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안 강국이 IT 강국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    신 : 대표이사

(참조)  : 해외마케팅 / 영업담당 부서장

제    목 : 『2020 동남아시아 보안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참가기업 모집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국내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와 코로나19

로 위축된 해외 보안 파트너쉽 확대를 위해 『2020 동남아시아 보안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3.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보안 기업에게 실질적인 파트너 발굴, 해외 비즈

니스 창출 및 해외 마케팅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을 준비하는 

다양한 보안 기업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아    래 ◇

가. 상담회 개요

상담회명 2020 동남아시아 보안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주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일정
2020년 10월 12일 ~ 10월 15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역
베트남, 말레이시아

* 온라인 상담회이므로 현지 출장 없음

참여기업 정보보안 기업 / 물리보안 기업 / 융합보안 기업



나. 행사 일정(안)

일자 국가 시간 주요일정 비고

10.12(월)
베트남

09:00 – 18:00  - 1회 상담 약 30~35분 배정

 - 1일 약 5~7개 수요처 상담

화상회의 
툴은 
추후 
결정

10.13(화)

10.14(수)
말레이시아

10.15(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참가기업은 현지 바이어 스케줄 사정에 따라 다른 상담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 현지 시장과 수요 상황에 따라 기업 당 배정되는 수요처 상담 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참가신청

행사명 2020 동남아시아 보안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규모 국내 정보보호 기업 15개사 이내

신청기한 8. 19(수) 15:00 까지

신청서류

  1. 해외상담회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기업소개서 국/영문 각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제품 카탈로그 및 소개 자료) 각 1부

신청방법
  - 위 신청서류를 협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담당자: 글로벌협력팀 김진주 주임 (kjj@kisia.or.kr) 

참가기업

지원사항

 o 현지 수요처 발굴 및 매칭

 o 상담 통역 지원   * 말레이시아는 영어 소통 가능 국가

 o 기업 및 제품 현지 홍보

 o 기타 마케팅 지원

참가비 무료

라. 문의처

       o KISIA 글로벌협력팀 함성용 선임 (02)6748-2008 / syham@kisia.or.kr

       o KISIA 글로벌협력팀 김진주 주임 (02)6748-2016 / kjj@kisia.or.kr

    

  [첨부]   

    1.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2. 기업소개서 국·영문 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끝.

mailto:kjj@kisia.or.kr
mailto:syham@kisia.or.kr
mailto:kjj@kisia.or.kr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이   동   범

수신자  대표이사

담당
 함성용

 김진주
팀장  실장  조연호 상근부회장

전결 8/3 

 박윤현

시행 정보보호 20-092 접수 (               )

우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아이티벤처타워 서관14층) http://www.kisia.or.kr

전화    02-6748-2008 팩스 02-6748-2020  syham@kis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