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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인니 보안담당자 대상‘디지털 포렌식 웨비나’개최
- 국내 유망 보안기업 참여해 기술 전수, 5월 초 비즈니스 미팅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민간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디지털 포렌식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웨비나’를
금)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2021. 4. 23.(

이번 행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기업·공공 조직을 대상
으로 대규모의 데이터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이버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웨비나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기술 및 경험을 보유한 국내 보안
기업 더존비즈온, 한컴위드, 플레인비트 3곳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공공·
민간 분야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활용방안 및
노하우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지 전문가와
정보 및 의견을 공유했다.
* 국가사이버암호원(BSSN), 통신정보부(KOMINFO), 경찰청(Polri) 및 주요 보안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100여 명

는 이번 웨비나 참여자 간 5월 초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하여 국내

KISA

보안기업의 인니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웨비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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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웨비나는 디지털 포렌식에 관심있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ISA

소셜미디어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 KISA 소셜미디어 채널: 유튜브(KISA118), 네이버TV·카카오TV(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최광희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로 해외

진출의 판로가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시장진출 탐색의 기회가 될 것 ”이라며

“KISA

는

앞으로도 전략거점을 적극 활용하여 권역별로 특화된 웨비나를 추진해
국내보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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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웨비나 세부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시간
(한국 시간)
09:50 ~ 09:55
(11:50 ~ 11:55)

구성

한국

축 사(KISA)

09:55 ~ 10:00
(11:55~12:00)

환영사(BSSN)

인도
네시

10:00 ~ 10:10

아

BSSN 소개 및 사이버보안 전략

(12:00~12:10)

1. Security information & event management for

10:10 ~ 10:50
(12:10 ~ 12:50)

플레인

digital forensic processes

비트
(Plainbit)

10:50 ~ 11:30

2. How to defeat anti forensics

(12:50 ~ 13:30)

11:30 ~ 13:00

Break

(13:30 ~ 15:00)

13:00 ~ 13:40
(15:00 ~ 15:40)

3. Computer forensic for target linux OS

한국
더존
비즈온

13:40 ~ 14:20

4. Automation for forensic process

(15:40 ~ 16:20)

14:20 ~ 15:00

5. Advance mobile forensic

(16:20 ~ 17:00)

한컴
15:00 ~ 15:40
(17:00 ~ 17:40)

6. Multimedia forensics

15:40 ~ 15:50

세미나 정리

(17:40 ~ 17:50)

※ 각 세션별 발표는 발표시간 30분, 질의응답 10분, 총 40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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