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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통 인 종이 문서를 체하는 페이퍼리스 환경에 한 확산 노력과 효율 인 자 

문서 작업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컴퓨 이 보 화 됨에 따라 자 문서의 보안 

이슈가 발생되었다. 클라우드 환경과 결합된 문서 앙화 시스템은 자 문서에 한 보안을 

강화하기 하여 문서에 한 근 권한 제어, 문서 버   이력 리, 자동 체크인/체크아웃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은 자 문서의 조, 변조, 훼손에 

해서 직 인 보안을 제공하지 않으며, 자 문서의 보안사고 발생 시 사용자에게 해당 문서

에 한 가용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악성 행 에 한 신속한 응이 어렵다는 한계 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 특성을 활용한 자 문서 

/변조 보안 임워크를 제안한다.

I.  서론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에서는 ‘녹색 경제 

활성화를 한 자문서 확산방안[1, 2, 3]’을 발

표하 으며, 2015년 말까지 업무에 사용되는 종

이문서의 50%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당시에는 

기존의 종이 문서를 체하는 도구로서의 자

문서에 한 리  보안법 등 여러 가지 문

제가 제도 으로 불완 하여 활성화하는데 어

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 이 확산

되면서 자 문서는 단순 종이 문서의 체 목

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이 부각되었고, 클라우

드 환경에 문서 앙화 기술이 융합된 클라우

드 문서 앙화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문서의 

디지털화(Paperless)에 한 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자문서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여

히 자 문서의 조, 변조, 훼손과 같은 보안 

이슈에 한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에 한 표 인 보안사고 사례로는 2017

년 5월 발생한 워 크라이(WannaCry) 랜섬웨

어(Ransomware)[4, 5, 6]가 있다. 이는 사용자

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컴퓨터 내의 

일을 암호화시키는 일 변조 공격으로 150

여 개국 20만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되었으며 

정부기 , 의료기 , 공항 등 각국의 공공기

까지 피해를 입었다.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기업체의 계약

서 는 통령기록물과 같은 가치가 높은 

자 문서일수록 문서에 한 조, 변조, 훼손에 

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미치는 향력이 사회/

경제 으로 확 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서에 한 보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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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필수 이다.

재 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 문서 

/변조 보안 기술을 보면 서버 모니터링을 이용

한 일 /변조 보안 솔루션, 자서명과 인증

을 활용한 자문서 /변조방지 솔루션 등 공통

으로 솔루션을 사용하여 보안 리가 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치가 높은 자 

문서는 부분 기업 는 정부기 의 내부망의 

스토리지에 치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망 분리가 되어있는 공공기  는 기업의 환경

에서는 솔루션을 설치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경

제 , 성능 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한

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

라우드 랫폼에 사용하는 가상화 기술의 특징

을 활용하여 호스트 운 체제 벨에서의 가상

머신 내부에 장되는 인 된 문서의 /변조를 

탐지 할 수 있는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 

된 문서 /변조 탐지 임 워크는 가상화 된 

스토리지와 가상화 된 메모리를 호스트 운 체

제에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내 가상

머신(인스턴스) 내부에 문서의 /변조를 탐지하

기 한 에이 트가 불필요 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서 보안에 한 연구에 해 서술하고, 3장에서

는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의 특성인 가상화를 

활용한 스토리지 벨에서의 문서 보안 임

워크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임워크의 악성 행  탐지 실험결과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II.  클 라 우 드  기 반의  자  문서 /변

조 보안 련 연 구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 가상화 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자 문서의 /변조 방  탐지

를 한 기술에 해 설명하고 이에 한 련 

연구와 한계 을 도출한다.

2.1 클라우드 문서 앙화 기술의 보안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앙화 기술은 클라우

드 컴퓨  환경과 문서 앙화 기술이 목된 

것으로 기존 IT 환경에서의 단일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환경에 의존성이 높았던 을 보

완하 다. 이는 의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일 공유  부서 간의 업, 외부업체와의 

력에 한 공동 문서 작업이 요구되어짐에 따

라 두되게 되었다. 재 클라우드 기반의 문

서 앙화 시스템의 문서 리에 한 보안은 

폴더 근 권한 제어, 문서 버 /이력 리, 자

동 체크인/체크아웃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서의 /변조에 한 보안은 근 권

한 제어를 통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2.2 악성행 를 효율 으로 탐지하기 한 

메모리 기술 연구

최신 변종 악성코드[7, 8]와 같이 메모리에서 

상주하는 악성코드들은 기존 안티바이러스 툴

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신 변종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한 

메모리 모니터링 연구[9, 10]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운 체제의 커  메모리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성코드를 효율 으로 탐

지하는 기술을 제안하 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탐지 기술은 보안 사고에 한 즉각 인 응

이 어렵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재까지 연구되어진 클라우드 환

경에서의 문서 /변조 보안 기술  연구는 

자 문서의 /변조 방  탐지를 보장하기는 

어려웠으며,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코드 감염으

로 인한 일 변조 행 에 즉각 인 응이 어

렵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III.  가상화 기 술 을  활용한 스토리지 

벨 의  문서 /변조 보안 임워크

본 장에서는 클라우드의 특성인 가상화 환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정 불가한 디지털 문서

- 465 -



에 한 /변조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문

서 보안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임 

워크는 디지털 문서의 /변조를 정확하고 빠르

게 탐지할 수 있도록 효율 인 바이 리 비교 

연산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변조 탐지 시 

해당 행 에 해 즉각 으로 응하기 해 

가상머신이 할당 받아 사용하고 있는 가상 스

토리지를 회수하도록 설계 하 으며, 악성행

가 탐지 된 시 에 인스턴스에 한 메모리 덤

 수행을 통해 인스턴스 운 체제의 상세한 

행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  구 하

다.

3.1 디지털 문서의 /변조 보안 탐지 임

워크

[그림 1] Bubble-Doc 임워크의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Bubble-Doc의 임워

크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Bubble-Doc 임

워크는 디지털 문서의 /변조에 해 즉각 으

로 탐지하고 응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술로, 

사용자가 수정 불가하도록 인된 문서에 한 

보호를 Bubble-Doc에 요청하게 되면 GFS 

Manager는 구동되고 있는 여러 인스턴스에 

해 구별하기 한 인스턴스 ID, Time Stamp, 

Hash Data 정보를 원본 일과 함께 GFS 

역에 장 후 일 사본을 생성하여 사용자 인

스턴스의 Bubble Storage에 장한다. 그 후 

Bubble-Doc은 두 일간의 차이값을 비교  

별하는 diff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GFS 역

의 자 문서와 사용자 인스턴스 가상화 스토

리지 역에 장되어있는 일 바이 리 해시

정보를 비교하고, 보호되어야하는 문서에 한 

/변조가 감지되었을 경우 사용자 역의 

Bubble Storage가 회수되어 해당 인스턴스의 

사용자는 더 이상 해당 문서를 볼 수 없게 된

다. 이는 악성 행 가 탐지된 사용자 인스턴스

에 한 기존의 일 근 거부 응 방식에서 

더 나아가 악성 행 자가 자 문서에 해 /

변조하려는 일이 장되어있는 가상화 스토

리지를 회수함으로써 인스턴스 사용자에게 

자 문서가 삭제됨과 같은 효과를 주어 한층 더 

극 인 응 방식의 보안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 다.

3.2 GFS(Gravity Free Storage) 기술

[그림 1]의 GFS(Gravity Free Storage) 기

술은 사용자에 의해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 인된 디지털 문서를 보호하기 한 스

토리지이다.  역에는 보호 요청된 원본 

일과 일 소유자 인스턴스의 ID  무결성을 

입증하기 한 Hash 값과 일 보호 요청된 시

각이 함께 장된다. 이 역은 인된 디지털 

문서의 원본 일과 사용자 인스턴스의 Bubble 

Storage 역의 디지털 문서를 비교하여 일

이 /변조되었음을 신속하게 악하는 기 으

로 사용되며, 악성 행  탐지 시 Bubble 

Storage 회수와 동시에 악성 행 가 탐지된 인

스턴스 사용자의 가상메모리 역을 일로 덤

하여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추출 된 인스턴

스 운 체제의 상세 활동 로그정보를 데이터베

이스에 기록한다.

IV.  Bubble-Doc 임워크 성 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된 Bubble-Doc 임워

크의 문서 /변조 행  탐지 속도  정확성에 

한 성능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해 오 스택

[11]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평가하 다.

4.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임워크의 성능을 평

가하기 해 클라우드 랫폼 오 소스 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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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인 오 스택 환경을 구축하여 실험하 다. 클

라우드 랫폼이 구동되는 호스트머신과 디지

털 자료 /변조와 같은 악성 행 가 이루어지

는 가상머신의 운 체제는 Windows 7 SP1 

64bit를 사용하 다. 가상 스토리지 지원을 

한 물리 스토리지는 HDD 2TB를 사용하 다. 

4.2 악성 행  탐지 속도  정확성 평가

클라우드 가상화 환경에서의 인된 자 문

서에 한 /변조 행 에 해 악성 행  탐지 

속도  정확성에 한 성능을 측정하기 해 

오 스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실험을 진

행하 다. 사용자 인스턴스가 Bubble-Doc 

임워크에 일 /변조에 한 보안을 요청한 

일에 하여 원본 일을 GFS 역에 장

하고 Bubble Storage 역에 사본을 생성시킨 

후 일을 변조시켜 Bubble-Doc 임워크에

서 이를 탐지하고 사용자 인스턴스의 Bubble 

Storage를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

다. 

[그림 2] 일 크기 별 데이터 /변조 탐지 

소요 시간

성능 평가에 한 실험결과는 [그림 2]와 같

다. 클라우드 랫폼에서 3 의 가상머신을 구

동시킨 후 1024kb 크기를 갖는 문서에 하여 

일 /변조 행 를 가하여 탐지해 본 결과, 

Bubble Storage 역의 /변조 행 를 탐지하

는데 37ms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추가 으로 

102,400kb의 크기를 갖는 자 문서 일의 

경우 데이터 변조부터 탐지까지 약 3,706ms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수의 

가상머신이 구동되는 클라우드 랫폼에서 문

서 디지털 문서의 /변조 행 를 효과 으로 

탐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랫폼에 사용하는 

가상화 기술의 특징을 활용하여 호스트 운 체

제 벨에서의 가상머신 내부에 장되는 인 

된 문서의 /변조를 탐지 할 수 있는 임워

크를 제안하 다. 제안한 Bubble-Doc 임워

크는 인된 자 문서 /변조 행 에 한 탐

지 속도  정확성에 한 성능 평가 실험을 

통해 신속한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

다. 기존 연구와 오버헤드 성능 에서 비교

하 을 때, 메모리 모니터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버헤드 없이 효율 인 탐지가 가능하 으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근 제어를 사용한 /

변조 방식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보안성을 제

공한다. 따라서 Bubble Doc 임워크는 인

된 자 문서에 한 무결성을 보장하며, 일 

/변조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빠른 원인 

악  처가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원본 일

에 한 가용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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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환경에서 ECDH 공개키를 이용한 디바이스 인증 및 키 설정 프로토콜

이종훈, 한상우, 박창섭 | 단국대학교

좌장: 민병길 (국가보안연구소)

향설1관 205호 발표 논문

융합 및 산업 

보안

(C-2)

내적 암호를 이용한 안전한 전기 요금 과금 방법

임종혁, 윤예진, 이문규 | 인하대학교

스마트시티 보안위협 및 대응방안 분석

송지현, 태진희,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국내·외 원전 I&C 시스템 사이버보안 규제지침의 기술적 보안조치 항목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연구

송진우, 이가영, 홍기섭,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스마트팩토리 보안위협 및 대응방안 연구

김슬기, 서승민, 박새얀,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좌장: 서정택 교수 (순천향대학교)

향설1관 204호 발표 논문

BIG DATA 및 

인공지능 보안

(C-3)

실시간 내부자 위협 탐지 시스템을 위한 로그 수집 및 분석 연구

강기태, 하동욱, 신종호, 류연승 | 명지대학교

양방향 LSTM과 Word2Vec기반 악성코드 분류

윤태욱, 박찬수, 황태규, 최준희, 김성권 | 중앙대학교

딥러닝 기반 악성코드 분류 기법 분석

이동근, 김민겸,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학습 기반 비정상 행위 탐지 연구의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난관들에 대한 정리

이하윤, 서지원, 안선우, 이영한, 백윤흥 | 서울대학교

좌장: 이화민 교수(순천향대학교)

향설1관 203호 발표 논문

개인 정보보호 및 

ID 관리

(C-4)

전자 암호 화폐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동향

김승리, 김지혜, 오현옥, 이승화 | 한양대학교, 국민대학교

바이트코드 수정을 통한 안드로이드 앱의개인정보 접근권한 개별 제어 기법

백현준, 하동수, 오희국 | 한양대학교

차세대 IT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익명 인증서 관리 방안

최석준, 곽진 | 아주대학교

지능형 CCTV 환경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유사도 기반 가상얼굴 생성기법

이동혁, 박남제 | 제주대학교

좌장: 이경률 교수(순천향대학교)

세션 C



향설1관 202호 발표 논문

정보보호표준 및 

평가/인증

(C-5)

기반시설 ICS IT보안솔루션 적용표준에 관한 연구

전낙신, 윤지원 | 고려대학교

계층분석기법(AHP)을 활용한 중․소형 공공기관 정보보안 활동의 효과성 내재화 연구

강창식 | 고려대학교

SOFA-B로 본 바이오 인증 안전도 테스트 분석연구

김지혜, 사경진,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의료기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필요성에 대한 연구

황동현, 문병우,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좌장: 최  창 교수(조선대학교)

향설1관 225호 발표 논문

정보보호 

정책/법/제도

(C-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지환, 이상근, 정우진,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생체정보에 대한 개념 정립과 생체정보에 대한 개정(안) 제시

장원영, 최동준, 김슬기,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규모 산정과 사이버보험시장으로의 적용

서준우, 박무성, 이경호 | 고려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IoT 제품 및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안성 유지관리 체계 개선방안

이동혁, 박남제 | 제주대학교

좌장: 유일선 교수(순천향대학교)

향설1관 224호 발표 논문

여성과학자

(C-7)

특강 : 4차 산업혁명에서의 여성과학자의 나아갈 길

정윤경 교수 | 성균관대학교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윈도우 포렌식 도구 설계 및 개발

전시영, 윤새정, 송혜원, 전현선, 맹소윤, 조은비, 한송희, 최은정 | 서울여자대학교

Bubble-Doc: 가상화 스토리지를 활용한 문서 위/변조 보안 프레임워크

전우진, 홍도원, 박기웅 | 세종대학교, 공주대학교

효율적인  Quadratic Projection 기반 홍채 인식: Dual QML을 적용한 홍채 인식 방법

권태연, 노건태, 정익래 | 고려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대학교

좌장: 오수현 교수 (호서대학교)



6월 22일(목) 14:30-15:50 

 좌장 : 유일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세션 번호 발표 논문

포스터

세션Ⅰ

1
국방분야 정보보호 인력양성제안

임재원, 박재현, 전승훈, 김동설, 강근철 | 동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세종대학교, 시큐아이, KITRI

2
Io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한 해킹 시나리오

황주현 | 서울디지텍고등학교

3
드론을 이용한 취약한 IoT 환경의 위협 및 대응 방안 분석

고주성, 최광훈, 김재훈 | 아주대학교

4
Application of Cloud Computing as a Solution to AR Applied Military Cyber Operation Problem

HunminLee,  Hyojung Kim, Jungho Kang | 육군사관학교

5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식별 동향

허아라, 류연승, 황승배 | 명지대학교

6
격자 기반 암호의 동향 분석

이지은, 김준섭, 김기문, 박해룡 | KISA

7
보안점검항목을통한개선된육군사용자보안진단도구 

박세훈, 김재홍, 김지원 | 육군사관학교

8
보안 기능을 가진 USB 모듈 제안

이진혁, 신노을,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9
경량 블록암호 현황 및 국제 표준화 동향 분석

김도원, 김인섭, 박해룡 | KISA

10

A Secure Adaptive Forwarding Approach for Name Data Networking

Zeinab Rezaeifar, Ubaidullah, Fathi  Karim, Ginoumoua Xaivue, Sami Ullah, Heekuck Oh | 

한양대학교

11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시간 제약 취합키 암호 시스템

정윤송, 이영경, 이동훈 | 고려대학교

12
Keyless Entry System 에 대한 사이버 공격 동향 연구

주경호, 이동훈 | 고려대학교

13
브로드캐스트 암호 응용기법 연구 동향

김준식, 이동훈 | 고려대학교

14
Themida의 코드 가상화 분석에 대한 연구

이재휘, 이상진 | 고려대학교

15
커넥티드 카 시스템에서의 보안위협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우재연, 신정민,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16
안전한 IoT 을 위한 CoAP기반 그룹 지향 DTLS 핸드셰이크

정연성, 조정모, 박창섭 | 단국대학교

17
위협 모델링을 이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분석

최원빈, 김승주 | 고려대학교

18
랜섬웨어 최신동향분석

김원석, 손민우, 이상범, 이상익, 이종혁, 조재형, 김종성 | 국민대학교

19
유사도 분석을 이용한 바이너리 패커 식별 방법

김영철, 조은선 | 충남대학교

20
안전한 IoT 환경을 위한 스마트카드 기반 인증 기법

우시재, 곽진 | 아주대학교

21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랜섬웨어 방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안 연구

박인규, 최슬기, 곽진 | 아주대학교

22
이중진자의 카오스적 성질을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 설계

최이탁, 이강, 김민진, 변두원, 이호현 | 폴수학학교

포스터 세션Ⅰ



세션 번호 발표 논문

포스터

세션Ⅰ

23
Mac OS 포렌식 도구 분석

전용진, 박은후, 김도연, 이제원, 이예슬, 강세림, 김종성 | 국민대학교

24
보안 취약점 검증 지원 기술동향 및  발전방향

장희진, 김현숙, 김진국, 정승훈, 김희동 | 국방과학연구소

25
가상키보드에 대한 스크린 키로거 구현 및 그 대응방안

조진우, 양환석, 이병천 | 중부대학교

26
해킹기법 스누핑, 스니핑, 스푸핑의 최신동향분석

장서연, 조병현, 이윤진, 서명환, 이승연, 최건희, 김지훈, 김종성 |  국민대학교

27
NAS 취약점 및 보안 대응방안

조재일, 이지환, 송누리,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28
잊혀질 권리 입법에 관한 고찰

김희중, 조재일, 최인식,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29
드론 활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법 개정(안)  연구

오인수, 김진철, 박소영,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30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쟁점사항 및 개선방안

사경진, 김지혜,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31
다양한 패킹분석 도구에 기반한 종합 패커 식별도구

김가윤, 정현지, 이수연, 이석수, 조은선 | 충남대학교

32
문서작업 프로그램 위장 RAT 악성코드 분석

장성욱, 이민희, 김예준, 장지나,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33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매트릭스 랜섬웨어 분석 및 비교

장지나, 이민희, 장성욱, 김예준,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34
포털 사이트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기법 분석 및 대응방안

이민희, 이세빈, 장성욱, 장지나,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3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제시

이민희, 박인혁, 이재경,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36
불법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악의적인 행위 분석

김예준,장성욱,이민희,장지나,염흥열|순천향대학교 

37
음성 기반 CAPTCHA 공격과 대응 방안

이유정,김예준,이재경,서정택|순천향대학교 

38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안침해사고처리규정 가이드라인 제안

정건우, 김도환, 안민태.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39
망분리 환경에서 정보보호 강화방안

손유승, 김영권, 고승철 | 국세청, 수원대학교

40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내 암호화 모듈의 원문 탈취에 대한 연구

안진웅, 강성은, 하상민, 정수환 | 숭실대학교

41
Security Protocol for F-PMIPv6의 보안성 분석

권순현, 김지윤, 안효범, 유일선 | 순천향대학교

42
무선 산업 센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

권성문, 손태식 | 아주대학교

43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보안

김명종, 손태식 | 아주대학교

44
NIST PQC 표준화 프로젝트에 대한 동향 분석

김준섭, 이지은, 김기문, 박해룡 | KISA

45
이더리움을 이용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안티 바이러스 모델

김광훈,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46
비트코인 기술과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정재한, 손태식 | 아주대학교

47
보안 디스크 취약점 분석: A사 제품을 기반으로

김명수, 오인수, 이경률, 임강빈 | 순천향대학교

48
산업제어시스템에서 역추적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박근호, 손태식 | 아주대학교



6월 23일(금) 13:30-14:30

 좌장: 이경률 교수(순천향대학교)

세션 번호 발표 논문

포스터

세션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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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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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범, 이동훈 | 고려대학교

6
사회공학적 기법과 결합된 파밍 악성코드 분석 및 대응방안
이지오, 이세빈,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7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안정성 확보방안 연구
양준호, 김애솔, 정재민,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8
LTE 기반 철도 무선통신시스템 보안위협 분석: 공격 가능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방안 연구
이상근, 심현우, 최동준, 강기완,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9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심현우, 서승민, 김보성,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10
IoT환경에서의 악성코드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김애솔, 양정인, 양준호,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11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사용자 영역에서의 보안기술 분류 및 분석
안영호, 오인수, 이경률, 이선영, 임강빈 | 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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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산 | 고려대학교

13
VxWorks 펌웨어 정적분석을 위한 Symbol Table 기반 Base  Address 탐지기법
김동규, 김지민, 지청민, 홍만표 | 아주대학교

14
물리적 망분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에 관한 연구
오승렬, 강효수, 박설하, 송태길 | 한국원자력연구원

15
불분명한 취득 경위로 얻게 된 개인정보 누설 관련 법률 개정안 제시
이유빈, 박새얀, 김예준,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16
사망한자의 개인정보 악용사례 및 관련 법률 개정(안) 연구
류기백, 송진우, 이경민,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17
NoSQL Injection 공격 탐지 기법 연구
이지섭, 김승주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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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이용석 | 고려대학교

19
래티스 기반 키 교환 프로토콜의 비교
안형철, 최락용, 이지은, 김광조 | KAIST

20
위치 기반 기술의 분석 및 비교
이현구, 신지선 | 세종대학교

21
Security Threat Analysis for Smartphone  Applications
양재원, 곽진 |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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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ignature with Public Parameter from Quantum Symmetric 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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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성, 이종명, 민경윤,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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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기를 악용한 DDoS 공격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조정석, 고주성, 이은주, 곽진 |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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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이버 정보 수집 역량 개념탐색
한규석, 윤지원 | 고려대학교

27
형태 보존 암호 알고리즘 구현에 관한 연구
장호철, 김기현, 하재철 | 호서대학교, NNSP

28
WEKA를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분류분석 자동화 도구 개발
박승수, 이만희 |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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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재암호화키 공유를 이용한 원격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
노시완, 김현우, 이경현 |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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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와 OWASP 리스크 측정 방법론을 통한 군 리스크 측정 모델
김경민, 박무성, 이경호 | 고려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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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증거수사 및 증거확보를 위한 법률안 연구
김현태, 장성욱,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32
취약점 신고포상제(Bug Bounty)와 국내정보보호법과의 관계 연구
김경곤, 이종형, 권헌영, 김휘강 | 고려대학교

33
H.264 선택적 암호화의 임계값에 대한 실험적 분석
김영은, 홍지형, 김윤정 | 서울여자대학교

34
원격운전 신재생 발전설비 보안취약점 개선 :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중점으로
양승화, 김휘강 | 고려대학교

35
사물인터넷 기기의 경량암호 적용을 위한 성능 평가
차승주, 천은지, 최은정 | 서울여자대학교

36
스마트시티 환경에서의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대한 법적 해석 및  개정(안) 제시
임홍택, 김동현, 이가영,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37
악의적인 이용자를 방지하기 위한 위치정보법의 개정(안) 제안
황정욱, 이유정, 탁현주, 서정택 | 순천향대학교

38
무선 공유기 펌웨어 업데이트 취약점 공격 시나리오
이재헌, 고용호, 김창훈, 송유정, 유일선 | 순천향대학교

39
랜섬웨어 최신 동향 분석
김지원, 최효경, 최은정 | 서울여자대학교

40
웹 스토리지 보안 취약점 및 대응 방안 연구
정은선, 정태영, 박준용, 김명수, 임강빈 | 순천향대학교

41
비트코인 익명성 강화에 관한 연구
김승민, 이지혜, 김윤정 | 서울여자대학교

42
증강현실 환경의 보안고려사항에 대한 연구
김혁순, 하진성, 이영숙 | 호원대학교

43
블록체인 국제 표준화 분석 및 시사점
김미연, 박근덕, 염흥열 | 순천향대학교

44
안전한 스마트 홈 환경을 위한 KSI 기반 인증관리 및 통신에 관한 연구
라경진, 이임영 | 순천향대학교

45
IoT 환경을 위한 Lattice 기반의 경량화된 3PAKE 기법
이대휘, 이임영 | 순천향대학교

46
ENF를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박세진, 윤지원 | 고려대학교

47
HIGHT 암호의 최적화된 차분 경로 자동 탐색 알고리즘
김서진, 이호창, 강형철, 홍득조, 성재철, 홍석희 |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48
SMOTE를 활용한 신용 데이터 불균형에 대한 대출 심사 성능 실험
박소희, 최대선 | 공주대학교

49
원거리에서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김승민, 김선영 |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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