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호주

‘17년 GDP(십억달러)

13,23.4

'17년 인구수(천명)

24,598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호주는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과 국제 협력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 역량이 높다

(● 상, ● 중, ● 하)
국가명

2017 GCI 지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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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하위 항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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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관련 주요 지수
· 전반적인 ICT 발전 상황은 전 세계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표명
ITU ICT 발전지수(IDI 2017)
접근(Access) 부문
활용(Use) 부문
기술(Skills) 부문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7)
UN 전자정부 지수(2018)

호주
점수
8.24
8.00
7.97
9.28
0.824
0.905

한국
순위
14
26
16
1
7
2

점수
8.85
8.85
8.71
9.15
0.782
0.901

순위
2
7
4
2
13
3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7년 말 기준)
· 유선통신 기반과 비교하여, 이동통신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호주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8,460
34.6
유선전화
7,923
32.4
유선브로드밴드
27,553
112.6
이동통신
86.5%
인터넷 이용률
항목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6,842
52.6
21,195
41.5
63,658
124.8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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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 개요

1. 보안 환경

정보보안 환경

▶ ITU가 2017년 4월 발표한 글로벌 사이버보안(GCI) 2017에 따르면 호주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0.824로
글로벌 순위는 167개국 중 중위권인 7위로 나타났으며,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는 3위를 기록하였으며,
호주는 1993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CERT 중 하나인 AusCERT가 있는 나라임
• 해당 지수는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및 역량강화, 국제협력 등 5개 부문의 지수를 종합한 것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지수인 0.96을 받은 반면, 국제협력 면에서는 가장 낮은 지수인 0.44를
받음
• 높은 평가를 받은 기술적 측면은 등록된 윤리적 보안 테스터 위원회(Council of Registered Ethical
Security Testers, CREST)가 제공하는 정보 보안 기술 인증 프로그램이 있고, 이 위원회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개인 및 법인체를 위한 사이버 및 정보보안에 대한 평가, 심의, 인증,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높이 평가됨

▶ 2018년 8월 감사원에 의해 발표된 서부 호주 정부의 보안 감사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의 26%가 취약한
공통 암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91
• 17개 정부 기관에서 234,000개 단어 중 ‘password’를 포함한 것이 5,000개 이상으로 나타남
• 1,464명은 ‘Password123’을, 813명은 ‘password1’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 200명은 단순히
‘password’를 암호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아마도 처음 암호를 변경하지 않았을 것임
• 약 13,000명은 날짜와 계절의 변형을 사용했으며, 약 7,000명은 ‘123’버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계정 중 대다수가 중요한 정보 및 정부 시스템을 접속하는데 사용되며,
일부는 추가적인 인증이나 검사 없이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감사관은 전체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추측한 암호 ‘Summer123’으로 한 기관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었음
• 대부분의 기관은 직원들이 정보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저장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그들의 비밀번호를 워드 문서나 스프레드시트에 암호를 저장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안 게임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직원들이 비밀번호를 좀 더 안전하게
91 'Password123' used by over 1000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stuff,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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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디지털 정부 사무소는 정부차원의 보안 관행 개선에 전념한 사이버
보안 팀을 조직할 예정임

▶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의 자료92에 의하면, 2017년 민간부문의 경우 손상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사건유형이, 정부 부문에서 스피어 피싱*에 대한 사이버 사건유형이 가장 많이 신고되었으며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이버 사건유형이 다르게 나타남
*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특정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캐내거나 특정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하는 피싱 공격 (자료: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 민간부문의 사이버 범죄 신고 유형 상위 6개 부문은 손상된 시스템(56%), 악성 이메일(22%), 데이터
노출, 도난, 유출(5%), 서비스 거부(5%), 스캐닝 또는 무차별적인 힘(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기타 항목이 10%에 해당함
• 정부부문의 사이버 범죄 신고 유형 상위 6개 부문은 스피어피싱(47%), 웹서버 손상(13%), 도난된
인증서(12%), 데이터 침해/데이터 유출(10%), 인프라 활성화(9%), 분산서비스 거부(9%) 순으로 나타남

그림 _ 호주 민간부문 및 정부부문 사이버범죄 신고유형
호주 민간부문 사이버범죄 신고유형(상위6개)

호주 정부부문 사이버범죄 신고유형(상위6개)

[출처]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2017 Threat Report”, pp. 20-21.

•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피해자별 사건 대응 순위는 산업 부문이 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연방정부기관이 20%로 나타남

92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2017 Threat Report”,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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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사이버 범죄 피해자별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의 사건대응

[출처]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2017 Threat Report”, p. 22.

• 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 기간 동안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내에 CERT 호주는 국익 및 중요
인프라 공급업체의 민간 부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734개의 사이버 사건에 대응하였으며,
자동화된 탐지 및 알림 프로세스를 통해 산업계에게 6,456건의 자동화된 응답을 제공했음93
•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는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671건의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함94

▶ 호주 사이버 범죄 일반적인 동향95
• 일부 사이버 범죄자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야심차게 인터넷 연결 소프트웨어를 통해 접속하여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함
• ACSC는 2017년 5월 대응하여 WanaCry 감염은 호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여전히 여러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14개 기관들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았음
• 사이버 범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기관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으나 아직은 호주의 금융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호주 대학들의 네트워크 타겟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은 다양한 분야 연구와 이로
인한 지적 재산에 대해 매력적인 표적이며, 또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신뢰도가 높고 다양한 트래픽으로
대학 네트워크를 인프라로 사용할 수 있음

▶ 호주의 민간 부문은 웹사이트 파괴에서부터 귀중한 지적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영향력 있는 침입에

93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2017 Threat Report”, pp. 55-56.
94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2017 Threat Report”, p. 54.
95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2017 Threat Report”, pp.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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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악의적인 활동의 목표가 되고 있음96
• 특히 사이버범죄의 목표 범위가 확대되어 비 전통적인 부문(자동차, 숙박, 서비스 등)이 FY15/16 대비
FY16/17에는 11% 증가하였음
• 사이버 첩보활동과 사이버 범죄는 호주의 민간 부문에 주요 위협으로 호주의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문적이고 수익성 있는 연구개발 분야에 영향을 미침
• 특히 사이버 첩보활동은 가장 발전된 위협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는 지적재산 도용과 관련이 있지만,
회사 협상전략이나 사업 계획과 같은 상업적으로 민감한 기타 정보 도용을 포함 할 수 있음
• 호주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된 사이버 사건의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재정적 이익을 위해
동기를 부여 받고 있으며, 악성 이메일은 계속해서 민간부문 네트워크를 손상시키는 요소임

그림 _ 호주 부문별 민간 부문 사이버 사건 대응 비교

주석: 기타*: CERT 호주에 숙박, 자동차, 서비스 분야와 같이 전통적으로 목표되지 않은 분야의 보고가 증가하였고, 이것은 사이버
범죄의 목표 범위가 확대 된 것을 보여줌
[출처]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2017 Threat Report”, p. 56.

96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2017 Threat Report”,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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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유선통신

• ITU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는 846만 회선을 기록, 2016년 818만 회선 대비
3.4% 증가함
•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는 200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그림 _ 호주 유선통신 가입 회선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회선, %)

[출처] ITU Statistics DB (2018.6)

이동통신

• ITU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6년 대비 약 3.77% 증가한 2,755만
3,000명을 기록하며, 보급률은 2007년 이후 100%를 넘어 2017년에는 112.69%이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2.5%를 보임97
• 호주 이동통신 시장은 주요 3개 사업자인 Telstra, Optus, Vodafone(VHA)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 3개사의 LTE 네트워크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고객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97 ITU, "Mobile-cellular sub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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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급속하게 발전함
• 또한 가상이동망통신사(MVNO)들은 2016년 초 이후 도매기반으로 LTE서비스를 제공
• 2017년 9월 기준, 이동통신 시장은 3대 업체 Telstra(37.9%), Optus(24.2%), Vodafone(15.7%)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77.8%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Amaysim/Vaya(5.2%), Virgin(4.0%)
등의 MVNO 업체들이 따르고 있음98

그림 _ 호주 이동통신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2018.6)

그림 _ 호주 이동통신사별 시장 점유율(2017년 9월 기준)
통신사

비율

Telstra

37.9%

Optus

24.2%

Vodafone

15.7%

Amaysim/Vaya

5.2%

Virgin

4.0%

Aldi

2.7%

TPG/iinet

2.2%

Boost

0.7%

그 외 MVNO

7.5%
[출처] ZDNet, “Vodafone gains market share at expense of Telstra and Optus: Kantar”, 2017.11.16.

98 ZDNet, “Vodafone gains market share at expense of Telstra and Optus: Kantar”,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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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호주 사이버 보안 성장 네트워크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99, 호주의 사이버 보안 산업의
규모가 현재 20억 호주 달러 이상의 매출에서 2026년에는 60억 호주달러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향후 10년간 호주의 사이버 보안 산업 규모가 거의 3배에 이르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전망
• 이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수요가 증가해지고, 또한 호주 정부는 사이버 보안을
전국적인 중요한 문제로 제시간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시작했으며 약 2억 3천만 호주달러의
자금을 지원함

시장 규모 및 전망

▶ Gartner에 따르면100 2018년 기준 호주의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약 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2017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임
• 사이버보안 시장에 대한 이러한 지출은 규제, 구매자의 사고방식 변화, 새로운 위협에 대한 인식,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의 진화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측함
• 전 세계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WannaCry, NotPetya와 같은 사이버 공격과 Equifax 침해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침해로 인해, 조직의 보안 침해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으로
보안 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시장조사기관 Barnes Reports는 2017년도 호주의 보안 시스템 서비스 산업 시장 규모가 약 19억 5,300만
달러에 이르며, 14년부터 매년 4.5% 이상 성장해온 것으로 조사
• 보안 시스템의 세부 항목으로는 보안 시스템 서비스, 도둑 경보 관리 및 모니터링, 화재 경보 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보호 장치와 보안, 감시 시스템 등이 포함됨
• 2018년에는 보안 시스템 서비스 산업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4% 증가하여 약 21억 3,700만 달러에

99 Australian Cyber Security Growth Network, “Cyber Security Sector Competitiveness Plan”, 2017.4. p. 1.
100 Connecting the Australian Channel, “Australian cybersecurity spending to reach $3.8 billion in 2018: Gartner”,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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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것으로 전망
• 2017년 보안 시스템 서비스 산업 내 총 1,953개 기업이 설립되어 약 10,952명을 고용하고, 2018년에는
9.4% 증가하여 총 설립된 기업수가 2,137개에 이르고, 고용증가는 5.4% 증가하여 총 고용수는 약
11,545명으로 예상

▶ 글로벌 국방 산업 조사 기관 SDI에 따르면 호주의 2016년도 국토안보 지출(Homeland Security
spending) 금액이 16억 2,482만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2025년까지 매년 평균 4.04% 증가하여 23억
2,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그림 _ 호주 국토안보 지출 추이 전망(2016-2025)

[출처] SDI(2016)

▶ 2018년 호주에서는 사이버 보안 투자에 참여하는 벤처캐피털 펀드의 수가 증가함101
• 최근 빅토리아 정부는 사이버 보안 액셀러레이터인 CyRise를 지원하기 위해 450,000달러를 약속함
• 빅토리아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이버 보안 산업의 최고의 위치로 급속히 알려지고 있음

2. 분야별 현황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101 smartcompany, “Nine Australian cyber security startups raising money and kicking goals”, 20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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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전시 & 컨퍼런스 2017에서 발표된 ‘Australian Security Market Review 2017’에 의하면, 사이버
및 정보 보안 제품의 연간 성장에 대한 기대는 15%에 해당함
• 발표된 보고서는 보안 전시 & 컨퍼런스 2017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7년 5월~6월 기간
동안 조사에 기반함
• 지금까지 가장 널리 보급된 제품과 서비스는 출입 통제 및 빌딩 관리, CCTV/감시로 응답자의 50%가
답변하였고, 경보 & 경계 보호 솔루션(Perimeter Protection solutions)도 39%가 답변하였음

그림 _ 보안업체의 제공되는 제품 유형들

[출처] Australian Security Market Review 2017, p. 6.

• CCTV & 감시, 출입 통제 & 빌딩관리, 경보 & 경계보호에 해당하는 세 가지 제품 유형이 표본의
연간 매출액의 5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수요 및 추세에 따라 가장 낮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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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보안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제품 영역별 비중

[출처] Australian Security Market Review 2017, p. 6.

• 그러나, 전통적인 감시 및 보안 제어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인기 있는 매출 품목이었으나 미래성장은
연결된 기술(connected technologies)에서 비롯될 것으로 전망함
• 해킹,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널리 알려지면서 사이버 및 정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15% 성장률을 보였고, 향후 1년 동안에도 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정보통신 기술과 IP 보안 솔루션도 강한 성장 궤도에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성장을 보이는 세 가지 제품 유형은 현재 제품별 연간 매출의 13%만을
차지하고 있어, 업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됨
• 주택자동화도 10% 성장하였고 향후 1년 동안 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비자와 언론의 관심도
높지만 현재 전체 제품 매출의 2%만 차지함
• 생체 인식, 얼굴 인식, 가상 순찰 등과 같은 틈새 상품도 잠재적인 미래성장 기회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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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제품 유형별 수요 (이전 12개월 vs. 향후 12개월)

[출처] Australian Security Market Review 2017, p. 8.

• 응답자의 96%는 IP & Cloud가 향후 3년간 보안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또한
응답자의 73%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이러한 응답은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 가능한 솔루션은 인터넷 바이러스를 통한 악성코드 전파
위협으로부터 가상 순찰, 온라인 비디오 감시 및 원격 모바일 관리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는 사실에 기반함
• 향후 12개월 동안 인터넷 연결된 장치(IoT)의 확산 증가, 사이버 보안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안면인식
및 비디오 검증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의 발전이 예상되며, 웨어러블 보안 장치처럼 하드웨어가 더
가볍고 작아지고, 더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
• 향후 3년간에는 대부분의 시장은 오늘날 보다 전반적이지만 연결된 기술(connected technologies)로
더욱더 통합된 제품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며, 새로운
진입자들이 경쟁을 늘리고 잠재적으로 가격을 낮추게 될 것임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IDC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호주의 보안 지출 규모는 약 29억 호주 달러에 해당하며, 연 평균 성장률
17.6%를 보이며 2021년에는 56억 호주달러에 이르며, 이러한 성장을 이끄는 주된 분야는 보안 서비스
분야로 예측함
• 2017년 보안 지출은 소프트웨어 33%, 관리형보안서비스 29%, 컨설팅 서비스 15%, 하드웨어 14%,
통합서비스 7%, 교육 및 훈련 2%로 구성되며, 보안 서비스 분야 지출이 50% 이상에 해당됨
• IDC에 따르면 2018년 IT 서비스 관련 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된 102개 조직들은 2018년에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운영 및 인프라 기능으로 보안이 1순위로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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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IT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더 엄격해진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된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모든 조직에게 도전과제가 됨
• 특히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클라우드 보급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은 보안
투자의 합리화와 클라우드 보안 채택 증가의 일환으로 보안을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임
• 또한 인공지능(AI)/기계학습(ML)등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핵심 플랫폼에서 자동화를 향상시키고
있음

3. 주요 사업자 현황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q 정보보안 시장
▶ IDC에 따르면 2017년 조사된 100개의 호주 기업 중 54%는 관리형 보안 서비스(Managed Security
Services, MSS), 23%는 사고 대응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용하고 있는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는 주로 Cisco, IBM, Symantec, Trend Micro, Microsoft,
Telstra 등의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임
• Cisco는 네트워크 인프라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하여 보안 설계의 일부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IBM은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주요 IT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호주에 현지 법인을 두고 MSS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 작업의 실행을 돕기 위해 인지 플랫폼인 왓슨(Watson)을 보안 제품에
적극적으로 탑재함
• Symantec은 오랜 역사를 가진 사이버 보안 업체로서 통합된 사이버 방어 기능을 제공하며, Trend
Micro는 호주 공공부문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며 보안 경계를 높이고 보안 대응을 용이하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Microsoft는 호주의 중소기업부문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Telstra는 현지
통신사로서 자사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 고객을 기반으로 보안 서비스를 확대함

q 물리보안 시장
▶ 호주 하드웨어저널의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호주 스마트 도어락 시장 규모가 1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102
• 호주 보안시장에서 보안 카메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도어락 시장이 주목 받는
것으로 나타남

102 KOTRA 해외시장 뉴스, “서서히 열리는 호주 스마트 도어락 시장”, 20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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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멜버른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 상업용 빌딩 건설로 인해 도어락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스마트
도어락은 번호, 지문, 스마트폰 앱 사용 등의 사용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
• 호주 스마트 도어락 시장에서 스웨덴의 ASSA ABLOY, 한국의 삼성, 미국의 Allegion, 호주의 Carbine
등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상업용 빌딩, 아파트의 경우 건설업체와 공급 파트너로 계약을 맺음

m 주요 사업자

q 정보보안 시장
▶ Nuix
• Nuix는 2000년에 컴퓨터 과학자팀에 의해 설립된 사이버보안회사로 대용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기 위한 강력한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음
• 개발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숨겨진 알려지지 않은 위험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이버 범죄를 탐지 및 대응, 내부위협 관리, 빠른 증거를 찾는데 도움을 줌
• Nuix는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미국, 영국, 아일랜드, 독일, 아일랜드, 두바이, 일본 등에 지사를 갖고
있음
• 연락처 : Home Page : www.nuix.com
e-Mail : accounts@nuix.com
Tel. : +61 2 9280 0699

▶ Airlock Digital
• Airlock Digital은 2013년에 설립되었고 응용 프로그램 허용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직의
네트워크에서 사이버 침입자를 막음
• 화이트 리스트의 목표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이며, Airlock Digital은 적은 비용으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적게 드는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목록 솔루션을 제공함
• 연락처 : Home Page : www.airlockdigital.com
e-Mail : sales@airlockdigital.com
Tel. : +1300 798 925

▶ Aura Information Security
• Aura Information Security는 사이버 공격 테스트, 방어적 보안 서비스, 보안 보장, 보안 설계, 교육
및 훈련, 관리형 보안 서비스를 공급함
• Aura Information Security는 2006년 설립되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 정부, 기업, 중소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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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윤리적 보안 테스터 위원회(CREST)에 등록된 테스터(CREST CRT)에
해당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 사무소가 있음
• 연락처 : Home Page : www.aurainfosec.com
Tel. : +61 2 9856 2600

▶ Cog Systems
• 호주의 로컬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인 Cog System의 제품은 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의 인터넷
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인해 제품이 개발됨
• 일련의 사물인터넷 스타일 장치에 대한 기본 수준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제품에 사이버 탄력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조업체와 긴밀히 협력함
• Cog Systems는 미 육국 및 미 국방부와 같은 미국 정부기관과 함께 칩셋 제조업체인 ARM, 퀄컴,
시스코를 비롯한 유명 고객과 협력해 옴
• Cog Systems는 2017년 12월에 시리즈 A 기금으로 350만 달러를 모금하였고, 호주에 본사, 미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 연락처 : Home Page : cog.systems
e-mail : brenda@shevrushpr.com
Tel. : +61 2 9018 1077

q 물리보안 시장
▶ Guardian Security Group
• Guardian Security Group는 1990년대 초에 설립되었으며, 24시간 모니터링 센터 및 경보를 감시하는
보안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보 설치, 기존 시스템 관리 및 업그레이드, CCTV 설치, 원격 서비스
등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함
• 연락처 : Home Page : www.guardiansecurity.com.au
e-mail : info@guardiansecurity.com.au
Tel. : +61 3 9848 7999

▶ Mobotix
• Mobotix는 보안 및 접근 제어 시장에서 실내 및 실외 보안을 위한 다양한 비디오 감시 카메라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된 카메라 제품들의 렌즈, 줌, 속도, 센서 등에서 고성능의 기능을
갖고 있고, 요구사항에 맞게 제품을 구성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함
• Mobotix는 산업체, 교육 및 과학, 헬스, 교통 및 차량, 물류, 선적, 호텔, 지방정부기관,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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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게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독일에 본사가 위치하며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사무실이 위치함
• 연락처 : Home Page : www.mobotix.com
e-mail : info-au@mobotix.com
Tel. : +61 2 8507 2000

▶ nexgen
• nexgen은 지문 판독기 및 망막 스캐너등과 같은 생체 인식, HD 카메라, 경고 모니터링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뉴사우스 웨일즈, 퀸즐랜드, 빅토리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유통업체임
• 연락처 : Home Page : nexgen.com.au
e-mail : support@nexgen.com.au
Tel. : 1300 020 402

4. 주요 동향 및 이슈
▶ PwC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호주 기업 중 거의 절반이 사이버 범죄로 타격을 입음(2018.7)103
• 호주의 기업들은 조직화된 범죄에 의해 뒷받침되는 다크웹(dark web)을 이용하여 고객, 공급업체,
사이버 해커들에 의해 고통 받고 있으며, 호주에서 경제 범죄의 60%가 직원, 고객, 공급자를 가장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짐
• PwC는 지난 2년간 설문조사에서 45%의 기업이 공격을 받았으며, 고객 사기가 호주에서 경제 범죄의
1위에 해당하며, 호주는 조사된 123개국 중 사이버 범죄가 점차 커지고 있는 18개국 중 하나에 해당함
• 글로벌 경제 범죄 조사에서 다크웹(dark web)을 사용하는 조직된 범죄 조직들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문서와 ID를 위조하여 조직에 침입하여 훔치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고 경고함

▶ Lloyd’s 사가 최근 발표한 도시 위험 지수(City Risk Index)*에 의하면 극한 사이버 공격이 어떤 잠재적인
자연재해 보다 호주의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밝힘(2018.6.)104
* 로이드의 도시 위험 지수는 캠브리지 위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발되었으며, 전 세계 279개
도시에서 22건의 개별 위협으로 인한 GDP 위험을 측정함

103 ABC.News, “Nearly half of Australian companies hit by cyber crime, PwC global survey reveals”, 2018.7.24.
104 Business Insider Australia, “Market crashes and cyber-attacks are bigger threats to Australia's economy than natural
disasters”, 2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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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경제가 확장되고 디지털 인프라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시장 추락이나 주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음
• 사이버 공격 위험은 시장추락에 이어 호주의 GDP에 대한 두 번째로 큰 위협으로 호주 GDP의 13억
달러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자연재해인 홍수 위협은 잠재적으로 6억 6천만 달러 수준임
• 로이드의 지수는 캠브리지 위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발되었으며, 전 세계 279개 도시에서 22건의
개별 위협으로 인한 GDP 위험을 측정함

▶ 2017년 6백만 명의 호주인이 사이버 범죄의 희생자가 됨(2018.2.)105
• 호주 성인 3명 중 1명이 작년에 사이버 범죄를 겪었으며 23억 달러의 비용이 듦
• 시만텍의 사이버 보안 인사이트 보고서에 의해 노턴(Norton)의 연구에 따르면 600만 명 이상이 도난,
신용 사기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암호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사이버 범죄는 각각의 희생자에게 약 195달러와 16.2 시간의 비용을 요구하며, 해마다
사이버 범죄율은 13% 증가함
• 언론에서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음에도 호주 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
• 특히, 고령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사기의 대부분은 가짜 IT 지원, 가짜 웹 사이트와 이메일,
사기꾼들이 온라인으로 관심을 주는 것으로 가장하는 전화가 포함

105 nine.com.au. “Six million Australians fell victim to cybercrime in 2017”,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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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2012년 8월 22일 호주 상원은 유럽의 사이버범죄 조약을 수용하여 개정안 사이버범죄법(AU Cybercrime
Act of 2011)을 승인함
• 이 법안에는 사생활 보호와 외국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협조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이버범죄 조약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위조, 사기, 아동 포르노, 저작권 위방 등의
사이버범죄에 해당법이 적용됨
• 정부기관이나 연방경찰이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해 외국 기관에 요청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통신정보를 보존하고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발효(2014년 3월)106
•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의 개정사항에는 민간 부문 조직체 및 호주 정부기관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신규 호주개인정보원칙(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APP)이
포함됨
• 또한, 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방법에 대한 변경, 개인정보보호 불만 제기 및 조사의 해결을 위한
호주정보청(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의 새로운 권한이 포함됨
• 개정된 내용에는 기관이 개인 정보를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더 큰 책임을 명시하며,
기관과 상호작용 업무 시 은행 계좌 계설과 같은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면 익명이나 가명으로 상대할
수 있음
• 기관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와 직거래 마케팅을 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직거래
마케팅에 이용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중단을 요청하면 기관은 중단해야하며, 요청하면 기관은 정보를
습득한 출처를 알려줘야 함
• 사람들은 기관에 기록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는 더 큰 권리를
가짐

▶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98)에 따라 이미 의무가 있는 기관과
106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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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단체)은 신고의무가 있는 데이터 유출(Notifiable Data Breaches, NDB) 계획을 준수해야 함 (2017년
12월)107
• 여기에는 연매출액이 3백만 달러 이상인 호주 정부 기관, 기업, 비영리 조직과 민간 부문 보건 서비스
공급업체, 신용 보고 기관, 신용 공급자, 개인 정보 및 세금 파일 번호(tax file number, TFN) 수령인과
거래하는 단체가 포함됨
• 예를 들어 세금 파일 번호 정보를 보장할 것을 요구받는 소기업과 같이 특정 유형의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안 의무를 지닌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하에 그들의 의무 범위를 넘어서 다른
유형의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유출에 대해 통보할 필요가 없음

주요 전략 및 정책

▶ 호주의 사이버보안 전략(Australia’s Cyber Strategy)
• 2016년에 발표된 전략으로 호주 정부는 호주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4년 동안 2억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임
• 이는 2016년 방위 백서에 강조된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최대 4억
달러까지 투자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임
• 동 전략은 2020년까지 향후 4년에 걸쳐 호주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주제에서
실행을 수립함

표 _ 호주 사이버보안 전략
주제

내용

우선순위 실행 내용
§

공동리더십: 총리가 비즈니스 리더와 함께 연간 사이버 보안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설계된 국가 사이버 보안 초기 계획들을 정부와
비즈니스 리더가 주도함

정부, 비즈니스, 연
§

더 강력한 협력 구축: 정부는 책임을 이끄는 것을 명백히 하고, 호주

전국의

구 공동체는 함께

사이버 협력

호주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센터를 재배치하여 비즈니스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을 발전시킴

참여함
§

비용 및 효과 이해: 정부는 경제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의 비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조사를 후원함

강한 사이버

호주의 네트워크와

§

우선 순위 실행 탐지, 차단 및 대응: 공동 운영되는 사이버 위협 공유

107 “Entities covered by the NDB scheme”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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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우선순위 실행 내용
센터 및 온라인 사이버 위협 공유 포털을 개방하고, 향상된 정보,

시스템은 손상되기
방위

어렵게 하고 사이버

분석, 대응 역량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함
§

기준 올리기: 자발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건강 검진’과 국가
우수 사례 가이드라인을 공동 설계하고, 공동 운동가들과 수행하고

공격에 복원력 강화

호주를 사이버 위협에 대해 더 어려운 타깃으로 만들기 위해 선진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함.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평가를 수행함
§

호주는 개방적이고,
글로벌
책임과 영향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적극적으로 장려함

공개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의 챔피언: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적으로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을 유지할 것을 지지함

§

안전한 피난처를 폐쇄: 안전한 피난처를 차단하고 사이버 범죄 및
다른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

§

역량 구축: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지역과
세계적으로 역량 구축

§
호주
성장과 혁신

통해

Growth Centre)와 사이버 방어 강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기업은

사이버보안 혁신을
성장하고

번영함

사이버보안 혁신 활성화: 사이버 보안 성장 센터(Cyber Security

위한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사이버 보안 혁신에서 투자를 촉진함
§

사이버 보안 비즈니스의 개발 및 확장의 활성화 :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호주 사이버 보안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증진함

§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 활성화: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함

호 주 국 민 이

§

양성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의 우수한 학문적 중심에서 시작하고

디 지 털 시 대 에
사이버
스마트 국가

번창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스킬과
지식을 갖춤

알맞은 기술과 전문성 개발: 고도의 숙련된 사이버 보안 인력을

다양성을 확산하여 사이버 보안 기술의 부족을 극복
§

전국적인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지속가능한 공동 공공-민간 국가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모든 호주인의 사이버 위험과 혜택의
인식을 높임

2. 담당기관

▶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 ACSC(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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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사이버 보안센터는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 정부의 노력을 이끌고 있으며, 역할은
호주를 온라인 연결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자 함
•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는 2014년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 후 2017년 독립적인 정보 검토(Independent
Intelligence Review)의 부분으로 호주 정부는 향상된 사이버 보안 역량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조언과
지원의 단일한 기구에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음
• 이 후 2018년 7월 1일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가 확대되어 공식적으로 호주신호국(ACS)의 일부가
되었으며, CERT Australia와 디지털 전환기관(Digital Transformation Agency)로부터 호주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전문지식을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ACSC)로 통합하게 됨
•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는 국가 자산,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중소기업, 학계, 비영리기관, 호주
커뮤니티 등의 중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사이버 복원력을 이끌며, 사이버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대처하며, 모든 호주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허브에 해당함
•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는 구체적으로 ▲호주의 CERT로써 사이버 보안 위협과 사건에 대응하고,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복원력을 증가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과 협력하며, ▲사이버 보안
인식을 증가하기 위해 정부, 산업, 커뮤니티와 일하며, ▲ 모든 호주인에게 정보, 조언, 지원을 제공함
•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에는 호주 형사 정보 위원회, 호주 연방 경찰, 호주 보안 정보 기구, 호주 신호국,
국방 정보 기구로 부터의 직원을 포함하며, 내무부의 사이버 보안 정책부서 직원은 더 나은 정부 정책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 직원과 공동 배치됨
•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는 캔버라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협력 사이버 보안 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 전역에 사무실을 둠

▶ 호주 정보국 OAIC(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110
• 호주 정보국 OAIC는 법무장관의 지위하에 속한 독립적인 법무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짐
• (1) 개인정보 보호법 1988(Privacy Act) 및 기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개인 정보보호 기능, (2)
정보기능의 자유 특히 1982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Act 1982)의 운영에 대한 감시 및 해당 법에
따른 정부 및 장관의 결정에 대한 검토 (3) 정부 정보 정책 기능, 호주 정보위원법 2010(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에 따라 호주 정보 위원에게 수여됨
• 호주 정보국(OAIC)의 책임은 (1)조사 실시, (2)정보 자유법에 의거한 결정 검토, (3)불만사항 처리,
(3)모니터링 기관 관리, (4)대중, 정부 기관 및 기업에게 자문 제공 등임

108 https://cyber.gov.au/
109 www.asd.gov.au/infosec/acsc
110 https://www.oaic.gov.au/about-us/

1. 선진 시장 - 호주

3. 규제 및 인증제도
▶ 윤리적 보안 테스터 위원회(Council of Registered Ethical Security Testers, CREST)가 제공하는 정보보안
기술 인증 프로그램이 있음
• 비영리 회사인 CREST Australia New Zealand Ltd.는 회원사를 대신하여 윤리적 보안 테스터
위원회(CREST)를 운영함
• 이 위원회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개인 및 법인체를 위한 사이버 및 정보 보안에 대한 평가, 심의, 인증,
교육, 훈련을 제공하며 고품질의 모범 사례 정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함
• CREST 계획은 회사 인증과 개별 테스터 인증의 2가지 트랙으로 구성됨

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최근 스마트폰 콘텐츠에 대한 경찰의 더 큰 접근성을 주기 위해 새로운 사이버 법안이 제출됨(2018.8)111
• 새로 발표된 초안 법안은 정부가 스파이 및 법 집행기관 밖에서 암호화된 서비스를 사용하여 호주인을
단속하는 권한에 해당함
• 구글, 애플, 페이스북, Telstra와 같은 통신사업자는 호주 당국에게 민감한 데이터를 넘겨주거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함
•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새로운 법안은 통신 서비스 및 장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화,
컴퓨터,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장치에 암호화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권한을 포함함

111 news.com.au. “Australia’s proposed new cyber legislation to give police greater access to content on smartphones”,
2018.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