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탄자니아

‘17년 GDP(십억달러)

50.1

'17년 인구수(천명)

57,310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아프리카 국가 중 탄자니아의 사이버보안 지수 순위는 11위에 위치하나 전 세계
기준으로는 88위를 차지

(● 상, ● 중, ● 하)
2017 GCI 지수 및

5대 하위 항목 평가

순위

국가명

종합

지수

순위

법제

기술

조직

역량

협력

탄자니아

0.317

88

●

●

●

●

●

●

대한민국

0.782

13

●

●

●

●

●

●

∎ ICT 관련 주요 지수
· 탄자니아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전 세계 하위 약 5% 대를 들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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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
점수
순위
1.81
165
2.52
162
0.75
164
2.49
159
0.317
88
0.3929
139

한국
점수
8.84
8.99
8.57
9.08
0.782
0.892

순위
1
8
3
3
13
3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7년 말 기준)
· 탄자니아는 유선통신 보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동통신은 69.7%를 기록

탄자니아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127
0.2
유선전화
1848
3.2
유선브로드밴드
39954
69.7
이동통신
13.0%
인터넷 이용률
항목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8,036
56.1
20,556
41.1
61,296
122.7
92.7%

5. 아프리카 시장 - 탄자니아

정보보호 산업 개요

1. 보안 환경
▶ 탄자니아 경제사회에서 ICT 활용 및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탄자니아는 ICT 사용증가와 함께 사이버 공격의 높은 목표가 되어 사이버위협이 함께 증가함
• 대부분 사이버범죄는 프라이버시 침입과 더불어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거래, 모바일머니 송금이
타깃팅 되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1
• 또한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사기, 해킹, IP범죄, ATM사기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정부기관, 은행, 사업자 등이 포함2
• 탄자니아 정부는 사이버범죄 법률(Cybercrime Act)을 2015년 9월부로 시행하면서 사이버보안에 관한
대응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 2017년에는 탄자니아 미디어에 가짜 뉴스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됐으며, 가짜 계정과
거짓정보는 2017년 상반기에 3,340건이 경찰에 보고됨
• 탄자니아 통신규제청은 온라인콘텐츠 규제를 2018년 3월에 발효하였으며, 이 규제하에 블로거를
포함한 온라인 라디오 방송국과 비디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탄자니아인은 등록 라이선스 수수료,
연간 수수료 지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언론단체 등이 새로운 규제에 도전하여 고등법원은
2018년 5월 5일 규제 이행을 중단시킨 상태임

▶ 탄자니아는 2017년 사이버범죄로 9,950만 달러의 손실이 추정됨3
•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ICT 기술과 자동화에는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 사이버 위협 예방에 대한
투자에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조직의 51%는 사이버보안 관련 제품에 연간 5,000 달러 이하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10,000달러 이상 지출하는 조직은 은행 및 금융 부문인 것으로 나타남4

▶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모바일 정보보호 위험이 증대됨
• 탄자니아는 모바일 머니(mobile money) 시장이 급성장하여 M-Pesa, Tigo-Pesa, Airtel-Money 등과

1 “Cyber criminals can be stopped”, Dailynews, 2017.3.2.
2 Saidi M. Kalunde, “The status of Cybercrime in Tanzania", Octopus Conference on Cooperation Against Cybercrime,
2015.06.
3 “Tanzania Cyber Security Report 2017”, SERIANU, p. 11.
4 “Tanzania Cyber Security Report 2017”, SERIANU,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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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지급 솔루션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안 관리는 부족한 상황
•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의 자금으로 InterMedia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탄자니아인의 약 2/3가 모바일 머니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5
• 2015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탄자니아가 아프리카에서 성인 1천명당 가장 많은 모바일 계좌를 보유한
국가로, 전체 성인 모바일머니 거래비율이 84%로 모바일머니 도입국 케냐의 68%를 추월함6

▶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은 범죄와 테러에 위협받고 있고, 공항, 호텔 등의 장소에서 납치도 발생하고 있어7
상응하는 대응 방안으로 물리보안 분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가 밀집된 Dar es Salaam은 특히 위협지역이며, 이외에도 Arusha, Mwanza, Stone Town 등의
도시들은 범죄와 테러에 위협받고 있으나 경찰의 규모가 작아 적절한 대응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음
• 대다수 범죄 사건들은 폭력이 없는 소유물 도난, 주거침입 도난, 거리 범죄 사건들에 해당하며,
폭력적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음
• 도시지역에서 만연한 거리범죄의 경우 가방, 컴퓨터, 카메라 등이 타깃인 날치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거리 차량에서 행인의 물건을 날치기하는 경우도 증가함
• 또한 최근에는 납치도 드문 것이 아니어서, 관광객이나 해외거주자들의 경우, 공항, 버스정류장, 호텔
등의 장소에서 납치되어 카드 비밀번호나 카드 최대 한도금액을 제공받고서야 풀어주곤 하는데, 특히
공항에서의 경우 납치된 사람들이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정보를 주는 것을 악용하고
있음

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유선통신
• ITU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는 12만 7,094회선을 기록, 2016년 12만
9,597회선 대비 1.9% 감소함
• 유선통신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시장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유선
가입회선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선통신사업자는 국영사업자인 TTCL(Tanzania Tele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 탄자니아
국영 통신사)과 Zantel(Zanzibar Telecom Limited, 탄자니아 잔지바르 국영 통신사)임

5 Tanzania Daily News, “Tanzania: Digital Payment Platform Vital for Poverty Alleviation”, 2016.10.7.
6 “탄자니아, 모바일머니 이용액 5배 증가”, 전우형 탄자니아 다레살람무역관,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2.17.
7 U.S. OSAC, "Tanzania 2017 Crime & Safe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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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기준 TTCL 가입 회선 수는 12만 5,584회선, ZANTEL 가입 회선 수는 32회선에 해당하며8,
2017년 6월 대비 TTCL은 2,607회선 감소, ZANTEL은 1,496회선 감소함9
• TTCL은 Zanzibar 지역을 포함하여 탄자니아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Zantel은 2005년
2월까지는 Zanzibar에서만 운영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라이선스를 확보해 점차 탄자니아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10

그림 _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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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감소한 3,995만
3,860명을 기록하며 보급률이 69.7%이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7.7%를
기록함11
• 2018년 6월 기준, 이동통신 시장은 3대 업체 Vodacom(31.7%), Tigo(28.7%), Airtel(26.6%)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87%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베트남계의 Halotel(8.7%)이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Zantel(2.6%), TTCL(1.3%), Smart(0.3%) 등의 군소
업체가 따르고 있음12

8 TCRA, Quarterly Communications Statistics Report, 2018.6.
9 TCRA, Quarterly Communications Statistics Report, 2017.6.
10 ITU(2014), “Cyber Security in Tanzania-Country Report”
11 ITU, "Mobile-cellular subscriptions”
12 "Quarterly Communications Statistics”, Tanzania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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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탄자니아 이동통신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2018.6)

그림 _ 탄자니아 이동통신사별 시장 점유율(2018년 6월 기준)
통신사

가입자 수(명)

비율

Vodacom

13,277,574

31.7%

Tigo

12,006,568

28.7%

Airtel

11,134,547

26.6%

Halotel

3,649,805

8.7%

Zantel*

1,071,586

2.6%

TTCL*

561,476

1.3%

Smart

132,278

0.3%

전체

41,833,834

100%
* Zantel(탄자니아 잔지바르 국영 통신사), TTCL(탄자니아 국영 통신사)
[출처] Tanzania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TCRA) (2018.6)

• 탄자니아의 이동통신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모든 통신사 라이선스는 융합된 서비스가 허용되는
기술과 서비스 중립적임
• 2016년 기준 모든 이통통신 가입자 중 36%가 3G/4G 기반이며, 이는 2021년까지 67%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13
• 이통통신 보급에서의 성장률은 도시지역에서 모바일 금융서비스와 같은 고가치 서비스에 대한

13 Business Sweden in Eastern Africa, “Opportunities in the ICT Sector in East Africa”, 2017.4.2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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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성장과 함께 지방에서 인프라 향상에 의해 활성화 될 것임
• 정부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방에 3G서비스 확장을 위해 Ericsson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옴
•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몇 년간 고객유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소기업은 어려움에
봉착함
• 탄자니아 최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Vodacom은 탄자니아 모바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여 지난 15년간 약 2조 실링을 투자한 것과 비교해 향후 5년간 1조 2,000만 실링을
투자하겠다고 언급
• 이동통신 가입률의 증가로 인해 모바일 서비스도 활성화하여 모바일 소액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모바일 배달 서비스(Hello Food) 등 확장되고 있음

▶ 모바일 머니
• 탄자니아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첫 번째 나라로서, 이는 낮은 은행
보급과 함께 증가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함
• 2017년 7월~2018년 4월 10개월 동안 모바일 머니 거래금액은 약 3조 3천억 탄자니아 실링 가치(약
14억 4천 달러)14에 해당하며 약 8천만 건의 거래로 성장함15
• 이러한 성장은 2016/17년의 같은 기간 대비 거래금액은 78.9%, 거래건수는 104.7% 증가한 것에
해당함

그림 _ 탄자니아 모바일 지급의 모바일네트워크간의 거래량(2015.7~2018.4)

[출처] Governor Bank of Tanzania, "Monetary Policy Statement 2018/19", p.36. 2018.6.

14 2018년 9월 환율 기준: 1달러 = 약 2,286.82탄자니아실링
15 Governor Bank of Tanzania, "Monetary Policy Statement 2018/19", p.35.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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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머니로 예금, 인출, 송금뿐 아니라 구매대금 지불, 항공권 구매, 세금납부, 전화/전기요금,
TV요금, 수도세, 정부소유 집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편리하게 결제 가능하여 인기를 끌고 있음
• 2018년 6월 기준, 탄자니아 모바일 머니 계좌 건수는 2천 85만개를 넘어섰으며, 모바일머니 시장은
M-Pesa(41%)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Tigo Pesa(33%), Airtel Money(20%), Halopesa(4%), Ezy
Pesa(2%), TTCL(0.47%) 순임16

그림 _ 탄자니아 통신사 및 모바일 머니 별 시장 점유율(2018년 6월 기준)
통신사

모바일 머니

가입자 수(명)

비율

Vodacom

M-Pesa

8,642,262

41.4%

Tigo

Tigo Pesa

6,979,382

33.5%

Airtel

Airtel Money

4,070,922

19.5%

Halotel

Halopesa

756,332

3.6%

Zantel

Ezy Pesa

307,525

1.5%

TTCL

TTCL

98,741

0.5%

20,855,164

100%

전체

[출처] Tanzania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TCRA) (2018.6)

▶ 인터넷 이용 환경
• TCRA의 자료17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인터넷 이용자 규모는 2,299만 명이며, 주로 이용하는 환경은
모바일이 82.7%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정 무선과 유선 환경에서는 각각 15.1%와 2.3%를 보임

그림 _ 탄자니아의 플랫폼 별 인터넷 이용률(2017년 12월 기준)
구분

이용자 수

점유율

모바일

19,006,223

82.65%

고정무선

3,468,188

15.08%

유선

520,698

2.26%

전체

22,995,109

100.0%
[출처] TCRA(2018.6)

16 TCRA, Quarterly Communications Statistics Report, 2018.6
17 TCRA, Quarterly Communications Statistics Report,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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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RA의 자료18에 따르면 2017년 인터넷 보급률이 45%, 사용자수는 2,299만에 이르는 반면, ITU의
자료에 근거한 Internet World Stats19에 의하면 2016년 인터넷 보급률이 14.5%로 다소 적게 나타남

그림 _ 탄자니아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자 수(2017년 12월 기준)

[출처] TCRA(2018.6)

그림 _탄자니아 인터넷 도메인(.tz) 수: 15,670개
도메인

개수

비율

co.tz

12,644

80.689%

or.tz

1,325

8.456%

ac.tz

719

4.588%

go.tz

653

4.167%

sc.tz

208

1.327%

ne.tz

60

0.383%

me.tz

22

0.14%

hotel.tz

12

0.077%

tz.tz

11

0.07%

mil.tz

7

0.045%

info.tz

7

0.045%

mobi.tz

2

0.013%

전체

15,670

100%
[출처] www.tznic.or.tz (2018.9.3.접속)

18 TCRA, Quarterly Communications Statistics Report, 2018.6
19 Internet World Stats:http://www.internetworldstats.com/af/tz.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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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 55개
Aptus Solutions
Startel T LTD
Simbanet (T) LTD

Advertising Africa

INCO TECHNOLOGIES

Ecosystem East Africa
Zalongwa

Technologies

ASK Technologies
Smartcode Company

Habari Node LTD

Systems 2000 LTD

TWENTY4 & CO

Extreme Web Technologies

Foundation for Civil Society

MASOKO

1AND1 Internet Solutions

Mephics T LTD

Powercomputers Technology

Kilihost LTD

Asante World

ENTERSOFT SYSTEMS

ITFarm

E-Govt Agency

RANA TECHNOLOGIES

University Computing Center

ZEE COMMUNICATIONS LTD

Lexsynergy TZ Reg Limited

Spicenet (T) LTD

Tryben Company Limited

DUDUMIZI Technologies

Twiga Hosting Ltd

Jonsoft Group Limited

CATS-NET

Uhuru One

Twiga Tech

FAULUHOST

Amazing Solutions LTD

Web Technologies Co

LTD

Netways

Benson Informatics LTD

Digiplus

Africa Online Tanzania LTD

Tanzania Youth Alliance

Sihebs Technologies Co Ltd

BONGOLIVE
TECHNOPRO EA
INFOCOM

TECHNOLOGIES
DUXTE

IT Sales & Services LTD

Asyx Group Co LTD

EVMAK TANZANIA LTD

Trilabs Co LTD

Bestcom Company LTD

CAPITAL TECHNOLOGIES

GETCORE GROUP LTD
[출처] www.tznic.or.tz (2018.9.3.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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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탄자니아에서 사이버 범죄의 신고 건은 2014년 380건, 2015년 1,823건 등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20
• 실제 발생한 사이버 범죄 중 9%만이 경찰청에 신고되고, 그 중에서 1%만이 법적으로 기소 처리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사이버 범죄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최근 글로벌 보안컨설팅 기관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탄자니아의 2016년 금전적 손실 규모가 8,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 특히, 금융 분야에서 23%로 가장 높은 손실이 발생했으며, 손실을 야기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내부자가
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해킹이 26%로 뒤를 이음

표 _ 탄자니아 사이버범죄 손실 및 유형
탄자니아 산업별 사이버범죄 손실

탄자니아 사이버범죄 유형

[출처] www.serianu.com의 자료를 인용한 이태승, “[전문가 기고] 탄자니아 정보보호시장 현황 및 진출 팁”, 2017.10.16.에서 인용

▶ 2016년 사이버 범죄 사건은 9,441건으로 증가함
20 이태승, “[전문가 기고] 탄자니아 정보보호시장 현황 및 진출 팁”, 2017.10.16

5. 아프리카 시장 - 탄자니아

• 2017년 1월에 발행된 탄자니아 경찰청의 보고21에 의하면, 사이버범죄 사건은 2016년 9,441건으로
2015년의 5,172건에 비해 4,269건(82.5%) 증가함
• 2016년 사이버 범죄 사건의 주된 유형은 절도, 살인 위협, 폭력적인 언어, 고장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_ 탄자니아 사이버범죄유형별 사고건수
(단위: 건)

[출처]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rime and Traffic Incidents Statistics Report'(2017.1), p33. 자료 기반 재구성

▶ 케냐 기반의 IT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SERIANU社의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22 2017년
한 해 동안 사이버 범죄로 인한 탄자니아의 손실 비용은 9,95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외 2017년 주요
사이버 보안 이슈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사이버범죄로 인한 손실비용은 아프리카 전체 35억 달러, 나이지리아 6억 4900만 달러, 케냐
2억 1000만 달러, 탄자니아는 9,950만 달러로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탄자니아의 GDP 47억 달러의 0.2%에 해당함
• 사이버 범죄의 손실비용 9,950만 달러 중 가장 큰 손실 비용 항목은 내부자 위협이 2,990만
달러(30%)이며, 이후 컴퓨터 시스템 공격이 1,990만 달러(20%), 이메일 스팸 및 피싱이 1,490만
달러(15%)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비용(백만 달러)

비중(%)

내부자 위협

29.9

30

컴퓨터 시스템 공격

19.9

20

21 “Crime and Traffic Incidents Statistics Report 2016",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7.1., p33.
22 “Tanzania Cyber Security Report 2017”, SERIANU,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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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용(백만 달러)

비중(%)

이메일 스팸 및 피싱

14.9

15

사회공학 및 신원도용

11.9

12

온라인 사기

9.9

10

데이터 유출

8

8

랜섬웨어

5

5

합계

99.5

100

• 탄자니아 조직의 90%이상이 사이버 보안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조직내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여전히 오래된 수동적인 프로세스의 사고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사이버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제어가 부족함
• CISA, CISM, GIAC, 등과 같은 정보 보안 자격증을 가진 공인된 전문가는 300명으로 추정되며,
조직들은 IT, 컴퓨터 과학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기술 인증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어 정보 보호에
대한 역량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젊은 대학 졸업생들도 보안 인증의 이해가 여전히 낮아 관련된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한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음
• 가짜 뉴스들이 탄자니아 미디어에서 나타나며 사람들이 점점 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보게
되고, 가짜 뉴스들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가짜 계정과 거짓 정보들은 TCRA에
의하면 2015/16년에 7,000건 이상, 2017년 상반기에는 3,340건이 경찰에 보고되었음
• 탄자니아의 산업에서 가장 타깃이 되는 부문은 여전히 은행 부문에 해당하며,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자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고된 여러 공격들에서는
해커들이 휴면계정을 이용하여 엄청난 액수의 은행 송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 내부자의 위협은 여전하며, 보고된 많은 경우들로부터 악의적인 침해를 수행하는데 최적의 위치인
관리자 계정과 특권의 사용자 계정을 가진 그룹들이 가장 연루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실수나 과실은 조직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게 됨
• 90%이상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함
• 대다수 조직의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은 툴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사고의 94.4%는 보고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음

▶ 또한 SERIANU의 보고서에 의하면23 사이버 위험이 큰 산업 부문은 은행부문, 통신부문, 금융서비스
및 모바일 머니 부문, Sacco의 협동 조합 및 소액 금융 부문, 전자상거래 부문, 서비스 및 소매 부문으로

23 “Tanzania Cyber Security Report 2017”, SERIANU,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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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됨
• 은행부문: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특히 악의적인 내부자들로부터 사이버 범죄의 큰 타깃이 되고 있으며,
일년 내내 발생한 사이버 공격에는 직접적인 DB 조작, 전자메일 피싱 및 가동 중지시간을 초래하는
중요한 시스템의 손상이 포함됨
• 통신부문: 전화번호, 신원 번호, PIN 번호 등과 같이 개인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통신회사들은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매력적인 목표가 되므로, 통신회사들은 사이버 공격에 견딜 수 있는 고급
보안 솔루션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다수의 통신회사가 자체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를 하는 것은
주목할 만 함
• 금융서비스 및 모바일 머니 부문: 탄자니아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연간 송금액은 GDP의 47%에
해당하는 43조 탄자니아 실링에 해당하며, 현재 대다수의 은행, 교통, 통신, 전자상거래, 서비스 산업
회사들은 모바일머니 서비스를 대안 채널의 하나로써 도입함
• 이와 같이 여러 부문과 모바일 머니와의 통합은 사이버 공격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
회사들은 모바일 머니와의 통합 부분을 안전하게 하고, 또한 사용자들에게 휴대 전화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사회공학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함
• Sacco 신용 조합 및 소규모 금융 부문: 고객 만족과 비용절감에 중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투자에 소홀하여, 사이버범죄에 목표가 되기 쉬움
• 전자상거래 부문: Jumia, E-Bay, OLX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 몰을 포함한 전자유통업체의 확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시스템 취약성으로 인해 온라인 사기, 거래사기, 고객
개인정보 침해의 증가가 알려지고 있으며, 판매자는 전자 거래의 위험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최소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및 소매부문: 주로 민감한 고객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 및 소매부문의 경우, 예약 정보, 지불,
개인 정보 등의 처리가 자동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 측면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신용카드 도용,
정보 도용, 데이터 유출 등의 수많은 위험이 초래됨
• 이러한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악성코드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훔치려는 POS(point-of-sale)
단말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개인데이터를 훔치고자 호텔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인 측면 및 명성에도 영향을 주어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쉽게 잃게 됨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물리보안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경찰력으로 인해 점차 확대 전망
• 탄자니아는 경찰 1명이 약 1,049명에게 서비스하고 있어24 국제적 표준에 따른 경찰 1명당 약
450명에게 서비스하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수가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탄자니아의 경찰들이 권고되는
24 “Crime and Traffic Incidents Statistics Report",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7.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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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부담을 가짐
• 또한 경찰은 낮은 임금, 부적절한 수의 경찰 인력, 제한된 차량, 불충분한 가솔린, 소수의 무선,
훈련부족 등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25

▶ 2017년 기준 탄자니아 정보보안 시장 규모는 75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
• 시장조사기관 Technavio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26, 2014년 기준 탄자니아의 정보보안 시장 규모는
678만 달러였으며, 이를 활용해 2017년 시장 규모를 추계하는 회귀식을 구하고, 이를 2017년 변수에
적용하는 방법을 취했을 때 750만 달러 규모가 도출됨27

2. 분야별 현황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 CCTV 장비, 접속제어, 원격비디오 카메라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기기와 서비스, 등의 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Bio-Lock, Bio-Metric 등 최신 바이오기술도 시장에서 제공됨

▶ 탄자니아의 CCTV시장은 유럽제품과 중국제품이 경쟁하는 가운데 중국제품이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표 _탄자니아 CCTV 주요 수입국 (2010-2016)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단위: 천 달러)
2015
2016

2014

중국

483

139

225

498

602

1,002

1,220

미국

138

197

290

201

286

317

513

한국

30

5

8

20

2

20

220

주) HS 852580 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
[출처] UN Comtrade DB

25 U.S. OSAC, "Tanzania 2018 Crime & Safety Report"
26 Technavio, Global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and Services Market 2015-2019(2015)
27 GDP와 인구규모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계수의 p값이 낮은 GDP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국가별 GDP 편차가
크게 나타나 LOG값을 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재실시하여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함. 데이터가 있는 22개 국가의
시장규모와 GDP에 기울기인 1.09544492562193를 곱해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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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보안 거버넌스, 보안 평가와 리뷰, 사고 대응 등의 컨설팅 및 자문, 보안 기술 교육 제공, 데이터 보안
등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서비스가 제공됨

3. 주요 사업자 현황
▶ Tera Technologies and Engineering Ltd.
• Tera Technologies and Engineering Limited은 2011년 9월에 설립되어 다르에르 살람에 위치하며,
통신, ICT, 전력, 보안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
• 주된 보안 솔루션에는 접속 제어, CCTV, 침입자 알람, Bio lock, Bio-metric 시스템, 출입 접속 제어
등을 포함함
• CRDB Bank에 서버룸 환경모니터링시스템, CCTV 접속 제어 및 침입 알람 등을 공급 및 설치하였고,
EXIM Bank에 Cisco Access 포인트, 라우터, 스위치를 공급 및 설치, 보안시스템을 설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teratech.co.tz
e-Mail : info@teratech.co.tz
Tel. : + 255 22 2701612, Mobile: +255 713 899 309, +255 754 912281.

▶ CATS Tanzania Ltd.
• CATS Tanzania Ltd.는 1986년부터 탄자니아 지역에서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을 담당하며,
서아프리카의 몇 국가들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에이전시, 공공 조직, 민간기업
등에 인프라, 앱, IT솔루션, 보안 등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
• 주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는 앱 서버, 메일 서버, 컴퓨터 및 랩탑 등을 위한 보안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제공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catsgroup.co.tz/
e-Mail : sales@catsgroup.co.tz

Tel. : T. +255 22 213 7915

▶ NRD East Africa Ltd.
• NRD(Norway Registers Development) East Africa Ltd.는 2013년 3월에 설립되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하며, 디지털 보안 영역에서 탄자니아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5. 아프리카 시장 - 탄자니아

프로젝트를 수행함
• 주요 서비스는 정보시스템 감사 및 IT 거버넌스,

ICT 인프라 아키텍처 수행 및 관리, 사이버

보안제품과 컨설팅, 교육 등 제공
• ISACA Tanzania Chapter와 함께 탄자니아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자문을 수행함
• 주로 경찰, 정부 사이버 보안센터와 CERT, 법원과 정보보안 부서 등과 같은 특수한 조직에 사이버보안
기술 컨설팅, 사고 대응, 응용 연구를 제공함
• 사이버 보안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Lumension, IBM Security, AccessData, Qualys, FireEye, Fortinet
and Vasco 등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음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nrd.co.tz/
e-Mail : info@nrd.no

Tel. : T. +255 222 110 895

▶ Cyberoam
• 네트워크 보안기기 및 보안 솔루션 제공 업체인 Cyberoam은 탄자니아 시장 파트너인 Mart Networks
Tanzania Limited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기기를 유통
• 케냐에서 1996년에 설립된 Mart Networks는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등에서 물리적 보안과 인터넷
보안 서비스를 제공28
• 연락처 : Home Page : https://www.cyberoam.com/emeatz.html
e-Mail : poonam.bhatti@mart-networks.com
Tel. : + 255 683 901 203,

Mobile: +255 784 444 490, +255 658 344 490

▶ SCI
• SCI는 50년 전에 탄자니아에서 설립된 회사로 기술 컨설팅 및 솔루션에서 주도하는 회사로, 특히
탄자니아 전 지역의 은행지점에 1,500개 이상의 ATM을 공급, 구축,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은행, 금융뿐만 아니라 통신, 정부와 NGO, 에너지, 제조, 미디어, 출판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케냐, 콩고 등 아프리카 대륙으로 사업을 확장함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sciafrica.net
e-Mail : sales@scitz.com

Tel. : +255 22 2198600

▶ Softnet Technologies Limited
• Softnet은 네트워킹, 데이터센터, 서비스 관리 등의 일을 하며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에는 70명 이상의 직원이 IT 자격증을 갖고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며
빠른 성장을 보임
28 http://www.mart-networks.com/products-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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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의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고객들에게 비즈니스중심의 기술솔루션을 제공하며 확장하여
탄자니아와 케냐에 2개 사무소 11개 지사를 갖고 있음
• 연락처 : Home Page : http://softnet.co.tz
e-Mail : info@softnet.co.tz

Tel. : +255 222 515 100

▶ ComSec Security Systems Ltd.
• ComSec은 선도적인 보안업체가 설계하고 제작한 보안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하며, CCTV 감시, 접속
제어, 보안 검색, 침입자 경보기 등의 보안 제품과 스마트 뱅킹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임
• 탄자니아의 계약자 등록 위원회(Contractors Registration Board)에 1등급 보안 전문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공항 및 항만, 쇼핑몰, 호텔, 정부기관, 경찰 등 의 고객들에게 솔루션과 제품을
제공하며 본사는 탄자니아 다르에르살람에 위치하고, Mbeya, Mwanza, Arusha에 지사를 두고 있음
• 연락처 : Home Page : comsec.co.tz/
e-Mail : comsec@comsec.co.tz

Tel. : +255 22 2865137/8

4. 주요 동향 및 이슈
▶ 탄자니아 정부는 통신사가 모바일 머니 사기 희생자에게 환불하는 방안을 고려(2018년 7월)2930
• 탄자니아 당국은 만연한 모바일 머니 절도를 제어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구현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 중
• 모바일 머니 가입자를 겨냥한 모바일 머니 절도를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만연해 정부의 긴급 개입이 요청됐음
• 정부측에서는 모바일 가입자로부터 돈을 훔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에 회사의 직원이거나 일했던
직원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는 고객이 관련된 범죄자를 추적하는 동안 이동통신 회사가
고객들에게 환급해 줄 책임이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음을 언급함
• 노동교통통신부 장관은 Vodacom Tanzania Plc.에 회사의 사이버 범죄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30일을 주었음
• 장관은 만약 회사의 경영진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면 네트워크상에
일어나는 어떤 온라인 범죄에 대해 상환 책임이 있다고 밝혔음

▶ 한국의 KT는 탄자니아에 전자주민등록 데이터센터 구축을 완료함(2018년 7월)31

29 “Tanzania considers pushing telcos to refund mobile money fraud victims”, Business Daily, 2018.7.25.
30 “Vodacom has 30 days to give answers on cyber crime”, The Citizen, 2018.7 24
31 “KT, 탄자니아에 ‘전자주민등록 데이터센터’ 구축 완료”, KT 보도자료, 20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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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는 탄자니아 주민등록청이 발주한 사업을 지난 2015년 4월에 착수해 3년 3개월에 걸쳐 추진하여,
탄자니아 전자주민등록 사업을 위한 메인 데이터센터와 백업센터, 13개 지역 주민등록소의 건축과
지문인식 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관제시스템, 주민등록 웹 사이트 등 IT 시스템 구축까지 모두
담당하였음
• KT-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주도한 이번 사업은 526억 원 규모이며, IT, 네트워크 분야의 국내 우수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해 해외에서 사업실적을 쌓았음
• KT는 완료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이어 2020년 6월까지 유지보수를 맡게 되었고, 탄자니아 정부는 KT가
데이터센터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전자주민등록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임

▶ 탄자니아는 공항에서 얼굴 인식 기술 구현(2018년 1월)32
• 탄자니아는 가장 큰 두 공항인 킬리만자로 국제공항과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
국제공항에서 vision box 안면 인식 기술을 구현하였음
• 탄자니아 출입국 관리국은 여행문서의 정보와 승객의 실시간 캡처 이미지를 대조하는 얼굴 매칭
시스템(Facial Matching Systems)을 통해 국경 관리 절차를 개선함
• 해당 소프트웨어는 문서 인증 및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합하여 사기성 문서를 식별함

▶ 탄자니아 3대 통신사인 Tigo는 모바일머니 사기 예방을 위한 보고서 발행 (2017년 2월)33
• ‘모바일머니 사기 예방법 10가지’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사용자의 모바일머니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하고자 함
• 그러나, 보고서가 웹사이트에만 게시되어 사용자의 방법 숙지는 어렵다는 지적

32 “Tanzania Implements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t Airports”,Homeland Security Today, 2018.1.26.
33 “탄자니아, 모바일머니 이용액 5배 증가”, 전우형 탄자니아 다레살람무역관, KOTRA 해외시장리포트, 2017.2.17.

5. 아프리카 시장 - 탄자니아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The Cybercrimes Act 2015)
• 2015년 2월 20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률(The Cybercrimes Act, 2015)이 제정되어34 2015년 9월
1일부터 발효35
• 컴퓨터 시스템 및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범죄 관련 조항들이 포함 되며, 전자적 증거의 조사, 수집,
사용 등의 내용들이 포함
• 또한 해킹, 불법기기, 온라인 사기, 거짓정보, 유해 콘텐츠, 데이터 보호, 사이버 공격 등의 불법성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전자거래법(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5)
• 2015년 5월 전자거래에 대한 법률(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5) 제정36
• 전자거래법은 전자거래, 전자정부서비스, 증거수집에서 ICT의 사용, 전자증거의 허용, 안전한
전자서명의 사용의 촉진, 그리고 다른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

▶ 컴퓨터긴급대응팀 규제(CERT Regulations)
• 2011년 탄자니아 정부는 CERT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전자우편통신법을 통해 공표37
• CERT는 관련된 보안 사고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고 해결책을 지원 및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팀을 정의하며, 또한 이들의 권한과 설립, 국가CERT의
구성,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
• 또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를 포함

34
35
36
37

"The Cybercrimes ACT, 2015",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5
“Recognising significance of cyber security awareness”, DailyNews, 2015.10.1.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5",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5
“The Electronics and Postal Communications(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Regulations, 2011",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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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략 및 정책

▶ 국가발전계획(Vision 2025)
• 국가발전계획인 비전 2025(Vision 2025)는 원조 의존 및 1차 산업위주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여
2025년 중소득국으로 발전하고자 주요 발전계획 및 이행사항을 명시
• 국가발전계획 비전2025에서 ICT의 역할은 ICT활용과 교육을 통한 지식중심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혜택 공유, 이를 위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당

▶ 탄자니아 5개년 개발 계획(2016/2017 – 2020/2021)38

• 거시경제 지표
지표

2015/2016

2020/2021

실제 경제성장률 (%)
일인당 국민총생산 (USD)
환율 (TZS/USD 1)
회계 예산 (TZS, billion)

7.0
1,005
1,985.39
14,604

10.0
1,500
2,185.62
32,663

• ICT 거버넌스 부문
구분

도전과제
․ 탄자니아 국민들이
주민증 미보유

주민증 발급

요구되는 추진방안
․ 18세 이상 모든

기대결과
․ 2021년 6월까지

국민에게 주민증

모든 국민들이

발급

주민증 사용

소요예산
(TSH,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65.48

65.48

65.48

65.48

65.48

Billion)

327.41

• ICT 및 전자정부(E-Gov) 부문 : 전체 소요예산 37,322.36(TSHS, Billion)
구분
ICT
장비,
제조,
e-폐기물 재활용 및
소 프 트 개 발 센 터
구축(설립)

도전과제
․ ICT분야 숙련
기술자
․ 사업 재원마련
․ 사업수립을 위한

요구되는 추진전략
․ 내실있는 사업제안

38 NATIONAL FIVE YEAR DEVELOPMENT PLAN 2016/2017 – 2020/2021(2016.6)

기대결과
․ 컴퓨터 및 라디오
제고/조립 공장
설립;ICT 및 전자
하드웨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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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전과제

요구되는 추진전략

적절한 제안

ICT
파크,
수출처리구역(EPZA)
– 바가모요 도시

소요예산
(TSH,
Billion)

2016/17

N/A

N/A

․ 기반시설 부족
․ 재원 부족
소요예산
(TSH,
Billion)
3.51

N/A
N/A
․ 국토․지형․지질 조사
․ 마스터 플랜 수립
․ 상세 공학 설계 및
기반시설 BOQ
준비

산업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개발

첨단
사이버보안
교육훈련(TIRDO)
※ TIRDO : 탄자니아
산업
연구개발
기관

2020/21

N/A

N/A

․ 고품질 직업 진흥

2018/19

2019/20

2020/21

1.00

0.63

0.63

0.63

0.63

․ 네트워크 확장
․ 지역 전송 네트워크
․ 도도마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구축

․ ICT 네트워크 백본
확장
․ 2020.6월까지 동남
아프리카 통신
허브국가로 자리
매김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158.95

158.95

158.95

158.95

158.95

․ 우편서비스 열악
소요예산
(TSH,
Billion)
57.88

2019/20

2017/18

․ 네트워크 연결 부족

우편 통신: 92개 구역
국가 주소 체계

2018/19

2016/17

국가 ICT 브로드밴드
백본 (3단계 – 2단계
일부) – 도도마 수도
소요예산
(TSH,
Billion)
794.73

2017/18

기대결과
재활용 센터
․ ICT 인큐베이터

․ 정보 산업화를 위해
우편통신서비스
개선

-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14.40

14.40

14.40

14.40

-

․ 제조업의 오염가스
대량 방출
․ 초보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음
소요예산
(TSH,
2016/17
Billion)
1.50
․ 주요시설 기반보호
불충분
․ 은행거래 매체가
안전하지 않음
․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인식 부족

․ 센서 기술에 기반한
산업 환경 오염
가스 모니터링

․ 산업 안전성 증가
․ 환경 오염 감소

2017/18

2018/19

2019/20

2020/21

0.70

0.80

-

-

․ 인식제고를 위한
사이버보안 교육
․ 정보보호 수단 수립
․ 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보호 수준 및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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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전과제
소요예산
(TSH,
2016/17
Billion)
0.50

개방형(Open) 정부
및 데이터

구분

0.20

․ 국민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계획수립,
의사결정, 개발을
위한 혁신 및 연구
등 다목적 이용을
위한 최신 메커니즘
부족

요구되는 추진전략

기대결과

2017/18

2018/19

2019/20

2020/21

0.30

-

-

-

․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 개방형 정부 및
데이터를 위한 공통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 ICT 인큐베이터

소요예산
(TSH,
Billion)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50

0.50

1.00

1.00

-

-

도전과제

요구되는 추진전략

기대결과

․ 전자정부 구현을
․ 전자정부 구현의

․ 정부 기관의 데이터

책임지는 기관과

감독 및 조율을

및 정보의 품질 및

ICT부서간 효과적인

맡는 기관 강화

신뢰성 강화

조율, 감독, 촉진을
전자정부 거버넌스 및

조율 부족

조직 프레임워크
소요예산
(TSH,
Billion)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5.00

1.00

3.00

1.00

-

-

․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기존의
정부 네트워크에

전자정부 - 기반시설

․ 모든 정부기관을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안전한 정부

능률적인

네트워크에 연결

의사결정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소요예산
(TSH,
2016/17
Billion)

2017/18

2018/19

․ 정부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

2019/20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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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4.00

3.00

2.00

2.00

․ 지속가능한
․ 전자정부

전자정부 응용

연구결과의

․ 전자정부 연구,

부적절한 활용
․ 전자정부 연구개발
전자정부 - 연구개발

혁신, 개발센터 구축

부족

․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
이슈를 취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혁신개발

소요예산
(TSH,
Billion)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6.00

10.00

16.00

-

-

-

․ 정부 정보보호를
위한 불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전자정부 - 정보보호

기술 등)
소요예산
(TSH,
Billion)
5.00

구분

사이버보안 센터

․ 보안사고 위험 감소

구축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0

1.00

1.00

1.00

-

도전과제
․ 국민에게
정부서비스를

요구되는 추진전략

기대결과
․ 정부서비스 제공 및

․ 정부 모바일 서비스

접근 관련 편리한

제공 플랫폼 구축

제공하기 위한 채널
전자정부 - 전송채널

․ 전자정부

부족

․ 전자정부 키오스크
개발

환경
․ 정부서비스 제공 및
접근 관련 비용 및
시간 절약

소요예산
(TSH,
Billion)
25.00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

8.00

7.00

10.00

-

․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정부 –
응용플랫폼

․ 데이터를 주고 받지
않는 체계

․ 정부 데이터 교환
플랫폼 구축

데이터 및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소요예산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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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H,
Billion)
944.62

188.05

215.98

191.78

186.98

161.58

▶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대응 전략39
• 탄자니아 경찰청(Tanzania Police Force)은 "Crime and Traffic Incident Statistics Report 2016”를
2017년 1월 발행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에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함
•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 위반이 발생하는 가능한 원인들로는 1) 경제적인 어려움, 2) 도덕성의 결핍,
3)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훔치고 싶은 유혹의 원인이 되는 도시화, 4) 사람들이
적절히 불법을 획득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노출시키는 세계화, 5) 가난, 6) 빈부의
큰 격차, 7) 청년층 실업, 8)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있음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1)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금융 기관과 협력, 2)
청년들이 적절한 문화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대중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공감하게 함, 3) 자영업, 특히 청년 그룹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

2. 담당기관
▶ 탄자니아 침해사고대응팀(Tanzani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TZ-CERT)40
• 2015년 5월에 출범한 탄자니아 침해사고대응팀(TZ-CERT)은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의 관리에 관련된 지역적, 국제적인 주체들과 협력
• TZ-CERT는 사고 대응, 포털과 등록된 회원을 통해 커뮤니티에게 보안 경고 및 알림, 취약성과 보안
위협에 대한 자문, 정보보안 인식, 기술 역량 강화 등을 제공함
• TZ-CERT의 서비스는 악성코드 분석, 침입 탐지, 현장 사고 대응 등을 포함
• 사이버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CERT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법률인 전자우편통신법(Electronic and Postal Communications Act, EPOCA)은 2010년에
통과되었으며41 TZ-CERT는 통신규제청(TCRA)에 설립됨

▶ 노동교통통신부(Ministry of Works, Transport and Communication), MWTC)
• 노동교통통신부(MWTC)의 통신부문은 2008년 ICT에 대한 투자와 환경 장려, 국가 발전에 도모하기

39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rime and Traffic Incidents Statistics Report', 2017.1. p. 65.
40 https://www.tzcert.go.tz/
41 Amos Nungu, "Cyber firm to boost network security in Tanzania", 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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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립
• 통신부문의 역할은 정책 형성, 모니터링과 평가, 통신, ICT, 과학기술과 혁신에 속하는 법규제 문제를
다룸
• 국가ICT정책 2016(NICTP2016)을 실행, 모니터링, 평가, 주기적인 리뷰 등 전체적인 조정에 대한
책임을 맡음

▶ 탄자니아 통신규제청(Tanzania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TCRA)
• 통신규제청(TCRA)는 통신과 방송부문 규제를 책임지는 준(quasi) 독립 정부기관, 전기통신과
우편서비스, 주파수 관리 등을 규제하기 위한 탄자니아 통신신규제법(Tanzania Communications
Regulatory Act No.12 of 2003)하에 설립되었음
• ICT 보안에 관련된 정책 및 규제를 담당
• TCRA는 2003년 11월 1일에 운영을 시작하여 이전의 탄자니아 통신위원회(TTC)와 탄자니아
방송위원회(TBC)의 기능을 인계받음

▶ 탄자니아 국가 경찰청
• 탄자니아 정부는 사이버범죄의 위험을 인식하고 국가 경찰청 산하에 사이버범죄 단속
조직(Cybercrime Unit)을 2012년에 설립하였으며, 사이버범죄 조사와 대응센터에서 훈련된
수사관들의 특별팀으로 구성42
• 탄자니아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4개의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공간,
사이버 범죄에서 활동을 함43
부문

주요 기능

ICT 부문

내부적인 사용과 통신을 위해 ICT 기술 개발을 취급

사기 부문

인터넷 사기 및 자금 세탁을 취급
지문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범죄 현장의 포렌식 검사를 취급하며,

포렌식 부문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컴퓨터를 검사, 범죄 수행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을 평가

지능 부문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평가

42 UNIDIR, "The Cyber Index, International Security Trends and Realities", 2013. p88
43 Semboja, Haji H. et al., Cyber Security Institutional Framework in Tanzania: a policy analysis, Global Scientific Journals,
Vol. 5, Issue 6, June 201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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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및 인증제도

•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와 인증제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탄자니아 통신규제청(TCRA)은 탄자니아 침해사고대응팀(TZ-CERT)가 만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최소 보안 가이드라인을 승인함(2018년 6월)44
• 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이 적절히 보호되고, 보고된 사건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
• 동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운영적인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실행하도록 요구함

44 Tanzania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Internet Service Providers Minimum Society Guidelines,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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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조직내에

다음을

실행하여

정보보안관리를 위한 기초를 제공
정보 보안 거버넌스,
위험 및 준수

- 정보보안정책
- 정보보안 거버넌스,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
- 조직의 정보보호 역할 및 책임
- 제 3자 서비스 관리
ISP는 다음을 보장함으로써 보안 환경을 유지하도록 요구됨

시스템과 시설의
보안

- 물리적 보안
- 접속 제어
- 감사 및 책임
- 시스템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보안
ISP는

사고 관리 및 대응

다음을

수행하여

보고된

정보보안사고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되도록 함
- 사고 대응 절차
- 사고 감지 역량
ISP는 다음을 보장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안

정보 보안 테스트 및
감사

환경을 유지하도록 요청됨
- 사고 비상 계획 테스트
- 보안 평가
- 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감사
고객이 겪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ISP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 비즈니스 연속성 전략 및 비상 계획
- 재해 복구 역량

• 탄자니아 통신규제청(TCRA)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확인을
수행할 수 있음

▶ 탄자니아 사이버 법은 블로거에게 900달러 수수료 도입 및 모바일 기기에 의무적인 비밀번호 도입
(2018년 4월)45
• 탄자니아 정부는 인터넷에 게시된 콘텐츠를 규제하고, 블로거 및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 수수료를

45 “Tanzania cyber law introduces $900 fees for bloggers, compulsory passwords”, Euronews, 2018.4.12.

5. 아프리카 시장 - 탄자니아

부과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규정하는 법률을 승인함
• 탄자니아 통신규제청(TCRA)에 의해 처음 발표된 전자 및 우편 통신(온라인 콘텐츠) 규제
2018(Electronic and Postal Communications(Online Content) Regulations 2018)로 알려진 규제는
2018년 3월에 발효되었음
• 새로운 규제하에, 블로거를 포함하여 온라인 라디오 방송국과 비디오 (TV)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탄자니아인은 라이선스를 신청, 연간 수수료 뿐 아니라 등록에 관한 라이선스 수수료 지불을
요청받게 될 것임
•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 수수료 100,000 탄자니아 실링, 초기 라이선스 비용 1,000,000
탄자니아 실링, 연간 라이선스 비용 1,000,000 탄자니아 실링으로 탄자니아에서 개인이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 최대 900달러를 지불해야 함
• 이 규제는 외설적, 증오심의 표현, 극단적인 폭력이나 타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선통하거나 범죄를
유발하거나 위협하거나 장려하거나 선동하거나 공공 무질서에 이르게 하는 내용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게 부여함
• 또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는 금지된 콘텐츠를 12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5백만 탄자니아 실링(2,210
달러) 이상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게 됨
• 새로운 규제는 또한 모바일 기기를 가진 모든 탄자니아인들이 전화를 잠그기 위해 비밀번호(PIN)를
가지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5백만 탄자니아 실링 또는 12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됨
• 탄자니아 정부는 새로운 규제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도덕적 퇴폐’원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셜 미디어는 또한 탄자니아의 일부 정책 입법자들에 의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되어 왔음
• 새로운 규제에서 등록 요청과 수수료는 탄자니아에서 대부분 블로거와 콘텐츠를 스트리밍 하는
소규모 매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디어 공간의 다양성이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언론단체의 활동가들과 대표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에 도전한 이후, 고등법원은 2018년
5월 5일 규제 이행을 중단시켰으나, 만약 법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위반자들은 2,0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12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 할 것임46

▶ 탄자니아와 이스라엘은 주요 방위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하기로 합의(2018년 3월)47
• 탄자니아와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은 모든 형태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사이버 및 영토 보안, 개선된 군사 기술, 군대 훈련 등 주요 방위 및
안보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46 “Kenya, Uganda and Tanzania in 'anti-fake news campaign'”, BBC News, 2018.5.16.
47 “Tanzania: Dar, Tel Aviv Ties Under Revival”, allAfrica,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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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명식에는 탄자니아 정보 및 보안 서비스(Tanzania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 TISS)의
장관(Director General) 및 국방부와 내각부의 고위 관리를 포함한 최고 보안 요원들이 참석함
• 이스라엘 장관은 서명한 합의를 통해 양국이 기술 기반 보안 분야의 보안 및 전문 분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탄자니아 통신규제청(TCRA)은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와 사용자에 대한 규제초안을
만듦(2017년 10월)48
• 탄자니아에서 정부가 정해놓은 새로운 법을 위반하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탄자니아 통신규제청에
의해 차단될 것임
•

탄자니아

통신규제청은

전기우편통신(온라인콘텐츠)

규제,

2017(Electronic

and

Postal

Communications(Online Content) Regulations, 2017) 초안을 만들었고, 이 법안은 정보부장관이
서명한 후에 발효될 것임
• 새로운 법안은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블로거를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에게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범죄자에게는 5백만 탄자니아실링(약 2,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소 12개월
징역 또는 둘 다 부과하게 됨
• 규정에 진술된 바로는 혐오 선전, 국가 안보 위협, 인종 갈등이나 폭력, 테러 공격 가능성 등 폭넓게
묘사하는 정보를 게재하는 사람들이 포함됨
• 개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그들의 사업 절차를 기록하고 사용자 설명서를 설치하는
것이 요구될 것임
• 규정에 의하면 블로거와 웹사이트 관리자를 포함한 온라인 라디오, TV, 기타 디지털 플랫폼은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면 탄자니아 통신규제청으로부터 등록신청을 해야 함
• 또한 익명의 사용자를 플랫폼에서 차단하는 것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 법 집행 기관과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됨

▶ 탄자니아 정부는 좀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인터넷 입법 초안인
‘개인자료 보호법’을 공개(2017년 7월)4950
• 새로운 법인 개인자료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은 기존의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법(Cybercrimes Act 2015)과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5)에 함께 더해지게 될
것이며 현재 제정과정에 있으며 1년 내에 준비될 예정

48 “Tanzania: Government to regulate social media”, IT News Africa, 2017.10.2
49 “Tanzania continues to fight cybercrime”, ITnewsafrica, 2017.7.28
50 “New law to plug cyber-crime”, dailynews,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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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통신부(MWTC) 차관인 Edwin Ngonyani는 새로운 법은 법정에서 증거로 소셜미디어 통신
사용을 합법화하고, 의심스러운 통신에 개입의 강제력을 허용하는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차관은 정부가 침해사고대응팀(CERT)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임
• 이러한 발표는 중국-탄자니아 사이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착수하는 기조연설에서 하였으며,
정부는 좀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 자료 보호법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함

▶ 정부는 개인데이터보호법 제정을 계획함(2016년 12월)51
• 건설교통통신부(MWTC) 사무차관인 Kamuzora 교수는 일단 법이 제정되면 데이터 해킹에 대해
국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
• 사무차관은 법안은 준비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법안이 준비되고 통과되어 투자를 자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ICT회사들은 성장하는 지역시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증가가 요청된다고 함
• 또한 다르에르살람 인터넷 센터(Dar es Salaam Internet Centre, DIC)는 중국 정부로부터 양허 융자
3,500만 달러로 지어졌으며, 25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고 언급
•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이익, 저항, 도전, 오락 등 다양한 이유로 동기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51 “Tanzania: Data Protection Law Coming”, allafrica.com, 2016.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