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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토안보부가 연구 과제 당 최대 3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
▶ 향후 1~2년 안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젝트는, 상당한 범위의 상용 모바일 단말에
적용 가능한 보안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예정

미국 국토안보부, 4大 기술 분야 다루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 R&D 프로젝트 개시
▒ 미국 국토안보부1) 산하 과학기술국2) 이 사이버 보안 R&D 프로젝트 ‘모바일 기술 보안’3) 추진
계획을 발표(’14.6.13)
• 국토안보부는 미국 연방조달사이트 페드비즈옵스(FedBizOpps)4) 에 제안된 연구 계획 중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여,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약 5억~30억 원)를 지원하는 소규모 연구
계약 방식으로 ‘모바일 기술 보안‘ 프로젝트를 진행 할 방침
• ‘모바일 기술 보안‘에 참여를 원하는 주체는 미국 연방조달사이트인 페드비즈옵스를 통해 프로젝트
관련 수행 계획을 제안

▒ ‘모바일 기술 보안’ 프로젝트는 총 4가지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
• 해당 기술 영역은 ▲ 모바일 단말의 인증 및 보안 평가 ▲ 데이터 교환 프로세스의 보안 ▲ 모바일

4) Federal Business Opportunity

/

3) Mobile Technolog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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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툴 개발 ▲ 모바일 단말 계층의 보호 등으로 구성

• 국토안보부는 각 기술 영역별로 1~2년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제안을 선택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단신 브리핑

최종 선정 직전 6개월의 파일럿 진행을 통해 실현 가능 여부를 검증할 계획
● ‘모바일 기술 보안(Mobile Technology Security)’ 프로젝트의 연구 영역 별 주요 추진 내용
연구 영역
모바일 단말의 인증 및 보안 평가

(Mobile Device Instrumentation)
데이터 교환 프로세스의 보안

(Transactional Security Methods)
모바일 보안 관리 툴 개발

(Mobile Security Management Tools)
모바일 단말 계층의 보호

(Protecting Mobile Device Layers)

주요 추진 내용
• 모바일 단말 사용자에 대한 인증 기술 연구
• 모바일 단말 보안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데이터 및 네트워크 액세스 보안 리스크 완화 연구
•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간 데이터 공유 리스크 완화 연구
• 모바일 단말의 보안 제어·관리 솔루션 개발
• 보안 위험 이벤트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발
• 펌웨어, 베이스밴드, OS 등 모바일 단말 하드웨어 계층
요소들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보호 장치 개발
출처:FedBizOpps.gov(2014.6)

상용 단말에 적용 가능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개발로 활용 가능성 극대화
▒ ‘모바일 기술 보안’ 프로젝트는 상당한 범위의 상용 모바일 단말에 적용 가능한 보안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설정
• 정부용 모바일 단말이나 서비스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

▒ ‘모바일 기술 보안’ 프로젝트가 실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
단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BYOD5) 행태 확산에서 기인
• 시장조사업체 텔레워크 익스체인지(Telework Exchange)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 직원의 64%가 업무에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 중(‘13.1.22)
• 그러나 개인 단말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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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D 확산은 보안 관리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존재
• 이에 따라 국토 안보부는 ‘모바일 기술 보안’ 프로젝트를 통해 상용 모바일 단말과 호환성이
보장되는 보안 솔루션 개발을 추진

5) Bring Your Own Device, 개인인 소유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의 단말을 직장 내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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