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Showcases Of Security) Day 2021｣ 개최(안)
2021. 12. 8.(수)
보안산업단 보안산업기반팀

팀장 : 정원기 (☎ 1242)
담당 : 이현철, 정준기 (☎ 1292, 1952)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14:00~14:05

세부 내용
5’

• 인사말
• ’21년 융합보안 혁신제품 개발사업 참여기업(각 15분)
① [앤앤에스피] 클라우드 연계 스마트공장 보안위협 분석 시스템

□ 행사 개요
o

(목적)

14:05~15:05 60‘

년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과기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④ [테이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을 위한 융합 운영 솔루션

우수 정보보호 기업들의 기술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

(일시) ’21. 12. 14.(화), 14:00

o

(장소)

o

o

총

社

14개

15:05~15:10

5‘

⑤ [스파이스웨어]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기술

층 (성산동,

133, B1

Supen

빌딩)
15:10~16:25 75‘

(

촬영 스튜디오 현장 참석)

민간 공공부문의 보안/구매 관련 담당자 약

명

5‘

100

⑩ [누리랩] 빅데이터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분석 플랫폼(MINOSS 2.0)
16:30~17:30 60‘

참여기업별로 사전 제작한 홍보영상을 송출(5분)하고,

※ 사회자가 온라인 댓글에 남긴 질문들 중 선별하여 질문, 참여기업 발표자가 답변
(홍보방안)

공공부문(공공발주자협의회)과 민간부문(협회 및

S I 기업

등)의

잠재적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사전등록 유도(‘붙임1’ 참조)
o

(경품)

⑪ [스틸리언] 앱수트 프리미엄(AppSuit Premium)
⑫ [씨티아이랩] DTI(Deep Threat Intelligence)

참석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10분) 실시

o

• Break Time (※ 실시간 접속자 추첨)
• ’21년 정보보호 우수기술 지정기업(각 15분)

□ 주요 추진계획
(진행방식)

⑦ [클라우드시스템즈] UWS(Unified Witness System)
⑨ [모니터랩] 구축형 SASE기반 Secure Internet Access Service 고도화

16:25~16:30

※ 화상회의 플랫폼(Zoom) 또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접속

o

⑥ [리얼시큐] 이메일 발신자 역추적 기술
⑧ [엔오비즈] 클라우드 보안 점검 관리 서비스 플랫폼

융합보안혁신제품(4), 우수기술(4), 전문서비스(1), 클라우드(5)

(참석대상)

• Break Time (※ 실시간 접속자 추첨)
• ’21년 클라우드 보안 사업 참여기업(각 15분)

18:0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참여기업)
-

③ [엔피코어] AI(머신러닝) 기반 웹 보안관제 시스템

’21

o

② [쏘마] AI기반 위협 분석기술 활용 무인화기기 융합보안 플랫폼

⑬ [한줌] 스마트 잠금장치(똑똑한락)
17:30~17:35

5‘

17:35~17:50 15‘

• Break Time (※ 실시간 접속자 추첨)
• ’21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컨설팅) 지정기업(각 15분)
⑭ [핀시큐리티] 정보보호 전문 컨설팅 서비스

17:50~18:00 10‘ • 폐회식 (※ 경품 추첨)

□ 사회자 : 이슬기 아나운서

쇼케이스 접속 및 질문 독려를 위해 다양한 경품 증정
사회자

상품

접속자

지급 대상
최장시간 접속(1명)
실시간 추첨(10명*3회)
전체 접속자 추첨(21명)

질문자

최다 질문(1명)
전체 질문자 추첨(1명)

상품
갤럭시 워치(1개)
스타벅스 기프티콘(디저트 30개)
스타벅스 기프티콘(커피 20개)
갤럭시 버즈(1개)
갤럭시 워치(1개)
에어팟 프로(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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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발표
폐회식
Break time

주요 경력사항
- 춘천 MBC 생방송 강원365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대그룹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아나운서
- 서울시청 서울시 미디어데이 행사 진행

폐회식

- 월드비전 사업출범식 행사 진행

폐회식
폐회식

- 2022 보령머드박람회 서포터즈 발대식 진행
이슬기

- 헌법재판소 다문화가정 헌법 골든벨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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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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