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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최고 전문가에 의한 1:1 도제식 교육

◆ 단계별(3단계) 선의경쟁 방식

◆ 국내외 명사 특강, 윤리, 인성, 국가관 등 소양교육

◆ 현장 견학 – 사이버 대응센터, 군 관련 지역 등

교육시스템

7월 8월 3월1월12월11월10월9월 2월

1단계(8주)
2단계(16주)

3단계(8주)

공통
기본

(2주)

필수
기술
Ⅰ

(3주)

트랙
교육

(3주)

고도화 - 필수기술Ⅱ

재교육

재교육

프로젝트(20팀)

프로젝트(10팀)

프로젝트(10팀)



BoB Tracks

취약점분석 디지털포렌식

보안컨설팅 보안제품개발

리버스엔지니어링
네트워크, 운영체제 원리
취약점분석 방법
기술적 보안 능력 함양

디지털포렌식 적용사례 연구
침해사고 시스템 분석
시스템 분석 절차 연구 등

보안컨설팅 기법
보안인증체계 및 법 제도
감사 및 산업보안
보안 시장 동향 등

개발보안 방법론
SW 개발보안
개발보안 분석 및 설계
보안제품 구현 및 시큐어코딩 등



#센터 시설(27F)

카페테리아

강의장

멘토링룸

대회의실



Anti-Ddos, IPS, UTM,WAF

트래픽 제너레이터

APT 공격 대응 / 분석 장비

Digital Forensic SW(Encase) 등

사이버 워룸 장비목록

#센터 시설(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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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혜택

보안인재

교육생특전

 최정예 정보보안 우수두뇌를 양성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최고인재(BEST10) 선정시 과기정통부 장관 인증서 및

진로 지원금 수여, 임무 완수형 해외연수 특전

 BoB 그랑프리 선정 시 과기정통부 장관 인증서 및 Startup 지원, 

정보보호클러스터 입주혜택(가산점)

 전용 학습공간, 최신 노트북 지급, 교육비 전액 무료

 BoB교육센터 이용 (24H/7Day)

 월별 학업 지원금 지급

 기숙사 또는 교통비 지원(비수도권 거주자) 등



진로 / 
진출지원

맞춤형
사후관리

#교육생 혜택

 현직·현장 전문가에 의한 수료생 진로계발 지원

 본인에 적합한 진로에 따른 맞춤형 진출 지원 (창업/취업/진학 등)

 연구개발활동, 채용공고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차세대 보안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부연계 및

진출지원

 총동문회와 연계하여 컨퍼런스, 세미나 등의 행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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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Jeff Moss
(DEFCON 창립자) INTERPOL

HORANGI PTE BlackHat Google

Herbert Hugh Thompson
(RSA 의장)

안랩 견학 독도수호마라톤대회네이버 견학



# BoB 10기 특별강연

임종인 교수
(고려대학교)

한희 교수
(국방부 자문위원)

김승주 교수
(고려대학교)

서정택 교수
(가천대학교)

안철수 대표
(안랩 창립자)

황희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 BoB Project



# BoB 10기 우수 프로젝트



‘15 미국 세계해킹방어대회 데프콘23(DEF CON)’에서 아시아최초 우승, ’18년 우승

일본 SECCON 3년 연속 우승(16∼18년)

대만 HITCON 3년 연속우승(15∼17년)

20년 코드게이트 대학생부, 주니어부 1위

21년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종합우승

20년 SECCON CTF 우승

19년 일본 CODEBLUE CTF 1위

19년 Power of XX 1위

15년 TrendMicro Asia Pacific 우승

16년 Belluminar Beijinng 1, 2위 달성 , 

17년 Kaspersky Industrial CTF 초대우승

17년 국가보안연구소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초대우승, 

세계 최대 정보보안 컨퍼런스인 RSA Conference 아시아최초 교육부분 공로상 수상, 

글로벌 BIG4 컨설팅기업(Deloitte, PwC, EY, KPMG) 취업 그랜드슬램 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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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beyond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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