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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P Korea Day 2015 – 부산 컨퍼런스 후원 안내 

 
행사 개요: 

 행사 명: OWASP Korea Day 2015 – 부산 컨퍼런스 

 일시: 2015 년 6 월 12 일(금), 12:30 – 18:00 

 장소:  부산시 해운대 그랜드 호텔 22 층 프라이빗룸 

 예상참가자수: 50 ~ 70 명 

 행사 홈페이지 및 상세 프로그램: http://www.owasp.or.kr/koreaday 

후원 종류: 

후원종류 홍보테이블 맥주 파티후원 기념품 후원 

모집사 3 개사 1 개사 2 개사 

금액 50 만원 50 만원 5 만원 상당 물품(5 개+) 

 

 

혜택 

 컨퍼런스 무료 참가 3 명 

 홍보 테이블 배치: 2 명 

 행사브로셔/행사페이지에 

기업 로고 배치 

 컨퍼런스 무료 참가 3 명 

 맥주 파티 행사 진행 

 행사브로셔/행사페이지에 

기업 로고 배치 

 컨퍼런스 무료 참가 3 명 

 행사 종료 시 후원물품 추첨 

진행 

 행사브로셔/행사페이지에 

기업 로고 배치 
 

※ OWASP 코리아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후원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사 혜택: 

Sponsorship benefits for organizations specializing in IT & Security: 

 Opportunity to use the latest technological trends for professional training / development 

 Strengthen your company strategy by learning the latest trends in web software security 

 Improve your business development strategy with leading information from the security industry 

 Get networking and headhunting opportunities with world-class specialists and professionals 

 Get the chance to interact with high-need discerning users to improve product development 

 Increase your image as a professional company through this unique branding opportunity 

 

Sponsorship benefits for organizations utilizing the internet in their business: 

 Opportunity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brand awareness and conduct business networking 

 Strengthen your company strategy by learning the latest trends in web software security 

 Improve your service development by understanding the latest trends in security issues & risks 

 Contribute to information society as a company by developing safe and secure services 

 Get the chance to interact with high-need discerning users to improve product development 
 Opportunity to brand your company as one that focuses on the highest standards in technology 

http://www.owasp.or.kr/korea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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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P Korea Day 2015 – 부산 컨퍼런스 후원 신청서 

 

후원사 연락처: 

 회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핸드폰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원 선택: 

후원종류 홍보테이블 맥주 파티후원 기념품 후원 

모집사 3 개사 1 개사 2 개사 

금액 50 만원 50 만원 이내 5 만원 상당 물품(5 개+) 

 

 

혜택 

 컨퍼런스 무료 참가 3 명 

 홍보 테이블 배치: 2 명 

 행사브로셔/행사페이지에 

기업 로고 배치 

 컨퍼런스 무료 참가 3 명 

 맥주 파티 행사 진행 

 행사브로셔/행사페이지에 

기업 로고 배치 

 컨퍼런스 무료 참가 3 명 

 행사 종료 시 후원물품 추첨 

진행 

 행사브로셔/행사페이지에 

기업 로고 배치 

선택(v)    

 

후원 참여 절차: 

1. 후원 신청 마감일: 5월 29일(금) 까지 

2.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jang-goon.sohn@owasp.org / yune.sung@owasp.org 로 송부 

3. 후원물품 납부 

- 홍보테이블: 신청서 제출 후 1 주일 이내에 후원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 

- 기념품 후원: 신청서 제출 시, 시장가격이 포함된 후원 물품 사진 제출 

- 맥주 파티후원: 신청서 제출 후, 행사 당일 오후 7 시부터 맥주 파티 프로그램 진행 

4. 행사 무료 참가자 등록 (6 월 5 일 까지) 

5. 홍보 테이블 참여자 등록 (6 월 5 일 까지) 

 

위와 같이 “OWASP Korea Day 2015 – 부산 컨퍼런스”에 후원 신청을 합니다. 

 

 

일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ilto:yune.sung@owas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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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P 및 OWASP 코리아 챕터 소개 
 

OWASP(www.owasp.org)는 전 세계 기업, 교육기관 및 개인이 

만들어가는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로서 2004 년 4 월 안전한 웹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서 

비영리 단체로 출발하였습니다. OWASP 는 중립적, 

실무적이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애플리케이션 보안 가이드라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술 가이드라인은 지난 10 년간 웹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분야에서 사실 표준이 되고 있으며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OWASP 는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AppSec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자발적인 참여 하에 400 여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WASP 코리아 챕터(www.owasp.or.kr)는 2011 년 1 월부터 OWASP 코리아 챕터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 년 10 월 처음으로 OWASP 코리아 챕터 세미나를 개최한 후, 2013 년 2 월에는 

제주도에서 OWASP AppSec APAC 2013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2013 년에는 2 차례 국내 워크샵을 개최, 

2014 년에도 2 차례 국내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샵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다양한 OWASP 애플리케이션 실무 가이드라인을 번역하여 국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http://www.owasp.org/
http://www.owas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