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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서소문 방면: 서소문에서 광화문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 광화문사거리에서 유턴 → 코리아나 호텔 1층
폴 바셋 옆으로 우회전 → 고객주차장 진입 호텔 지상 고객주차장 진입
을지로 방면: 시청 뒤 도로에서 우회전→프레스 센터를 지나서 우회전→광화문 사거리에서 유턴→
코리아나 호텔 1층 폴 바셋 옆으로 우회전→고객주차장 진입
신문로 방면: 신문로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직전→동화면세점 방향으로 우회전→ 코리아나 호텔 1층
폴 바셋 옆으로 우회전→고객주차장 진입
사직로 방면: 광화문에서 세종문화 회관 방향으로 우회전→ 광화문 사거리를 지남→ 코리아나 호텔 1층
폴 바셋 옆으로 우회전→고객주차장 진입
안국동 방면: 광화문에서 세종문화 회관 방향으로 좌회전→ 광화문 사거리를 지남→ 코리아나 호텔 1층
폴 바셋 옆으로 우회전→고객주차장 진입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1호선 시청역 3번 출구

버 스 코리아나호텔앞

•간선: 150, 402, 501, 506, 8000, 405
•지선: 1711, 7016, 종로마을버스<09, 11>
•직행: 2400, 2100, 7000, 1000, 2300, 2000,
8800, 8880, 9706, 9708, 9709, 9713,
9714, 9701, 1001, 2500

702B(용두초교), 260, 160, 600, 909,
600, 405, 150, 506
•지선: 7019, 1002, 631, 7019, 0212
•직행: 2400, 2100, 7000, 1000, 2300, 2000,
8800, 8880, 9706, 9708, 9709, 9713,
9714, 9701, 1001, 2500

광화문 역
•간선: 710, 273, 270, 271, 370, 470, 471, 602,
702A(용두2리), 703, 501, 721, 720,

시청 역
•간선: 602, 607, 600
•지선: 1002, 631, 7022, 종로마을버스<09>

한국국가정보학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604호
TEL: (02) 577-7107, FAX: (02) 577-7104
E-mail: kanisnet@naver.com, Homepage: www.kanis.or.kr

■일시: 2017년 4월 14일(금) 13:00~18:30
■장소: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

초청의 말씀

프로그램
개회식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계
정보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유비

13:00~13:30

축 사 : 이 철 우 국회 정보위원장

쿼터스 사회를 전망하던 IT산업의 발달은 이제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시키면서 IoT와 클라우드, 빅 데이터로 대변되는
전혀 새로운 정보환경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국가정보에게 있어서 기존의 정보환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위협과 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회사 : 허 태 회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격려사 : 신

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 세미나 진행 사회 : 유동렬 한국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

제1섹션
14:00~15:30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국가안보의 도전
사회 : 송대성 (건국대)

발표 ① 빅 데이터 시대의 국가안보: 도전과 과제
		
이상호 (대전대)

과연 빅 데이터 시대의 정보활동 특히 정보수집과 정보분석 그리고
사이버안보 영역은 국가정보에게 어떤 위협과 도전을 제기할 것이며, 또

		
② 빅 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인텔리전스의 역할과 대응방향
			 정준현 (단국대)
		
③ 해외선진 정보기관의 빅 데이터 활용 실태
			 전 웅(성균관대)

어떤 대응역량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는지? 빅 데이터 시대 새로운 정보
환경의 변화에 즈음하여 우리 국가정보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 : 윤정원 (육군사관학교), 신유섭 (연세대), 김철우 (국방연구원)
15:30~15:50

제2섹션
15:50~17:20

휴식

빅 데이터 시대의 국가안보 현안과 인텔리전스의 대응
사회 : 김왕식 (이화여대)

발표 ① 빅 데이터 시대의 사이버안보와 인텔리전스의 대응
		
김인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② 빅 데이터 시대의 테러리즘과 인텔리전스의 대응
			 윤민우 (가천대)
		
③ 빅 데이터 시대의 신안보 위협과 인텔리전스의 대응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토론 : 정주진 (연세대), 이길규 (한양대), 박진수 (덕성여대)
17:20~17:30

제3섹션
17:30~18:30

2017년 3월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허 태 회

휴식

질의와 종합토론-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인텔리전스의 미래의 대응
사회 : 라종일 (가천대)

발표 및 토론 : 김유은 (한양대), 제성호 (중앙대), 안성규 (사이버평화안보포럼)
		
전경만 (남북사회통합연구원),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18:30~19:30

정기총회 ※총회 진행 사회 : 김일기(한국국가정보학회 총무이사)

19:30~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