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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21 AI Security Day’기술 세미나 개최
- 국내 AI 보안 기술 동향 및 전망 토론의 장, 8일 온라인 시청 가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비대면화로 급증한 AI 보안
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산업현장 및 수요층의 의견 반영을 위한 ‘2021
AI Security Day’

기술 세미나를

목)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021. 4. 8.(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와 사단법인 한국침해사고대응팀

KISA

협의회(이하 ‘CONCERT’)가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침해대응·융합보안 기술의 실제 활용사례, 관련 기업들의 기술 동향
등을 공유한다.
이번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사례(아우토크립트 심상규

▲

보안의 국내·외 활용

AI

▲ 시대 사이버보안은 위기인가 기회
▲물리보안의 기술 트렌드
김건우

CTO),

AI

,

,

인가(파이오링크 조영철 대표)
(ETRI
실장)
AI 시스템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박스 디자인(서울대 이병영

▲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부에서는 산업 현장과 사용자를 중심으로 현황 및 의견을 공유하는

2

장이 마련됐다. 각 세션별로 파고네트웍스, 안랩 등

개의 국내외 보안

8

기업이 참여해 자사 제품·서비스에 활용된 AI 보안 기술을 소개하고 최신
트렌드를 공유한다. 질문 패널로는 강은성 대표(CISO Lab), 장석은 실장
엔씨소프트) 등이 참석, 각 기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용자의 의견을

(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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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보안 기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AI

시청이 가능하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사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송출채널: 이벤터스, 유튜브
※ AI Security Day 세미나 신청 누리집 : https://event-us.kr/concert/event/30308

KISA

오동환 보안산업단장은

본 세미나는 세부 주제를 달리하여

“

연내 지속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발판 삼아 국내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AI

AI

보안 기술의 저변

는 앞으로도 안전한

“KISA

보안기술 활용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등 디지털 뉴딜과

방역 과제 완수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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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