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9. 12. 2.(월)
총 2매

담당
부서 마이스산업과 담당자

∙전시이벤트팀장 (배미경) ☎440-1501
∙담당자 이형미 ☎440-1522

보 도 시 점  12. 3.(화)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해양안전대전, 인천시 최초 국제전시인증(UFI) 획득

글로벌전시회로 우뚝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해양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

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주관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전시

회인 ‘국제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이 국제전시협회(UFI)의 

국제전시인증을 획득했다.

○ 국제전시협회(UFI : 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는 세계 전시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2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창립하여 

현재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세계 전시산업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

하는 국제전시회 인증기관이다.

○ 국제전시인증은 해외기업 및 외국인 방문객 참가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어야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심사를 통과한 전시회에만 부여되어 

현재, 전세계 77개국 928개 전시회가 국제전시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에는 33개 인증전시회가 있으며 인천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는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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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인증을 통과한 국제해양안전대전은 지난 2013년 해양경찰청 

60주년 기념으로 처음 개최된 이후 내년에 5회째를 맞이하게 되며 

6월 24일(수)부터 26(금)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해양·안전대전’은 매회 참가업체와 바이어 및 

수출상담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국제해양안전대전에서는 

국내외 152개 업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해양안전장비를 선보였다.

○ 또한 수출상담회에는 해외 코스트가드를 비롯하여 바이어 23명이 참석

하여 상담금액 5,900여 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해양안전 및 조선관련 대표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 내년도에는 올해 국제인증을 통해 확보한 국제적 공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시규모를 확대하여 180개사 450부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

하여 더욱 다채롭고 유익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 김충진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이번 국제해양안전대전의 

UFI 인증을 통해 본 행사의 대내외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상승

으로 해외기업 및 국내외 바이어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면서 “내년도에도 해양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본 

전시회가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전시회에서 글로벌 해양안전전시

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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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UFI 인증 조건

□ UFI 국제인증 전시회(UFI Approved Int'l Event) 획득 조건

○ 최소 2회 이상 개최 

○ UFI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사용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데이터를 국제회계법인에서 감사받은 자료 제출

○ 국제 수준의 전시장(시설, 교통 등)에서 개최

○ 주요 인쇄물 및 홈페이지를 영어로 제공

○ 해외 직접 참가업체가 전체 참가업체의 최소 10%

이상이거나 해외 참관객이 전체의 5%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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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내 UFI 인증 전시회(영문 행사명순)

연번 전시회명 지역 개최지

1 Automation World(오토메이션월드) 서울 코엑스

2 BeFe Babyfair(베페 베이비페어) 서울 코엑스

3 BIO Korea International Convention(바이오코리아) 서울 코엑스

4 Busan International Machinery Fair(부산기계전) 부산 벡스코

5 Busan International Seafood&Fisheries Expo(부산수산식품전) 부산 벡스코

6 Chemical Manufacturing Expo Korea(화학제조산업대전) 인천 송도컨벤시아

7 Environment&Energy Tech(환경에너지전) 부산 벡스코

8 Food Week Korea(푸드위크) 서울 코엑스

9 Green Car Korea(그린카전시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0 Gwangju ACE Fair(광주ACE페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1 Gwangju Food(광주국제식품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2 INTERMOLD KOREA(금형및관련기기전) 고양 킨텍스

13 International Climate&Environmental Fair(기후환경산업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4 ENVEX(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서울 코엑스

15 International Fire&Safety EXPO KOREA(소방안전전) 대구 엑스코

16 International Green Energy Expo Korea(그린에너지엑스포) 대구 엑스코

17 International Machine Tools&Parts Fair(스마트팩토리및생산제조기술전) 창원 창원컨벤션센터

18 Korea Build(코리아빌드) 고양 킨텍스

19 Korea Innovative Safety&Security Expo(안전산업박람회) 고양 킨텍스

20 Korea International Boat Show(경기국제보트쇼) 고양 킨텍스

21 Korea Metal Week(금속산업대전) 고양 킨텍스

22 Korea Ocean Expo(국제해양안전대전) 인천 송도컨벤시아

23 Korea Railways and Logistics Fair(철도물류산업전) 부산 벡스코

24 Korea Welding & Cutting Show(용접절단산업전) 창원 창원컨벤션센터

25 KORMARINE(조선해양산업전) 부산 벡스코

26 LED Expo(국제 광융합 엑스포) 고양 킨텍스

27 Sendex(시니어&장애인엑스포) 고양 킨텍스

28 Senior - Medical Industry Fair(광주실버박람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9 Seoul Food(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고양 킨텍스

30 Seoul International Café Show(서울카페쇼) 서울 코엑스

31 Sourcing Fair(서울소싱페어) 서울 코엑스

32 SPOEX(스포츠레저산업전) 서울 코엑스

33 SWEET(하늘땅바람에너지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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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2020 국제 해양ㆍ안전 대전」(제5회)

국내 해양·안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안전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장비와 기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2020 국제 해양·안전 대전」개최 추진

행 사 개 요

 ○ (명    칭)  2020 국제 해양·안전 대전

              - KOREA OCEAN EXPO 2020 -

 ○ (기    간)  2020. 6. 24.(수) ~ 26.(금) 

 ○ (장    소)  송도컨벤시아 1,2,3홀 (인천시 연수구)

 ○ (유치목표)  국내외 해양ž안전관련 180개 업ž단체, 450개 부스, 2만여명 

 ○ (주    최)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 (주    관)  인천관광공사, 리드케이훼어스

< 그 간의 추진현황 >

❙(제1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13.9.11~13 / 해경청(주최), 인천도시공사(주관)

  * 110개사 참가, 2만여명 참관, 수출상담 1,300억원 달성, 해경창설 6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제2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15.6.17~19 / 국민안전처ž인천시(주최), 인천도시공사(주관)

  * 116개사 참가, 1.5만여명 참관(메르스 영향으로 감소), 수출상담 2,100억원 달성

❙(제3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 ‘16.6.22~24 / 국민안전처ž인천시(주최), 인천관광공사(주관)

  * 125개사 참가, 1.8만여명 참관, 수출상담 2,166억원 달성

❙(제4회 국제 해양ž안전 대전) ‘18.6.20~22 / 해경청ž인천시(주최), 인천관광공사ž리드케이(주관)

  * 152개사 참가, 1.8만여명 참관, 수출상담 5,904억원 달성, 대형 컨퍼런스(1,500명 규모)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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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별첨(관련사진) 

▲ UFI인증 로고 ▲ 2020 국제해양안전대전 리플렛

※ JPG화일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