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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P Korea Day 2013” 워크샵 개최 결과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는 전 세계 기업, 교육기관 및 개인이 만들어가는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로서 1984 년 4 월 안전한 웹 및 응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서 비영리 

단체로 출발하였습니다. OWASP 는 중립적, 실무적이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어플리케이션 보안 가이드라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10 년간 웹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분야에서 사실 표준이 되고 있으며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OWASP 코리아 챕터는 2010 년 11 월에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가진 후, 2011 년 1 월부터 OWASP 코리아 챕터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WASP 

코리아 챕터는 글로벌 조직과 동일하게 7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 년 10 월 처음으로 OWASP 코리아 챕터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3 년 2 월에는 제주도에서 OWASP AppSec 

APAC 2013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OWASP 코리아 챕터는 국내 소프트웨어, 응용, 웹 보안 향상을 

위해 “OWASP Korea Day 2013” 워크샵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간략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다음 워크샵은 7 월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참여 후원 바랍니다. 

“OWASP Korea Day 2013” 워크샵 프로그램 

 행사일시: 2013 년 4 월 27 일(토) 09:00 ~ 12:30 

 행사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4-3 JPLUS TOWER, ㈜코어시큐리티  

 참 석 자: 38명 현장 참석 (총 51명 사전 등록: 회원 15명, 비회원 36 명) 

 결     산: + 493,000원 

 수입: 등록비(640,000), 컵판매(20,000 원) 

 지출: 네임텍(38,000 원), 다과비(38,800 원), 식사비(90,000 원) 

 문     의: 송보영 팀장(byglory@gmail.com), 성윤기 이사(yune.sung@owasp.org) 

< 행사 프로그램 > 

시간 발표 주제 발표자 

08:30 ~ 09:00 등록 - 

09:00 ~09:50 

“HTML5 보안” (OWASP AppSec APAC 2013 발표 주제) 

본 세션은 HTML5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을 발표. HTML5 에 새롭게 추가된 속성, 

CORS, 웹소캣, 웹워커, 웹스토리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소개하고 실제 

해킹 시연 및 방법에 대해서 발표. 

주한익 팀장 

(코어시큐리티) 

10:00 ~10:50 

“OWASP Top 10 2013” 소개 

본 세션은 2010 년에 이어 2013 년에 발표된 OWASP Top 10 2013 의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2010 년판 Top10 과의 변화점을 통해 점점 진화하는 응용 보안 위험을 

진단. 또한 Top 10 2013 한글번역 프로젝트의 시작 공지 

조민재 이사 

(OWASP 코리아 챕터) 

11:00 ~12:00 

OWASP 소개, OWASP 코리아 챕터 2013년 사업계획 등 

본 세션은 OWASP 의 활동, 코리아 챕터의 활동내역, OWASP AppSec APAC 2013 

컨퍼런스 개최 결과 발표 및 코리아 챕터의 2013 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 

성윤기 이사 

(OWASP 코리아 챕터) 

자랑스런 OWASP의 회원이 되십시오! 

https://www.owasp.org/index.php/South_Korea
https://www.owasp.org/index.php/AppSecAsiaPac2013
http://www.cores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