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Tech 시대의 데이터 보안 표준 PCI DSS 세미나 

문의처: 금번 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BSI Group Korea 마케팅 팀  양 소 정 대리  

(02-6271-4074 또는 sojung.yang@bsigroup.com)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SI Group Korea는 국내 글로벌 인증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QSA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데이터 

보안 인증인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를 런칭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Fin-Tech 시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PCI DSS에 대한 소개와 함께 PCI-DSS 인증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동향과 Best Practice를 공유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PCI-DSS 인증은 어떤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이루어져, 고객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BSI가 야심 차게 준비한 금번 행사 통해 관계자분들 모두 글로벌 산업의 Leader로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정보와 Tool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BSI Group Korea가 주최 및 주관하고 EMC2와 EY 한영 협찬으로 진행되는 이번 런칭 세미나에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Time 프로그램 발표자 

13.30 참가 등록 

14.00 환영사 이종호 대표 / BSI Group Korea 

14.10 PCI-DSS 일본 동향 및 Best Practice Muto Toshihiro / BSI Group Japan 

15.10 Coffee Break 

15.30 PCI-DSS 인증 소개 송일섭 위원 / BSI Group Korea 

16.00 PCI-DSS 대응 동향 및 방안 – 사례 중심 김상우 상무 / EY 한영 

16.30 PCI-DSS 운영 솔루션 신호철 상무 / EMC 

17.00 Q&A 

17.20 종료 

• 장소: 영국 대사관 Aston 홀 

• 시간: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 6시 

• 참석 대상: 신용카드 데이터 보안 관리자 50명 (무료)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3번 출구 

    - 버스: 시청 앞, 덕수궁 정류장 (번호: 02-286) 

              간선 - 103, 150, 401, 402, 406, 604  

              지선 - 1711, 4016, 7022 

* 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부탁 드립니다. 

상세 프로그램 

참석 안내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해 

온라인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10월 01일 

(수용인원 관계로 선착순 50명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웹 페이지에 연결이 안 되시는 분께서는 별첨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아래 e메일로 송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초청의 글 

mailto:SoJung.Yang@bsigroup.com
http://goo.gl/forms/CF4azu1m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