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k-quarantineexpo.com

주최/주관

후 원

| 동시개최 전시회 |  

제7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2021 한국건설안전박람회 

K-방역 엑스포의 새 이름

9. 14(화) ~ 16(목) 
KINTEX 제1전시장 4홀

국제방역기술·기자재 및 감염병예방솔루션 엑스포 



> 전시분야 

행 사 명 InQuE(국제방역기술·기자재 및 감염병예방솔루션 엑스포) * 舊 K-방역 엑스포 

기 간 2021.9.14(화) ~ 9.16(목), 3일간

장 소 KIntEx 킨텍스 제1전시장 4홀

규 모 200개사 350부스

주최/주관

프 로 그 램 전시,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세미나 등 

연 계 개 최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021 한국건설안전박람회

후 원

진단시약, 진단키트, 진단장비, 선별/드라이브스루/워크스루 진료소, 이동형 음압시설 등

검사·확진관 - 감염병 진단 및 선별

자가격리밴드, 자가격리자앱, 역학조사 시스템, AI 예측 시스템 등

역학·추적관 - 자가진단/격리, 역학조사 등

스마트 음압병상, 이동식 음압기, 음압구급차, 격리시설, 클린게이트, 열화상 카메라 및 출입통제, 마스크, 방역복 등

격리·치료관 - 병원/생활치료센터 의료기기, 개인위생 및 교차감염 차단 등

소독약/부스, 펜스, GPS관제시스템, 무인방제기, 백신 등 

동식물 방역·방제관 - ASF/AI 등 가축 방역 및 과수병해충 등 식물 방제

감염병/방역 관련 R&D 성과 홍보관(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

R&D 성과관 - 기관/대학 R&D 성과홍보

CRO, CMO, 포장, 콜드체인시스템 등

이슈특별관 - K-접종(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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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수출 상담회
내용  구매력 및 관심도 분석 등 엄격한 절차를 걸쳐 초청되는 해외바이어 

        1:1 화상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청대상  해외 질병관련 부처 관계자, KOtRA 초청바이어, 해외 Distributor 등

InQuE는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국내 바이어 구매 상담회
내용  평소 만나기 어려운 유통사, MD, 대기업 및 공공 수요처들과의 

        구매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청대상  대형유통망 구매담당자, 다중이용시설, 병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 등

InQuE는 국내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핵심바이어 도슨트 투어
내용  국내외 핵심 바이어 초청 및 도슨트 투어를 통해 제품과 기술 홍보,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초청대상  공공기관/지자체, 유통사,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주한 해외 대사관 관계자 등

InQuE는 참가업체의 기술과 제품 홍보를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방역 산업 전문 전시회로, 정부정책 제고와 참가기업 성과 중심으로 진행

대한민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방역/감염병 산업 전문 박람회

202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021 한국건설안전박람회의 연계개최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바이어 공유로 참가기업 만족도 제고 효과 기대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산업 박람회 연계 개최

공공기관, 지자체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병원 관계자, 유통사 관계자 등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로 구성되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박람회

구매력 있는 바이어가 실제로 방문하는 박람회

방역/감염병 관련 기술과 제품들이 한자리에! 9.14(화) ~ 9.16(목) 

가 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참가비 납부

STEP 02

참가신청

STEP 01

별도 신청

*부대시설비 완납기한 :

~ 2021.09.03(금)

부대시설비 납부

STEP 03

부스 배정 원칙

참가규모 신청순서
전시품 성격
(품목별 전시관 구성)

InQuE 2021(국제방역기술·기자재 및 감염병예방솔루션 엑스포) 사무국 

t. 031-995-8747/8249    E. k-quarantineexpo@kintex.com    www.k-quarantineexpo.com

전시참가 안내 >

인보이스 수령 후, 

전용 계좌로 10일 이내 입금 

농협 301-0247-9375-31 (주)킨텍스

※중복할인 가능, VAt별도

할인 유형 할인 조건 할인 금액(부스당)

조기신청 2021. 06. 30(수)까지 온라인 참가신청시 20만원

재참가 할인 2020 K-방역엑스포 참가기업 20만원

부스 할인 규정

독립부스
2,200,000원

/1부스 
(VAt별도)

•면적 - 3m x 3m

•면적만 제공(최소 2부스 이상)

•부스 장치 시공은 

 KIntEx 지정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개별적 시공

조립부스
2,600,000원

/1부스 
(VAt별도)

•면적 - 3m x 3m

•기본부스, 일반국영문간판

•실내조명, 바닥파이텍스

•인포데스크 / 접의자 각1개

•상담테이블(원형)1개/ 의자 4개

•전기 1kw(220V)콘센트

•추가 부대시설은 별도 신청

부스유형 및 참가비 단가

※부스 이미지는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람회 홈페이지 

온라인 참가 신청

 ~ 2021.08.20(금)

www.k-quarantineexp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