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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P AppSec APAC 2013 제주” – 지금 후원에 참여하십시요!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OWASP)는 전 세계 기업, 교육기관 및 개인이 만들어가는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입니다. OWASP는 중립적, 실무적이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어플리케이션 보안 가이드라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어플리케이션 보안분야에서 사실 표준이 되었습니다. 

OWASP AppSec AsiaPac Conference(2013 년 2 월 19 일 ~ 

22일, 제주 하얏트호텔)는 정보보호를 이끌어가는 최고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임원진들과 기술책임자, 보안전문가, 

개발자들이 모여 최신 아이디어와 전략 및 첨단 기법에 대해서 

공유하게 됩니다. 

OWASP 행사는 “다음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참여합니다. OWASP 컨퍼런스 후원사로 참여하시면, 

귀사의 브랜드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OWASP 는 2-3 쪽에 명시된 후원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제주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본 행사의 후원사들은 참가자들에 대한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후원사는 제한적인 전시 

테이블을 지정 받아 잠재적인 고객을 가장 잘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휴식시간 동안 전시구역을 둘러보며 후원사들의 

부스와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본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의 약 25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모든 예산은 금융, 미디어, 제약, 정부, 의료, 기술 및 

기타 여러 분야로 대표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활동에 

사용됩니다. 후원 기회는 빨리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컨퍼런스에 대한 지원금과 비영리 조직OWASP 재단의 연구 보조금, 도구, 문서, 지역 지부 등에 사용되도록 

운용됩니다. 

다양한 후원방법을 통해 OWASP 회원들에게 주는 할인혜택을 주게 되고, 후원사는 일년 내내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의 최고 

전문가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OWASP의 각종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귀사가 

OWASP 회원이 아니라면 후원 패키지에 회원자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이메일 appsecasia2013@owasp.org 및 appsecapa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키노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https://www.owasp.org/index.php/AppSecAsiaPac2013
mailto:appsecasia2013@owasp.org
http://appsecapa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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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방법 

Diamond (판매 완료) Platinum (1 개) Gold Silver 

정 가 $10,000 USD $8,000 USD $5,000 USD $2,000 

OWASP 기업 회원 할인 

요금 

$7,500 USD $6,000 USD $3,750 USD $1,500 USD 

전시 공간 있음, 사전에 위치 선택 가능  

(1순위) 

있음, 사전에 위치 선택 가능  

(2순위) 

있음 있음  

로고 배치 

 

 

 OWASP컨퍼런스 웹사이트 

 컨퍼런스 사전 인쇄물 

 컨퍼런스 브로셔 

 컨퍼런스 입구 

 OWASP컨퍼런스 웹사이트 

 컨퍼런스 사전 인쇄물 

 컨퍼런스 브로셔 

 OWASP컨퍼런스 웹사이트 

 컨퍼런스 사전 인쇄물 

 컨퍼런스 브로셔 

 OWASP 컨퍼런스 웹사이트  

 컨퍼런스 브로셔 

회사 광고 배치  컨퍼런스 공고 페이지 전체 

 모든 사전 컨퍼런스 브로셔  

컨퍼런스 공지 페이지의 절반 컨퍼런스 공지 페이지의 1/4  

회사 인쇄물 배치  참가자 유인물 등 참가자 유인물 등 참가자 유인물 등  

컨퍼런스 참가자 지원 5 명 5 명 4 명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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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방법  

OWASP  교류 행사 

(1 개사) 

중식 

(2일 4개사) 

커피 브레이크  

(1일 2개사) 

명찰 목걸이 

(1 개사) 

컨퍼런스 룸 이름 권한 

(3 개사) 

 

요금 $5,000 USD $4,000 USD $2,000 USD $1,500 USD 

+ 컨퍼런스용 명찰 목걸이 제공 

$1,000 USD  

후원 OWASP 주최 교류 행사 – 

장소 TBA 

컨퍼런스 대표자 전용 점심 

만찬 주관 (1일) 

컨퍼런스 대표자 전용 아침 

식사 혹은 오후 커피 주관 

(1 일) 

모든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목걸이 지급, 공동 브랜드로 

OWASP 스펙에 따라 생산 

 

컨퍼런스룸 중 하나의 이름을 

후원사명 뒤에 오도록 명명. 

해당 컨퍼런스룸 입구에 후원사 

이름과 로고가 배치될 것이고, 

모든 컨퍼런스 스케줄에 방이름 

언급. (“<[후원사 이름] 룸>”) 

 

후원 공지 OWASP 컨퍼런스 웹사이트 

및 컨퍼런스 참가자 

OWASP 컨퍼런스 

웹사이트 

OWASP 컨퍼런스 

웹사이트 

OWASP 컨퍼런스 웹사이트 OWASP 컨퍼런스 웹사이트  

행사장 브랜드명 부여  행사장 입구 및 내부 연회장 커피 브레이크 구역 없음 컨퍼런스룸 입구  

전시 공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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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Network! 

       
 

Traffic!                                                Share! 

       
 

The community at your service! 

 
 

OWASP의 자랑스런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