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보안,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및 한국포렌식학회 2021 하계 공동학술대회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과 산업기술 등에 대한 기술보호주의를 강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보안방법과 비대면 보안사고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기술,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와 한국포렌식학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1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연구자분들의 참여를 통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폭넓은 정보화 학술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주제
- 포스트 코로나시대 다차원적인 산업보안
-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포렌식

제출 기한 및 방법
- 논문 및 발표영상 제출기한 : 2021년 8월 8일(일)
* 첨부파일의 "21춘계 논문양식_국문" 서식 다운로드 후, Abstract 페이퍼를 작성하여 학회 공식 메일에 기한 내 제출
* .avi, .mp4 등 5~10분 내외의 동영상 파일을 학회 공식 메일에 기한 내 제출

- 제출방법: 학술대회 서식 논문(hwp)과 발표 영상(5분∼10분 이내) 제출
- 제출처(학회 공식 메일) : gotothekais@naver.com

행사 일시 및 진행방식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
- 오프라인 : 2021년 8월 19일(목) 14:00 ~
* 장소는 추후 학회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온라인 : 2021년 8월 19일(목) 14:00 ~ 2021년 8월 21일(토) 17:00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 예정 (링크는 향후 공개)

(오프라인)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00 – 14:10 (10)

[개회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장항배 회장

14:10 – 14:20 (10)

[개회사] 한국포렌식학회 김영대 회장

14:30 – 17:30 (180)

1. 초청강연
2. 우수 학술논문 발표
3. 우수논문 시상식

전 일정

4. 온라인 학술영상 및 보안교육 영상

- 상세 프로그램 등록자 대상 별도 안내

학술대회 조직위원
공동학술 및 조직위원장

강구민(성균관대), 김양훈(신한대)
박원형(상명대), 이환수(단국대), 김도우(경남대),
김다은(상지대),이일구(성신여대), 이용준(극동대)

조직 및 학술위원

시상 및 특전
- 우수논문 상장 및 소정의 상품 시상
- 학술대회 종료 시까지(21일 17시) YouTube의 시청이 활발한 동영상의 발표자에게 인기 발표상 추가 수여

등록비 및 문의
- 등록비: 일반 10만원, 학생 5만원
- 학술대회 관련 등록 및 기타 문의: gototheka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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