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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에게는 중식과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 현역 군인, 군무원, 공무원은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국
방연, 국과연, 기품원 등 국방 관련 연구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시는  길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 2층 

(화전역 2번출구) 

전화 : 02-300-0114 

구분 학생  일반 

사전등록 100,000원 200,000원 

현장등록 150,000원 250,000원 

프로그램위원장  오상윤 (아주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국방소프트웨어연구회는 국방소프트웨

어 분야의 연구기관 및 산업계의 성과를 발표하고 상호간

의 교류를 통해서 국내의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매 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동계에 개최

되던 워크숍을 유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계로 변경하였

습니다. 이번 추계워크숍은 ‘안전한 국방 소프트웨어’라는 

주제로 한 개의 기조강연과 세 개의 초청세션을 구성하였

으며, 국방 소프트웨어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세션들

을 신규로 구성하여 더욱 활발한 기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계, 산업계, 연구소 등의 관련 전문

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상호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시는  글  

http://www.sigds.or.kr/


시  간  순  서  

9월 

27일 

(화) 

10:00 – 10:10 등  록 

10:10 – 11:10 

(1시간) 

개회사 진현욱 운영위원장 (국방SW연구회) 

[기조강연] 인공지능 보안시대의 국방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이동훈 정보보호대학원장 (고려대학교) 

11:10 – 11:30 휴  식 (20분) / 포스터발표1 

11:30 – 13:00 

(1시간30분) 

[초청세션1] 사이버 보안 
좌장: 류연승 교수 

(명지대학교) 
[논문세션1] 임베디드 SW 

좌장: 최광남 교수 

(중앙대학교)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보안성 

강화 방안  
김훈규 책임 

(국방과학연구소)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정적시험 
자동화 방안 연구 

정재룡 
(슈어소프트테크) 

비행제어컴퓨터 알고리즘 개선
을 통한 UAV 비행 안전성 향상 

정명진 
(국방기술품질원)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위한 성숙도 모델 소개 
이민재 대표 

(TQMS) 항공전자 시스템을 위한 가상화 
기술 

박한솔 
(한화탈레스) 

안전한 코드 실행을 보장하는 

하드웨어 보안 기술 
백윤흥 교수 
(서울대학교) 

항공용 그래픽스 API OpenGL 
SC 2.0의 표준 동향 조사 

이환용 
(아주대학교) 

13:00 – 14:15 점  심 (1시간 15분) 

14:15 – 15:45 

(1시간30분) 

[초청세션2] SW 테스트 I 
좌장: 오상윤 교수 

(아주대학교) 
[논문세션2] SW 구조 

좌장: 김철기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절차 
유승우 선임 

(방산기술센터) 

재구성 가능한 전술작전화면 
프레임워크 

이상태 
(LIG넥스원) 

프로세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ASLR 기능의 효용성 분석 

양준호 
(명지대학교)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사례 
김명호 수석 
(LIG넥스원) HLA/RTI 기반 분산 시뮬레이션 

연동 환경을 위한 데이터 관리 
최승환 

(충남대학교) 
SW 오류 검출에 효과적인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기법 
김문주 교수 

(KAIST) 
사이버 전장상황 시각화 

시스템을 위한 SW 구조 설계 
이재연 

(한화탈레스) 

15:45 – 16:05 휴  식 (20분) / 포스터발표2 

16:05 – 17:35 

(1시간30분) 

[초청세션3] SW 테스트 II 
좌장: 조병인 팀장 

(방산기술센터) 
[논문세션3] 통신 SW 

좌장: 진현욱 교수 

(건국대학교) 

MISRA 코딩룰 Deviation 
Procedure와 취약점 검증 방안 

남동현 과장 
(MDS테크놀로지) 

무인로봇을 위한 통신 미들웨어 
기능 시험 방법 

박희환 
(충남대학교) 

KVMF 전장관리소프트웨어의 
비정상 종료 시 가입상태 복원 

최윤창 
(한화탈레스) KOLAS 시험기관 인정제도 및 

공인 소프트웨어 시험 소개 
최석주 실장 

(슈어소프트테크) 
MF-TDMA 위성 통신에서 다중 

사용자를 위한 큐 디자인 
유인덕 

(한화탈레스) 
요구기반 동적시험절차 및 

환경구축방안 
장정훈 부장 
(모아소프트) 

소스 코드 정적 분석을 통한 
미들웨어와 AFDX 구성 자동화 

성현주 
(한국항공대학교) 

17:35 폐 회  

프 로 그 램                                                                                

포스터발표1 (11:10-11:40) 

• MF-TDMA DAMA 군 위성통신에서 효율적 자원 할당 방

안 (안두성, 한화탈레스) 

• HTML5와 Node.js를 활용한 HCI 시스템 구현 (정종복, 엔

디씨에스) 

• 운용환경에 따른 KVMF 연동방안에 대한 연구 (채병민, 

한화탈레스) 

• .NET 기반의 소프트웨어 Code Coverage Tool 분석 (진

소연, 한화탈레스) 

• 무인로봇을 위한 클라이언트/서버 통신 미들웨어 성능 

시험 방법 (이정진, 충남대학교) 

• 무기체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함수 난독화 및 

중요 데이터 은닉 기법 (신정미, 명지대학교) 

•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도구와 기법에 관한 연구 (이창

영, 한화탈레스) 

• 군 위성통신에서의 Access Class Control 적용 방안 연구 

(안종철, 한화탈레스) 

포스터발표2 (15:45-16:15) 

• 다중 노드 검색 결과 취합시 트래픽 감소를 위한 연구 

(김병욱, 한화탈레스) 

• 네트워크 기반 무장 데이터링크를 위한 데이터 처리 SW

에 관한 연구 (이우신, 한화탈레스) 

• 임베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연동방

식 제안 (김진우, 한화탈레스) 

• 지속적인 배포 개념을 적용한 국방 소프트웨어 관리 방

식의 개선 (이석기, LIG넥스원) 

• 분산시스템 기반의 고장허용 무장관리시스템 소프트웨

어 아키텍처 연구 (이승목, 한화탈레스) 

• RTWORKS: 파티셔닝 기반 고신뢰 실시간 운영체제 (손동

환, 알티스트) 

•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취약점분석에 대한 연구 (이경호, 

한화탈레스) 

•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보증제도 및 절

차에 대한 연구 (송영중, 한화탈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