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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워크샵
“A Good Day To Secure : 생활 속 보안의 시작”

일   시 2013년 4월 16일(화)~4월 17일(수)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주   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   관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기관후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금융보안연구원,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학후원 고려대 스마트그리드보안연구센터, 숭실대 스마트서비스보안연구센터

기업후원 닉스테크, 드림시큐리티, 마크애니, 삼성SDS, 시큐아이, 안랩,  

          마이크로소프트, NHN, SGA, SK컴즈

등록비

등록방법 

사전등록

-	학회	홈페이지(www.kiisc.or.kr)접속	→	학술행사	→	학회행사	→
	 사전등록바로가기	→	학술행사	선택(NETSEC-KR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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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등록마감	:	4월	12일(금)	17:00까지	

현장등록

-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생의	경우	학생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문의처

-	담당자	:	한국정보보호학회	/	강지은
-	전		화	:	02-564-9333~4
-	팩		스	:	02-564-9226
-	 E-mail	:	kiisc@kiisc.or.kr
-	 홈페이지	:	www.netsec-kr.or.kr

-	주		소	:	135-71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B/DⅢ	909호

오시는 길

구	분	
일반 학생(풀타임)

회원 신규회원 비회원 회원 신규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250,000 280,000 270,000 100,000 120,000 110,000

당일등록 300,000 330,000 320,000 130,000 150,000 140,000

회의장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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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현존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정부, 인터넷 뱅킹, 모바일 SNS, 융합 방송미디어 

등의 국가 기반 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의존성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은 스마트 폰, 스마트 TV, 스마트 워크, 스마트 

홈과 스마트 그리드 등으로 이어지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의 

달성은 고성능의 정보통신 단말, 실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고속 고품질의 정보통신망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고, 위치에 무관하게 금융 및 전자거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및 환경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 관리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고, 스마트 정보통신 기능을 이용한 24시간 재택근무환경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 단말 및 인프라가 등장할 때 마다 새로운 보안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신규 보안위협이 적절하게 통제되어지지 않는다면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적인 서비스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편리한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확대는 동시에 기존 인터넷 기반의 보안위협 

환경을 모바일 망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침해는 국가 전력망의 붕괴로 까지 이어지며, 스마트 워크의 보안 부재는 정부나 

조직의 정보유출이라는 새로운 보안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바일 

폰과 결합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보안 부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금융 

사고로 이어지는 제2의 사이버 범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마련 그리고 기술 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가 주관하며, 방송

통신위원회(KCC) 등이 후원하는 이번 19차 NETSEC-KR 2013 행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A Good Day to Secure : 생활 속 보안의 시작” 

이라는 케치플레이즈로 진행코자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취약점 분석과 피싱/파밍, 

무선 모바일 보안, 정보전 및 모의해킹 등 주요 세부주제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신 보안정책 및 제도 그리고 기술적 대책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최신 현안 이슈에 대한 초청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최신 정보보호 기술을 접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주요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지난 20년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스마트 모바일 시대에 국민을 안심케 하는 정보보호” 라는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강국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보호 싱크탱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계와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임직원, 전문가, 연구원, 

학생,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요청 드리며, 본 행사의 후원, 협력 및 

협찬 기관 여러분들과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  기  주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김  석  우

I n v I t a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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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EC-KR 2013 Program
A Good Day To Secure: 생활 속 보안의 시작

2013.4.16(화)-17(수)  한국과학기술회관

❖ Tutorial: 4월 16일

9:30
~

10:00
등  록

구분

트랙 A (중회의실2) 트랙 B (소회의실2)

취약점 분석 실전 취약점 분석 기초 

10:00
~

12:00

세계 해킹(방어)대회 
기출문제 풀이

이유진, 김동관, 김은수 (KAIST)

리버스 엔지니어링 
저자특강 Part I

이승원 책임 (안랩)
「리버싱 핵심원리」 저자

12:00
∼

13:20
중 식

13:20
∼

15:20

ARM 리버스 엔지니어링

신정훈 연구원 (해커스쿨)

리버스 엔지니어링 
저자특강 Part II

강병탁 팀장 (넥슨아메리카)
「리버스 엔지니어링 바이블」 저자

15:20
∼

15:40
휴 식

15:40
∼

17:40

취약점 발견과 분석 
HOW-TO

구대훈 대표 (핵티즌)

공동 대회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석우 한국정보보호학회

조직위원장 염흥렬 순천향대

조직위원 김광조 KAIST  김대호 중부대 김세헌 KAIST 

 남길현 고려대  문상재 경북대  박창섭 단국대

 송주석 연세대  오희국 한양대 원동호 성균관대

 이민섭 단국대  이필중 포항공대  이홍섭 건국대 

 임종인 고려대 조규곤 파수닷컴  조현숙 ETRI 

 지성택 NSRI

프로그램위원장 이정현 숭실대

프로그램위원 김용대 KAIST  김호원 부산대  김휘강 고려대

 배병철 국보연  성재모 금보연  손태식 아주대 

 윤두식 지란지교  이승진 그레이해쉬  이호웅 안랩 

 임강빈 순천향대  임채태 KISA  진승헌 ETRI 

 차영균 시큐아이

운영 위원장 류재철 충남대

운영위원 권대성 NSRI  권태경 세종대  김지혜 국민대 

 나중찬 ETRI  안효범 공주대 오수현 호서대 

 이석래 KISA  이창훈 서울과학기술대  정익래 고려대 

 한동국 국민대

홍보위원장 이재일 KISA

홍보위원 강은성 SK컴즈  김지홍 세명대 박대우 호서대 

 박동훈 닉스테크  박중길 NSRI 박춘식 서울여대

 서창호 공주대  유병규 삼성SDS 이동훈 고려대

 이장훈 KISIA  이준호 NHN 임수진 SGA

 정수환 숭실대  조시행 안랩 최동근 롯데정보통신 

 최종욱 마크애니 하재철 호서대  홍만표 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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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발표(Ⅰ) : 4월 17일 ❖ 세션발표(Ⅱ) : 4월 17일

구분

트랙 A (대회의실) 트랙 B (중회의실2) 트랙 C (소회의실2)

A-1
피싱/파밍 대응

B-1
스마트커머스 보안

C-1
사이버보안정책

좌장: 전길수 단장 
(KISA)

좌장: 진승헌 실장
(ETRI)

좌장: 한근희 부사장
(드림시큐리티)                                                                          

09:20
∼

10:50

정보통신망에서의 
보이스 피싱 차단 

기술과 피싱 방지 정책

금융microSD 
표준 제정 및 

보안분야 활용 전략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정책 동향

강재경 수석 
(KISA)

강환철 부부장 
(금융결제원)

김소정 선임 
(NSRI)

최신 파밍 기술 동향
다양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의 보안 이슈

최근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및 이슈

최원혁 이사 
(잉카인터넷)

장석호 부소장 
(BC카드)

박영우 팀장 
(KISA)

최신 피싱 공격과 
대응 기술

스마트지갑과 
위치 정보 

프라이버시 기술

2013년 변경된 ISMS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그로 인한 업계 영향

정태선 이사
(닉스테크)

노종혁 선임
(ETRI)

고규만 책임
(KISA)

10:50
∼

11:00
Coffee Break

11:00
∼

11:40

초청 강연 (대회의실)
“Physical Security for Cyber Physical Systems”

김용대 석좌교수 (KAIST)

11:40
∼

12:00

개회식 (대회의실)
개회사 : 김석우 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
환영사 : 이기주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축사 I : 윤종록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축사 II : 조규곤 회장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12:00
∼

13:20
중 식

구분

트랙 A (대회의실) 트랙 B (중회의실2) 트랙 C (소회의실2)

A-2
최신 취약점 분석 

B-2
무선네트워크 보안

C-2
보안관제 

좌장: 이호웅 센터장
(안랩)

좌장: 임채태 팀장
(KISA)

좌장: 배병철 팀장
(NSRI)

13:20
∼

14:50

ROP 공격 기법에 
대한 최신 연구 현황

3G/4G 모바일 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협 및 대응방안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이버공격에 

적합한 보안관제 방안

조성제 교수
(단국대)

오주형 선임
(KISA)

정일옥 팀장 
(이글루시큐리티)

아래아한글 Zero-Day 
취약점 분석

국내외 펨토셀 
정보보호 이슈 및 

고려사항

소프트웨어 기반 
고성능 침입 탐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동우 책임 
(한글과컴퓨터)

이옥연 교수 
(국민대)

박경수 교수 
(KAIST)

PDF Zero-Day 
취약점 분석

차세대 무선랜 
보안기술 동향 및 

대응 방향

악성코드 유사도 
분석 기술 동향

정대근 팀장 
(A3시큐리티)

김신효 책임 
(ETRI)

김휘강 교수 
(고려대)

14:50
∼

15:10
Brea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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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발표(Ⅲ) : 4월 17일

                                                                      

Physical Security for Cyber Physical Systems           

의료 장비, 자동차, 항만, 제조업, 발전소 등으로 대표되는 CPS

(Cyber Physical System, 사이버 물리 시스템)들은 최근 연구의 대상 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과 다르게 

CPS는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물리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대한 

실제 공격 사례를 전 세계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까지 학문적인 

발전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향후 어떤 연구가 각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초청 강연

김 용 대 KAIST/석좌교수

구분

트랙 A (대회의실) 트랙 B (중회의실2) 트랙 C (소회의실2)

A-3
스마트기기 보안 

B-3
게임 보안

C-3
개인정보보호

좌장: 신종회 이사
(마이크로소프트)

좌장: 임강빈 교수 
(순천향대)

좌장: 심재민 단장 
(KISA)

15:10
∼

16:40

Smart TV Security 
온라인 게임보안 

대응 사례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와

실무상 분쟁 사례 

이승진 수석 
(그레이해쉬)

이홍선 팀장 
(넥슨)

 임윤수 변호사 
(김&장)

스마트가전 해킹사례 
및 보안성

 평가·인증 방안

서버 사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게임

 봇/작업장 대응 기법

금융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례

김승주 교수 
(고려대)

이은조 팀장 
(엔씨소프트)

이성욱 팀장 
(금보원)

스마트 기기의 
위변조 방지 

우회공격과 그 대응책

온라인 게임 해킹 
악성코드 분석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따른 기업 리스크 

대응

김경모 부장 
(시큐아이)

이주석 주임 
(안랩)

홍정배 팀장 
(KT)

 16:40
∼

16:50
Break Time

패널
토의

16:50
∼

17:50

한국에서 해커로 살아가기  (대회의실)

                                 사회자: 김용대 석좌교수 (KAIST)

          김휘강 교수 (고려대)
          염동복 수석 (삼성SDS)
          양정규 대표 (라온시큐리티)
          유동훈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50
∼

18:00
경품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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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킹(방어)대회 기출 문제 풀이                           

매년 DEFCON이나 CODEGATE를 비롯한 많은 해킹대회를 참가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킹대회 문제들의 분야와 경향 등을 알아보고, 실제로 올해 

열렸던 CODEGATE 2013 예선과 작년에 열렸던 DEFCON 20, CODEGATE 

2012 등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해킹대회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향과 풀이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대회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이나 

대회 중 생기는 재밌는 에피소드 등을 공유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킹대회를 

즐기는 것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ARM 리버스 엔지니어링                                         

Smart Device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ARM Architecture의 구조와 장점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ARM CPU의 종류, 모델명에 따른 기능을 알아보고, ARM 

Assembly의 문법과 함수 호출 규약과 ARM Architecture의 특징들을 상세

하게 알아 볼 것이다. 그 후, 실제로 ARM Architecture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Android Device 환경에서 GDB, IDA와 같은 Debugging 및 DisAssembly 

Tool을 이용하여 Application Debugging 환경 구성하는 것을 보이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Application에 대해서 Reverse Engineering 진행 해 보도록 

한다. 이 때, Reverse Engineering을 할 때 자주 분석 하게 되는 분기문, 

제어문, 반복문의 ARM 코드들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고, 각 코드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형태를 정의해 보도록 한다. 예제로는 Java Native Interface 코드와 

Android 환경에서 발견된 1-day vulnerability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Tutorial : 트랙 A

이 유 진 KAIST GoN동아리/학생

김 동 관 KAIST GoN동아리/학생

김 은 수 KAIST GoN동아리/학생

신 정 훈 해커스쿨 연구소/연구원

                                                                      

취약점 발견과 분석 HOW-TO                                  

국내 소프트웨어 제품들에 대한 기존에 발표된 취약점들 유형 및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소프트웨어 제품들의 취약점들을 이용하여 실제 기업의 내부 망까지 

침투한 컨설팅 사례를 통해 국내 솔루션들의 취약점들을 다양하게 부각시키고자 

한다. 또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구 대 훈 핵티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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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엔지니어링 저자특강 Part I                                  

악성 코드 분석가들이 익히는 주요 리버싱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실제 악성 코드  

분석에 리버싱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본다.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 분석 외에 

리버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다른 것들을 융합하는 것인데, 정보 보호 지식에 리버싱 

지식을 잘 융합한다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1. 리버싱 이야기

2. 주요 리버싱 기술과 동작 원리

3. 리버싱 기술 활용 예

4. 악성 코드 이야기

Tutorial : 트랙 B

이 승 원 안랩/책임연구원

                                                                      

리버스 엔지니어링 저자특강 Part II                                      

리버스 엔지니어링 튜토리얼을 진행한다. 실제 현업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때 환경 셋팅과 접근 방법, 수많은 코드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법과 

분석 타겟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코드를 읽어 내려가야 하는지 등, 

성격이 다른 세 가지 바이너리를 타겟으로 삼아 실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진행하는 

법을 설명한다. 아울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발견된 악성코드를 시그니처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해 본다.

1.  기업 또는 일반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를 (개인정보 유출하는) 분석하는 

방법과 탐지하는 방법 

2. DDoS 에이전트 류 BOT 분석하는 방법과 탐지/블럭하는 방법 

3. 온라인 게임 해킹툴 분석하는 방법과 탐지/블럭하는 방법

강 병 탁 넥슨아메리카 정보보안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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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서의 보이스 피싱 차단 기술과 피싱 방지 정책                                       

공공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망에서의 보이스 피싱 차단 시스템 구축현황과 운영에 따른 차단 결과 분석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자 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방안과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며, 피싱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 

끝으로 정부의 피싱 방지 종합 대책 4개 분야 13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연한다.

                                                                      

최신 파밍 기술 동향                                              

최근 금융권을 공격하는 악성코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피싱을  

통해 악성코드 제작자가 마련해 둔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 정보 탈취를 하였다. 

하지만, 최근 사용자들 역시 피싱에 대해 인지가 가능해지자 파밍이라는 공격기법을 

통해 사용자를 다시 속이고 있다. 이 강연에서는 파밍의 기술적인 동향을 살펴 

보고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Session : 트랙 A-1 피싱/파밍 대응

최 원 혁 ㈜잉카인터넷/이사

강 재 경 KISA/수석연구원

                                                                      

최신 피싱 공격과 대응 기술                                       

피싱은 메신저 계정 탈취와 같은 단순한 형태에서, 인터넷 금융거래의 발전에 

따라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Phishing, Spear Phishing, Clone Phishing 및 Whaling으로 분류되는 피

싱 방식과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격자들의 기술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피싱/파밍/스미싱 개요

2. 2012년 피싱 동향 및 기술 배경

3. 효율적 피싱 방어 기술 및 대응 방안

정 태 선 닉스테크(주)/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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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 공격 기법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Return-to-libc (ret2libc, 또는 RTL) 공격은 정상 복귀주소(return address)를 

libc 함수의 주소로 덮어써서 프로세스 제어 흐름을 탈취한다. 이 공격은  

shellcode와 같은 코드를 주입(injection)할 필요 없고, 미리 존재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버퍼오버플로 공격과 다르다. ret2libc 공격의 

방어 기법으로 libc를 매번 임의 주소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ROP (Return 

Oriented Programming)은 ret2libc를 일반화한 것으로, 라이브러리 함수

로 복귀하지 않고, ‘명령어들의 짧은 순차’(gadget으로 불림)들로 복귀한다. 

Gadget은 ret 명령어로 끝나는 명령순차들에 대한 포인터들 및 즉치 데이터 

워드들(immediate data words)로, 이들이 호출되면 잘 정의된 어떤 태스크 

(공격)를 수행할 수 있다. ROP는 DEP (data execution prevention)나 NX 

(Never eXecute) 기반의 기존 보안 기법을 우회할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ROP 기법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ROP 공격의 

개요, gadget의 예, 제어흐름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ASLR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등에 대해 알아본다.

Session : 트랙 A-2 최신 취약점 분석

조 성 제 단국대학교/교수
                                                                      

아래아한글 Zero-Day 취약점 분석                                       

버퍼 오버플로우, 경계 값 검사 오류, 정수형 변환 오류 등 .hwp 파일 포맷을 

조작하여 Zero-Day 취약점으로 등록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수정 및 대응 방법

에 관하여 알아본다. 수정 및 대응 방법에서는 취약점 해결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애로사항과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PDF Zero-Day 취약점 분석                                       

CVE에 등록되어 있는 보안취약점을 악용하는 PDF Zero-Day취약점과 관련하여 

해당 취약점을 분석해 보고, 더 나아가 PDF에 국한되지 않은 Zero-Day 취약점을 

발견하는 과정이나 exploit 응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동 우 한글과컴퓨터 오피스기능강화팀/책임연구원

정 대 근 A3시큐리티 기술보안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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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V Security                                              

스마트 티비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안정성 검증도 요구된다. 본 발표에서는 스마트 

티비와 같은 임베디드 제품에서 어떻게 보안 취약점을 연구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 

어떤 위협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스마트 티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

적인 보안 문제에 대해 다루며 보안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발표한다.

                                                                      

스마트가전 해킹사례 및 보안성 평가·인증 방안                                              

최근 인터넷 접속 기능을 내장한 똑똑한(smart)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오븐, 청소기, 에어컨 등의 스마트 가전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가전기기들을 이용하면 새로운 조리법이나 세탁방법 등을 온라인에서 내려 받

아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원격으로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

고 조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이 스마트화 되고 인터넷과 연결 

되면서 스마트 가전의 보안 문제가 전자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스마트 가전기기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스마트기기의 위변조 방지 우회공격과 그 대응책                                              

스마트기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위협도 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변조에 

의한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세션에서는 스마트기기의 위변조 방지기법 예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TPM, MTM과 같은 표준과 TrustZone, GlobalPlatform과 

같은 솔루션을 소개한다.

Session : 트랙 A-3 스마트기기 보안

이 승 진 그레이해쉬 연구소/수석연구원

김 승 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교수 김 경 모 시큐아이/부장

있기에 이들이 해킹되었을 때의 사생활침해나 인명피해는 기존 PC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번 발표에서는 스마트 가전기기들에 대한 해킹 

사례들을 살펴보고, 스마트 가전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보안성 평가·

인증 체계에 대해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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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microSD 표준 제정 및 보안분야 활용 전략                                             

NFC가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어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에서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이에 금융기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금융microSD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다. 금

융microSD의 의미는 일반메모리만 내장되어 있는 microSD에 스마트카드를 집적하여  

금융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안전한 매체를 의미한다. 표준의 내용은 내장된 스마트 

카드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부분(기술적 사항)과 매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관리적 사항)에 대해 기술이 있다. 스마트카드를 내장했기에 신용카드, 현금카드,  

교통카드,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 각종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기반 금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microSD는 향후 스마트금융서비스에 중요 금융정보 저장매체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 공인인증서, ISP인증서 저장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스마트폰에 바이오정보 인식기능이 탑재될  

경우 바이오정보를 금융 microSD에 저장하고 이를 금융분야 등 각종 보안관련 업무에  

연계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바이오정보로 대체, 바이오정보 기반 인증 

수단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Session : 트랙 B-1 스마트커머스 보안

강 환 철 금융결제원/부부장

                                                                      

다양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의 보안 이슈                                            

신기술 기반의 결제 솔루션이 업계에 소개되고 시장에 적용되면서 다양한 지불

결제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모바일결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모바일결제 솔루션 가운데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모바일결제의 보안문제는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여 모바

일결제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다양한 

모바일결제의 방식의 이론적인 분류와 보안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결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야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모바일

결제의 바람직한 기술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지갑과 위치 정보 프라이버시 기술                                             

수년전에 상상해왔던 많은 일들이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SNS, 모바일 지불,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통역, 증강현실, LBS 

등이 우리 눈앞에 있으며, 앞으로 미래를 현실화할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ETRI는 수년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본 강연에서

는 ETRI의 스마트지갑 기술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위치 기반 서비스 및 프라이

버시 기술을 고찰하고자 한다. ETRI 스마트지갑의 서비스인 모바일결제, 스마트 

체크, 모바일 영수증, 스마트채널, 모바일 POS, 개인 맞춤형 서비스, 스마트 

리모콘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또한, 스마트폰 환경의 대표적인 위치 기반 서비스

들과 이 서비스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점 및 프라이버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장 석 호 BC카드 지불결제연구소/부소장

노 종 혁 ETRI/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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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4G 모바일 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협 및 대응방안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증가에 따라 3G WCDMA, 4G  

LTE 망과 같은 이동통신망이 폐쇄적 서비스 구조에서 개방형 서비스 구조로 변경 되었다. 

누구나 이동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에서는 DoS 공격 트래픽 등 이동통신

망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비정상 트래픽 유입이 가능하다. 강연에서는 

국내 이동통신망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과 취약점을 이용한 이동통신망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이동통신망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외에서 연구 중인 모바일 망 침해방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국내외 펨토셀 정보보호 이슈 및 고려사항                                             

3G/LTE 모바일 망 사업자들은 근래의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기존 망의 

과부하와 음영지역 최소화 등의 통신망 품질관리가 이슈가 되면서, 이로 인한 해결 방안 

으로 펨토셀을 고려하게 되었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의 모바일 기기가 대량 

으로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 이동 통신업계의 당면과제로 떠오르

면서 효과적인 트래픽 분산 수단으로 업계의 이목이 새롭게 집중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Session : 트랙 B-2 무선네트워크 보안

오 주 형 KISA/선임연구원

이 옥 연 국민대학교/교수

                                                                      

차세대 무선랜 보안기술 동향 및 대응 방향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용자들은 

무선 랜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때 무선 구간 도청의 위험성 정도만 

인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무선 랜이 편리하다는 그 이면에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도청 위험성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등 타 무선네트워크에 비해 저렴하고 손쉬운 

공격 도구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무선 랜 보안성 강화를 위해, IEEE 등 관련 표준화 기구에서는 보안 규격을 정의 

하였으며, 표준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무선 랜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장비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분명하다. 본 강연에서는 2012년 최신 무선 랜 표준에서의 표준화 

동향, 그리고 Gbps급 초고속 무선 랜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과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차세대 무선 랜 보안 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김 신 효 ETRI/책임연구원

1. 3G/LTE 펨토셀의 표준화 동향 분석

2. 3G/LTE 펨토셀의 보안구조 분석

3. 3G/LTE 펨토셀의 보안 위협 분석

4. 보안위협의 국내외 연구사례 조사 및 분석

5. 펨토셀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분석

6. 3G/LTE 펨토셀 보안 시스템 적용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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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보안 대응 사례                                             

게임 해킹에는 계정 도용, 치팅(Cheating), 익스플로잇, 매크로(봇), 사설서버 등 많은 

유형이 있지만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 입장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임 해킹 유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게임 치팅(Cheating)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치팅의 공격 벡터들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행한 실제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 벡터들로는 게임의 코드 조작, 데이터 조작을 비롯하여 실제 게임의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다이렉트 콜(Direct Call)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서버 사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게임 봇/작업장 대응 기법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는 편한 캐릭터 육성이나 게임 머니의 효율적인 습득을 통해 금전 

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자동으로 게임 플레이를 해주는 프로그램, 일명 게임봇을 사용 

하는 사용자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위험 관리 업무 중 하나이다. 이런 게임봇 플레이 

근절을 위해선 우선 게임봇 사용자를 정확히 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봇 탐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게임봇 프로세스를 탐지하는 

방안과 서버에서 게임 플레이 로그를 분석하여 게임봇 특성을 탐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Session : 트랙 B-3 게임 보안

이 홍 선 넥슨코리아 게임보안팀/팀장

이 은 조 엔씨소프트/팀장

                                                                      

온라인 게임 해킹 악성코드 분석                                             

악성코드 제작자의 목적이 자기 실력 과시라는 다소 순수한 목적에서 금전적인 

이윤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게임핵은 악성코드 제작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악성코드 이다. 온라인 게임핵은 게임 프로세스에 삽입되어 게임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API를 후킹하거나 혹은 온라인 게임의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여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탈취한다. 이런 온라인 게임 계정 

탈취라는 기본적인 기능에다가 Anti-Virus 제품의 진단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양

한 부가적인 기능들이 발전해 왔다. Anti-Virus 제품이 업데이트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Hosts 파일을 변조하는가 하면, 루트킷을 포함하여 자신을 은폐함으로써 

진단을 우회한다. 또 실행압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우 많은 변종들을 양산해 

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Anti-Virus 제품들을 공격한 후에 자신의 악성 행위를 하는 

기능까지 포함하였으며, 부트킷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계속하여 지능적으로 발전 

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연에서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온라인 게임핵 악성코드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주 석 안랩/주임연구원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탐지 방법은 직접적인 게임봇 탐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속적인 게임봇의 변형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게임 로그 분석을 통해 게임봇의 근본적인 행위 패턴을 분석하여 대응 

하는 서버 사이드 게임봇 탐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더 나아가 이 두 방안의 협업을 

통해 어떻게 게임봇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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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사이버 안보 정책 동향                                             

사이버위협이 국가차원의 안보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미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수립·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분석 

해 향후 우리가 수립하고 나아가야 할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및 이슈                                             

최근 들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 대형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조직 및 법체계가 공공, 민간, 온라인,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각기 자국의 상황에 따라 통합

형 또는 분산형 정부조직 및 법체계를 갖고 있다. 작년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의 원칙적 금지, 이용자 내역통지제도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

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 새로운 정책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빅데이터, 위치기반 서비스 등 미래 경제에 필요한 핵심자원으로 대두

됨에 따라 이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Session : 트랙 C-1 사이버보안정책

김 소 정 NSRI/선임연구원

박 영 우 KISA 개인정보제도연구팀/팀장

                                                                      

2013년 변경된 ISMS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그로 인한 업계 영향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2002년 자율권고 제도로 도입된 이후 2013년 

ISP, IDC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의무화 되는 큰 

변화(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정)가 있었다. 따라서 2013년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은 권고(자율신청) 및 의무 제도로 운영된다. 이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기준 등의 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기업 

준비사항 및 정보보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 규 만 KISA 보안관리팀/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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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변하는 사이버공격에 적합한 보안관제 방안                                             

최근의 사이버위협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듯 DDoS, 정보유출, APT 등 다양한 공격의 

유형 및 기법, 툴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사이버위협의 최전방에 있는 곳이 

바로 보안관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때문에 보안관제 부문에서는 가장 빠르게 다양한 

공격방법과 침해유형을 접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격방법 등에 대해 분석 및 탐지방법을 알아보면서 다양하고, 지능화된 공격에 

적합한 보안관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기반 고성능 침입 탐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10G급 초고속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관제를 위한 고성능 

침입탐지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성능 IDS는 전용하드웨어로 구현되어 비쌀 뿐 아니라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반면 Snort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성능이 낮아 초고속 네트워크엔 적합

하지 않다. 이 세미나는 소프트웨어 IDS의 성능을 CPU/GPU를 사용한 병렬처리, 함수 

호출 일괄 처리 기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높이는 설계 및 구현을 다룬다. 결과로 나온 

Kargus는 12 코어 범용 서버에서, 공격이 없는 일반상황에선 33Gbps, 모든 트래픽이 

공격일 경우에도 10Gbps 이상의 탐지 성능을 내는 소프트웨어 IDS이다.

Session : 트랙 C-2 보안관제

정 일 옥 이글루시큐리티 CERT/팀장

박 경 수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교수

                                                                      

악성코드 유사도 분석 기술 동향                                             

악성코드의 변종 발생량 및 신규 악성코드의 출현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자동화된 

악성코드 분류와 분석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call graph 등 시스템

콜 시퀀스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나 바이너리의 정적분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유사도를 판별하는 기술을 들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악성코드 유사도를 분석하는 기술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악성코드 유사도 

분석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김 휘 강 고려대학교/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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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와 실무상 분쟁 사례                                             

개인정보 관련 법률상 개인정보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더불어 침해사고 등을 

통해 문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실무 사례들을 살펴봄

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의 강연이다.

                                                                      

금융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례                                             

최근의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발생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회사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관련 법규 등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요구사항 조사·분석을 통한 금융 개인정보보호 컴플라

이언스 참조가이드 작성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개인정보 위·수탁과 관련된 법률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에 대한 감독 및 교육과 관련된 

규정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 해당되지만, 금융 

회사는 업무 특성상 다수의 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금융회사의 수탁자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수행 사례 등을 소개한다.

Session : 트랙 C-3 개인정보보호

임 윤 수 김&장 법률사무소/변호사

이 성 욱 금보원/팀장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따른 기업 리스크 대응                                             

최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보안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 

되면서 사회적으로 기업의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기업들은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강연을 통해 

기업 보안담당자 입장에서 경험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기업 

리스크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기술적, 법률적 대응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홍 정 배 (주)KT 디지털포렌식팀/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