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안 강국이 IT 강국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    신 :  대표이사

(참조)  :  해외사업/마케팅/영업담당 부서장

제    목 : 『RSA Conference 2022』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재공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에게 미국 및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정보보

호 기술 동향 파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RSA Conference 2022』 전시회 한국관 운영

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3. 『RSA Conference』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보안 전문 전시회로, 북

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바이어가 참가 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전시회이자 최신 정보보안 시장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북미 지역을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에게 실질

적인 비즈니스 창출과 해외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5. 본 공고는 참가비 감소로 인한 재공고입니다.

- 아      래 -

가.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RSA Conference 2022

주최 DELL EMC

전시기간 2022. 2. 7(월) ~ 10(목) / 4일

전시장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Moscone Center

개최주기 매년

전시품목

정보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인증 및 암호, PC보안, 바이러스 백신, 

DB보안, DRM, 내부정보보호유출방지, 무선/모바일 보안, 생체인식 시스템, 

물리보안(CCTV, DVR 등), 보안장비 및 시스템, 출입통제, 재해복구 등 

정보보호 관련 전제품

전시회 규모
2020년(오프라인 개최) 기준 624개 기업 참가, 50,000여명 참관

2021년(온라인 개최) 기준 215개 기업 참가



나. 한국관 개요

주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체규모 9개 부스 (한국관 총면적 : 900 s/f)

신청기한 2021. 10. 22(금) 15:00 限

신청서류

1.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참가서약서 각 1부

2. 기업소개서 국/영문 1부 

3.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 전시품 카탈로그 및 안내자료 등) 각 1부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약서, 기업소개서 등 작성 후 협회 송부

  (제출처 : 글로벌성장팀 손종우 주임 / sjw@kisia.or.kr)

 - KOTRA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 참가 신청

  : GEP 접속 → 고객지원 → 참가업체 모집공고 →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 공고문 하단 [전시회 참가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ㅇ 제출서류

     · 인터넷 양식작성  : 참가각서

     · 파일 업로드(최대 50M) : 사업자등록증, 전시품 추가 설명서

       * 제출 시 선정가점(정책반영) : 첨부 5 참조

 ※ 참가비 : 6,300,000원 (국고 지원금 확대에 따라 참가비 감소)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0-897042 예금주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상기 신청 및 참가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전시회 신청접수 인정됨  

참가기업

지원사항

 o 전시장 임차료 및 부스설치비

 o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지원 

 o 한국관 운영 현장 지원

 o 공동홍보 (한국관 디렉토리,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 on/off-line 채널  

   홍보)

 o 공동 통역 지원 (개별 통역원 고용 시, 참가기업 개별 부담)

 o 공동 인터넷 제공

 o 기타(호텔 및 교통편 예약 지원, 제반 행정업무 등)

참가비*

1 부스 약 89s/f

(Kiosk 설치) 
6,300,000원

 * 추후 정산 후 참가비가 증감 될 수도 있으며, 
   변동분 발생 시 전시회 종료 후 30일 이내 청구 예정

* 단, 항공 및 숙박 등 출장 인원의 체제비는 참가기업 개별 부담

   
 다. 기업 선정

o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심사 결과 개별통보   

o 탈락기업은 선정 결과 통보 후 7일내 참가비 환불조치

o 단, 선정통보 후 취소하는 기업은 참가비 환불 불가. 세부사항은 COVID-19 지속  

에 따른 참가비 환불 방안 참고 

http://www.gep.or.kr


<COVID-19 지속에 따른 참가비 환불 방안>

o 주최사에서 전시회를 취소 할 경우 : 전액 환불

o 한국 혹은 미국에서 출입국 금지가 공식적으로 시행 될 경우 : 전액 환불

o 한국 혹은 미국의 출입국자 자가격리 시행 등으로 기업내 에서 출장이 어렵다고 판단 

할 경우 : 환불 불가 

o 직항 항공권의 부재 등으로 출장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 : 환불 불가

o 그 외 기업의 사정으로 참가가 어려운 경우 : 환불 불가

라. 문의처

o KISIA 글로벌성장팀 박새롬 팀장 

Tel : 02-6748-2003 / E-mail : romi@kisia.or.kr

o KISIA 글로벌성장팀 손종우 주임 

Tel : 02-6748-2008 / E-mail : sjw@kisia.or.kr

o KOTRA 본사 디지털융복합팀 정순이 과장 

Tel : 02-3460-7464 / E-mail : soony@kotra.or.kr

o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민웅기 매니저

Tel : +82-408-432-5000 / E-mail : wkmin@kotra.or.kr

      [첨부]

        1. 참가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참가 서약서 1부

        4. 기업소개서 국/영문 양식 각 1부

        5. 참가기업 선정 기준표 1부. 끝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이   동   범

수신자  대표이사

담당 손종우 팀장 박새롬 실장 조연호 상근부회장
 전결 10/5

박윤현

시행 정보보호 21-135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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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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