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치안･보안장비 품평회」안내문

2022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기업의 치안ㆍ보안장비 전시품에 대한 실물 비

교 평가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의 성능 향상 도모, 격려 및 평가를 통한 제

품의 개선 방향 제안,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치안ㆍ보안장비 품평회 개

최를 안내드립니다.

□ 품평회 개요

○ (기 간) 국제치안산업대전 행사 기간(2022. 10. 19 ~ 22) 중 개최

 ○ (일 시) 2022. 10. 20.(목), 1일간, 10:00~17:00

  

 ○ (장 소)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내 품평회장)

 ○ (전 시) 8개 분야, 1일 전시

 ○ (참 석)

     -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58개 경찰서 구매 담당자

  

 ○ (분 야) 치안장비 5개, 보안장비 3개 분야로 구분 품평회 진행

 ※ 세부 운영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안내

○ (신청기간) 2022. 8. 16(화) ~ 9. 16(금) 

○ (신청방법) 전시회 홈페이지(www.police-expo.com) 품평회 온라인 신청

○ (문의) 전화 02-6121-6348 (국제치안산업대전 사무국)

09. 16. (금)

→
10. 20(목)

→
행사 종료 후

신청서 접수 마감 치안·보안장비 품평회
우수제품선정

품평회 결과 통보

치안
① 경찰 기동장비 드론   ② 경찰 ICT   ③ 경찰 개인장비

④ 범죄 수사 · 감식 장비   ⑤ 교통 장비 · 시스템

보안 ⑥ 출입통제· 보안   ⑦ 사이버범죄 예방 · 대응   ⑧ 사회안전·통합관제



□ 장비분류[별첨]

구분 소분류 세분류

치안

경찰기동장비

항공, 헬기, 드론

특수목적 기동장비, 순찰, 이륜, 순찰정, 구급, 조명, 견인, 

호송, 수송차량 등

경찰ICT
정보보안 융합기술 혁신제품, XR/VR 훈련시스템, 

정보통신기술 기반 이동 통신 제품 등

경찰개인장비

대테러 및 경호, 방호/화력, 무기, 로봇/드론 등 무인체계 

장비, 탄입대, 야전삽, 안전매트카바, 휴대용탐조등, 

전자충격기, 진압봉, 수갑, 경찰봉, 호신용품 등

범죄수사/

감식장비

디지털 검색경, 레이저거리측정기, 차량검측거울, 

금속탐지기, 수화물보안검색기, 무인교통단속장비, 

현장종합감식세트, X-ray 검색장비, 음주측정기, 

거짓말탐지기, 정전기족흔적채취기, 위조지폐 감별기 등

교통장비/

시스템

ITS 및 첨단 교통, 도로정보시스템, 도로안전진단, 

화살표보드, 바리케이드, 도로차단기,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스마트가로등, 교통제어 시스템 등

보안

출입통제/

보안

CCTV, IP카메라, DVR, NVR, 카메라렌즈, 적외선 투광기, 

모션 디텍터, 바이오인식솔루션, 출입관리 시스템, 

시큐리티게이트, 도어락, 락 디바이스, 원격 출입장비, 

적외선/레이저센서, 침입탐지장비, 순찰관리 시스템, 

도난방지 솔루션,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자동차 블랙박스 등

사이버범죄/

대응

DDoS 대응 솔루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디지털포렌식, 

안티스팸/피싱솔루션, 안티바이러스, 데이터 유출 방지, 

랜섬웨어, IPS/IDS, VPN, 망분리 및 망연계솔루션, UTM, 

NAC, 콘텐츠보안, 모바일기기보안, 서버 보안, 클라우드 

보안, 암호화 유무선 장비 등

사회안전/

통합관제

통합관제 솔루션, 스마트시티 솔루션, 융복합보안솔루션,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 영상검색솔루션, 통신장비, 

영상전송장비, 콘솔데스크, 원격송신 및 모니터링 장비, 

컨트롤러 패널 및 관련 장비, 광망경비 시스템, 외곽보안, 

주차관제 시스템, 차량운행관리 등

*장비분류 외 제품도 참여 가능하나 사전 협의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