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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틸리언

주요 사업

주요 정보주요 연혁

2015

2017

Feb · 사업 시작

Dec · ICT 분야 유망기업(K-Global 300) 선정

June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Aug · KB Starters Valley 선정

· 모바일기술대상 SK텔레콤상 수상

· 정보보호산업발전 공로 미래부 장관 표창장Nov

Dec

May · 우수벤처기업 지속성장부문 선정

June · Ebiashara(케냐 기업) MOU

July · K-ICT Born to Global 멤버 사 선정

2016
Nov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올해의 스타트업상 수상

Sep · Nile Center(수단 기업) MOU

Sep · 벤처기업 등록



2. 인증서 및 수상

정보보호 산업발전 공로
미래부 장관 표창장

2016. 11. 14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올해의 스타트업상 수상

2016. 12. 21

ICT 분야 유망기업
(K-Global 300) 선정

2015. 12. 14

모바일기술대상
SK텔레콤상 수상

2016. 11. 01

우수벤처기업
지속성장부문 선정

2017. 06. 01

GS인증 1등급 획득
2017. 07. 20

중소기업 등록
2016. 04. 12

벤처기업 등록
2015. 09. 2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5. 06. 23



3.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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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현재 ㈜스틸리언 대표이사

2012 ~ 2015 라온시큐어 보안기술연구팀

2010 ~ 2012 소프트포럼 보안기술분석팀

2009 CODEGATE 국제해킹방어대회 우승

2009 HITB CTF 우승

2013 DEFCON CTF 3위

※ 기타 다수 국내외 해킹대회 우승 및 입상

1. 대표이사

자문위원

경력

입상

학력

2016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2017 고려대학교 최고위정보통신과정(ICP)

2017 ~ 현재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2016 ~ 현재 경찰청 사이버범죄 전문가그룹

2016 ~ 현재 금융감독원 실무협의체

2016 ~ 현재 금융보안원

2016 ~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정보보호전문위원회

2013 ~ 2017 국군사이버사령부

2012 ~ 2017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2015 ~ 2016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가디언스

2014 ~ 2015 하나금융그룹 하나아이앤에스



2012 PHDays 111 본선 진출

2013 Nuit Du Hack 본선 진출

2013 DEFCON CTF 3위

2014 DEFCON CTF 본선 진출

2002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물리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석사∙박사수료

2015 ~ 현재 ㈜스틸리언 기술이사

2017 ~ 현재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겸임교수

2015 ~ 현재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

2014 ~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겸임교수

2012 ~ 2015 라온시큐어 보안기술연구팀

2011 ~ 2012 소프트포럼 보안기술분석팀

2010 ~ 2011 SAMSUNG SDS 보안컨설팅 그룹

2007 ~ 2010 한국인터넷진흥원 융합보안R&D팀

2. 기술이사

경력

입상

자문위원

2015 ~ 현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적합성 연구위원회

2015 ~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2014 ~ 현재 법무법인 평강

2012 ~ 현재 KITRI BoB(Best Of the Best) 멘토

2012 KISA 제 9회 해킹방어대회 자문위원

학력



3. 그 외 팀 경력

해킹대회 우승 및 입상

2009, 2013 CODEGATE 국제해킹방어대회 우승

2009 Hack In The Box 세계해킹대회 우승

2013 DEFCON CTF 세계해킹대회 3위

2007 ~ 2009, 2014 DEFCON 세계해킹대회 본선진출

2012 HUST Hacking Festival 우승

2013 KISA 해킹 방어대회 우승

2014 KISA 해킹 방어대회 2위

2012, 2013 카톨릭대 홀리실드 CTF 우승

2012 해커스쿨 JFF CTF 2위

2012 ETRI 암호 공모전 제 1분야 특별상

2012 정보보호 올림피아드 우승

2012 SECUINSIDE 국제 해킹방어대회 우승

2015 대한민국 화이트햇 콘테스트 최우수상

※ 기타 다수 국내외 해킹대회 우승 및 입상

2017 Adobe 0-Day 취약점 발견

2017 Vmware 0-Day 취약점 발견

2015, 2016 KISA 취약점 신고제 최우수상

2016 Google Chrome 0-Day 취약점 발견

2016 Windows Kernel 0-Day 취약점 발견

2014 ~ 현재 미래부(현 과기부) 사이버보안 전문단

2014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프로그램 최후의 10인

(미래부 장관상)

2013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

2012 리버싱 워게임 사이트 Reversing.kr 운영

제로데이(0-Day) 취약점 연구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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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수트(AppSuit)



1. 앱수트(AppSuit)

앱수트는 역분석 기법, 메모리 해킹, 위변조 등의 앱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귀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Mobile GAME

O2O 앱

Fintech

생체 인증
SMS

Smart Car

모든 앱

Smart TV



1. 앱수트(AppSuit)

, , 
.

금융권, 대기업 등 보안성 검증 통과 및 경쟁을 통한 최우수 선정

100% 자체 개발 기술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품 공급 가능



2. 보안 컨설팅

스틸리언은 국내외 해킹대회에서 우승 및 입상한 해커들이 실제 공격자 관점에서 보안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공격 기반 보안 컨설팅

활용가능한 취약점 발견

(심각한) 취약점 발견율 100%



2. 보안 컨설팅

.

글로벌
취약점 발견

해킹 대회
우승

모의해킹
경험

보안 컨설팅
수행 인원



2. 보안 컨설팅

.

내부 침투 시나리오

모바일 앱 및 프로그램 공격

Injection, File 
Download 등

공격자 인터넷 방화벽 및
보안장비

DB 서버 정보 탈취

공격자 앱

소스코드

서버

프로토콜

중요
메소드

정보 탈취



3. 키패드수트(KeypadSuit)

키패드수트(KeypadSuit)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보호하는 보안 키패드 솔루션입니다.

모바일 가상 키패드 솔루션

제공되는 보안 기술

보호기술 적용대상

주요기능



3. 키패드수트(KeypadSuit)

(KeypadSuit) .

서버

공개키 전달

서버 접속

키 암호화
숫자

키패드
쿼티

키패드



4. 해킹∙보안 기술 R&D

스틸리언은 연구소, 국가 등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보안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정보보호 전문 교육

기타 연구 성과물을 통한 직간접 수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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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퍼런스 – 앱수트(AppSuit)



2. 레퍼런스 – 보안 컨설팅



3. 레퍼런스 – R&D, 교육 및 기타

※ 기타 국가 연구소등 비공개 프로젝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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