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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tech TLV 2018 참관 및 B2B 상담회』참가업체 모집 안내
1. 귀 사/기관(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는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경제부와 공동으로
『Cybertech TLV 2018 참관 및 B2B 상담회』에 참가할 기업 및 기관(연구소)을 모집합니다.
3. 세계 최고의 정보보안 선진국인 이스라엘의 최신 정보보안 기술 및 산업
등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 및 기관을 모시고, 이스라엘 최대의 정보보안 전문전시 및 컨퍼
런스 참관을 비롯하여, 현지 1:1 기업상담회와 정보보안 기업 및 연구소 방문등의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최신의 정보보안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 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스라엘 기업과의 신규사업 발굴과 새로운 협
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기와 같이 참가기업 및 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프로그램 개요
• 배경: 이스라엘 최대의 정보보안 전문전시 및 컨퍼런스인 『 Cybertech TLV
2018(2018.1.29~1.31/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참관 및 B2B 상담회 참가를 통해, 최고의 정보
보안 전문가와 기업 및 연구소등과의 매치메이킹을 통한 국내 유관 기업의 보안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사업 협력 기회 제공, 네트워킹 확대 등
• 주관: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경제부,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 장소: 이스라엘 텔아비브
• 기간: 2018.1.28(일) ~ 2018.2.1(목)/3박 5일
■ 참기기업 특전
• Cybertech TLV 2018 참가비 일부 지원
• 컨퍼런스 갈라파티 무료 참가지원(참가자 전원)
• 현지 정보보안 기업 1:1 match making 상담지원
• 이스라엘 정보보안관련 기업 및 기관 방문 미팅
• 참가기업 현지간담회 개최 지원
• 참가기업 파견전 사전 간담회 및 교육세미나 지원
• 전일정 현지 이동(버스), (공동)통역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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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정
일시

장소

내용

1.28(일)

한국/이스라엘

1.29(월)

이스라엘

현지 기업 및 기관 방문

1.30(화)

이스라엘

Cybertech TLV 2018 참관 및 B2B 미팅(1일차)
컨퍼런스 cocktail party

1.31(수)

이스라엘

Cybertech TLV 2018 참관 및 B2B 미팅(2일차)
-> 텔아비브 출국(SU503, 13:10)

2.1(목)

한국

인천 출국(SU251, 13:20) -> 텔아비브 도착(22:45)

인천도착(11:20)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참가대상
• 정보보안/ICT관련 기업 및 연구소, 공공기관, 지자체 담당자
• 대학교 교수, 학생 및 연구소 담당자
• 기타 정보보안관련 관계자 등

■ 참가비용
• 참가비: 335만원
- 포함 내역: 항공료(일반석), 호텔 3박(2인1실), 버스, 전일정 식사, 참가비등(싱글룸 이용시 30만원 추가)
• 기타 참석자 체재비관련 비용은 개별 부담

■ 참가신청 및 문의
• 신청기한: 2017.12.22(금) 12:00까지
• 신청방법: 첨부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 Email: israelembassy1@gmail.com, gwjeong@koics.or.kr
• 참가비 납부(12.29, 금, 18:00):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우리은행, 1005-702-708450
• 문의
-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경제부: 천하영 상무담당관(02-723-6123)
-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정길원 사무국장(02-344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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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사무국장

전결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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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6097

전화

02-3446-5933

(2017.11.30.)

접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2길 46 2층
팩스

02-3446-5937

(2017.

)

/www.koics.or.kr
gwjeong@koics.or.kr

국내 전자정부 및 정보보안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

.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