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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보안 인력양성 및 교류협력 전문기관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www.koics.or.kr

수신자 안전보안 및 정보보안산업관련 기업 대표이사

(경유) 영업 및 마케팅 담당부서장

제  목 『2018 안전보안산업대전(SAFER KOREA 2018)』 참가업체 모집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센터는 국내 정보보안 및 안전보안관련 기업들의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하기와 같이『2018 안전보안산업대전(SAFER 

KOREA 2018)』에 참가할 관련기업을 모집합니다.

3. 신기술과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마케팅 파트너 발굴 기회 

제공 및 정보보안과 안전보안산업이 동반성장하는 국내 최대 마켓플레이스의 장이 될 

금번 전시회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시회 개요

전시명 2018 안전보안산업대전(SAFER KOREA 2018)

주  최 한국경제신문/K.Fairs(주)/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기  간 2018. 5. 23(수)~5. 26(토)/4일

장  소 삼성동, 코엑스 Hall B

전시품목
정보보안관련 전제품 및 솔루션, 첨단 영상보안시스템, 출입통제, 홈
시큐리티, 재난안전 통신망, 재난관리 ICT, 경찰·경호 및 대테러 장비,
생활안전·산업관련 전제품

동시개최
행사

2018 지능형 첨단 보안, 안전세미나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한 안보정책 토론

재난안전통신망 컨퍼런스

참가업체 신제품/솔루션 발표회

영업비밀 관리 전략 및 실무 세미나

기타 분야별 전문 세미나 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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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신청

신청기한 2018. 4. 13(금) 18:00限(참가신청후 5일내 100% 입금)

신청서류
1.전시 참가신청서 1부(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2.사업자 등록증 1부

부스형태* 

및 참가비**

독립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조립부스

(조립식 기본부스)

프리미엄부스

(부스별 디자인 차별)

₩2,500,000원

₩2,200,000원

₩2,800,000원

₩2,500,000원

₩3,500,000원

₩ 3,200,000원
접수/입금처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 우리은행 1005-702-708450

* 독립부스 및 프리미엄 부스는 2부스 이상 신청가능 하며, 조립부스는 시스템부스(블랙), 바닥 파이텍스, 

스포트조명 3개, 2구 콘센트 1개(전력 1KW 220v단상 포함), 인포메이션 데스크 1개, 접의자 1개, 휴지통 

1개가 기본 제공됨. 1부스=3ｍ×3ｍ.

  **부가세 10% 별도임.

  ※ 참가기업 특전

  

1) 전시회 참가기업 언론홍보 집중 보도

- 한국경제신문 및 중앙일간지 기획 취재보도

- 참가업체 지면 소개 및 전문가 컬럼기고

- KBS, MBC, SBS 등 방송사 취재 예정

- 정기 뉴스레터 등 30만 DB를 활용한 참가업체 사전 홍보 지원

- 공식 미디어 파트너를 통한 언론 홍보(참가업체 인터뷰, 동영상 등 주요 포털 노출) 등 

2) 한층 업그레이드된 마케팅 활동 지원

- 1:1 call service 운영 전국 700여개 지자체 및 각종 시설, 공사 담당자등

- 공공구매 담당자 직접 초청

- 참가업체 신제품 및 신기술 홍보를 위한 신제품솔루션발표회 참여지원

- 동시개최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

다. 문의처

-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글로벌협력팀 이시냇가 주임 

- 전화: 02)3446-5936 /FAX: 02)3446-5937 mail: 2lich@koics.or.kr

  ※<첨부> 『2018 안전보안산업대전(SAFER KOREA 2018』참가신청서 1부 <끝>.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장
수신자

담당 이시냇가 팀장 사무국장
전결 3/12

정길원

협조자

시행 KOICS 제18 - 009호 (2018.3.12.) 접수 ( 2018.  .  )

우 06097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2길 46 2층 www.koics.or.kr

전화 02-3446-5936 팩스 02-3446-5937 2lich@koics.or.kr /공개

국내 ICT 및 정보보안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