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etsec-kr.or.kr

The 25th
Network Security
Conference-Korea

NetSec-KR
2019

제25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
+
5G Security
2019. 4. 25 Thu
26 Fri
COEX Seoul, Korea
컨퍼런스룸 (남) 4층
주

관 한국정보보호학회 (KIISC)

주

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 행정안전부 (MOIS)

기관후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금융보안원 (FS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한국정보기술연구원 (KITRI)
대학후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부산대학교 사물인터넷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IoT보안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숭실대학교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연세대학교 정보보호연구실, 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센터, 충남대학교 운영체제안전성연구단, 충남대학교 핀테크보안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정보보호연구실
기업후원 Platinum Sponsor
Gold Sponsor
Silver Sponsor
Bronze Sponsor

시큐브, 코나아이
네이버,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유엠로직스
에스에스앤씨, 엔에스에이치씨, 윈스
앰진시큐러스, 지란지교시큐리티,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제 25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2019)”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NetSec-KR은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창립되면서, 1994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국내 최대 최고의 정보보호 전문 학술대회입니다. 25회째를 맞이하는 NetSec-KR은 국내 정보보
호 기술 발전은 물론이고 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 정보보호 산업 발전, 그리고 보안 인식 제고와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로 다가온 5G 시대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생각됩
니다. 빨라지는 속도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 IoT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
지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 등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생시
킬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가 성공함에 따라 기존의 AI, IoT, Cloud, Big Data 등의 IT 환경 인프
라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의 새로운 미래 서비스의 발전이 가시화 되고 있
습니다. 몇 개의 통신이나 제품의 융합 단계를 벗어나 모든 기기와 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보보안 패러다임의 설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학회는 5G 시대에 맞는 정보보안의 기술연구와 정
책을 논의할 수 있는 NetSec-KR 2019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5G+ Security+”를 주제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신적
변화를 대비해야 하는 사이버보안의 다양한 신기술과 새로운 이슈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5G 기술을 바
탕으로 새롭게 펼쳐질 다양한 환경에서의 보안기술과 그 보안기술이 반드시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5G 기반 응용분야에 대해 폭 넓게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신원확인 기술과 서비스, 이동통신망 보안, SDN 보안, IoT/모바일 보안, 무인 이동체 보안, 인공지능 보안,
스마트 인프라 보안, 실감 콘텐츠 보안, 지능형 사회안전망 서비스, 암호 및 인증기술 등 총 12개의 발표
세션과 3개의 튜토리얼 세션을 통해 5G+가 성공하기 위한 Security 기술, Security+가 성공하기 위한 5G
기술이 얼마나 상호 필수적인 기술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패널토론에는 “5G+ 전략과 융합사이버보안”을 주제로, 국내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5G 기
술과 사이버보안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향후 올바른 정책 방향 수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5G+ 정보보호 R&D 중장기 추진 전략”에 대해 IITP 성재모 PM님께서, “Security
and Privacy Challenges in a New Era”를 주제로 삼성리서치 안길준 전무님께서 초청강연을 해주실 예정
입니다.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가 주관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
전부가 후원하는 이번 제 25회 NetSec-KR 2019 행사는 지난 25년간 정보보안의 선도자로써 국내 정보
통신망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소개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한국정보보호학회의 가장
큰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을 초대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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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09:00~10:00

10:00~12:00

Tutorial 1

Tutorial 2

Tutorial 3

좌장 : 윤명근 국민대 교수

좌장 : 이창훈 서울과기대 교수

좌장 : 김종현 ETRI 책임연구원

5G++; Security++; Privacy--;

5G+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Toward Securing 5G+

조양현 앰진시큐러스 대표이사

김휘강 고려대 교수

신승원 KAIST 교수

Session 1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

Session 2
이동통신망 보안

Session 3
SDN/NFV 보안

좌장 : 임형진 금융보안원 팀장

좌장 : 김형천 NSR 실장

좌장 : 신승원 KAIST 교수

금융권 인프라를 활용한 분산ID
의미 및 국내·외 추진사례

5G 환경에서의 보안위협과 3GPP
보안구조 기술

SDN광역망 기반의
가상 네트워킹 및 보안기술

김지훈 금융보안원 박사

박종근 ETRI 책임연구원

김동균 KISTI 책임연구원

차세대 인증 수단과 분산ID 기술

통신사 5G 인프라의 통신망 보안 및
서비스 보안 요소기술

Cloud VIM을 이용한
5G 인프라 가상화 및 보안

김수형 ETRI 기술총괄

조시연 LG U+ 팀장

이건 SKT 매니저

Coffee Break

Session 4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Session 5
무인이동체 보안

Session 6
IoT/모바일 보안

좌장 : 김현식 전자부품연구원 팀장

좌장 : 박해룡 KISA 팀장

좌장 : 최두호 ETRI PL

통신사에서의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인공위성 이상징후 탐지기술

IoT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보안 플랫폼

이성재 SKT 매니저

우사이먼 성균관대 교수

최신대 경동전자 책임연구원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과 미래

드론 활용 양면성을 고려한
드론 보안기술

병원 정보보안 기술

박세열 한국 IBM 상무

강유성 ETRI PL

경우호 병원정보보안협의회 회장

17:00~17:10

6

김용대 KAIST 교수

Lunch Break

15:00~15:30

15:30~17:00

307

등록

12:00~13:30

13:30~15:00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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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 금

401

402

09:00~09:30

307

등록
초청강연(401호) / 좌장 : 곽 진 아주대 교수

09:30~11:30

Keynote 1 5G+ 정보보호 R&D 중장기 추진 전략 / 성재모 IITP/PM
Keynote 2 Security and Privacy Challenges in a New Era / 안길준 삼성리서치 전무
개회식 / 사회 : 이옥연 국민대 교수
컨퍼런스룸(남) 4층 401호

11:30~12:00

개회사
환영사
축사
축사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이경현 회장
김석환 원장
장석영 정보통신정책 실장
김혜영 정보기반보호정책관

12:00~13:30

Lunch Break
Session 7

13:30~1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시상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시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시상
NetSec-KR 감사패 시상

Session 8

스마트 인프라 보안

실감콘텐츠 보안

좌장 : 문종식 ETRI 선임연구원

좌장 : 김성철 한전KDN 팀장

좌장 : 고 웅 KISA 책임

EDR과 보안관제

스마트시티 인프라 보안기술

서진원 eBay APAC 매니저

김호원 부산대 교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유해미디어 검출 및 차단 기술

복합적 AI 모델 기반 악성코드 분석기술

스마트공장 인프라 이상징후 탐지기술

VR/AR 콘텐츠 보안위협 및 대응 기술

이태진 호서대 교수

김기현 앤앤에스피 부사장

하홍준 마크애니 차장

15:00~15:20

Session 11

Session 12

암호 및 인증기술

지능형 사회안전망 서비스

사이버보안 챌린지

좌장 : 김희석 고려대 교수

좌장 : 박기웅 세종대 교수

좌장 : 오주형 KISA 팀장

사이버공격 방어대회

양자컴퓨터 및 양자내성암호 최신동향
선동규 삼성SDS 박사

대전형 스마트시티 현황과 미래 전략
최동규 대전광역시 사무관

동적 서명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
홍기융 시큐브 대표이사

장문수 NSR 실장

DEFCON 26 CTF 후기
이휘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양자암호 기술을 통한
5G 통신 기술 안전성 강화

2018 정보보호 R&D 데이터 챌린지

최정운 IDQuantique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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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ETRI 본부장

Coffee Break
Session 10

15:20~16:50

Session 9

인공지능 보안

지능형 영상/음원 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김동섭 아이브스 상무이사

장철순 KISA 책임 김휘강 고려대 교수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조현호 금융보안원 과장

17:00~18:00

[패널토론] 5G+ 전략과 융합사이버보안(401호)
사회 : 문종철 NSR 센터장
패널 : 이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신대규 KISA 단장, 김용훈 SKInfosec 실장, 이호웅 안랩 CTO, 정수환 숭실대 교수

18:00~18:10

경품추첨 및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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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1

초청강연

5G++; Security++; Privacy--;
Keynote 1

조양현 앰진시큐러스 대표이사

5G+ 정보보호 R&D 중장기 추진전략

경이로운 속도와 넉넉해지는 대역폭을 약속하는 5G 기반 서비스는 그 응용 생태계의 진화에 대한 전제
를 바탕으로 우리 삶의 여러 모습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재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차세대보안PM
4차 산업혁명 시대 5G기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변화로 인해 사이버보안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습니
다. 모든 산업이 초연결 기반 디지털화·지능화로 보안위협의 대상(정보유출, 금전피해 → 생명안전)과 범
위(사이버 → 물리적 공간)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사이버공격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활동
을 마비시키는 위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5G기반 ICT 융합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G와 IoT를 화두로 삼아 살펴보면, 여러 편의 서비스와 컨텐츠 제공 기술의 저변에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
협에 대한 고려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초연결을 지향하는 스마트홈과 군더더기
없는 유통 모델의 유행 속에 자칫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프라이버시의 사각지대를 함께 관찰해보고자 한다.
주요한 검토 대상의 기반 기술에는 일견 크게 연관성 없어 보이는 STT, OCR, SmartTV, AI Assistance,
OTA, 원격제어, OTT, AR, VR 등의 응용서비스에서 회자되는 프라이버시 이슈 및 사례와 더불어 검증 방
법론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국은 사이버보안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공격 대응력 강화 및 신기술 위협
대비를 위해 정보보호 R&D 투자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IT기업은 정보보호를 중요 성장 산업으로
인식하여 관련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ICT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국가 정보보호 역량 수준을 도약시킬 수 있는 전략
적 R&D 추진 필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 실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정체된 기술 경쟁력 확보로 해
외와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분야 정보보호 R&D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
였습니다.

Keynote 2

Tutorial 2
5G+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Security and Privacy Challenges in a New Era

김휘강 고려대 교수

안길준 삼성리서치 전무

네트워크 단의 공격, 센서를 통한 공격 등 현재의 자동차들은 점차 많은 공격위협에 노출되어가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하는 정보가 차량 주행에 critical 한 요소가 되어감에 따라 차량용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과 같은 보안솔루션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Surveys and polling data confirm that 5G and AI are now prime vehicles for enabling new
business services and diverse personal interactions. Consequently, security and privacy
challeng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t is inevitable to clearly understand and effectively
address such challenges for a new era that would heavily rely on 5G and AI technologies.

차량용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은 대부분의 상용자동차들에서 2-3년 내에 탑재가 보편적으로 될 예정
에 있는 등 자동차 보안기술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 공격을 탐지를 했다 하더라
도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이 그간 자동차 보안에서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This talk will overview new emerging technology domains and relevant security and privacy
challenges. In particular, software assurance and data-driven security analytics will be
highlighted. In addition, this talk will articulate how security and privacy solutions would help
build trust among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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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5G통신은 딜레이 없는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커넥티드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
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요소가 되고 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자동차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5G통신과 결합을 하여 침입탐지를
하려 하는 최근 기술적 동향을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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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3

Session 1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
금융권 인프라를 활용한 분산ID 의미 및 국내.외 추진사례

Towards Securing 5G+

김지훈 금융보안원 박사

김용대 KAIST 교수 / 신승원 KAIST 교수

분산ID(Decentralized ID)는 온라인상에서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디지털 신원확인을 수행하는 신원관리
체계로, 온라인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이름, 나이, 개인 고유 식별정보, 인증정보 등)에 대한 증명 관
리 및 신원정보 제출 범위.대상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분산ID의 의미와 함께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분산ID 실증 및 표준화 현황을

이동통신 시스템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5G 이동통신 또한 작은 delay, 큰 bandwidth
등 네트워크 관점에서 좋은 특징으로 인하여, 자율주행차/드론, 스마트팩토리, AR/VR 등 새로운 응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주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 시스템은 LTE로부터 시작하여 폭발적으로 많은 취
약점이 발견되고 있다.

소개하고,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분산ID 서비스와 금융권 인프라를 활용한 분산ID 체계 구현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단면에는 LTE로부터 시작된 All-IP는 기존 네트워크 연구자들이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
한 접근성을 높인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카이스트 시스템보안연구실에서는 LTEFuzz
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총 51개의 취약점(36개 신규, 15개 기존)을 이동
통신 코어 망 및 칩에서 발견한 바 있다.

차세대 인증 수단과 분산ID 기술

본 Tutorial의 Part 1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템이 어떤 이유로 이런 취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취약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5G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취약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김수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총괄
5G 시대에는 사람, 사물, 비즈니스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 융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연결접점 증가와 신규기술 도입 등으로 유
발된 새로운 보안위협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인증 분야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체가 상호작용하는 5G
시대의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적 대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도용·위조 가능한 인증의 신뢰도는 높지
않고, 중앙집중적 ID 기술이 제공하는 신뢰의 범위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강연은 5G 시대에 적
합한 차세대 인증 및 ID 관리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취약점들이 어떤 경우에 패치가 되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Tutorial의 Part 2에서는 SDN/NFV의 기본 개념과 동작에 대해서 먼저 설명
으로 하고, 이 내용이 다가오는 5G 네트워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5G 네트워크의 경우 그
복잡도 및 관리의 문제로 유연하고 관리가 쉬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최근 등장하여 네트워크 관리의
개념을 바꾼 SDN/NFV 기술이 이 필요성을 충족하여 5G 네트워크의 관리와 운영에 많이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Tutorial에서는 SDN/NFV의 기본 원리와 동작을 설명하고 이어서 이 기술들이 5G 네트워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 기술들이 5G 네트워크의 보안 서비스 제공
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설명할 것이다.

Session 2

이동통신망 보안
5G 환경에서의 보안위협과 3GPP 보안구조 기술
박종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 초저지연 서비스, IoT와의 융합,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성 증가, 다양한 모바일 융합
서비스 등장 등 5G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5G 융합 서비스
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5G 네트워크에서 요구되는 주된 구조적 특징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표적인 보안 위협에
대해 살펴보고, 3GPP SA3 WG에서 개발한 5G 시스템 보안 구조 기술(TS 33.501)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통신사 5G 인프라의 통신망 보안 및 서비스 보안 요소기술
조시연 LG U+ 팀장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통신 환경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금융, 자동차, 공공,
국가기관의 주요 차세대 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될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최근 보안위
협은 기존 PC기반 위협에서 모바일 및 IoT 기반 보안위협으로 많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session에서는 서비스 핵심 인프라인 통신사 5G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신망 보안
에 대한 기술과 방향, 그리고 서비스 보안에 대한 요소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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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SDN/NFV 보안

Session 5

SDN 광역망 기반의 가상 네트워킹 및 보안기술

인공위성 이상징후 탐지기술

김동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우사이먼 성균관대 교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망인 KREONET은 2015년도부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화를 추진하면서 SDN
광역통신망인 KREONET-S (KREONET Softwarization) 구축과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
서는 KREONET-S의 SDN 광역망 인프라 구축 현황과 가상전용네트워킹(VDN) 및 VDN 오케스트레이
션(VDNO) 시스템의 구조와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VDN과 VDNO를 통한 가상 네트워킹 자
동화/지능화 환경과 가상망 접근제어 중심의 보안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Detecting an anomaly is not only important for many terrestrial applications on Earth but
also for space applications. Especially, satellite missions are highly risky because unexpected
hardware and software failures can occur due to sudden or unforeseen space environment
changes. Anomaly detection and spacecraft health monitoring systems have heavily relied
on human expertise to investigate whether they are true anomaly or not. Also, it is practically
infeasible to produce labels on data due to the enormous amount of telemetries generated
from a satellite. In this talk, we discuss a data-driven anomaly detection algorithm for satellites
to improve anomaly detection performance. We explore neural networks as well as classical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o efficiently detect various types of anomalies in satellites.

Cloud VIM을 이용한 5G 인프라 가상화 및 보안
이건 SK 텔레콤 매니저
SONA (Simplified Overlay Networking Architecture)는 ONOS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SDN Controller 기반 OpenStack/Kubernetes을 위한 가상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이다. 2016년 첫 버
젼 릴리즈를 시작으로 약 3년간에 걸쳐 오픈 소스로 개발 되어왔다. ONOS는 2015년 ONF (Open
Networking Foundation) 리딩으로 개발되어 온 오픈 소스 SDN Controller로 데이터센터부터 캐리어급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및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번 발표에서는 SONA의 아키텍처 및 Use Case를 소개하고 5G 인프라에 SONA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가상 네트워크 가속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며 현재 진행 중인 Kubernetes 네트워크 지원에 대한 개발
현황과 로드맵을 공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G Cloud Virtual Infrastructure Manager (VIM) 환경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들을 소개하고 SONA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당 이슈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Session 4

무인이동체 보안

드론 활용 양면성을 고려한 드론 보안기술
강유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L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드론은 탈취와 해킹 위협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사람과 건물에 대
한 공격자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드론 보안을 이야기할 때는 드론 ICT
보안기술과 안티드론 기술이 혼재되어 언급되기도 한다. 본 발표에서는 드론 활용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
했을 때 공통적 보안요소가 될 수 있는 드론식별모듈(DIM) 중심의 드론 보안기술을 소개한다.

Session 6

IoT/모바일 보안
IoT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보안 플랫폼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최신대 경동전자 책임연구원

이성재 SK 텔레콤 매니저

IoT플랫폼은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 저장, 추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플랫
폼과 다르게 IoT디바이스에 보안 강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바이스에서 설계에 고려할 사항은 다
음과 같습니다.

DID (Decentralized Identifier)를 기반으로 하는 Self-sovereign ID 개념과 Service model, 대표적인
Use-case를 설명하고, SSI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이동통신사들의 Digital ID에 대한 접근 방향 등과 함
께 SK텔레콤의 모바일신분증 추진 사례 및 MWC19에서의 도이치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
의 ID 서비스 공동 전시 내용을 소개 합니다.

디바이스 취급 권한 관리 . 안정적인 장치 자격 증명 유지 . 디바이스ID 생명주기 관리 . MQTT + TLS,
X509 인증서 보호 그리고 플랫폼에서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각 영역에서 발생한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
하고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동에서 IoT서비스 플랫폼에 보안 관점 내용과 글로벌
확장 시 식별된 국가별 이슈사항을 소개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과 미래

병원 정보보안 기술

박세열 한국IBM 상무

경우호 병원정보보안협의회 회장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뛰어넘어 금융, 식품, 의료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디
지털 신원인증 영역에도 블록체인을 통하여 개인 스스로 정보공유의 범위를 결정하는 셀프소버린(SelfSovereign) 아이덴터티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셀프소버린 아이덴터티의 핵심인 분산 ID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변화될 미래를 살펴본다.

병원 정보보안 이슈를 살펴보고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보안의 업무와 정책에 대하여 가이드를 제공
한다. 또한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보안 사례를 알아보고 취약점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지에 대한 고
민을 한다. 그리고 병원정보보안 협의회의 목적 및 향후 발정방향 및 구성에 대한 소개를 한다.

통신사에서의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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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8

인공지능 보안

스마트 인프라 보안

EDR과 보안관제

스마트시티 인프라 보안기술

서진원 eBay APAC 매니저

김호원 부산대 교수

전산 자원 공격대상이 서비스에서 사용자로 옮겨가면서 대표적인 엔드포인트 계층이 PC가 가장 큰 취약
점이 되었다.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안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
자들의 취약점은 보안강화에 큰 어려움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국내외 여러 도시들은 기존 도시에 대한 재생 관점 혹은 스마트시티 신규 조성 관점에서 지속가능
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와 세종시, 대구시, 시흥시, 서울 등에서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 문제
(교통, 환경, 재난, 일자리 문제 등)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활용되는 대표적 ICT 기술로는 IoT와 AI, 플
랫폼, 블록체인 등이 있으며, 이 기술의 공통점은 데이터와 관련있다는 점이다. 즉, IoT 기술은 데이터를
센싱/수집해서 전송/저장하며, AI와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를 처리/가공/활용하며,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
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한다. 이처럼, 최근 언급되는 스마트시티를 데이터시티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다.

백신, PC 보안과 같은 이벤트 기반 보안 제품은 실질적인 예방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EDR
(Endpoint Detection & Response) 계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EDR은 특정 규칙에 맞는 경보를 생성하는 이벤트 기반 보안장비와 달리 PC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징후를 판단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된 스마트시티를 보안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터
센싱 단계에서 전송, 저장, 가공, 처리,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단계별 주요 요소에 있어서 어떻게 전통적인
보안 요구 사항(기밀성, 무결성, 인증/인가, 접근제어,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를 위해 어떤 기술적인 수단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EDR의 동작 원리, 사용 방법 그리고 보안관제에 적용 가능한 활용 방법을 살펴본다.

복합적 AI 모델 기반 악성코드 분석기술
이태진 호서대 교수
AI 기술은 전산업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보안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악성코드 분석은 보
안분야에서도 비교적 먼저 AI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한 영역으로, 많은 곳에서 적절한 악성코드 feature를
대상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제한된 feature를 대상으로 단일 딥러
닝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량의 악성코드가 유통되는 환경에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강
연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악성코드 유형에 대한 선분류, locality sensitive hash 기반 분
석, 유형에 따른 맞춤형 light or heavy feature 기반 분석, clustering 분석, outlier 분석, knn 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통합적 분석모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인프라 이상징후 탐지기술
김기현 앤앤에스피 부사장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스마트 공장 환경이 범용 운영체제나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로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공장의 제조시스템이 기업 비즈니스망의 MES, ERP 등과 연계되면서 사이버 공격으로부
터의 보안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먼저 스마트공장에 대한 위협과 제어시스템에 대한 램섬웨어 공격 시나리오, 우크라이나
정전에 대한 ICS(Industrial Control System) 사이버 킬체인(Cyber Kill Chain) 등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스마트공장에서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 구조을 알아보고 IT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 기술의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현재 스마트공장 이상징후 탐지에 대한 산업계 동향을 알아
보고 ICS 네트워크에서 비정상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앤앤에스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스마트
공장 운영중단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제조공정 이상징후 인지”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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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0

실감콘텐츠 보안

암호 및 인증기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유해미디어 검출 및 차단 기술

양자컴퓨터 및 양자내성암호 최신 동향

이현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선동규 삼성SDS 박사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유해미디어를 분석, 검출하여 음란동영상 파일업로드 및 스트리
밍을 차단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출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과 향후 확장적
용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G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과 더불어 “양자컴퓨터”도 마찬가지로
화두가 되고 있다.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양자컴퓨팅에 대해 향후 5년간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의학, 제약, AI/빅데이터 분석 등 경제 효과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측되지만 한편으로 기존 암호체계 중 전자서명에 이용되는 공개키 암호시스템(RSA, ECC 등)을 무
력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등 글로벌 표준기관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R/AR 콘텐츠 보안위협 및 대응 기술
하홍준 마크애니 차장

양자암호 기술을 통한 5G 통신 기술 안전성 강화

VR/AR 기술은 가트너 ‘Top 10 Strategy Technology 2018’에서 핵심 미래 기술로 선정되었고, 2022년
까지 1,784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 받는 기술이다. 다소 침제기를 가졌으
나 5G, AI 기술과 결합하고 성능이 향상되면서 다시금 서비스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VR/AR 시장 확대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VR/AR 콘텐츠의 특성과 보안위협에 대해 알아보고,
360도 영상과 3D 데이터의 저작권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로서 핑거프린팅 기술 및 DRM 기술을 소개한
다. 해당 기술이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하지도 살펴본다.

최정운 IDQuantique 수석연구원
양자 암호 기술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 분류 체계 및 양자 암호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특히 이미 상용화된 기술인 양자 키 분배 (Quantum Key Distribution, QKD) 시스
템/네트워크와 양자 난수 생성 기술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여러 Proof-of-concept을
통해, 양자 암호 기술이 5G를 포함한 통신 기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동적 서명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
홍기융 시큐브 대표이사
국내외 차세대 보안ㆍ인증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생체인증 기술은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등 신체적 특
징 기반 생체인증과 음성, 서명, 걸음걸이 등 행위적 특징 기반 생체인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발표에
서는 행위적 특징 기반 생체인증 중에서 사용자의 서명과정에서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특징
팩터 정보를 추출 및 식별하고 각 팩터별 일치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동적 서명 검
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딥러닝에 기반한 동적 서명 검증 기술 및 인식률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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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사회안전망 서비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전형 스마트시티 현황과 미래전략

사이버공격 방어대회

최동규 대전광역시 사무관

장문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실장

대전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 전역
을 대상으로 S-교통 및 S-방범서비스를 통합 구축하여 관제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
관하여 개발한 국가표준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을 도입하여 정보를 상호연계하고 관제 서비스 간에 유기
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를 통해 대시민 체감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향후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
을 위한 도시프레임 설계 및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미래전략에 대해 소개함.

본 강연에서는 미국, 유럽 등 국외 사이버 훈련 동향 및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Cyber Conflict
Exercise) 소개, 특징,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합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도부터 사이버공격방어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민간의 합동 대응능력과 유기적인 협력관
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 사이버 공격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 입니다.

DEFCON 26 CTF 후기
지능형 영상/음원 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회 안전망 구축

이휘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김동섭 아이브스 상무이사

본 발표에서는 작년 DEFCON 26 CTF 예선 및 본선에 참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느꼈던 점들과 대회를
위해 준비했던 작업들에 대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회를 위해 각자 어떠한 역할들을 맡아서 준비했
고 실제 대회장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 일련의 과정들을 일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참가
하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서 풀어나갔는지 발표하려고 합니다.

지능형 영상/음원 분석 기술을 활용한 보안, 안전, 방범, 교통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
션에 대해 소개 한다.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은 객체인식, 객체분류, 행위행동 인식, 안면인식 기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화재, 폭력, 배회, 침입, 쓰러짐, 투기 등의 상황을 인식하고 조처하는 솔
루션의 형태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며 지능형 음원 분석 기술은 음원인식, 음원분류, 노이즈제거 기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명, 타격/파손, 유리창 깨짐, 차량충돌 / 급정거 / 경적 등의 상황
을 인식하고 조처하는 솔루션의 형태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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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사이버보안 챌린지

: 정보보호 활성화 행사

정보보호 R&D 데이터 챌린지 (AI 기반 악성코드 탐지 기술 동향)
장철순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정보보호 분야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많은 사이버보안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AI 기반 악성코드 탐지, AI 기반 취약점 자동탐지 등 다양한 트랙으로 운영된 “2018년 정보보호 R&D
데이터 챌린지 대회”는 실제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강연에서는 2018년 대회의 전반적인 운영 결
과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악성코드 탐지 트랙의 주요 결과물을 중심으로 악성코드 탐지 관점에서의 AI 기
술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4. 26

NetSec-KR 2019 정보보호 스타트업 및 기업 법률 지원

금

주제 : 정보보호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적 이슈점검 및 상담
사회 :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장소

403호

정보보호 R&D 데이터 챌린지 (학회트랙)

시간

15:20-16:50

발표

발표자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 제도 소개

전홍규 수석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법적 규제

김상천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남)

기업의 정보보호책임 관련 판례 동향

전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발표 후 자유토론 및 상담(개별상담) 진행합니다. 참석 및 상담은 사전 신청 부탁 드립니다. (무료상담)

김휘강 고려대 교수
AI/ML 을 정보보안에 응용하여 자동화된 탐지 및 대응을 하려는 시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악성코드
탐지, 침입탐지와 같이 보안전문가들이 수작업으로 대응하기에는 신종/변종 공격패턴이 늘어나는 도메인
이나, zero-day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야 하는 경우에 AI/ML 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서 2018년에 정보보호학회에서 출제/운영을 담당했던 “AI기반 안드로이드 악성앱 탐지”, “차량주행 데이
터기반 도난 탐지” track 의 출제 취지 및 우수 입상자들의 결과를 리뷰하고, 향후 (잠정적으로) 정보보호
R&D 데이터 챌린지 2019 학회트랙에서 출제하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포렌식 챌린지
조현호 금융보안원 과장
‘디지털 포렌식 챌린지(DFC)’는 2018년 1회 대회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주관하고 국가정
보원이 후원하였다. DFC 2018은 국내 최초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국제 경진대회로 진행되었으며, 금융보
안원 직원들로 구성된 ‘under_FSI’ 팀이 국내·외 450개 팀과 경쟁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다.
본 강연에서는 DFC 2018 대회의 진행 방식 및 출제된 문제 유형, 그리고 기존 해킹방어대회와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팀 운영과 정보공유 방법 및 문제풀이 노하우에 대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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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타워

구분

회원

비회원

학생(전일제) / 공무원

사전등록

350,000원

400,000원

200,000원

현대백화점

327

등록비 및
등록방법

400,000원

450,000원

롯데 면세점

세븐럭 카지노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328

323-326
319-322
318

남1문(1F)

현장등록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

서문(1F)

도심공항

250,000원

317
313-316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남2문(1F)

북문

309-312
308

307

※ 회원은 한국정보보호학회 정회원/종신회원/특별회원사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401
코엑스
아티움

303-306
301-302

403

402

컨퍼런스룸(남) 4F

컨퍼런스룸(남) 3F

300

아셈타워

동문(1F)

사전등록
홈페이지(www.kiisc.or.kr)에서접속할
접속할경우학술행사
경우 학술행사→→학회행사
학회행사→→사전등록
사전등록바로가기
바로가기→ 학술
학
학회
회 홈페이지(www.kiisc.or.kr)에서
→ 학술행사
선택(NetSec-KR
행사
선택(NetSec-KR
2018) 2019)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층, 4층

● 학생의
학생의 경우
경우 kiisc@kiisc.or.kr
로 학생증
학생증 사본
사본 송부
송부
kiisc@kiisc.or.kr 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삼성동, 코엑스) 06164

● 계좌번호
계좌번호 :: 국민은행
국민은행 754-01-0008-146
754-01-0008-146 (예금주
(예금주 ::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 행사 등록대는 4층에 위치

● 사전등록
사전등록 시
시 등록비는
등록비는 위의
위의 계좌로
계좌로 송금하시고,
송금하시고, 입금자가
입금자가 대리일
대리일 경우
경우 통보바랍니다.
통보바랍니다.

위치안내

● 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
결제 시
시 계산서
계산서 발급이
발급이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령 제57조)
제57조)

지하철

버스

● 사전등록
사
 전등록 시
시 (2~3일
(2~3일 이내)
이내) 기재해주신
기재해주신 이메일로
이메일로 청구용
청구용 계산서가
계산서가 발행되오니
발행되오니 영수용
영수용 계산서가
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
경우 미리
미리 학회로
학회로 연락바랍니다.
연락바랍니다.
필요하신

2호선

삼성역 하차 5, 6번 출구

간선

146, 301, 401, 351, 352, N61(심야)

7호선

청담역 2번 출구

지선

2415, 3217, 3411, 3412, 3414, 4318

● 학회
학회 특별회원사
특별회원사 임직원은
임직원은 학회
학회 회원으로
회원으로 준합니다.
준합니다.
특별회원사 리스트는
회원광장
→→
특별회원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사
리스트는 학회
학회홈페이지(kiisc@kiisc.or.kr)
홈페이지(kiisc@kiisc.or.kr)
회원광장
특별회원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9호선

봉은사역 1, 6, 7번 출구

공항리무진

6006

마을

강남08

간선

9407, 9414, 9507, 9607

사전등록 마감일 : 4월 19일(금)

주차안내
주차지원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등록
● 계산서
계
 산서 발급이
발급이 필요한
필요한 분은
분은 인적사항과
인적사항과 함께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본을 kiisc@kiisc.or.kr로
kiisc@kiisc.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학생의
학
 생의 경우
경우 학생증을
학생증을 지참해주시고,
지참해주시고, 공무원의
공무원의 경우
경우 공무원증을
공무원증을 지참하여
지참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타사항
참가확인서는 현장에서 리플렛과 함께 지급해 드릴 예정
행사리플릿, 온라인 프로시딩, 기념품, 중식(2회) 제공
경품추첨은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4월 25일(목) 행사 종료 후, 4월 26일(금) 개회식 직후 및 패널 토론 이후
총 3회 진행 예정

온라인 프로시딩 다운로드 안내

Fax

02-564-9226

E-mail

kiisc@kiisc.or.kr

Site

www.netsec-kr.or.kr

Add

(06132)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 (역삼동 성지하이츠 3차) 909호

주

관

한국정보보호학회 (KIISC)

주

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 행정안전부 (MOIS)

기관후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금융보안원 (FS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한국정보기술연구원 (KITRI)

대학후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부산대학교 사물인터넷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IoT보안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숭실대학교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연세대학교 정보보호연구실, 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센터, 충남대학교 운영체제안전성연구단
충남대학교 핀테크보안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정보보호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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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비밀번호 : 2519
다운로드 기간 : 2019년 4월 25일(목) ~ 26일(금)

NetSec-KR 2019

02-564-9333~4 (내선 0번)

Gold Sponsor

컨퍼런스 홈페이지 (www.netsec-kr.or.kr) 프로시딩 다운로드 탭에서 NetSec-KR 2019 온라인 프로시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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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안내
4. 25 (목) / 17:00-17:10 / 401호

DJI 오스모 포켓

DJI 오스모 모바일

애플 에어팟

4. 26 (금) / 12:00-12:10 / 401호

애플 아이패드 프로

DJI 오스모 포켓

애플 에어팟

4. 26 (금) / 18:00-18:00 / 401호

DJI 오스모 포켓

DJI 오스모 모바일

애플 에어팟

기념품 안내
모든 참석자에게 증정

하드케이스 여행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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