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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으로� 완성되는 Cyber Secure Smart City,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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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기술들이� 융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킬� 스마트시티�(�S�m�a�r�t� �C�i�t�y�)� 조성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영남이공대학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안전한� 스마트시티� 대구’를� 위한� 

최신� 정보보안� 기술� 및� 사례� 소개�,� 정보보안� 업체�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실� 수� 있는� 자리인� 

‘제�5회� 대구� 사이버보안� 컨퍼런스’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행사는�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전시회인�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와� 동시� 개최함으로써� � 

일반시민들에게�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I�C�T기업들이� 사이버보안� 분야� 비즈니스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서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8. 09� �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09:30~10:20
 

10:20~10:50

10:50~11:00

11:00~11:40

11:40~13:00

13:00~13:30

13:30~14:00

14:3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세션_C [320A호]

대경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4차 산업혁명

• _ 블록체인 개요

• _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 _ 암호화와 블록체인

• _ 블록체인의 미래와 활용방안

세션_D [320A호]

대학정보보호동아리 연합회(영남권역)

New Rootkit

[경일대 K-Hackers, 최성호]

암호화폐 Malware 분석

[영남이공대 YESS, 오헌태]

Can I hack your drone?

[대구가톨릭대 i-Keeper, 김동훈]

CyberGYM-침해사고분석

[영남이공대 YESS, 유선동]

세션_A [306호]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생활 보안

진행 : 변태영교수(대구가톨릭대)

IoT기반 스마트시티 보안 및 인증

[KISA IoT융합보안팀장 박창열]

공공부문 클라우드 현황과 도입사례

[NIA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장 김은주 박사]

스마트시티에서의 개인영상정보보안기술

[㈜우경정보기술 이사 장연태]

세션_B [306호]

융.복합 보안 방안  진행 : 정기현교수(경일대)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시티 적용방안

[KISA R&D센터장 강필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원전 사이버보안 구축사례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총괄팀장 강현정]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구축사례

[KERIS 교육사이버안전부 선임 김동우]

스마트시티 R&D 실증도시 사업 소개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 교수 김현덕]

등록 [사전신청 확인, 자료집, 식권 배부]

                            기조강연    “4차산업혁명시대의 융합보안 방향” 

                                                  -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보안전략 -            

                                                  경북지방우정청장 송정수[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   

휴식 및 준비

                                개회사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환영사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축사     대구광역시 교육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점심시간 및 전시관람

휴식 및 전시관람 [1층 전시장 Hall_1 & Hall_2, Cyber Security Zone]

폐회 및 참석자 기념품 추첨 [306호]

PROGRAM

*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및 안내
                                                    
                본 행사는 무료이며, 사전 등록자 중 선착순 300명에 한해서 

                중식과 기념품을 제공 합니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보안기업 제품전시회는 1층 엑스포행사 전시관 [Hall_1 & Hall_2]에 

                Cyber Security Zone을 별도 운영합니다.  
 

                주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http://dsec.ync.ac.kr (09.01. 09:00 ~ 09.10. 18:00)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과 홈페이지                                          secure.ync.ac.kr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www.kisa.or.kr
 
              DSEC 운영사무국[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 053-650-9710
                KISA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 053-957-4162

온라인 사전등록
 

안내 

 
문의

                

DSEC 2018 
추진위원회

                                                    
                김정삼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강동석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본부장], 김은중 [대구경북정보보안전문가협회장]

                김창현 [KISA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장], 박윤하 [대경ICT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이두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보호본부장],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장재호 [대구경북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단장]   
 

                김대영 [우경정보기술 부장], 박민우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선임연구원], 

                신정호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문경민 [KUCIS 영남권역 운영진, 영남이공대학교 사이버보안과] 

위원장
 

프로그램 위원

 

 
프로그램 실무위원 

행사장 위치
                                                    
                                       3층[306호, 320A호],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http://www.exco.co.kr/kor/exco/exco_11.html

장소  
 

 찾아오시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