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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제22회를 맞이하는 ‘셜록홈즈 정보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제22회 셜록홈즈 정보보안 컨퍼런스
나. 주

제: 2018, 주목해야 할 정보보안 트렌드

다. 주

최: ㈜컴트루테크놀로지

라. 후

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

마. 일

시: 2017년 11월 28일 (화)

바. 장

소: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1호

13:30~17:40

사. 참석대상:
-

정부/공공/금융/교육기관/일반기업체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는 정부/공공기관/금융 및 기업

-

기타 관심이 있는 업계 관계자

아. 교육이수 인정 : CPPG, CISSP 자격증 소지자 교육 이수 인증 (4시간)
자. 문 의 : 컨퍼런스 기획팀 TEL. 02-396-7005(302,306)

붙임

1. 제22회 셜록홈즈 정보보안 컨퍼런스 프로그램(안).

E-mail. ask@comtrue.com

끝.

㈜ 컴트루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박노현

붙임 1. 제22회 셜록홈즈 정보보안 컨퍼런스 프로그램(안)

제22회 셜록홈즈 정보보안 컨퍼런스

“2018, 주목해야 할 정보보안 트렌드”
시간

주제

13:30-14:00

사전등록확인 & 부스 관람

14:00-14:05

[CEO 인사말]

발표업체

[HTTPS 복호화, 네트워크 DLP + 시연]
14:05-14:45

- HTTPS 복호화를 통한 정보유출방지 (네이버메일 다음메일, 지메일 등)

컴트루테크놀로지

- 네트워크 DLP (메일, 메신저, HTTP, HTTPS)
[보안 강화를 위한 가상화 컴퓨팅 트렌드와 전략]
14:45-15:10

- 가상화 데스크탑 보안

시트릭스 코리아

- 논리적 망분리, Mobile apps, Apps 중앙관리
[개인정보 접속기록, DB·파일 서버 개인정보보호 + 시연]
15:10-15:50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컴트루테크놀로지

- 서버 간 개인정보 가시화
- DB·파일 서버 내 개인정보 검출 및 관리

15:50-16:10

coffee break & 부스 관람
[IT 인프라 통합 접근 및 계정 권한 관리]

16:10-16:35

- 시스템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넷앤드

- DBMS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 위협분석
[랜섬웨어 대응 백업 + 시연]

16:35-17:15

- 백업

컴트루테크놀로지

- 랜섬웨어 방지, 보안폴더, 프로세스 제어
- 통합 엔드포인트 DLP (이미지 개인정보보호)
[국내 기업 고객의 클라우드 구축 사례 및 보안 고려 사항]

17:15-17:40

- Private과 Public,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및 사례

포티넷 코리아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
17:40~

폐회 & 네트워킹 타임

※ 프로그램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