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코드분석및대응을위한 워크샵

일시 2011년 11월 3일(목) 10:00~18:00

장소 섬유센터(서울 삼성동) 11층

주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관 한국정보보호학회 그린 IT 융합보안연구회

초대의

프로그램

위치안내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섬유센터 11층)

※ 사전등록은 2011년 11월 1(화)까지 받습니다.

등록방법

[사전 등록]
- 학회 홈페이지(www.kiisc.or.kr)접속 4.학술행사 국내학술대회 사전등록 바로가

기 클릭, 등록정보 작성 후 결제방법을 선택하시어 결제
- 계산서는 행사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생의 경우 kiisc2@live.co.kr로 학생증 사본 송부
- 계좌번호: 국민은행 754-01-0008-146 (예금주: 한국정보보호학회)
- 신용카드 결제시 계산서 발행 불가

[현장 등록]
-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분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생의 경우 학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담당자: 한국정보보호학회 / 정유진
전당화: 02) 564-9333~4
F A X: 02) 564-9226
이메일: kiisc2@live.co.kr
주소: 135-71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B/D Ⅲ 909호

워크샵 행사 종료 후 사전 등록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갤럭시 탭(2개), SSD(128G)(2개),
아이팟 셔플(5개)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출구에서 150m 거리
●간선버스 : 146, 333, 341, 360, 740
●지선버스 : 3411, 4434
●순환버스 : 41

갤럭시 탭
(2개)

SSD (128G)
(2개)

아이팟 셔플
(5개)

섬유센터

악성코드가매년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운데, 새로운악성코드의출현과함께실행압축

기술과코드난독화를이용한변종역시큰몫을차지하고있습니다. 

최초 코드 난독화의 목적은 역공학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이었지만 이를 역이용하는 악성코드

의 증가로 인해 안티바이러스 제품의 탐지를 어렵게 하고, 분석 및 대응이 지연됨에 따라 피

해가급격히늘고있는추세로, 이에대비하기위한대응기술이요구되고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난독화에 대한 전체적인 동향 및 기술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학계, 연구소,

정보보안업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많은

분들의참여를부탁드리고자합니다.

일반 학생

사전등록 80,000원 40,000원

현장등록 100,000원 50,000원

등록안내

사회 시간 프로그램제목 강사 소속

10:00~10:30 등록

안효범
(공주대) 10:30~11:20 악성코드최신동향 : 그들의전략,

Malware Trend ; Enemy’s Strategy 임채호교수
KAIST

사이버보안
연구센터

개회식

이임
(순천향대) 11:30~12:30

개회사 : 조직위원장원동호명예회장
환 사 :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강석열소장
축 사 : 한국정보보호학회박창섭수석부회장
초청강연 : 안철수연구소김홍선사장

12:30~13:30 중식

세션Ⅰ: 난독화기법의명암

이동훈
(고려대)

13:30~14:00 실행압축코드무력화알고리즘연구 문종섭교수 고려대

14:00~14:30 지능형악성코드제작기법 지현석 파도콘

14:30~15:00 악성코드유포에활용되는난독화기법분석 이민섭대리 NHN

15:00~15:20 휴식

세션Ⅱ: 악성코드분석과난독화

박창섭
(단국대)

15:20~15:50 Reverse engineering vs. Obfuscation 최원혁대표 누리랩

15:50~16:20 난독화코드분석기술동향 최석우박사 NSRI

16:20~16:50 자가코드기반의중요프로그램보호기법 김형종교수 서울여대

16:50~17:10 폐회및경품추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