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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IT 계열 여성과학기술인의 정보보안 분야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해
한국MS, JA KROEA와 공동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7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안혜연
1. 교육 목적
IT계열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정보보안 분야 일자리 진입을 희망하는 여성인력의 (재)취업 지원
2. 교육 내용
(1) 대상 : 미취업, 졸업예정자, 경력복귀 및 경력전환 희망 여성(약 100명)
※ IT계열 유관 전공자, 정보보안 관련 경력자 우선 선발
(2) 기간 : 2021년 8월 9일(월)~ 8월 20일(금), 실시간 온라인 TEAMS(다시보기 영상 제공)
(3) 프로그램(온라인, 12H)
일정

8월 9일(월)~
8월 20일(금)

주제

세부 내용
-

제로트러스트 방법론
공동 책임 모델
심층 방어
Security and Compliance
concepts and methodologies
일반적인 위협
암호화 및 해싱을 통한 데이터 보호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일반적인 ID 공격
기본 보안 경계의 ID 정의
최신 인증과 ID 공급자의 역할
Identity concepts
페더레이션된 서비스 개념
디렉터리 서비스와 Active
Directory 의 개념
SC900 자격증 대비
AZ900 자격증 대비

강의자

Microsoft
Professional
강사진
(김영욱)

※ SC900 자격증 : Microsoft Security, Compliance, and Identity Fundamentals - Learn
클라우드 기반 및 관련 Microsoft 서비스 전반에서 보안, 규정 준수 및 식별 (SCI)에 대한 기본
사항을 배웁니다. Microsoft Azure 및 Microsoft 365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Microsoft 보안, 규
정 준수 및 식별 솔루션이 전체적이고 종단 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이러한 솔루션 영역
전반에 걸쳐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AZ900 자격증 : Microsoft Azure Fundamentals - Learn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로 일을 시작하거나 Azure를 처음 접하는 응시자들을 위한 시험입
니다. Azure Fundamentals 시험은 Azure 가격 책정 및 지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개념, Azure 서비스,
Azure 워크로드, Azure에서의 보안 및 개인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스토리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지원 및 개발을 포함한 일반적인 기술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수강료 : 무료
(5) 수료 기준 : 강의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6) 해당 교육은 WISET과 한국MS, JA KOREA가 공동운영 교육임
3. 교육생 특전
(1) 비공개 전용 카페 개설을 통해 해당분야 취업정보 제공
(2) AZ-900 자격증 시험 합격 시 응시료 반환

4. 사후관리
(1) 정보보안 직무 특강 및 포트폴리오 개별 코칭(9~10월)
(2) MS 협력사 대상 취업연계 지원

5. 교육 신청 및 접수
(1)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브릿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wbridge.or.kr)
※ 교육 > 집합교육 >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
※ IT계열 유관 전공 및 자격증 등 증빙서류 첨부 必
(IT분야 전공 졸업증명서 또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관련분야 재직 증명서 첨부)
(2) 신청마감 : 2021년 7월 30일(금) 18:00까지
(3) 선정결과 : 8월 2일(월) 개별 연락
(4) 교육문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사업운영실 아카데미팀 교육 담당자
TEL: 02-6411-1026

E-Mail : djjeong@wis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