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335호

2021년도 정보보호취업박람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 2021년도 정보보호 

취업박람회」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03.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1. 사업내용

가. 사업 목적

ㅇ 정보보호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인재 발굴 및 채용, 경력단절 

방지효과와 궁극적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기틀의 토대 마련을 위함

나. 사업 개요

ㅇ (개요) 정보보호 분야 『채용희망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長』을 

제공하여 기업 채용 및 구직자 취업 지원

ㅇ (참가기업) 정보보호인력 채용희망기업 및 기관 20개

ㅇ (일시) 05월 27일(목), 10:00~17:00

ㅇ (장소) SC컨벤션 12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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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일정)

���� 및
���� 모집 ⇨

장소·�� 섭외
���� 구축 ⇨

주요프로그램
� ���� 준비 ⇨

��� ��
��� 사전등록 ⇨

���
����� 개최

3월 3~4월 4월 4~5월 5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안내 및 문의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조소현 주임(jsh@kisia.or.kr),

02-6748-2014

다. 취업박람회 주요 내용

ㅇ (행사 규모 축소 운영)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에 따라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프로그램 구성 * 취업특강 및 경품이벤트 미운영

ㅇ (사전등록 운영) 참석자의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행사 미등록자는 입장이 제한됨

ㅇ (비대면 운영) 구직자 면접, 멘토링, 부대행사 온라인(화상툴) 운영

  - (화상면접) 기업 담당자는 기업, 구직자는 현장에서 비대면 면접 진행

  - (희망멘토링)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기술지원, 개발 분야 멘토링

  - (부대행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면접이미지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 ���� ����� 프로그램(안)>

시간 취업상담 멘토링 Zone 부대행사

10:00-11:00

구직자 면접 진행

(20개 기업)

분야별 멘토링 실시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기술지원, 개발)

 부대행사 운영

-이력서 사진촬영

 -서류 작성 컨설팅

   -면접 이미지 컨설팅

11:00-12:00

12:00-13:00

13:00-14:00 중식 및 전체 소독

14:00-15:00

구직자 면접 진행

(20개 기업)

분야별 멘토링 실시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기술지원, 개발)

 부대행사 운영

-이력서 사진촬영

 -서류 작성 컨설팅

   -면접 이미지 컨설팅

15:00-16:00

16:00-17:00

mailto:jsh@ki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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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 방법

ㅇ (신청자격) 정보보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

ㅇ (접수기간) ~ ’21. 04. 30.(금) ※ 접수 기간 준수 요망

ㅇ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1부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jsh@kisia.or.kr)

마. 기타사항

ㅇ 추후 참여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사전설명회

가 진행될 예정

ㅇ 본 사업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사정에 따라 사업내용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mailto:jsh@kis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