTV뉴스 
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 이제는 도시 치안까지 담당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73  

2019.10.08 아주경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최…경찰 첨단장비와 기술이 한자리에 모여  
https://www.ajunews.com/view/20191008094314811  

2019.10.08 대한뉴스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daehannews.kr/news/article.html?no=467662  

2019.10.08 이뉴스투데이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1~23일 인천서 개최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0743 

2019.10.08 CCTV뉴스 
비알인포텍, ‘스피드돔 카메라’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50  

2019.10.08 CCTV뉴스 
두레윈, 스마트 치안 안전 솔루션 ‘스모킹건’ 개발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51  

2019.10.08 CCTV뉴스 
누누, ‘아이박스’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55  

http://www.onulnews.com/sub_read.html?uid=52334
http://www.sidaeilbo.co.kr/sub_read.html?uid=252700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104349
http://www.n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14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269
https://www.asiailbo.co.kr/etnews/?fn=v&no=331746&cid=21050200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83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68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73
https://www.ajunews.com/view/20191008094314811
http://www.daehannews.kr/news/article.html?no=467662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0743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50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51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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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CCTV뉴스 
삼정솔루션,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안티드론건’ 선보여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70  

2019.10.10 CCTV뉴스 
에릭슨엘지,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73  

2019.10.11 CCTV뉴스 
엔클라우드,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으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현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02  

2019.10.11 CCTV뉴스 
에이피안전기술, USB 충전식 전자호루라기 공개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03  

2019.10.11 CCTV뉴스 
과학수사 장비 전문기업 IDS,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04  

2019.10.11 서울매일 
인천 송도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열려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996  

2019.10.14 아시아경제 
영화에서 봤을 법한 범인 잡는 기술 현실로…최첨단 치안장비 '총출격'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411313087848  

2019.10.14 스페셜경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오티에스 CCTV카메라 오토리프트장치 선보여 
http://www.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88587004166  

2019.10.14 뉴스프리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세계 최고가 사용하는 대 테러 장비를 국내에 공급하는 ㈜유티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62  

2019.10.14 공유경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유씨에스 OUSTER LIDAR 
http://cnews.seconomy.kr/view.php?ud=2019101414025190436cf2d78c68_2  

2019.10.14 경기도민일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정보, “국산기술을 앞세워 국내 디지털 포렌식 시장 공략 및 해외 수출 교두보 마련”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873  

2019.10.14 서울경제TV 
인섹시큐리티, 악성코드 무해화 솔루션 '메타디펜더’로 지능화 된 타깃형 공격 차단 
http://www.sentv.co.kr/news/view/562008  

2019.10.14 리서치페이퍼 
[국제치안산업박람회] 보안기기 전문기업 ㈜엘케이에스글로벌 사물투과 센서와 다기능 센서를 적용한 신개념 보안기기 ‘옵저버 vx’ 
스리즈 전시 예정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238840  

2019.10.15 시선뉴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적외선 야간투시 이중광원 전자 내시경 세계 최초 출시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58  

2019.10.15 데일리시큐 
[국제치안산업박람회] 4차산업혁명! 낙뢰 오작동 방지 누전차단기 제닉스윈에서 선보인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27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70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73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02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03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04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996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411313087848
http://www.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588587004166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62
http://cnews.seconomy.kr/view.php?ud=2019101414025190436cf2d78c68_2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873
http://www.sentv.co.kr/news/view/562008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238840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238840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238840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5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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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아시아투데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한컴라이프케어, 100% 국내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안전장비 제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14001816029  

2019.10.15 뉴스투데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티앤티테크, 경찰·도로교통관련 근무자들 안전 위한 신제품 선보여 
http://www.news2day.co.kr/139050  

2019.10.15 서울와이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퀴즈톡, 퀴즈를 통한 치안 관련 빅데이터 수집과 함께 활용 기대해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498  

2019.10.15 글로벌경제신문 
[국제치안산업박람회] 디지털 트윈으로 지식을 넘어 지혜 영역의 서비스 구현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101416383942606cf2d78c68_16  

2019.10.15 내외경제TV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자브라, 산업용 블루투스 헤드셋을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선보여 
http://nbntv.co.kr/news/view/686906  

2019.10.16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첨단 치안산업기술 한눈에… ‘스마트 치안한류’ 전파[경찰IN] 
http://www.fnnews.com/news/201910161642492916  

2019.10.16 파이낸셜뉴스 
“치안산업박람회, 스마트한 ‘치안 한류’ 알리는 계기 되길” 
http://www.fnnews.com/news/201910161436485720  

2019.10.17 뉴스핌 
“치안 〮 재난안전 공무원이 직접 고안한 발명품 보러 오세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17000626  

2019.10.18 뉴스토마토 
박남춘 인천시장, 석남지구대 방문… 최선의 치안 서비스 당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7175  

2019.10.18 동아일보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1~23일 송도컨벤시아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7/97931373/1  

2019.10.18 서울경제TV 
쿠도커뮤니케이션,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sentv.co.kr/news/view/562321  

2019.10.20 머니투데이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서 개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014325218254  

2019.10.20 일간투데이 
박남춘 시장 ‘경찰의 날’ 앞두고 치안 현장방문 경찰관 격려  
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091  

2019.10.21 뉴스1 
재난치안 드론 살펴보는 세계 각국 경찰 관계자들  
http://news1.kr/photos/view/?3877364  

2019.10.21 경인일보 
[송도국제도시 브리핑]송도 컨벤시아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02001000649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14001816029
http://www.news2day.co.kr/139050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498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101416383942606cf2d78c68_16
http://nbntv.co.kr/news/view/686906
http://www.fnnews.com/news/201910161642492916
http://www.fnnews.com/news/201910161436485720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170006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717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7/97931373/1
http://www.sentv.co.kr/news/view/56232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014325218254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091
http://news1.kr/photos/view/?3877364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0200100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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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경기일보 
송도 컨벤시아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막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2382  

2019.10.21 한국경제TV 
치안한류의 정착 목표로 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송도컨벤시아 통해 개최 
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0210327&t=NN 

2019.10.21 한국경제 
[기고] 치안산업박람회를 글로벌 진출 계기 삼아야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102072881  

2019.10.21 MBN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3일까지 개최… 다양한 세미나 마련  
http://star.mbn.co.kr/view.php?year=2019&no=854015&refer=portal  

2019.10.21 국민일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서 개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3810&code=11131411&cp=nv  

2019.10.21 연합뉴스 
[사진] 국제 치안 산업박람회 방문한 이낙연 총리  
https://www.yna.co.kr/view/PYH20191021044100013?input=1196m  

2019.10.21 뉴스1 
[사진]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찾은 이낙연 총리  
http://news1.kr/photos/view/?3877260  

2019.10.21 뉴스핌 
[사진]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찾은 이낙연 총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59  

2019.10.21 노컷뉴스 
[인천 주요 뉴스] 21~23일 인천서 국내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839  

2019.10.21 경기신문 
내일까지 송도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307  

2019.10.21 일요신문 
인천관광공사,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송도컨벤시아서 개최… ‘미래경찰 〮 과학치안’ 주제로 3일간 열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50922  

2019.10.21 뉴스웨이 
인천시-인천관광공사, 21~23일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102121083647020  

2019.10.21 OBS뉴스 
첨단 장비 한 자리에..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개막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458  

2019.10.21 뉴시스 
‘경찰의 날’ 첫 국제치안박람회 개최… 첨단장비 전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8_0000803518&cID=10201&pID=10200  

2019.10.21 인천뉴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첫 개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60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238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102072881
http://star.mbn.co.kr/view.php?year=2019&no=854015&refer=porta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3810&code=11131411&cp=nv
https://www.yna.co.kr/view/PYH20191021044100013?input=1196m
http://news1.kr/photos/view/?3877260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59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839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307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50922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102121083647020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8_0000803518&cID=10201&pID=10200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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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위클리오늘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61  

2019.10.21 신아일보 
대한민국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막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377  

2019.10.21 인천투데이 
국내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송도 컨벤시아서 개최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72  

2019.10.21 매일일보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7331  

2019.10.21 뉴시스 
국내 첫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21~23일 개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1_0000804275&cID=10802&pID=14000  

2019.10.21 일요서울  
대한민국 최초 인천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187  

2019.10.21 스포츠서울 
인천시 3일간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열어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36735  

2019.10.21 한국정책신문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95  

2019.10.21 경인방송 
인천 송도서 사상 첫 경찰의 날 기념식.. 국내 첫 치안산업박람회도 동시에  
http://www.ifm.kr/news/266343  

2019.10.21 일간투데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189  

2019.10.21 기호일보  
우리나라 첫 국제치안산업박람회… 내일까지 송도컨벤시아서 열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048  

2019.10.21 한국일보 
국내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11556036727?did=NA&dtype=&dtypecode=&prnewsid=  

2019.10.21 뉴시스 
‘경찰의 날’ 기념식 송도서 첫 개최…”치안 〮 기술 접목”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1_0000804412&cID=10201&pID=10200  

2019.10.21 폴리뉴스 
‘스마트 치안과 치안한류의 정착이 목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송도컨벤시아 통해 개막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27136  

2019.10.21 브레이크뉴스 
인천시, 대한민국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breaknews.com/686040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61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37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72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7331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7331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733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1_0000804275&cID=10802&pID=14000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187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36735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95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189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04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11556036727?did=NA&dtype=&dtypecode=&prnewsid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1_0000804412&cID=10201&pID=10200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27136
http://www.breaknews.com/68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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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국민일보 
대한민국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1일부터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40767&code=61121111&cp=nv  

2019.10.21 헤럴드경제 
민갑룡 “전세계, 케이캅 바람 일으키겠다”… 제1회 치안산업박람회 참석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1000133  

2019.10.21 글로벌경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 스마트 치안과 치안한류가 모토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102113591533296cf2d78c68_16  

2019.10.21 서울경제 
인천시, 대한민국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LWUV647  

2019.10.21 업코리아 
스마트 치안과 치안한류 기반구축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50534#07Pk  

2019.10.21 뉴스투데이 
스마트 치안 〮 치안한류 여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21일 개막  
http://www.news2day.co.kr/139618  

2019.10.21 아시아뉴스통신 
스마트 치안산업 육성과 수출을 위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001914&thread=09r02  

2019.10.21 뉴스렙 
스마트 치안 치안한류 기반구축 국제치안산업박람회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70  

2019.10.21 아시아투데이 
대한민국 최초 ‘국체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21010011263  

2019.10.21 녹색경제신문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국내 처음 개최… 21~23일 인천 송도서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85  

2019.10.21 데일리그리드  
대한민국 최초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292932  

2019.10.21 문화뉴스 
스마트 치안과 치안한류 기반구축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89  

2019.10.21 빅데이터뉴스 
‘스마트 치안과 치안한류의 발판’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개막  
http://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19102114012432976cf2d78c68_23  

2019.10.21 브릿지경제 
대한민국 최초의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막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021010006418  

2019.10.21 경인일보 
스마트 치안과 치안한류 기준 제시 위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서 개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02101000696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40767&code=61121111&cp=nv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1000133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102113591533296cf2d78c68_16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LWUV64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2day.co.kr/139618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001914&thread=09r02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7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21010011263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85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292932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89
http://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19102114012432976cf2d78c68_23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02101000641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02101000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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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천지일보 
국내 첫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서 개최…”치안산업 현재와 미래 담았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307  

2019.10.21 내외뉴스통신 
대한민국 최초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08  

2019.10.21 아시아뉴스통신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천에서 열린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001673&thread=09r02  

2019.10.21 천지일보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교통안전 VR 시뮬레이터’ 체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398  

2019.10.21 시민일보 
인천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의 국제치안산업박람회…스마트 치안과 치안한류 기반 구축 목표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1633533059  

2019.10.21 뉴스토마토 
국내 첨단 안전 기술, 인천 송도에 모인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7530  

2019.10.21 프라임경제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79835  

2019.10.21 일요서울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329  

2019.10.21 프레시안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97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19.10.21 뉴시스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경찰헬기 선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1_0000804975&cID=13001&pID=13000  

2019.10.21 서울파이낸스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경찰 헬기 선봬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740  

2019.10.21 뉴스워커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수리온부터 LCH까지 다양한 경찰헬기 선봰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57  

2019.10.21 노컷뉴스  
KAI,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국산헬기 위용 뽐내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997  

2019.10.21 연합뉴스 
‘참수리’ 수출 도전… KAI, 국제치안박람회에 경찰헬기 5종 선봬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1131100003?input=1195m  

2019.10.21 뉴스핌  
KAI,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다양한 경찰 헬기 선보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1104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08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001673&thread=09r0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398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163353305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7530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79835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32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97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1_0000804975&cID=13001&pID=13000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740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997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1131100003?input=1195m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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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신아일보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23일까지 수리온 등 다양한 경찰헬기 선봬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499  

2019.10.21 뉴스1 
“수리온부터 LCH까지” KAI, 치안산업박람회서 다양한 경찰헬기 선봬  
http://news1.kr/articles/?3748722  

2019.10.21 뉴스핌  
KAI, 국제 치안산업 박람회 참가… 경찰 〮 소형 민수 헬기 선보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12  

2019.10.21 이데일리 
KAI,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참수리’ 홍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42246622655216&mediaCodeNo=257&OutLnkChk=Y  

2019.10.21 미디어펜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경찰헬기 선봬  
http://www.mediapen.com/news/view/470347  

2019.10.21 브릿지경제 
카이, 치안산업박람회서 ‘경찰헬기’ 참수리 홍보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021010006680  

2019.10.21 쿠키뉴스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소형민수헬기 수요처 모색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1616  

2019.10.21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찰청 주최 박람회에서 수리온 기반 경찰헬기 홍보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7771  

2019.10.21 이뉴스투데이  
KAI,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소형민수헬기 마케팅 활동 전개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578  

2019.10.21 CNB뉴스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다양한 경찰헬기 선봬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24988  

2019.10.21 이투데이 
KAI, 치안박람회서 수리온부터 LCH까지 다양한 경찰헬기 선봬  
http://www.etoday.co.kr/news/view/1811840  

2019.10.21 서울경제 
KAI,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경찰헬기 선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LY3JAFK  

2019.10.21 EBN 
“경찰헬기 활약상 한 눈에”…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ebn.co.kr/news/view/1005660  

2019.10.21 아시아투데이 
KAI,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해 ‘참수리’ 활약 알린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21010011750  

2019.10.21 녹색경제신문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5종 헬기 소개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19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499
http://news1.kr/articles/?374872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4224662265521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mediapen.com/news/view/470347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021010006680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161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578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24988
http://www.etoday.co.kr/news/view/1811840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LY3JAFK
http://www.ebn.co.kr/news/view/100566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21010011750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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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뉴스웍스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수리온 기반 경찰헬기 ‘참수리’ 알린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584  

2019.10.21 MoneyS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다양한 경찰헬기 선봬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02117238053128  

2019.10.21 글로벌이코노믹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해 고객 확보 나서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10211512109231ce58317c16_1&md=20191021175622_M  

2019.10.21 파이낸셜뉴스 
KAI, 국산헬기 세일즈 행보 강화  
http://www.fnnews.com/news/201910211709332500  

2019.10.21 매일일보 
KAI, 소형민수헬기(LCH) 고객 확보 나선다… ‘국산 헬기’ 도입 기대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7636  

2019.10.21 뉴스프리존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74  

2019.10.21 파이낸셜뉴스 
국산헬기 세일즈 나선 KAI,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fnnews.com/news/201910211457427776  

2019.10.21 헤럴드경제 
KAI ‘수리온’ 경찰헬기 마케팅 박차… 치안용 수요 확대 기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1000679  

2019.10.21 일요서울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329  

2019.10.21 프라임경제 
KAI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79835  

2019.10.21 데이터넷 
스맥, 2019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참가… 사이버리즌 EDR 솔루션 전시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05  

2019.10.21 파이낸셜뉴스 
스맥, 2019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참가… 치안 솔루션 시장 공략  
http://www.fnnews.com/news/201910211251348068  

2019.10.21 매일경제 
스맥, 2019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0/852115/  

2019.10.21 데일리포스트 
스맥, 韓 치안 솔루션 시장 공략 나선다…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0796  

2019.10.21 이투데이 
스맥, 2019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etoday.co.kr/news/view/1811604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584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02117238053128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10211512109231ce58317c16_1&md=20191021175622_M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10211512109231ce58317c16_1&md=20191021175622_M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10211512109231ce58317c16_1&md=20191021175622_M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763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763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7636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74
http://www.fnnews.com/news/20191021145742777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1000679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329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79835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05
http://www.fnnews.com/news/201910211251348068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0/852115/
http://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079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홍보활동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게제일자 매체 Title 

2019.10.21 아시아경제 
스맥, 2019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참가… “국내 치안 솔루션 시장 공략”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2109595482583  

2019.10.21 서울경제TV 
스맥, 2019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참가… 국내 치안 솔루션 시장 공략  
http://www.sentv.co.kr/news/view/562386  

2019.10.21 뉴스핌 
스맥,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참가… “치안 솔루션 시장 공략”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270  

2019.10.22 전자신문 
쿠도커뮤니케이션 〮 브이엠솔루션 등 기업, 치안산업 박람회에서 첨단 기술 선봬  
http://www.etnews.com/20191022000171  

2019.10.22 아시아경제 
경찰 〮 소방 〮 해경의 치안 아이디어는?... ‘2019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2019.10.22 연합뉴스 
전자충격기 〮 범죄자 경보시스템… 미래 치안 기술 한자리에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2019.10.22 MTN 
알체라,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안면인식기술’ 선보여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9102213335557069  

2019.10.22 YTN 
“몰카 〮 테러, 각종 범죄를 막아라”… 첫 치안산업박람회  
https://www.ytn.co.kr/_ln/0115_201910220238170119  

2019.10.22 파이낸셜뉴스 
[현장르포]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인파로 ‘북적’…”과학수사 사연 흥미로워” 
http://www.fnnews.com/news/201910221526035013  

2019.10.22 세계일보 
국내 첫 국제치안박람회, 21~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21503581?OutUrl=naver  

2019.10.22 세계일보 
[포토] 국제치안산업 박람회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21507251?OutUrl=naver  

2019.10.22 이뉴스투데이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21~23일 인천서 개최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691  

2019.10.22 헤럴드경제 
[르포] 경찰 ‘첨단장비’ 한곳에… 1회 치안산업박람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2000243 

2019.10.22 YTN사이언스 
“몰카 〮 테러, 각종 범죄를 막아라”…첫 치안산업박람회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910221143489723  

2019.10.23 어패럴뉴스 
트렉스타,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한국신발 대표기업으로 참가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79009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2109595482583
http://www.sentv.co.kr/news/view/56238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270
http://www.etnews.com/2019102200017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9102213335557069
https://www.ytn.co.kr/_ln/0115_201910220238170119
http://www.fnnews.com/news/201910221526035013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21503581?OutUrl=naver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21507251?OutUrl=naver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69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910221143489723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7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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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MBN 
트렉스타, 인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965839  

2019.10.23 파이낸셜뉴스 
한국대표 신발기업 트렉스타,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fnnews.com/news/201910231831497827  

2019.10.23 파이낸셜뉴스 
트렉스타,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한국신발 대표기업으로 참가  
http://www.fnnews.com/news/201910230925412071  

2019.10.23 패션저널 
트렉스타,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okfashion.co.kr/detail.php?number=53101&thread=81r06r01  

2019.10.23 연합뉴스 
트렉스타 인천 치안산업박람회 참가..3D스캐너 등 출품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3041700051?input=1195m  

2019.10.23 NPS통신 
트렉스타,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89202  

2019.10.23 노컷뉴스 
트렉스타,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한국신발 대표기업으로 참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231882  

2019.10.23 헤럴드경제 
트렉스타, ‘국제치안산업박람회’ 한국신발 대표기업 참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3000672  

2019.10.23 이데일리 
[포토] 트렉스타,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19046622655872&mediaCodeNo=257&OutLnkChk=Y  

2019.10.23 뉴스타운 
트렉스타,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한국신발 대표기업으로 참가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014  

2019.10.23 연합뉴스 
트렉스타,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s://www.yna.co.kr/view/PYH20191023034700051?input=1196m  

2019.10.23 비욘드포스트 
트렉스타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한국신발 대표기업으로 참가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191023100204753346a9e4dd7f_30  

2019.10.23 문화일보 
우수벤처기업 ‘알체라’,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 안면인식솔루션 제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23MW141340666001  

2019.10.24 세계일보 
트렉스타 인천 치안산업박람회 참가…3D 스캐너 등 출품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23516205?OutUrl=naver  

2019.10.24 천지일보 
인천 연수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수사구조 개혁’ 홍보 펼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483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965839
http://www.fnnews.com/news/201910231831497827
http://www.fnnews.com/news/201910230925412071
http://okfashion.co.kr/detail.php?number=53101&thread=81r06r0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1000968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89202
https://www.nocutnews.co.kr/news/523188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300067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1904662265587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014
https://www.yna.co.kr/view/PYH20191023034700051?input=1196m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191023100204753346a9e4dd7f_3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23MW141340666001
http://www.segye.com/newsView/20191023516205?OutUrl=naver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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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기호일보 
인천연수경찰서, 박람회 관람객 상대로 수사구조 개혁 홍보 실시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632  

2019.10.25 CCTV뉴스 
서돌전자통신, ‘2019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38  

2019.10.27 브릿지경제 
국내 첫 치안산업박람회 성료… 스마트치안 신기술 선보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027010008643  

2019.10.27 중도일보 
인천시-경찰청 주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성료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027010010738  

2019.10.27 녹색경제신문 
뉴코애드윈드, ‘2019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신개념 배달통 ‘디디박스’ 공개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64  

2019.10.28 아주경제 
대한민국 최초의 치안산업박람회 성료  
https://www.ajunews.com/view/20191028082236112  

2019.10.28 업코리아 
대한민국 최초의 치안산업박람회 성료 스마트치안의 최첨단 제품 및 신기술 선보여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654533#07Pk  

2019.10.28 경남도민일보 
KAI,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경찰헬기 홍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301  

2019.10.28 ZDNet코리아 
브이엠, ‘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브이엠포트’ 호응  
http://www.zdnet.co.kr/view/?no=20191028131713  

2019.10.28 녹색경제신문 루키스, '2019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에서 응급 호출 서비스 선보여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35 

2019.10.28 녹색경제신문 제이씨현, 2019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드론 관제 솔루션 공개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37 

2019.10.28 녹색경제신문 서광, 스마트 LED 호신용품 '루헤로' 로 '2019 국제치안산업박람회'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36 

2019.10.28 녹색경제신문 
에이피안전기술, 2019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호신용 호루라기 ‘세이프메이트3’ 공개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58 

2019.10.28 녹색경제신문 시코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산업용 무전 솔루션 선보여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57 

2019.10.28 녹색경제신문 
제이시에스, 2019 국제치안산업박람회서 자브라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패럿’ 선보여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59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632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38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027010008643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027010010738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64
https://www.ajunews.com/view/2019102808223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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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view/?no=20191028131713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35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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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녹색경제신문 웰크론,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해 방탄,방검 장비로 눈길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60 

2019.10.28 녹색경제신문 유일기기산업, 국제치안산업박람회 통해 수갑과 삼단봉 등 치안 제품 선보여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61 

2019.10.28 녹색경제신문 
트렉스타, 경찰과 공무원을 위한 신발 제품으로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해 눈길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65 

2019.10.31 정책브리핑 4차 산업혁명 시대, 극한치안산업을 만나다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65948&call_from=naver_news 

2019.11.01 한국경제TV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성료…980억원 수출상담 성과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1010210&t=NN 

2019.11.01 MBN 경찰청-인천시 공동 주최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성료 http://star.mbn.co.kr/view.php?year=2019&no=897371&refer=portal 

2019.11.01 세계일보 국내 유일 치안산업 전시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성료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1504984?OutUrl=naver 

2019.11.01 디지털타임스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성황리에 폐막…수출상담 성과 980억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10102109923005014&ref=naver 

2019.11.01 CCTV뉴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 치안 한류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97 

2019.11.02 이데일리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980억원 수출상담 성과 올리며 성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7606622681784&mediaCodeNo=257&OutLnkChk=Y 

2019.11.03 연합뉴스 '국제치안산업박람회' 폐막…140개 기업·7개국 해외바이어 참여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078400848?input=1195m 

2019.11.03 국민일보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성황리에 종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84900&code=61141111&cp=nv 

2019.11.04 서울경제TV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송도컨벤시아에서 성황리에 폐막 http://www.sentv.co.kr/news/view/5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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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150498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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