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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드롭박스 포렌식 데이터획득 기법 D4 디지털포렌식 김은진, 황현욱, 손기욱 (NSR)

98 윈도우 아티팩트 생성 추적 방안 D4 디지털포렌식 구신우(서울여자대), 이건우(고려대), 이세영(경북대), 이충호(한세사이버보안고), 정희태(조선대)

32 WBAN 환경에서의 안전한 1라운드 인증 프로토콜 E1 네트워크 보안 최재현, 오상윤, 탁금지, 정익래(고려대), 변진욱(평택대)

34 FANET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Proxy Signature 기법 E1 네트워크 보안 오상윤, 정익래(고려대)

35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를 대상으로 한 퍼즈테스팅의 평가 E1 네트워크 보안 위성일, 김현태, 이현주, 손수엘 (KAIST)

81 Newhope의 키 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Apon 등의 프로토콜 강화 E1 네트워크 보안 홍동연, 최락용, 김광조 (KAIST)

96 랜덤 메모리 할당을 이용한 향상된 스택 메모리 보호 기법 E2 시스템 보안 진홍주, 박문찬, 이동훈 (고려대)

121 Research trends of Defense about Kernel Software E2 시스템 보안 채수민, 진홍주, 이동훈 (고려대)

152 Chrome Extension을 활용한 로그인 평문전송 탐지 및 차단 툴 개발 E2 시스템 보안 박수진(순천향대), 강동혁, 최영근, 손영락, 이장우(가톨릭대)

177 자체 수정 코드 및 분석 기술 동향 E2 시스템 보안 류승호, 오희국 (한양대)

95 서버리스 플랫폼에서의 정확한 요금 산정을 위한 초 저지연 리소스 미터링 모듈 E3 시스템 보안 최상훈, 이병용, 박건호, 박기웅 (세종대)

10 Intel Processor Trace를 활용한 가상머신 수행 흐름 무결성에 관한 연구 E3 시스템 보안 서지원, 방인영, 백윤흥 (서울대)

46 Binary Diffing: An Empirical Analysis and Enhancements E3 시스템 보안 UllahSami, 오희국 (한양대)

83 가상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트레이스 추출 방안에 대한 연구 E3 시스템 보안 방인영, 서지원, 백윤흥 (서울대)

126 하드웨어 암호IP 테스트를 위한 SoC보드상에서의 AMBA AXI환경 구축 E4 HW/컴퓨터구조기반 이진재, 지장현, 박종욱, 김호원 (부산대)

131 TEE 기반의 Intel SGX 취약점 연구 동향 E4 HW/컴퓨터구조기반 김경호, 권용빈, 김현지, 김현준, 서화정 (한성대)

155 공인인증서 유출 방지를 위한 Intel SGX 기반 관리 방안 연구 E4 HW/컴퓨터구조기반 배재건, 공성현, 이창훈 (서울과학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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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로컬 원데이 메시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차량 평판 시스템 설계 F3 블록체인 이수진, 서승현 (한양대)

116 블록체인 기반 DO-ABE를 이용한 커넥티드 카 데이터 공유 기법 F3 블록체인 정병규, 김혜빈, 신상욱 (부경대)

139 블록체인을 활용한 종량제 봉투 실명제 제안 F3 블록체인 심민주, 권용빈, 엄시우, 윤재웅, 임현빈, 서화정 (한성대)

16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보안 기법 연구: 온라인 현금자산 보안을 중심으로 F4 금융 보안 박용현(KITRI), 조민주(동국대), 김남형(순천향대), 정재영(한양대), 이경민(동국대), 이준범(대구가톨릭대), 김홍진(LG CNS)

68 QR코드와 추가인증서를 이용하는 간편결제 웹서비스 F4 금융 보안 윤정민, 박종훈, 권혁민, 마민기, 이병천 (중부대)

123 A Survey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4 금융 보안 OpareEdwin Ayisi, 김광조 (KAIST)

61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암호화폐 동향 분석 F4 금융 보안 임세진, 김현지, 서화정 (한성대)

119 블록체인을 활용한 관광 분석 시스템 제안 P1 블록체인 장경배, 최승주, 권혁동, 김경호, 서화정(한성대)

11 블록체인을 이용한 호스트기반 악성코드 침입탐지 관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P1 블록체인 최용철, 이덕규 (서원대)

140 블록체인 기반 릴라제로 분산 학습 기법 P1 블록체인 박승윤, 오희국 (한양대)

142 A Brief Discussion of Federated Learning and Blockchain P1 블록체인 RahmadikaSandi (부경대)

47 매직키 획득을 위한 펌웨어 분석 P1 해킹 및 취약점 분석 임한울, 김현욱, 윤주범 (세종대)

122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한 스마트 스피커 및 NAS 로그 분석 P1 해킹 및 취약점 분석 신수민, 박세준, 강수진, 조승기, 이예솔, 김기윤, 김종성 (국민대)

7 디지털 복합기 RAW 9100 포트의 위험성 연구 P1 해킹 및 취약점 분석 김준태(선린인터넷고), 박소영(경기대), 윤지인(BOB), , 윤형준(국민대), 이용우(연세대), 지한별, 박의성(라온화이트햇), 김홍진(LG CNS)

105 임베디드 시스템 펌웨어 취약점 퍼저 분석 P1 해킹 및 취약점 분석 김현욱, 이규원, 김원철, 윤주범 (세종대)

138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의 파일리스 공격 기법 조사 P1 해킹 및 취약점 분석 이경호, 김기범 (ETRI)

77 국내 APT 및 기업 보안 사고에 대한 고찰 P1 해킹 및 취약점 분석 이창엽(창원경일고), 이진우(대구대), 이정훈(인제대), 노무승(창원중앙고), 박현상(무안중) 

107 네트워크 퍼저를 이용한 FTP 서버의 취약점 분석 P1 해킹 및 취약점 분석 최인호, 윤정준, 윤주범(세종대)

12 차량 위협 모델과 보안 정책 P1 해킹 및 취약점 분석 고동의(안동 경일고), 박상우(대구 달성고)

14 White-Box Cryptography의 사용 동향과 취약점에 관한 조사 연구 P2 암호이론 박예찬(한양대)

88 암호 키관리 상호운용 프로토콜(KMIP)과 암호 키관리 솔루션(KMS) 동향 조사 P2 암호이론 김도원, 최은영, 박해룡(KISA)

102 안전한 바이오인증을 위한 함수 암호 구현 연구 동향 P2 암호이론 전성연, 임종혁, 이문규(인하대)

125 해시 기반 서명 기법을 이용한 티켓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P2 암호이론 지청민, 김지민, 홍만표 (아주대)

145 공동소유 환경을 제공하는새로운 ID 기반 프록시 재암호화 P2 암호이론 김원빈, 이임영 (순천향대)

80 OSINT 기반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 및 관리기술 연구 P2 기타 정보보호 관련분야 김민석, 강지훈 (디플랫폼)

141 학생회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PBFT 합의 기반의 회계 감사 시스템 아키텍처 P2 기타 정보보호 관련분야 김건오, 김민혁, 김선균, 이소연, 노시완, 이경현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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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익형 보안기술의 가치평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Valuation System of

Public Security Technology)
P2 정보보호 평가/인증 정우성, 장석은, 유연우(한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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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IoT 보안 안성규, 임혜림, 박기웅(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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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행위 기반의 지속인증을 위한 스마트폰 인증 연구 동향 분석 P3 모바일 보안 황은비, 박래현, 권태경(연세대)

87 P2P 네트워크 기반 악성코드 분석 생태계 구현 방법 P3 네트워크 보안 최지헌(아주대)

13 네트워크 모델링을 통한 구조적 문제 규명과 해결방안 P3 네트워크 보안 정이원, 허태겸(대구대)

18 허니팟을 활용한 캠퍼스 네트워크 공격 유형 분석 P3 네트워크 보안 오인영, 정지호(서원대), 김정태(ETRI), 강구홍(서원대)

173 시스코 IOS FunctionTrace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P3 네트워크 보안 조현우, 이소연, 이예은, 박광호, 박성진, 안건희(BoB)

115 Study on Privacy Preserving Machine Learning : Federated Learning P3 AI보안 MukarohAfifatul, RahmawatiPutri, 김호원(부산대)

84 머신러닝을 활용한 피싱사이트 탐지 방안 P3 AI보안 박우인, 김태호, 김경석(수원대)

2 위협 모델링을 통한 POS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분석 P4 시스템 보안 김민수(중앙대), 김대웅(서울과학기술대), 박건호(한국외국어대), 박신철(한성대), 이승재(동국대), 임지훈(한성대), 이상섭(삼성리서치)

55 PDF 악성 코드 탐지 방법과 발전에 관한 연구 P4 시스템 보안 이영한, 김요한, 하회리, 백윤흥(서울대)

144 대량 악성코드 자동화 분석 프레임워크 P4 시스템 보안 이성원, 전현규, 박기현, 윤종희(영남대)

166 Windows 10 Timeline을 이용한 사용자 행위 분석 P4 시스템 보안 현주연, 김재희(BoB)

170 인터넷 검열 및 ESNI를 통한 0-RTT 가능성 제시 P4 시스템 보안 윤재웅, 김경호, 서화정(한성대)

8 리눅스 오픈소스 바이너리 프로텍터 분석 P4 시스템 보안 문현준, 송준환, 윤주범(세종대)

54 시스템 호출 데이터를 활용한 비정상 행위 탐지 연구 P4 시스템 보안 김요한, 하회리, 김현준, 백윤흥(서울대)

57 Multi-Variant Execution Environment를 위한 데이터 난수화 기법 P4 시스템 보안 김현준, 황동일, 김지환, 백윤흥(서울대)

60 효율적인 Multi-Variant Execution Environment에 대한 연구 P4 시스템 보안 장지원, 김지환, 황동일, 신장섭, 백윤흥(서울대)

93 Power Delivery Chip 기반의 은닉 채널 P4 기타 정보보호 관련분야 정혜림, 안성규, 박기웅(세종대)

40 음향 신호를 이용한 은닉채널 동향 연구 P4 기타 정보보호 관련분야 이선우, 이동훈(고려대)

62 USBEE의 은닉 채널을 활용한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주파수 탐지 기술 제안 P4 기타 정보보호 관련분야 황태윤, 김서현, 한혜경, 윤지원(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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