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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제 21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2015)”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NETSEC-KR은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창립되면서, 1994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21회째가 되
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국내 최대 최고 정보보호 관련 학술대회입니다. 각종 보안관련 이슈를 공론화하
고 보안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주관해온
NETSEC-KR은 국내 정보보호 기술 발전은 물론이고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정보보호 산업 그리고 정
보보호 인식 제고와 대국민 홍보에도 큰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는 ‘보안의 미래: 기본으로부터 혁신’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최신 토픽을 중심
으로 정보보호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산학연관 등 많은 관계자들을 모시고 참여와 토론 그리고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보호 공개 학술 마당을 열고자 합니다. Fin-Tech 보안, IoT 보안, 취약점 및 악성코드,
게임보안, 융합보안, 차세대보안 및 기반보호기술, 정보보호 법, 제도, 정책 등 다양한 정보보호 분야의 전
문가들의 발표와 패널토론을 준비하였으며, Usable Security, 안드로이드 APP분석, 임베디드 시스템 분석,
안전한 안드로이드 APP개발 등의 튜토리얼을 준비하여 초보자들로부터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입안자와 정
보보호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최근 정보보호 분야를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최근의 국내 카드사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한수원 제어시스템에 대한 해킹 사태, 미국 소니 픽
쳐스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태 등 개인 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스미싱, 피싱, 몸캠피싱 등 사이버 범죄형
의 사이버 공격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형 해킹 및 사이버 심리전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기술 개발, 정보보호 인력 양성,
정보보호 정책 등을 진단 및 점검해보고, 급변하고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각종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테러
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보호 대책 관련 각종 의견이나 아이디어 등을 논의해 보는 것은 아주 의
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보안 문제의 논
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정보보호산업육성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 없이는 정보보호 인재 육
성은 요원하며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양성 없이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국가 이익과 안보조
차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만이 산업을 살리고 우리의 사이
버 공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제 21회를 맞이하는 NETSEC-KR이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혜의 장이 되고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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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4월 23일(목요일)
시간
09:00-09:20

프로그램 내용
등록 (20분)
중회의실2

패널토론 I :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09:20-10:20

진행 : 김인석 고려대, 김용대 카이스트
패널리스트 : 업
 체 (손기욱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정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홍석 안랩), 헤드헌터 (이윤정 유앤파트너스)

10:20-10:30

Coffee Break
트랙 A : 융합 보안
소회의실2

보안 위협에 대응한 조직 내 통합 보안 관리방안
신종회 Microsoft
SDP(Software Defined Perimeter)
최태암 마크애니
공공장소에서의 인식 및 감시 기술의 동향
김건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플래시 메모리를 활용한 PUF 기술
김문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점심식사
트랙 B : Fintech 보안

10:30-12:30

12:30-13:30

튜토리얼 I
안드로이드 App 분석
박종섭, 김지성 (주)스틸리언
중회의실2

소회의실2

13:30-15:30

15:30-15:40

패널토론 II : 안전한 Fintech를 위하여
진행 : 조규민 금융보안원
패널리스트 : 정운호 LG CNS, 최동근 롯데카드,
김기영 플라이하이, 정현철 인비즈넷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 현재와 미래
최대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바일 금융 보호를 위한 스마트 단말 보안 플랫폼 기술
신정금 SKT
Coffee Break
트랙 C : 차세대 보안 기술 I

튜토리얼 II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
Trustzone, ITP and SGX
강병훈 카이스트
중회의실2

소회의실2

보안을 위한 머신러닝
신진우 카이스트
안드로이드 악성앱 분석을 위한 역공학 바이너리 디버거
이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스마트 디바이스 부채널 분석
최두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암호 안전성 이론과 실증
장진각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5:40-17:40

튜토리얼 III
임베디드 시스템 취약점 분석
- 홈네트워크 사례 중심
정구홍 그레이해쉬
중회의실2

4월 24일(금요일)
시간

09:20-10:50

프로그램 내용
트랙 D : 취약점 및 악성코드

트랙 E : IoT 보안

대회의실

소회의실2

패널토론 III : 악성 코드 공유 기술 및
정책
진행 :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패널리스트 : 김기홍 Saint Security,
문일준 빛스캔,
최상명 하우리,
한창규 안랩

튜토리얼 IV
CTF 준비 및
SECCON 2014 후기
김은수, 윤인수,
이정훈, 이종호

IoT 보안 표준 및 시험인증 동향
송재승 세종대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과 보안
김호원 부산대

TOEFL BEGINNER

중회의실2

버그바운티 동향 및 활성화 방안
박정환 한국인터넷진흥원

IoT를 위한 경량암호
천정희 서울대

10:50-11:00

Coffee Break
대회의실

11:00-11:50

Keynote Speech 1 : 기
 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보안의 중요성 이석우 다음카카오
Keynote Speech 2 : K
 -ICT 시큐리티 발전전략 정한근 미래창조과학부

11:50-12:20

대회의실 개회식

12:20-13:20

점심식사
트랙 G : 제도, 정책, 인력

트랙 F : 차세대 보안기술 II

13:20-14:50

대회의실

소회의실2

SDN-NFV 보안
신승원 카이스트
MTM기반 스마트 단말보안
전용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키분배 기술소개 및
국내외 최신동향
최정운 SKT

IoT 주요 보안이슈 및 정책방향
윤석웅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 보안이슈 및 정책방향
백종현 한국인터넷진흥원

Coffee Break
트랙 I : 기반보호

트랙 H : 게임보안
대회의실

소회의실2

온라인 게임 보안기술
현재 그리고 미래
김휘강 고려대
온라인 게임 머니 범죄 수사 사례
차용범 경찰청

국외 제어시스템
안전성 검증 추진 현황
김우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R&D 기술동향
손태식 아주대
국내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및 적용 현황
이철권 원자력연구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사례 분석
조기택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게임 봇 탐지 기법
양성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바일게임 공격유형과 대응방안
강선명 게임빌

중회의실2

정보보호 인력양성 현황 및 전망
유동영 한국인터넷진흥원

14:50-15:00

15:00-17:00

튜토리얼 V
Design Security for Users
김형식 성균관대

튜토리얼 VI
안전한 Android App 개발
양정규 (주)라온시큐리티
중회의실2

대회의실

패널토론 IV : 대한민국 보안 Manifesto
진행 : 심상현 CONCERT
패널리스트 : 김
 대환 소만사, 조현제 포티넷, 구태언 테크앤로, 김종현 KB은행
경품 추첨 및 폐막

17:00-18:00
18:00-18:10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은품 및 경품

사은품

Early Bird 이벤트
① 4월 23일 등록대에서 선착순 100
명에 한해 4 in 1볼펜을 드립니다.
② 4월 24일 등록대에서 선착순 100
명에 한해 핸드폰 충천기(아이리버
배터리 2000mAh)와 교환할 수 있
는 상품교환권을 드립니다(상품교
환은 개회식 직후 진행.)

3M 포스트잇 디스펜서

4월 23일
4 in 1 볼펜

4월 24일
핸드폰 충전기
(아이리버배터리 2000mAh)

경 품
4월 24일(금요일 개회식 직후)

MacBook Air
11형(128GB)
1대

SCORPIUS
(기계식
키보드)
1대

LG
포토 프린터
1대

씨게이트
500GB
2대

블루투스
이어폰
(HBS-900)
1대

4월 24일(금요일 행사종료 후)

IPAD
mini3(64G)
1대

※위 경품은 사정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비 및 등록방법

시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   반

학생(풀타임)

회  원

비회원

회  원

비회원

250,000
300,000

280,000
330,000

100,000
130,000

120,000
150,000

사전등록
학회 홈페이지(www.kiisc.or.kr) 접속 ▶ 학술행사 ▶ 학회행사 ▶ 사전등록바로가기
▶ 학술행사 선택 (NETSEC-KR 2015)
학생의 경우 kiisc@kiisc.or.kr로 학생증 사본 송부
계좌번호: 국민은행 754-01-0008-146 (예금주: 한국정보보호학회)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사전등록 마감일: 4월 19일(일)

현장등록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위치안내

지하철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하차 12번 출구 국기원 방향

버 스

강남역   간선   N13, N61, 146, 341, 360, 740
지선   3412, 4412, 8541
직행   1100, 1700, 2000, 2000-1, 3600, 7007, 9600
급행   8001
공항   6000, 6020

문의처


담당자

전화

E-mail
주소

한국정보보호학회 / 강지은

02-564-9333~4
팩스
02-564-9226
홈페이지 http://www.netsec-kr.or.kr
kiisc@kiisc.or.kr
135-717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역삼동 성지하이츠 3차) 909호

http://www.netsec-k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