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루마니아

‘17년 GDP(십억달러)

211.8

'17년 인구수(천명)

19,586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루마니아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한국과 비교해 법제, 조직 부문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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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관련 주요 지수
·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전 세계 20% 이내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지표명

루마니아

한국

점수
6.48

순위
58

점수
8.85

순위
2

접근(Access) 부문

6.98

60

8.85

7

활용(Use) 부문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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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Skills) 부문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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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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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ICT 발전지수(IDI 2017)

∎ ICT 관련 주요 통계 (ITU, 2017년 말 기준)
· 유선브로드밴드에 비해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음

루마니아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3,890
19.77
유선전화
4,780
24.29
유선브로드밴드
22,550
114.5
이동통신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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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0.585로 성숙(maturing)단계로 글로벌 순위는 167개국 중 42위로 나타났으며, 유럽국가 권역에서는
33개 국가 중 22위를 기록
• 루마니아는 정보기술에서 보안 분야의 소프트웨어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 도구 및 기술에
관련된 국가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가 표준화기구(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을
설립하였음
• 또한 허용된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기술서비스에 대한 암호화 알고리즘, 인증서비스 및 알고리즘의
표준화 무결성을 테스트함

▶ 루마니아 국가침해사고대응팀(CERT-RO)의 사이버 위협 평가 보고서129에 의하면, 2017년에 1억
3,820만 건 이상의 사이버 보안 경보(alert)가 수집되어 처리하였으며, 이는 2016년 대비 25% 증가함
• 2017년 루마니아의 고유 IP 총 개수의 33.71%는 CERT-RO가 처리한 사이버 보안 경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포함되었고, 이는 2016년 38.72%에 비해 약 5% 감소함
• 2017년 처리된 경보의 83.25%는 취약한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이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거나
보안되지 않거나 잘 못 구성된 IT 시스템 등과 같은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에 노출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사이버 보안 문화 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보여줌
• 루마니아는 인터넷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129 “Evolution of the Cyber Threat Landscape 2017”, CERT-RO, 2018.4.9.,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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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루마니아 국가침해사고대응팀(CERT-RO)의 수집된 사이버 보안 경보 횟수 추이

[출처] CERT-RO, Evolution of the Cyber Threat Landscape 2017, 2018.4.9. p.14.

그림 _ 수집된 사이버 보안 경고 원인별 분포

[출처] CERT-RO, Evolution of the Cyber Threat Landscape 2017, 2018.4.9. p.14.

▶ 루마니아 정보국(Romanian Intelligence Service, SRI)은 루마니아의 여러 금융 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대량의 사이버 공격이 2018년 6월에서 8월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다고 발표130131
• 루마니아정보국((SRI)은 사이버공격자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은행계좌의 인출한도 없이 돈을
인출하고 있으며, 매일 수 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기관,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다고 밝힘

130 “SRI: Many Romanian banks under cyber attack this summer”, Business Review, 2018.8.19.
131 “Romanian financial institutions targeted by big cyber-attacks”, Romania Insider, 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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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격자는 발전된 지속적인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음
• 이러한 복잡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루마니아정보국(RIS)은 일부 금융 기관에 공격을 평가하고 잠재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

▶ 루마니아 경찰이 국제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해체한 여러 사이버 범죄 사건은 동유럽국가가 여전히
사이버 관련 범죄의 중심지임을 보여줌132
• 최근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경찰은 두 개의 주요 유럽 은행의 수백명의 고객으로부터 1백만 유로를
훔친 사이버 범죄 조직을 해체하였으며, 경찰은 2년의 조사 끝에 루마니아에서 9명, 이탈리아에서
11명을 체포함
• 이 범죄 집단은 피싱 이메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온라인 은행 계좌 정보를 수집한 후에 루마니아로
이체하는 세무당국으로 가장하였으며, 범죄 관련 계좌로 연결된 신용카드, 직불 카드를 사용하여
루마니아의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였음
• 2017년 9월 Website Builder Expert(WBE)가 발행한 사이버 범죄에 관한 취약성 지수에서,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에서 몰타와 그리스 다음인 3위로 취약한 국가로 나타남133

물리보안 환경

▶ 국가통신관리규제청(ANCOM)에 의하면, 2017년 루마니아의 통신 네트워크 보안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344건이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모바일 인터넷과 전화통신에 해당함134
• 국가통신관리규제청(ANCOM)에 보고된 중요한 사건은 610만 건의 모바일 음성 연결, 3백만 건의
모바일 인터넷 연결, 1백만 건 이상의 유선 통신 회선, 약 1백만 건의 유선 인터넷 연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TV 전송은 가장 영향을 받지 않음
• 보고된 사건 수는 작년에 20%까지 증가했으나, 각 사건별 영향을 받은 연결의 평균 수는 38%까지
급감하였으며, 보고된 중대 사건의 약 73%는 정전이나 케이블 고장 등과 같은 외부요인이며, 15%는
시스템 오류, 9%는 날씨에 의한 것임
• 국가통신관리규제청(ANCOM)은 네트워크 보안 사건으로 인해 Telekom Romania에게 총 11만
RON(23만 7,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3월 5일 Telekom Romania의 모바일 네트워크가 수
시간 동안 고장나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2018년 3월 말 기준 Telekom Romania의
모바일 고객은 약 470만 명임135

132
133
134
135

“Romania Remains Hub for Cyber-Crime Gangs”, BalkanInsight, 2018.4.2.
“Which EU Country Is Most Vulnerable To Cybercrime?”, Website Builder Expert, 2018.6.27.
“Mobile connections in Romania, most affected by security incidents in 2017”, Romania insider, 2018.6.28.
“Telekom Romania to pay hefty fine for security incident in March”, Rominia insider, 20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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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신관리규제청(ANCOM)에 의하면 지역 이동통신사는 6개월 동안 등록된 네트워크 고장이
35분을 넘지 않아야 하고, 통신사는 네트워크 가용성 조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네트워크
로그를 유지해야 하지만 Telekom Romania는 이를 구현하지 못함
•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한 보안 및 무결성 사건을
국가통신관리규제청(ANCOM)에게 보고해야 하며, 적어도 한 시간 동안 5,000건 이상의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건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됨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유선통신
• ITU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는 389만 회선을 기록, 보급률은 19.77%이며,
2016년 411만 회선 대비 5.35% 감소하였으며, 유선통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임
• 루마니아의 유선통신 시장은 2003년 시장 개방 후 많은 경쟁업체들이 진출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인
Telekom Romania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강하여 시장 점유율이 소매 수익의 약 70%에 달함
• 2017년 6월 기준 34개의 면허를 가진 유선 사업자들이 있으며 이들 중 큰 규모의 사업자로는
RCS&RDS, SN Radiocomunicatii(SNR), GTS Telecom 등이 있음
• 1990년에 설립된 기존 사업자 Telekom Romania은 2017년 6월 기준 가입자에 의한 시장 점유율은
43.7%에 해당하며, 이외 사업자들이 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Telekom Romania는 유선 통신,
이동통신, 위성, IPTV, 케이블 TV 서비스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제공함
•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는 2007년 완료되었으나, 수년간의 자금 부족으로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서 가장
낮은 유선 보급률을 보이며 2017년 유선 통신 보급률은 약 20%에 해당함
• 지방에 새로운 유선 연결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된 DSL, 케이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모바일 전용 솔루션을 선택함에 따라 유선 보급률은 2013년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임
• 2014년 초 Telekom Romania는 RoNet 프로젝트를 착수하면서 783개 지역에 약 13만 7천개의 건물과
40만 주민에게 통신 서비스를 확장하며 2015년 말에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많은 지연이
있었음
• RCS&RDS는 7,500km 이상 길이의 광섬유 백본과 대도시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으며, GTS
Telecom은 전국 72.5Gb/s MPLS 네트워크를 구현하였고, Radiocom은 4,000km 길이의 전국 광섬유
네트워크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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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루마니아 유선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 (2018.6)

▶ 이동통신
• ITU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6년 대비 약 1.52% 감소한 2,250만 명을
기록하며 보급률은 114.59%이며, 2009년 보급률 121.74%를 기록한 이후 최근 3년간 보급률은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복수 개의 SIM카드 소유권을 선호하는 고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루마니아 이동통신 시장은 네 개의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 세 개는 주요한
지역 사업자인 Vodafone Group, Orange Group, Deutsche Telekom의 자회사이며, 이외에 Digi
Mobil이 있음136
• Digi Mobil은 2017년 11월 에릭슨과 5G 가능한 협대역 IoT(NB-IoT) 장비를 배치하기로 계약했고,
2018년 5월 5G 서비스와 시스템 개발에 대해 MNO와 협력을 모색하였으며, 프로토타입 플랫폼을
사용하여 최대 10Gb/s 속력까지 보임
• Orange Romania는 가정의 10% 정도가 5G 서비스를 유선 브로드밴드의 대체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26GHz 대역의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시행된 시험에서 제한된 수의 단말기에 최대 6Gb/s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했음
• Orange는 2012년 말 LTE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6년 LTE-Advanced(LTE-A) 서비스가 뒤따랐으며,
이후 2018년 6월 최대 500Mb/s의 데이터 속력을 제공하도록 업그레이드함
• Vodafone은 2012년 말에 LTE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6년 9월 약 3,500개 지역에서 LTE-A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7년 10월 최대 800Mbps/속력까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136 “Romania Telecoms Infrastructure, Operators, Regulations-statistics and analyses”, BuddeComm,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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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5년 동안 약 5억 유로를 네트워크에 투자하여 LTE 네트워크 구축함
• Telekom Romania는 2013년 5월 LTE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Orange Romania와 도매 네트워크 계약을
통해 2015년 12월부터는 LTE 도달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이 계약을 통해 Orange는 Telekom의 지방
접속 인프라를 통해 고정(fixe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Telekom은 Orange의 LTE
네트워크에서 전국 로밍 액세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RCS&RDS는 Digi Mobil 브랜드하에 2007년 말 3G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5년 10월 LTE 서비스를
25개 도시에서 시작하였으며, 2017년 중반까지 Digi Mobil은 2100MHz 대역에 대한 1,100개의
기지국과 2600MHz 대역을 사용하는 1,000개의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_ 루마니아 이동통신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2018.6)

▶ Vodafone의 M-Pesa 서비스는 루마니아에서 2014년 4월 시작되었으며, M-Pesa는 GSM, 3G, LTE
기술에서 운영되는 텍스트 메시징 기술로, 고객은 하루 최대 30,000 레이(약 6,715 유로)까지 이체할
수 있음137
• M-Pesa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불카드 상환, 공과금 요금 청구, 예금 입금 및 현금 인출, 상품 구매도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기존 은행 시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인구의 1/3에게 가능함

▶ yStats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6월 기준 루마니아에서 온라인구매자의 69%는 물품배달시 결재(cash
on delivery)하는 것으로 나타남138

137 “Romania, Mobile Infrastructure Broadband, Operators – Statistics and Analyses”, BuddeComm, 2018.7.6. p. 22.
138 “Global E-Commerce Intelligence, Europe Online Payment Methods: full year 2017”. yStats,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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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구매자의 결재수단으로 Visa/Mastercard 지불이 4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국내 은행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이용은 31%, 디지털 지갑은 15%, 은행 계좌이체는 11%, ING Home’Pay는 11%,
PayU는 9%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온라인에서 카드 지불액은 7억 4,500만 유로에 달하며, 전년 대비 45% 증가함
• 2017년 6월 기준 온라인 지불 보안에 대해 우려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은 루마니아의 경우 32%에
해당하며, 헝가리나 에스토니아는 26%로 가장 적게 나옴
• 2017년 6월 기준 EU 회원국에서 은행 카드나 온라인 뱅킹 사기의 피해자가 발생한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루마니아의 경우 9%이며, 헝가리와 체코가 8%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영국은 24%로 가장
높게 나옴

▶ 인터넷 이용 환경
• ITU의 자료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인터넷 이용자 보급률은 2017년 63.75%로 전년의 59.5%에서 4.25%
정도 증가하였으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 BuddeComm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인구에 대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정치는
89.2%인 반면, 유선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4.3%로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용이 월등히 많게 나타남

그림 _ 루마니아의 플랫폼 별 인터넷 이용률(2017년 기준)
구분

이용자 수

보급률

모바일브로드밴드(e)

17,7000,000

89.2%

4,520,000

24.3%

유선브로드밴드
전체

181,520,000

[출처] BuddeComm(2018.7.)

그림 _ 루마니아의 인터넷 보급률

[출처] ITU Statistics DB(2018.6)

4. 중동·동유럽 시장 - 루마니아

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사이버 보안은 루마니아 ICT부문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며, 루마니아의 IT 시장은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IT 시장은 2017~2021년에 3.1% 성장하여 2021년 99억 RON(24억
7,000만 달러)의 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139
• 루마니아의 IT서비스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은 높은 속도로 크게 성장했으며, 중장기적으로 GDP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은 매년 15~20%씩 성장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시장은 루마니아에서 약 10억 유로(11억 5,000만 달러)이며, 2020년까지
1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루마니아 시장에서 주요 구매자는 산업(39%), 금융(20%), 서비스
및 고객(16%)이고, 주요 성장률은 금융(26%), 서비스 및 고객, 통신, 산업, 도매 등이며, 서비스는 64%,
제품은 36%로 구성 될 것으로 전망
• 코딩과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훈련을 받은 약 2,500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그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루마니아 교육부는 모든 공인된 학교의 모든 K5-K8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훈련으로
일부 사이버 보안 개념이 포함된 코딩을 도입하였고 현재 모든 K1-K12로 확대하고자 함
• 자금 및 사이버 보안 보호 프로그램 둘 다에 대한 가장 큰 필요는 정부와 정부 부서내에 있으며,
헬스 부문은 헬스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많은 양의 개인 데이터로 인해 사이버 보안 서비스의 가장
큰 구매자가 될 수 있음
• 대규모 원격 의료 프로젝트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중요한 사이버 보안 구성요소가
있어야만 함
• 민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IT 보안이 핵심적인 조직들인 ▲금융, 은행, 보험 부문 ▲에너지 및
공공시설의 중요 인프라 네트워크 ▲통신 ▲공공시설과 에너지 수송 등에서 찾을 수 있음

시장 규모 및 전망

▶ 시장조사기관 Barnes Reports는 2017년 루마니아의 보안 시스템 서비스 산업 시장 규모가 약 2억
6,100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 2억 4,700만 달러 대비 5.7% 성장
139 “Romania - Information Technology/Cybersecurity”, U.S. export.gov,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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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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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감소하여 약 2억 4,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7년 보안 시스템 서비스 산업 내 총 2,256개 기업이 설립되어 약 10,958명을 고용, 2018년에는
3.1% 증가하여 총 설립된 기업수가 2,327개에 이르고, 고용증가는 3.1% 증가하여 약 1만 1,30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전망
• 세부적으로 2018년에는 ▲보안 시스템 서비스 1억 7,470만 달러 ▲ 도둑 경보 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8,650만 달러 ▲보호 및 보안 장치 1,210만 달러 ▲감시 시스템 690만 달러 ▲화재 경보 및 감시
관련 620만 달러 규모로 시장 배분될 것으로 전망

▶ 루마니아의 IT 부문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함
• 현지의 여러 IT 회사들은 국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성공적으로 수출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또한 해외기업을 인수하여 해외로 진출하기도 하는데, 루마니아의 첫 번째 기술
유니콘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UiPath 외에 TotalSoft, Tremend, 그리고 잘 알려진 사이버 보안 그룹
Bitdefender 등이 있음
•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지역 기업들의 등장 뿐 아니라 Microsoft, HP, Oracle 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도 루마니아 지역의 스타트업들의 발전을 돕고 있으며, 지역의 통신 회사, 은행, 상공회의소
등도 스타트업을 후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루마니아의 기술 스타트업은 현재 성장 중임
• 정부지원으로 루마니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6월 Start-Up Nation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시키는 신규기업에게 4만 3,900유로까지 지원하며, 해당 예산은 국가 예산 및 EU 기금을
통해 3억 7,300만 유로가 책정됨140

▶ Statista에 의하면 2018년 루마니아의 스마트 홈 보안 부문 매출은 1,100만 달러이며, 매출은
2018년~2022년 사이에 연 평균 성장률 40.2%을 보이며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4,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141
• 현재 보안 부문의 스마트 홈 당 평균 매출은 237.16 달러에 해당하며, 2018년 가구 보급률은 0.7%이며
2022년에는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140 “2017년은 루마니아 스타트업 최고의 해”,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11.14.
141 “Smart Home Report 2018 – Security- Romania”, Statist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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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현황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 스마트홈 분야의 보안에는 건물을 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 및 관리를 위한 장치 및 서비스가 포함되며,
보안 카메라 및 관련 데이터 저장 및 전송 서비스, 모션 센서, 프로그래밍 및 원격 제어 도어 잠금 장치
및 위험 모니터링 장비도 포함됨142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루마니아 2020을 위한 디지털 의제에 관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on Digital Agenda for Romania
2020)에 따르면, ICT의 전략적 비전의 완전한 구현에는 약 24억 유로(26억 4천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함143
• 디지털 의제를 위한 국가전략은 실행을 위해 네 개 영역을 정의하며, 특히 첫 번째 목표는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미디어에 투자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임
• 2018년 5월 25일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제(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루마니아의 사이버 보안 시장의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데이터 프로세서(data processors)는 설계상 및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양의 사이버보안 컨설팅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

3. 주요 사업자 현황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 루마니아에서 사이버보안 시장은 여전히 부상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1인당 기술 노동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고 있음

142 “Smart Home Report 2018 – Security- Romania”, Statista, 2018.
143 “Romania - Information Technology/Cybersecurity”, U.S. export.gov,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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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의 사이버 보안 시장은 미국 공급업체와 같은 외국 업체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시장
진입자는 다양한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 및 루마니아 시장 규제를 알아야만 함
• 시장 진입은 현지 루마니아의 채널 파트너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해외 제조업체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장 진입 전략임
• 그러나 루마니아 정부 부서에 판매할 때 특히 국가 안보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경쟁할 때 루마니아에
직접 사업체를 설립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도 있음
• 사이버 보안에 가장 중요한 지역 협회인 ANSSI(www.anssi.ro)와 협력하여 루마니아 시장에 관심있는
외국 기업에게 파트너를 찾는 방식이 최상의 접근이며,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 및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주요 사업자

q 정보보안 시장
▶ Bitdefender
• Bitdefender는 2001년 설립되어 현재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및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에 속하며 본사는 루마니아 bucharest에 위치하며 미국, 유럽, 중동 등에 사무소를 둠
• 전 세계 150 이상의 국가에서 정부 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서 약5억 명의
사용자를 지원하며, 1,300 이상의 직원과 600명 이상의 공학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팀이 있으며,
2014~2016년 동안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30%에 해당하며 72개의 특허를 갖고 있음
• 루마니아인 사업가 Florin Talpes가 Bitdefender를 지배하고, 런던 기반 사모 펀드 Vitruvian Partners가
30% 지분을 보유하며, 미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UAE, 스웨덴, 캐나다 등과
같은 시장에서 직접 진출하였고, 최근에는 현지 파트너인 SMS eTech로부터 자산을 인수한 후 직접
호주로 진출함144
• 연락처 : Home Page : www.bitdefender.com
Tel. : +4 031 620 4235

▶ Safetech Innovations
• Safetech Innovations는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루마니아에서 소프트웨어 보안, 정보 보안 관리, 정보
보안 거버넌스, 정보 보안 위험 평가 및 관리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및 제품을 공급하며, 사이버보안
‘one stop shop’솔루션을 제공하여 조직의 사이버 복원력을 증가시키고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을
지원함

144 “Going global: Romanian IT companies that have grown into international brands”, Romania Insider, 20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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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ech Innovations는 NATO 산업 사이버 파트너십(NICP)의 회원이며, Check Point가 클라우드 보안
전문(Check Point Certified Cloud Security Professional, CCSP)으로 인증하였음
• 공공 행정, 은행 및 금융 서비스, 헬스케어, 교육, IT 서비스, 통신회사, 전자 상거래 등의 산업 부문에
보안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며, 루마니아 bucharest에 본사가 있고, 영국에도 사무소가 위치함
• 연락처 : Home Page : www.safetech.ro
e-Mail : office@safetech.ro
Tel. : +4 021 316 0565

▶ Bit Sentinel
• Bit Sentinel은 정보보안 회사로서 사이버 침투 테스팅, 악성코드 방지, 보안관리, 사이버 공격 복구,
사이버공격 시뮬레이션, 보안 감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정보 보안에 대한 특별 훈련
코스를 제공
• 공공 부문, 은행 및 금융 서비스, 통신회사, 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교육, 전자 상거래 등의 산업
부문에 보안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며,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본사가 있음
• 연락처 : Home Page : bit-sentinel.com
e-Mail : contact@bit-sentinel.com

q 물리보안 시장
▶ UTI Group
• UTI Group는 정부, 공항 및 항구, 에너지, 석유 및 가스, 화학산업, 원자력 등 중요한 인프라를 위한
방위 및 보안 시스템의 통합 업체이며,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가뿐 아니라 NATO 연합 지상 감시 프로그램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함
• UTI Group는 감시, 방어, 분석, 범죄 조사를 위한 특수 제품을 포함한 물리 보안 및 정보 보안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보안 감사, 시스템 통합, 컨설팅 서비스, 유지관리 서비스도 제공함
• 1990년에 설립된 루마니아에 기반을 둔 회사로 루마니아 bucharest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네델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몰도바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1,8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함
• 연락처 : Home Page : www.uti.eu.com/
e-Mail : office@uti.eu.com
Tel. : +40 21 20 12 300

▶ Mac Douglas Grup
• Mac Douglas Grup은 주로 카메라, 렌즈, 모니터, 디지털 비디오 기록기, 비디오 처리기,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 등과 같은 전체 범위를 갖춘 전문 CCTV 장비를 루마니아 시장에 보안 장비를 수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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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함
• 연락처 : Home Page : www.macdouglas.ro
e-Mail : oferte@macdouglas.ro
Tel. : +40 (21) 252 75 70

4. 주요 동향 및 이슈

▶ 정보 보안 회사 Safetech Innovations, 2018년 상반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2018.9)145
• 루마니아의 정보보안 회사인 Safetech Innovations는 2018년 상반기 매출액 4백만 RON으로, 2017년
동기 대비 10% 증가함
• Safetech Innovations는 2018년 매출액 9백만 RON, 수익 110만 RON을 목표로 하며, 목표로 하는
수익은 2017년의 두 배에 해당함
• 2018년에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제(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시행으로 인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루마니아 회사들의 인식이 증가하였고, Safetech Innovations의
R&D팀은 새로운 사이버 보안 규정에 따라 기업의 요구사항을 보다 더 잘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제품 개발에 주력함

▶ 사이버 보안 그룹 Bitdefender, 사이버 보안 중심 창업보육센터 투자 계획(2018.6)146
• 사이버 보안 그룹 Bitdefender의 창업자 Florin Talpes는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둔 창업보육센터
(start-up incubator)에 투자할 계획
• Bitdefender가 스타트업에게 pre-seed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술 검증, 시장에서 이러한 기술
배치에 대한 이해, 시장 진입 전략 초안 작성 및 계획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 할 계획
• Bitdefender는 창업 보육 센터에 지원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안내서를 출시할 예정임

145 “Safetech Innovations registered revenues of RON 4 million in the first half, up by 10 percent”, Business Review,
2018.9.11.
146 “Bitdefender launches start-up incubator”, Romania Insider, 20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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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컴퓨터 관련 범죄 조항(형법 개정)147
• 2014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컴퓨터 관련 범죄내용을 포함하며, 내용은 컴퓨터 사기, 전자 지불 및
금융사기, 개인 인증 정보 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컴퓨터 사기와 관련하여 데이터 입력, 변경, 삭제, 접속 제한, 컴퓨터 시스템 작동 방해 등으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7년 징역형
• 전자 지불 수단 도용, 개인 인증 정보 도용의 경우 2~7년 징역형, 위조 전자 지불 및 전자 금융
사기의 경우 1년~5년 징역형
• 전자 지불 수단 위조, 컴퓨터 데이터 위조,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컴퓨터 데이터 전속의
불법적인 차단이나 가로채기, 데이터 무결성 변경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
• 또한 아동 포르노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저장 및 유통, 전자 투표 사기 행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

주요 전략 및 정책

▶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2020148
• 루마니아는 유럽디지털어젠다 2020(Digital Agenda for Europe 2020)을 차용해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2020(Digital Agenda for Romania 2020)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2015년 2월에 승인함
• 디지털 어젠다는 유럽 2020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ICT 사용의 주요 역할을 정의하고, 디지털
어젠다에 대한 국가전력은 다음과 같이 4개 실행영역을 설정함
- 전자정부, 상호운영성,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및 소셜 미디어: 행정을 현대화하여
루마니아의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
- 교육, 문화 및 보건에서 ICT: 부문별 수준에서 이러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
- 전자상거래, ICT에서의 연구, 개발 및 혁신: 루마니아의 지역 비교 우위를 목표로 하며 민간 부문의

147 “romanian cybercrime & computer crime legal blog”, http://www.en.criminalitate.info, 2014.9.2.
148 “National Strategy on the Digital Agenda for Romania 2020”, Romanian Government
http://gov.ro/en/government/cabinet-meeting/national-strategy-on-the-digital-agenda-for-romani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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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
- 브로드밴드 및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사회적 포용 확보를 목표로 함
• 루마니아에서 ICT 부문의 전략적 비전의 완전한 이행은 약 24억 유로의 총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며,
경제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영향은 2014년~2020년 동안 GDP 성장 13%, 일자리 수 증가 11%, 행정비용
절감 12%에 이를 것으로 봄

▶ 차세대네트워크(NGN) 인프라 개발 국가계획149
• 2015년 6월 정부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루마니아 전역의 커버리지와 더 빠른 접속 속력을 위해
차세대네트워크(NGN)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가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2015년 4월에 승인된
루마니아 2020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에 대한 국가전략에 따라 진행됨
• 이것은 2020년까지 모든 건물에 최소 30Mb/p의 광대역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의
목표에서 출발했으며, 모든 건물의 적어도 절반이 100Mb/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 목표는
2025년까지 진행되도록 갱신되었음

▶ 루마니아는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2013년 채택하였으며, 국가보안과 정부의 중요한 지원을 구성하는
국가 사이버 인프라를 기반으로 탄력성과 신뢰도가 높은 안전한 가상환경을 정의하고 유지하여, 시민,
기업, 루마니아 사회 전반에 걸쳐 이익을 최대화 하고자 함
• 루마니아의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규제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사이버 위협 역학에 적용
- 중요 인프라의 적절한 기능적 측면에서 관련 있는 국가 사이버 인프라를 위한 보안 프로파일과
최소 요구사항을 수립하여 실행
-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의 탄력성을 보장
- 루마니아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성, 위험 및 위협에 대한 이해, 방지, 싸움을 통해 보안 확보
- 사이버공간에서 국가 이익, 가치, 목표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
- 사이버보안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킴
- 사이버공간에서 유래된 취약성, 위험, 위협과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양시켜 보안 문화 개발
- 사이버공간 사용에 관한 일련의 국제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정의하고 수립하는데 루마니아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새로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의 주요 활동방향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49 “Romania Telecoms Infrastructure, Operators, Regulations-statistics and analyses”, BuddeComm,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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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_ 루마니아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의 주요 활동 방향 및 내용
주요 활동 방향
사이버보안을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개념적,
활동적

프레임워크를 수립

세부 내용
Ÿ

국가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

Ÿ

국가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국가 법적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고 일치시킴

Ÿ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사이버 사건 및 공격 뿐 아니라 위협,
취약성, 위험에 관한 상호 정보 교환 촉진을 포함함

Ÿ

관할 당국의 수준에서 위협의 이해, 예방, 대응과 사이버공간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 최소화의 가능성을 통합함

국가 프로그램에 기반을

Ÿ

사이버 사건에 대해 조기 경고, 경보,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목적을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공공-민간 협력을 개발하기 위한 툴을

국가 위험 관리 및 대응

확보

역량 개발

Ÿ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혁신역량을 강화함

Ÿ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의 탄력성 수준을 증가시킴

Ÿ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CERT 형태의 조직을 개발

Ÿ

사이버공간의 사용과 관련된 위협, 취약성, 위험에 대한 국민, 공공 행정, 민간
차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

Ÿ
사이버 분야에서 보안
문화를 증진하고 통합

인터넷 및 컴퓨팅 장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의무 교육 주기 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Ÿ

사이버 보안 및 전문 인증 분야의 광범위한 증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훈련

Ÿ

공공 및 민간 부문 관리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

사이버보안에
국제협력 개발

관한

Ÿ

주요 사이버 공격 발생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국제 협력의 합의

Ÿ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제적 프로그램에 참여

Ÿ

루마니아가 당사자인 국가적 사이버 보안 협력의 이익 증진

• 국가 사이버 보안 시스템(National cyber security system, NSCC)은 학계와 비즈니스, 전문 협회 및
NGO 단체들과 협력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이버공간 보안을 위하 국가적 차원에서 행동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과 역량을 가진 공공 당국과 기관을 통합하는 일반적인 협력 프레임워크임
• NSCC의 임무는 국가 사이버 보안 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특정한 위협, 취약성,
위험에 대한 지식, 예방, 대응 요소를 제공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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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C의 주요 기능은 정보, 모니터링, 보급, 분석, 경고, 조정, 결정, 대응, 복구 및 인식, 사전 대책
및 대응 조치의 채택을 통해 달성됨
• 최고 국방위원회는 NSCC 활동의 전략적 수준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루마니아의 사이버
보안 전략을 승인하고 사이버 보안에 관한 위원회 운영의 조직 및 기능의 규칙을 승인하였음
• 사이버보안 운영위원회(Cyber security operative Council, COSC)는 NSCC의 단일 조정을 통한 조직임

2. 담당기관

▶ 루마니아 국가침해사고대응팀(Romanian National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CERT-RO)150
• CERT-RO 설립은 루마니아 정부 결정 H.G. 494/11 May 2011에 의해 위임되었으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연구, 개발, 전문지식을 보유한 루마니아 국가의 CERT로서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
• 사이버 사건을 예방, 분석, 식별, 대응하는 책임을 지는 특화된 조직이며 CERT-RO는 유사한 조직들에
대해 국가 연락 조직에 해당함
• CERT-RO는 국가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공공
정책을 정교하게 배포하는 책임을 가짐
• CERT-RO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고 분류, 사고 조정, 사고 해결 등의 사고 대응과 정보 교육 행사,
처리된 보안 사고 기록 유지, 감사 서비스 등과 같은 예방적 활동을 함

▶ 정보사회통신부(MCIS)
• 정보사회통신부(Ministry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MCIS)는 루마니아의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임
• 2008년 12월 전신인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를 대체함
• 정보사회통신부(MCSI)는 전자통신, 정보기술, 정보사회 서비스 부문의 정책 입안, 전략 수립,
정책실현을 위한 규제 마련을 담당

▶ 국가통신관리규제청(ANCOM)151
• 국가통신관리규제청(National Authority for Management and Regulation in Communications,

150 CERT-Ro 웹사이트: https://cert.ro/
151 ANCOM 웹사이트: http://www.ancom.org.ro/en/ancom_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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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OM)은 루마니아 통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부족한 자원을
관리하고 인프라에 대한 혁신과 효율적인 투자를 장려함
• 현재의 루마니아의 전자 통신 부문을 규제하는 기관인 ANCOM은 관련 관리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두 기관인 통신정보기술검사국(Inspectorate General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GCTI)와 국가통신정보기술사무국(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RCTI) 두 개 기관의 합병 결과로 2009년 초에
설립됨
• 국가통신관리규제청(ANCOM)은 2018년 실행계획(ANCOM’s 2018 Action Plan)을 발행했으며,
실행계획에는 전자통신 인프라, 서비스에 관련된 규제, 주파수 관리, 전자통신 네트워크의 보안 및
무결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루마니아정보국(SRI)152
• 루마니아정보국(Romanian Intelligence Service, SRI)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이버
보안은 루마니아정보국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통해 유럽-대서양 수준에서 주목받았던 분야 중
하나이며,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강화
• 루마니아정보국(SRI)의 국가사이버정보센터(National Cyberint Center)는 국가방위최고이사회
(Supreme Council of National Defense, CSAT)에 의해 사이버 정보 분야에서 국가 당국으로
지정되어, 루마니아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성, 위험, 위협을 식별하고, 방지하며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옴
• 2017년 5월 루마니아정보국은 CyDEx17이라는 최초의 국가 사이버 보안 훈련을 조직하였고, 이
훈련은 사이버 사고를 관리하는 방법, 운영단계에서 전술적 전략적 대응을 테스트 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153

▶ 루마니아 사이버보안연구센터(CCSIR)154
• 루마니아 사이버보안연구센터(Cyber Security Research Center from Romania, CCSIR)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정보 보안 분야의 파트너십과 같은 국제 활동뿐 아니라 루마니아의 정보 보안 분야에서
보안 연구 촉진, 지원, 구현, 조정하는 목적을 가진 비정부 조직(NGO)임
• 2013년 설립된 CCSIR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가함
-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기술에 참여,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새로운 정보 보안 시스템의 통합
- 정보보안 범위 연구

152 Romanian Intelligence Service(SRI) 웹 사이트: www.sri.ro
153 https://cyberwiser.eu/romania-ro
154 Cyber Security Research Center from Romania(CCSIR) 웹사이트: http://ccs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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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분야의 위협을 중화하는 목적으로 핵심 국제 구조와의 파트너십 개발
- 정보보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조사하고 노출함
- 대중 매체 캠페인 및 보안 컨퍼런스 개최
- 지역의 IT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개발함

3. 규제 및 인증제도
▶ 루마니아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제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루마니아 의회, GDPR 시행법 승인(2018.6)155
• 유럽연합에 의해 고안된 GDPR은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든 회사에서 시행해야
하며, 늦어도 2018년 5월 25일까지 GDPR 정책을 이행해야함
• 2018년 6월 27일 루마니아 의회는 EU의 GDPR에 따라 공개 조항을 다루는 루마니아의 GDPR
시행법(GDPR implementing Law)을 승인하였음
• GDPR 시행법은 제한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감한 데이터(생체인식 데이터, 유전 데이터, 건강
관련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특별 규칙을 구현하고, ▲다른 범주의 데이터(예: 개인 식별번호, 직원
데이터)와 관련한 규칙을 도입, ▲인증기관의 면허를 규제, ▲경과 과정을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

▶ 루마니아, 6개 EU국가의 사이버 신속 대응 선언 서명(2018.6)156
• 루마니아를 포함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네델란드, 스페인은 리투아니아 주도의 국방을 위한
영구적인 구조적 협력(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of Defense, PESCO)하에 상호 지원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에 2018년 6월 25일에 서명함
• 리투아니아의 제안에 의하면, 사이버 신속 대응 팀(Cyber Rapid Response Teams, CRRT)은
순환기반의 전문가들에 의한 민간-군사 역량으로 형성될 것이며, 이들은 국가 당국이 사이버 공격에

155 “EMPLOYEE MONITORING UNDER THE ROMANIAN LAW IMPLEMENTING GDPR”, cloudprivacycheck.eu, 2018.7.5.
156 “Six EU states sign declaration on PESCO cyber rapid response”, The Defense Post, 20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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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도록 돕게 될 것임
• 사이버 신속 대응팀은 기존의 구조 및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이버 분야에서 국가, 유럽연합,
지역, 다국적 노력을 보완하게 될 것임
• 사이버 신속 대응팀의 효과적인 배치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적응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연합은 소프트웨어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자금을 할당 할
것으로 예상하며, 법적 및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기관들이 계속 진행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