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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제치안산업대전

공공구매상담회 개최 계획(안) 

□ 개최 목적

○ 전국 지자체 보안/안전/스마트시티 담당 공무원이 참여, 구매 사
전 단계로 실물 비교 평가 기회 제공

○ 전시회 참가기업에게 구매력 있는 실질적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및 판로 확대 지원

○ 공공조달시장 구매 정보 공유, 격려 및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 
제안, 성능 향상 도모, 신제품 개발 촉진

□ 사업 개요

○ (행사명) 「2022 국제치안산업대전」공공구매상담회

○ (주최) 경찰청, 인천광역시

○ (주관) 인천관광공사, ㈜메쎄이상

○ (일시) 2022. 10. 21(금), 10:00 ~ 17:00

○ (장소) 전시장 내 공공구매상담회장

○ (참석자) 전국 지자체 보안/안전/스마트시티 분야 구매 담당자

 

□ 운영 계획

○ 전국 지자체 담당자 공공구매사절단으로 방문 초청

○ 공공구매사절단 일정

- 1일차 : 전시장 개별 관람 (※ 경찰청 대상 장비품평회 개최)

- 2일차 : 공공구매 상담회 참석

○ 지원 사항 : 숙박(1박), 교통편(셔틀버스) 제공

10. 19 (수) / 1일차
→

10. 20(목) / 2일차
→

10. 21(금) / 3일차
→

10. 22(토) / 4일차

개막 개별 관람 공공구매 상담회 폐막

※ 세부 운영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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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분류

○ 국제치안산업대전 전시품목 8개 카테고리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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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분류 외 제품도 참여 가능하나 사전 협의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