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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총경 박상식

(032-835-2071 / 010-5310-4272)
담당계장

경정 이병철

(032-835-2171 / 010-4278-2840)

해양경찰청,『2020 국제 해양·안전 대전』개최 첫 단추 꼈다.

- 2020년 6월 24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박람회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20 국제 해양·안전 대전』 행사를 성

공적으로 열기 위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박람회 사전준비

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인 『국제 해양·안전 대전』은 국내 해양·안전 산업

의 활성화와 해양안전업무와 관련된 장비·기술 정보를 알리기 위한 

행사로 특화장비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2020 국제 해양·안전 대전』은 

2013년 이후 5회째를 맞이하게 되며 내년 6월 24일부터 3일간 인천 송

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매회 참가업체와 해외 구매자의 수출상담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152개 업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해양안

전 장비를 선보였다.

 또한, 베트남 등 5개국 해양경찰을 비롯한 13개국 해외 구매담당자

들이 참석하여 수출상담 금액 5,900여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명

실상부한 국내 해양안전 및 조선관련 대표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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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인천관

광공사 및 전시 전문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본 추진계획을 확정하

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인천 송도컨벤시아 확장공사(52,956㎡➝117,163㎡,‘18. 7월) 이후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2018년 박람회와 비교하여 약 20% 성장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함정설계 경진대회와 해양안전 골든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

다 다양하고 풍성한 부대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자우편(E-mail : ocean@into.or.kr, 

daeun.kim@reedkfaris.com, Hyunsu.chung@reedkfairs.com)과 모사전송

(Fax : 02-881-5445, 032-210-1005)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reaoceanexpo.com)와 박람회 운영사무국(전화 : 

02-554-3010, 032-210-1051)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

로 준비하여 국내·외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널리 알려 해양안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경정 이병철(☎ 032-835-21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ailto:ocean@into.or.kr
mailto:daeun.kim@reedkfaris.com
mailto:Hyunsu.chung@reedkfairs.com
http://www.koreaoceanex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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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020 국제 해양ᆞ안전 대전」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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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

 ○ (장    소)  송도컨벤시아 1,2,3홀(인천시 연수구)

 ○ (전시규모)  20,723㎡(6,476평)

 ○ (유치목표)  국내외 해양ž안전관련 180개 업ž단체,

450개 부스, 2만여 명

 ○ (주    최)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 (주    관)  인천관광공사, 리드케이훼어스

< 박람회 개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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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 해양ž안전 대전) ‘18.6.20~22 / 해경청ž인천시(주최), 인천관광공사ž리드케이(주관)
  * 152개사 참가, 1.8만여명 참관, 수출삼당 5,904억원 달성, 대형 컨퍼런스(1,500명 규모)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