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브리핑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대규모 투자 결정
▶ 유럽연합이 유럽 내 사이버 보안 강화 프로젝트에 2014년에만 8,5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 유럽연합은 인증 요구 정보의 최소화, 생체 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 등 사용자 인증 방식의 개선과 온라인 신뢰 강화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2014년 유럽 사이버 보안 R&D 프로젝트에 대규모 예산 배정
▒ 유럽연합 1) 이 유럽의 향후 10 년을 대비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R&D 프로그램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2) 의 일환으로 2014년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을 편성
• 유럽연합은 ‘호라이즌 2020’을 통해 최대 5억 유로를 사이버 보안 관련 R&D 프로그램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미 3,500만 유로가 주요 관련 프로젝트에 배정
• 유럽연합은 2014년 역시 사이버 보안 관련 R&D 프로젝트에 8,500만 유로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
• 이번 예산 책정으로 ‘호라이즌 2020’을 통해 투입된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R&D 예산은 4,000만 유로를 돌파

유럽연합의 사이버 보안 R&D, 사용자 인증 방식 개선 및 온라인 신뢰 강화에 초점
▒ 현재 유럽연합은 ‘호라이즌 2020’의 사이버 보안 관련 R&D 프로젝트의 목표를 유럽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상정하고, 이 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
• 특히 인증 요구 정보의 최소화, 기존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본인 확인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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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용자 인증 방식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중점적으로 추진

1) European Union, EU
2) 유 럽 연 합은 범유럽 차원의 R&D 사업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ramework Programme , FP) 과 ‘경쟁력·혁신
사업(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 CIP)’, ‘유럽혁신기술연구소사업(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을 포괄한 ‘호라이즌 2020’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

유럽연합,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한 대규모 투자 결정

▒ 일례로 유럽연합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의 구현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유럽 내
교육 기관들과 협력을 진행 중
•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의 아테네 대학3) 등은 현재 학생·학부모·교사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ABC 포 트러스트(Attribute-Based Credentials 4 Trust)’를 시범적으로 도입·활용 중
• ‘ABC 포 트러스트’는 익명 인증 방식을 활용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일종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수업 참석 여부 등 특정 속성을 이용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

▒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생체 인식 도구 개발 프로젝트 ‘PCAS’4) 도 추진 중
• PCAS는 스마트폰 등 개인용 단말에 탑재된 감압 센서나 카메라 모듈 등 다수의 생체 정보 인식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목표

▒ 모바일 네트워크의 안전성 향상, 하드웨어 복제의 방지, 응용 프로그램의 신뢰도 검증 솔루션 개발
등 온라인 환경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도 진행
•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단말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보안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SECURED’5) 가 진행 중
• 하드웨어 변조를 통한 트로이 목마 설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정품 검증 기술 개발
프로젝트 ‘HINT’6) 도 추진
• 또한 각종 응용 프로그램 및 온라인 서비스의 보안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커뮤니티
‘TDL’7) 을 민·관 협력 형태로 구성
▒ 이번 추가 예산 배정으로 EU의 사이버 보안 관련 프로젝트들의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신규 프로젝트의 출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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