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학회 호남지부
2021년 정보보호학술논문발표회 일정표
l 일시: 2021년 11월 5일(금)
l 장소: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l 전체일정
시간
09:50 ~ 11:20

강의실1

강의실2

국제회의실앞 로비

구두발표 세션 1-1

구두발표 세션 2-1

포스터발표 세션 1

11:20 ~ 11:30
11:30 ~ 13:00

Break Time
구두발표 세션 1-2

구두발표 세션 2-2

포스터발표 세션 2

l 발표자 유의사항
# 구두발표자 준비사항
- 프로그램 공지를 확인하여 발표시간, 날짜, 발표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세션의 시작 10분 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PPT 또는 PDF 형식의 발표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세션 시작전 담당직원을 통해 전
달 바랍니다.
- 발표시간 : 논문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포스터발표자 준비사항
- 프로그램 공지를 확인하여 발표시간, 날짜, 발표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 발표에 사용된 패널의 크기는 가로 60CM X 세로 90CM 입니다.
- 포스터는 행사준비팀에서 일괄로 제작하고, 게시합니다.
- 포스터 파일은 PPT, HWP등으로 제작하시고, 파일명을 "논문ID-포스터"로 저장하셔서, 다
음의 이메일 주소로 전달 바랍니다.
( info@s-mice.co.kr, kyungbaekkim@jnu.ac.kr, dhclub@dsu.ac.kr )
- 포스터제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김정아 대리, 062-972-9650)
- 포스터세션 시작 10분전까지 포스터 발표장에 대기해주시고, 질의응답에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l 세부일정

구두발표 세션 1-1
2021년 11월 5일 09:50 ~ 11:20, 강의실1
좌장 : 김경백 (전남대)
TS1-1-1
[HONAM-14]

전력계통 보안을 위한 KCMVP 암호모듈 기반 OpenSSL 구현 방안 연구,
김태훈(한전KDN(주)), 김수호(한전KDN(주)), 김민용(한전KDN(주)),
현무용(한전KDN(주)), 김성철(한전KDN(주))

TS1-1-2
[HONAM-30]

에너지 제어시스템 취약점 분석 프레임워크 연구,
신미주(전남대), 윤성수(전남대), 엄익채(전남대)

TS1-1-3
[HONAM-52]

공공부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보안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김경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TS1-1-4
[HONAM-41]

스마트 HACCP에서의 보안 취약점 및 위협 시나리오 연구,
이상윤(BOB), 김성진(BOB), 강준혁(BOB), 이경서(BOB), 이하은(BOB),
이충일(BOB), 지한별(BOB), 김경곤(BOB)

TS1-1-5
[HONAM-47]

암호화된 데이터에 적합한 기술 통계분석의 구현,
홍미연(고려대), 윤지원(고려대)

TS1-1-6
[HONAM-18]

확장현실(XR)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개선방향 연구,
양승호(BOB), 오유빈(BOB), 박노연(BOB), 박예지(BOB), 최정안(BOB),
김홍진(BOB), 장규현(BOB)

구두발표 세션 2-1
2021년 11월 5일 09:50 ~ 11:20, 강의실2
좌장 : 김민수 교수 (목포대)
TS2-1-1
[HONAM-17]

자연어 처리 기반 네트워크 이상 탐지 기술 연구,
김가영(전남대), 엄익채(전남대)

TS2-1-2
[HONAM-19]

SD-WAN 제어 트래픽 탐지에 대한 방어 기법,
서민재(KAIST), 김진우(KAIST), 박태준(전남대), 신승원(KAIST)

TS2-1-3
[HONAM-28]

Entropy 기반 DDoS 탐지 회피공격,
이지원(전남대), 김경백(전남대)

TS2-1-4
[HONAM-46]

Multi-Stream CNN 기반 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식 방법,
김진수(조선대), 김재명(조선대), 김민구(조선대), 반성범(조선대)

TS2-1-5
[HONAM-37]

모바일 딥링크를 악용한 웹뷰 하이재킹 취약성 분석 프레임워크,
황선홍(전남대), 엄익채(전남대)

TS2-1-6
[HONAM-39]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전자책 이관 서비스,
박수아(목포대), 이도건(목포대), 정석원(목포대)

구두발표 세션 1-2
2021년 11월 5일 11:30 ~ 13:00, 강의실1
좌장 : 김태희 교수 (동신대)
TS1-2-1
[HONAM-35]

핵심기반시설 사이버 보안성 평가를 위한 자동화된 공격 그래프 생성 방안
연구,
신동혁(전남대), 엄익채(전남대)

TS1-2-2
[HONAM-20]

취약점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산 정보 모델링
연구,
윤성수(전남대), 신미주(전남대), 엄익채(전남대)

TS1-2-3
[HONAM-15]

동형암호 기법을 통한 사생활 보호 위치 기반 정보 검색에 관한 연구,
유준수(고려대), 윤지원(고려대)

TS1-2-4
[HONAM-16]

3중 인증을 이용한 번호판 위ᆞ변조 차량 출입통제 강화 방안,
안유림(BOB), 김한겸(BOB), 윤성호(BOB), 이영재(BOB), 이영흥(BOB),
이원준(BOB), 김현민(금융보안원), 김영옥(현대자동차)

TS1-2-5
[HONAM-45]

무선이어폰 분실 방지를 위한 접근제어 애플리케이션 구현,
노지희(목포대)유소운(목포대), 조형욱(목포대)

TS1-2-6
[HONAM-36]

Classic McEliece에 대한 Grover 알고리즘 적용 분석,
장경배(한성대), 심민주(한성대), 송경주(한성대), 엄시우(한성대),
서화정(한성대)

구두발표 세션 2-2
2021년 11월 5일 11:30 ~ 13:00, 강의실2
좌장 : 강승호 교수 (동신대)
TS2-2-1
[HONAM-32]

원자력 시설 취약점 관리 고도화를 위한 자산정보 관리 체계 연구,
임수민(전남대), 엄익채(전남대)

TS2-2-2
[HONAM-24]

서비스 인식 보안 서비스 기능 체이닝,
조현준(전남대), 김경백(전남대)

TS2-2-3
[HONAM-11]

SNI 기반 유해사이트 차단 기술 우회 가능성 연구,
봉기정(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TS2-2-4
[HONAM-43]

컨테이너 환경을 위한 eBPF/XDP 기반 고속 네트워크 패킷 페이로드 검사
시스템,
유명성(KAIST), 김진우(KAIST), 박태준(전남대), 신승원(KAIST)

TS2-2-5
[HONAM-10]

아두이노 기반 BadUSB 방어 기법 분석,
이승지(성균관대), 김형식(성균관대)

TS2-2-6
[HONAM-8]

32-bit RISC-V 상에서의 LEA-CTR 최적화 구현,
엄시우(한성대), 권혁동(한성대), 김현지(한성대), 양유진(한성대),
서화정(한성대)

TS2-2-7
[HONAM-54]

ELK Stack을 활용한 아파치 웹 서버 공격 탐지 시스템 구축,
김진수(주부대), 오원재(중부대), 이승재(중부대), 한지호(중부대),
김민수(중부대)

포스터발표 세션 1
2021년 11월 5일 09:50 ~ 11:20, 국제회의실앞 로비
좌장 : 김민수 교수 (중부대)
PS1-1
[HONAM-21]

핵심기반시설의 정량적 취약점 평가체계 연구,
김사연(전남대), 엄익채(전남대)

PS1-2
[HONAM-22]

임베디드 시스템 주요 공격벡터별 취약점 연구,
김준석(전남대), 엄익채(전남대)

PS1-3
[HONAM-25]

OpenWrt를 활용한 개인용 네트워크 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김수린(조선대), 장재원(조선대), 김민서(조선대), 김예은(조선대),
신석주(조선대)

PS1-4
[HONAM-26]

분산ID 기술 및 정책 동향,
오석환(전남대), 김경백(전남대)

PS1-5
[HONAM-27]

클라우드 보안 인증기술 동향 분석,
김구민(전남대), 김경백(전남대)

PS1-6
[HONAM-29]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을 이용한 OAuth 2.0 인증 프로토콜
개선,
정혜선(전남대), 김경백(전남대)

PS1-7
[HONAM-31]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동향 분석,
김휘수(전남대), 김경백(전남대)

PS1-8
[HONAM-33]

BEC 및 EAC 공격 특성 분석,
송효준(전남대), 김경백(전남대)

PS1-9
[HONAM-34]

최신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사례 연구,
김다애(전남대), 엄익채(전남대)

PS1-10
[HONAM-44]

개인별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바코드를 이용한의약품의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설계,
최세경(목포대), 유은혜(목포대), 신성경(목포대), 김민수(목포대)

PS1-11
[HONAM-48]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정보 거래 기술,
김유빈(광주대), 전용렬(광주대)

PS1-12
[HONAM-49]

전술 이동통신망 보안요소 분석,
김현진(전남대), 엄익채(전남대)

PS1-13
[HONAM-50]

암호화된 도메인에서의 최빈값 찾기,
송백경(고려대), 윤지원(고려대)

PS1-14
[HONAM-5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Library Sensitive Information Leakage by
Digitalization : Focused on the Circulation Data,
박현청(BOB), 문정은(BOB), 최형빈(BOB), 이예준(BOB), 김도연(BOB)

포스터발표 세션 2
2021년 11월 5일 11:30 ~ 13:00, 국제회의실앞 로비
좌장 : 박태준 교수 (전남대)
PS2-1
[HONAM-2]

사이버보안분야의 미래융합 트랜드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분석 연구,
김진수(제주대), 류성욱(KAIST), 박남제(제주대)

PS2-2
[HONAM-3]

사이버공격 기술 예측을 위한 자동화 공격 탐지 메커니즘 제언,
김진수(제주대), 박남제(제주대)

PS2-3
[HONAM-4]

사이버불링 근절 필요성에 따른 디지털 드라마 교육의 효과성 검증,
최은선(제주대), 김미진(제주대), 박남제(제주대)

PS2-4
[HONAM-5]

초등학생을 위한 사이버 보안 해킹 원리 교육활동지 개발,
정유진(제주대), 주연수(제주대), 박남제(제주대)

PS2-5
[HONAM-6]

적대적 공격과 난독화 기반의 인공신경망 보호 기술 동향,
김현지(한성대), 강예준(한성대), 임세진(한성대), 김원웅(한성대),
서화정(한성대)

PS2-6
[HONAM-7]

A Study on the Risks of Media Fingerprint Extraction,
정준영(안양대), 유환규(원주대)

PS2-7
[HONAM-9]

전력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랜섬웨어 탐지 아티팩트에 대한 연구,
김수호(한전KDN㈜), 김태훈(한전KDN㈜), 현무용(한전KDN㈜),
김성철(한전KDN㈜)

PS2-8
[HONAM-13]

온체인데이터 기반의 스캠코인 체크리스트,
김성수(BOB), 최유남(BOB), 강명석(BOB), 배유진(BOB), 이승우(BOB),
황유나(BOB), 김경곤(NAUSS), 김현민(금융보안원)

PS2-9
[HONAM-23]

최신 GPU 플랫폼 상에서의 암호 최적화 구현 동향,
서화정(한성대), 권혁동(한성대), 엄시우(한성대), 심민주(한성대)

PS2-10
[HONAM-38]

양자 회로에서의 곱셈 연구 동향,
송경주(한성대), 장경배(한성대), 김현준(한성대), 심민주(한성대),
서화정(한성대)

PS2-11
[HONAM-42]

32-bit RISC-V processor 상에서의 블록 암호 구현 동향,
심민주(한성대), 권혁동(한성대), 김현준(한성대), 송경주(한성대),
서화정(한성대)

PS2-12
[HONAM-53]

웹 퍼징을 통한 취약점 분석에 관한 연구,
이유경(중부대), 강민영(중부대), 이경서(중부대), 장혜선(중부대),
김민수(중부대)

PS2-13
[HONAM-55]

안드로이드 환경에서의 스미싱 및 몸캠피싱 분석과 대응 방안,
서동훈(중부대), 전유민(중부대), 김민수(중부대)

PS2-14
[HONAM-56]

IoT, 기술 동향 및 취약점 대응에 관한 연구,
오예지(중부대), 김난희(중부대), 김민수(중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