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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정부기념일) 개최(안)

<’21.7.12.(월), 정보보호기획과>

◇ 비대면 사회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全국민에게 알리고, 사회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정보보호의 날’ 행사 추진

* 법적근거 :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을「정보보호의날」로 지정(대통령령, ‘12.10월)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21. 7. 14.(수), 14:00~15:00 / 비대면 진행

ㅇ 주최/주관: 과기정통부ㆍ행안부ㆍ국정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산업협회

ㅇ 주요내용 : 대통령 서면축사,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 축하 세레모니 등

ㅇ 행사주제 : K-사이버방역을 통한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

□ 추진 방향

① ’K-사이버방역‘ 정책 홍보, 랜섬웨어 대응 관련 전국민 인식 제고 

등 현안 이슈와 정보보호 발전 방향 논의

② 정부·산·학·연,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행사 연계 및 비대면 

사회에서의 사이버보안 이슈 논의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③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전면 온라인 실시

□ 세부일정

시간 세부 내용 비고

기념식

14:00∼14:05 5’  o 개회 선언 사회자
14:05∼14:10 5’  o 대통령님 서면 축사 장관님
14:10~14:18 8’  o 축사 국회의원
14:18~14:23 5’  o 홍보 영상 상영 -
14:23~14:28 5’  o 축하 세레모니 -

14:28∼14:40 12’
 o 정보보호 유공자 포상*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표 3명, 국표 4명 등

-

14:40~14:50 10’  o 수상자 소감 -

14:50∼15:00 10’  o 폐회선언 -

※ 대통령서면축사, 국회의원축사등기념식행사는사전녹화된영상을송출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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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ㅇ (목적)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보호기술 동향 파악 및 신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보호 이슈ㆍ동향 공유

ㅇ (일시ㆍ장소) ‘21년 7월 14일(수) 15:30~19:00, 비대면 진행

※ 온라인 영상 플랫폼(줌)을 통해 진행하고 과기정통부 SNS 채널(유투브,

네이버TV 등) 및 정보보호의 날 홈페이지(https://secuday.kr)로 실시간 중계

ㅇ (프로그램구성) 3개 트랙, 6개 세션, 발표자 18명, 기조연설 3명

□ 프로그램 구성

시간 내용

13:00~13:20 기조연설(1) 
[Cybersecurity Within the Context of Foreign Policy]
美 CISA Eric Goldstein 사이버보안실장 (차관보급)

13:20~13:40 기조연설(2) 
[글로벌 사이버 안보 시대를 위한 제언: 정보보호의 날 행사의 미래]
한국정보보호학회 류재철 회장

13:40~14:00 기조연설(3) 
[VPN 취약점을 통한 내부 침투]
스틸리언 박찬암 대표

14:00~15:00 제10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15:30~19:00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구분 Track A Track B Track C

주제 보안패러다임의 확대 정부 세션 보안 위협 이슈

15:30~16:00
비대면 환경에 대한

보안 고려 방안
맥아피코리아 황민주 대표

스마트시티 사이버위협
동향과 대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민병길 실장

The era of double extortion
ransomwares

Paloalto Networks
Vicky Ray, Principal Researcher

16:00~16:30
클라우드의 확산과 보안체계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성재모 CISO

세종시 스마트시티 구축 및 
보안 유의사항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
이선영 주무관

2021 랜섬웨어 침해현황 및 방어전략
이노티움 이형택 대표

16:30~17:00 5G환경의 자율주행과 보안
아우토크립트 심상규 CTO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취약점 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 최대진 부장

화면정보 유출방지 기술 동향
테르텐 유영일 대표

17:00~17:30 Break Time

주제 정보보호 트렌드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세션

17:30~18:00

Addressing Cybersecurity Risks
in Development

WBG(월드뱅크그룹)
Mark Williams, Practice Manager

디지털정부 추진방향 및 
사이버보안 정책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 이상민 과장

개인영상정보 보안 및 운영을 위한 
내부통제 방안

보라시스템즈 류기일 대표

18:00~18:30

Enhancing the digital security
of products

OECD Division for Digital Economy Policy
Ghislain de SALINS, Policy Analyst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신대식 과장

다크웹 내 사이버 범죄 동향
S2W LAB 오재학 수석연구원

18:30~19:00 정보보호 트렌드 변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근 단장

디지털 전환 시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최경진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