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세네갈

‘18년 GDP(십억달러)

24.14

'18년 인구수(천명)

15,854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세네갈의 사이버보안 지수 순위는 2017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여 우리나라와의 격차
심화

2018

2017

전년대비 증감

국가명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세네갈

0.305

102

0.314

89

-0.009

-13

대한민국

0.873

15

0.782

13

+0.091

-2

∎ ICT 관련 주요 지수
· 세네갈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ITU 조사국 175개국 중 하위권에 속해 있음

IMD 국가경쟁력지수(2019)

세네갈
점수
순위
-

점수
-

순위
28

IMD 디지털경쟁력지수(2019)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19)

42.7

108

89.4

10
19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8)

0.305

102

0.873

15

UN 전자정부 지수(2018)

0.349

150

0.901

3

지표명

한국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8년 말 기준)
· 세네갈은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보급률, 인터넷 이용률 등에서 낮은 활용성을 보임

세네갈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302
1.91
유선전화
130
0.82
유선브로드밴드
16,560
104.45
이동통신
46%(2017년 말 기준)
인터넷 이용률
항목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5.906
50.63
21,286
41.60
66,356
129.67
95.90%

세네갈

정보보호 산업 개요

1) 보안 환경
▶ 2018년 ITU 발표에 따르면, 세네갈은 GCI(Global Cybersecurity Index) 0.305를 기록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내에서 16위, 전 세계에서 106위를 차지함

▶ 세네갈의 국가적 사이버 보안 환경은,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적 구조 부재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
대한 공식 문서의 부재 ▲사이버 보안 사건을 관리하는 기관의 부족 등의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

▶ 타 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네갈 내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
• 다크웹을 통한 조직범죄, 멀웨어 및 고도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정부 기관, 민간 기업, 개인의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디도스 공격 및 랜섬웨어의 공격도 심화되는 추세
• 이러한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 외에도 모바일 사칭 및 사기 범죄에 많은 개인과 기관들이 노출되어
있음
• 또한 세계적으로 IoT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은 경제, 사회적 디지털화를 국가적 목표로 삼은
세네갈에게도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유선통신
• 2018년 기준 세네갈의 유선전화 가입회선 수는 2017년 대비 1.2% 증가한 294,100 회선(전화 밀도
1.9%)을 기록함

세네갈

그림 _ 세네갈 유선전화 가입회선 수 및 전화 밀도 추이 (2005~2019)
(단위: 천, %)

[출처] BuddeComm based on ITU, ARTP, company and industry data, 2019.3

▶ 브로드밴드
• 2018년 기준 세네갈의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는 2017년 대비 5.4% 증가한 117,807 회선(보급률
0.8%)을 기록함

그림 _ 세네갈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및 보급률 추이 (2014~2018)
(단위: 명, %)
연도

가입자

보급률

2014

103,360

0.7%

2015

100,610

0.7%

2016

98,353

0.6%

2017

111,795

0.7%

2018(e)

117,807

0.8%
[출처] BuddeComm based on ARTP data, 2019.3

▶ 이동통신
• 2018년 기준 세네갈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7년 대비 4.88% 증가해 약 1,635만 명(보급률 108.
3%)를 기록
• 이동통신 보급률은 2017년 103.3%에서 2018년 108.3%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성장률 4.9%로 모바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사업자별 2018년 모바일 가입자 수에 따른 점유율은, Orange Group의 로컬 법인인 Sonatel이 53.8%
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Tigo Senegal과 Sudatel의 로컬 법인인 Express가 각각 23.

세네갈

8%와 22.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Sonatel은 2016년 6월 LTE 라이센스를 획득함으로써 2018년까지 50%의 인구, 5년 후에는 70%, 10년
후에는 90%의 인구에 LTE를 제공해야 하며, 5G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음

그림 _ 세네갈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2005~2019)
(단위: 천명,%)

[출처] BuddeComm based on ITU, ARTP and industry data, 2019.3

세네갈

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정보보호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2018년 4월 IT 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인 Serianu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사이버 범죄로
인한 손실이 전년도 2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가
• 아프리카 전체의 공공 및 민간 조직의 95% 이상이 사이버 보안 조치에 연간 1,500 달러 미만을 지출했
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 투자에 실패함

▶ 세네갈 기업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문제를 거의 공유하지 않음
• 일반 대중에게 법적 조치를 취했거나 매체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도 있음
• 2017년 랜섬웨어인 WannaCry 공격으로 인해, 세네갈은 첫 번째 사례가 탐지된 후 4시간 동안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정보 공유 속도가 느린 이유로 인해 피해가 컸음

▶ 세네갈은 공공 치안 문제로 인해 사설보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물리보안 시장의
경우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분석이 어려움
• 세네갈 내 치안불안으로 인해 경비, 재화 이동시 에스코트, 근접경호, 원격 감시, 접근 통제 및 화재
보안 경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보안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 현재 약 40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네갈 정부는 지속적으로 ICT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성장도 기대됨
• 2016년 세네갈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분야의 GDP 기여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ICT산
업 진흥, 국토 디지털 정비 사업 확대, 법제 개선, 기업, 관공서, 개인의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접근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세네갈 2025 (Sénégal Numérique 2025)’전략을 수립해 25개
개혁(세부 사업 69개)을 단행할 예정
• 이 밖에도 모바일 교육, 서아프리카 최초의 co-working space, 여성의 정보기술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역내 ICT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세네갈

▶ 세네갈 IT시장은 Microsoft, Cisco, IBM 등의 글로벌 IT 네트워크, 서버 및 솔루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보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부재
• 세네갈은 전문보안 기업이 대리점을 통한 단독 마케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진출한 IBM과 같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제품 협력을 통해 간접 진출하는 방법을 고려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2017년 기준 세네갈 정보보안 시장 규모는 43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
• 시장조사기관 Technavio의 2015년 자료1를 활용해, 2017년 시장 규모를 추계 하는 회귀식을 구했으
며, 이를 2017년 변수에 적용하는 방법을 취해 430만 달러 규모를 도출2

▶ 세네갈의 CCTV 수입 시장규모는 뚜렷한 성장이나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기준 57.8만
달러 규모로 나타남3
• 프랑스 식민 국가였던 세네갈에서는 한국의 물리보안 제품 수출은 거의 미미한 수준
• 물리보안 제품은 중국이나 프랑스 제품이 주종을 이룸

표 _ 세네갈 CCTV 수입현황 및 한국의 점유율 (2015 vs 2016)
구분
수입액
한국의 점유율

2015
900
0.03%

2016
578
0.00%

(단위: 천 달러)
증가율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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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사업자 현황

1 Technavio, Global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and Services Market 2015-2019(2015)
2 GDP와 인구규모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계수의 p값이 낮은 GDP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국가별 GDP 편차가 크
게 나타나 LOG값을 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재실시하여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함. 데이터가 있는 22개 국가의 시장규모와
GDP에 기울기인 1.09544492562193를 곱해서 산출했으며, Y절편인 –0.668571234를 계산하여 세네갈 등 데이터가 없는 8개
국가의 GDP에 곱해서 추정
3 UN Comtrade D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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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낮으므로,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고 있음
• 세네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이버 보안 제품이 없으며, 글로벌 기업의 보안 제품을 사용하는 실정
• 세네갈에서 사용되는 바이러스 백신에는 Kaspersky Lab, McAfee, Panda, Trend Micro 등의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 밖에도 Abus, SPB securite privee, Axis 등의 유럽 기업뿐 아니라 ZKTeco, Hikvision, Dahua Technolog
y(중국), Nec Xon(일본) 등의 아시아 기업 다수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

주요 사업자

▶ Sagam securite Senegal
• 세네갈 및 서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Sagam International 그룹사의 보안 부문 법인으로 화재 경보,
원격 경보 시스템 등 전자 보안 제품이나 현금 수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홈페이지 :http://sagam-intl.com/le-groupe-sagam/filiales/sagam-securite/sagam-securite-senegal/
• 전화번호 : (+221) 33-859-74-00
• 이메일 :sagam@sagam.sn

▶ Sentrust
• 2013년에 설립된 세네갈 기업으로 행정기관, 공식 기관 및 기업 대상 전자서명, 디지털 인증서, 데이터
인증 등의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 https://sentrust.sn/
• 전화번호 :(+221)-33-865-24-04
• 이메일 : sentrust@sentrust.sn

▶ Visiocontact
• 영상 감시, 보안 장치 공급업체로 Polycom의 우수협력업체로 지정됨
• 홈페이지 : http://www.visiocontact.sn/
• 전화번호 :(+221) 33-867-43-42

▶ Comtel Ingenierie

세네갈

• 출입 제어, IP 및 아날로그 비디오 감시, 화재 및 보안 경보, 보안 신원 확인 등
• 홈페이지 : https://www.comtelingenierie.com/
• 전화번호 : (+221) 33- 867-15-15
• 이메일 : contact@comtelingenierie.com

▶ La Colombe Groupe
• 데이터 센터, 사이버 보안, 원격 감시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 https://colombegroup.com/
• 전화번호 : (+221) 33-821-81-81
• 이메일 : contact@colombegroup.com

세네갈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세네갈의 법률 및 규제 프레임 워크는 초기 단계와 확립된 성숙 단계 사이에 있는 것으로 확인
• 세네갈은 2008년 사이버 보안을 다루는 광범위한 법률을 채택했으나, 이 후 사이버 보안 환경의 변화
를 반영하여 법률이 개정된 것은 없음
• ▲정보 사회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법에 관한 법률 No. 2008-10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No. 2008-08
▲암호에 관한 법률 No. 2008-41은 국가 ICT 보안을 위한 틀을 구축하며, 이는 안전한 e-commerce,
전자 거래 및 암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됨
•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CDP)를 통해 시행되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No. 2008-12에 의해
데이터 보호 및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제공
• 사이버 범죄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은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 No. 2008-11에 의해 보호되나
이 법적 체계는 충분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세네갈은 2008년 정보보안 법률(Data protection Act)을 제정
• 동 법과 시행령은 데이터 처리, 데이터 관련 개인의 권리,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 세네갈 정보 보호
당국(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 집행 기관은 특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수 여단을 통해 컴퓨터 관련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그러나 모든 법 집행관이 적절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사 기능이 제한적임
• 검찰과 판사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컴퓨터 관련 범죄를 기소하고 감리할 능력이
떨어짐

주요 전략 및 정책

▶ 국가 정보보호정책에 관한 대통령 지시(Politique de Securite des Systemes d'Information de l'Etat du

세네갈

Senegal, PS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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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ICT기술 활용 증가에 따라 정보 시스템의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의 정보 시스템을 최적
의 보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적용할 원칙과 규칙을 규정하기 위해 2017년 1월 동 지시가 공포됨
• 동 정책은 국가기관 직원의 정보 보안 인식 제고, 교육, 모든 정보시스템의 인수 및 개발에 필요한
보안 관련 필수 사항, 정보 단말기 재고 파악 의무 및 도난 및 파손 방지를 비롯한 관리 강화, 데이터
센터, 서버실, 장비실 등의 보안 강화, 보안 구역 출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함

▶ 디지털 세네갈 전략 2016-2025(Senegal Numerique 2016-2025)5
• ‘디지털 세네갈 2025 전략’은 잠재적 사이버 테러 대비를 위한 필수국가기간시설(Infrastructures Natio
nales Critiques, INC) 지정, 인터넷침해사고 대응팀(CERT) 구축, 전문조직을 갖춘 군경과 연계한 사이
버보안 및 사이버국방 전략 수립 등 사이버 보안 관련 현안들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

▶ 세네갈 사이버 보안 국가 전략 2022(Strategie nationale de cybersecurite du senegal, SNC 2022)6 :
디지털 인프라를 제어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의 거버넌스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조정된
대응의 관점에서 SNC2022를 정의함
• 실제로 세네갈 정부는 동 전략에 설명된 다양한 국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민의 일상 생활에서 ICT의
광범위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개발
• 동 전략 개발을 통해 위험을 식별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위험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도
식별
• 세네갈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프레임 워크 강화 ▲지역 및
국제 사이버 보안 노력에 대한 적극적 협력 ▲세네갈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ICT)와 정보 시스템 보호
▲모든 경제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 역량과 기술 지식 구축 ▲사이버 보안 문화 홍보의 5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

4 ARTP, Instruction presidentielle relative a la politique de securite des systems d'information de l'Etat du Senegal(PSSI-ES),
2017.01.03
5 Strategie Senegal Numerique 2016-2025,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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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_ 세네갈 사이버 보안 국가 전략 2022의 5대 목표 및 주요 계획
목표

내용

주요 계획
- ICT 분야 현행법 및 규제의 결함 분석 및 사이버
환경 개선 및 사이버 범죄 퇴치에 적합한 법제 마련
- 정보보호 법 및 규제 개선을 통한 국제 표준 준수
- 동 전략 수행을 책임질 사이버보안 전담 국가조직 설치
- 상기 조직 내 국가 CERT/CSIRT 설치
- 사이버 국방 컨트롤 타워 구성
- 국방 및 치안 당국의 권한 증대 및 조사나 증거 수
집에 필요한 도구의 효율적 사용
- 사이버보안 관련 표준 제정 및 민간 및 공공부문,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표준 도입 촉진
- IIC들의 보안수준 및 취약점에 대한 총체적 현황 조사
- IIC 및 국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유 주체들이 지
켜야 할 절차, 과정 정립
- IIC 및 국가 정보 시스템의 테스트 및 감독 실시
- 모든 위협, 사고, 리스크의 감시, 분석 및 목록 작성
과 업데이트
- 사이버 사고 대응 훈련에 사용할 시나리오 및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 고안

사이버 보
안 관련 법
제 강화

사이버 위협과 사이
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
전환으로 생긴 새로
운 기회가 세네갈 경
제의 강점이 되도록
현행법과 규제를 개선

필수정보인
프라(IIC)
및 국가정
보시스템
보안

모든 국가 정보시스
템 및 네트워크, 필
수정보인프라(IIC)는
모든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이나
사후에 정상 작동해
야 함

사이버보안
문화 촉진

온라인 서비스에 대
한 기관 및 개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
는 디지털 세네갈을
건설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의 사이
버 위협에 대한 이해
도와 지식 함양

- 경제, 산업 부문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 인식 수준
연구 및 수준별 그룹을 위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마련
-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 홍보
- 고위급 공무원 및 민간 부문 이사회 임원 대상 사
이버 보안 필수 교육 실시
- 디지털 환경 개선을 통한 디지털 신뢰도 제고를 위해
IPv4에서 IPv6로의 전환 완료

경제부문
전반에 걸
친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 지식
및 역량 강
화

혁신적이고 활동적인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
는 사이버보안 인적
자원이
필요하므로
관련 교육과정, 경력
개발 장려

- CERT/CSIRT 팀, 법 집행 및 규제 시행 당국의 사이
버 보안 역량 및 지식 평가 및 정기 교육
- 민간 및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교육 관련 기본 필
수 사항 정립
-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정규 교육(중,고등교육) 및
직업 훈련 과정 신설
- 사이버 보안 관련 진로 장려
- 각급 학교의 사이버 보안 교육 과정과 자료의 평가
및 업데이트

사이버 보
안을 위한
지역 및 국
제적 노력
동참

사이버스페이스의 탈
국가적 성격을 감안
하여 지역 및 국제
차원의 협력에 적극
동참

- 세네갈의 지역 및 국제 사이버 범죄 퇴치 활동 참여
조직화
-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사이버범죄 퇴치를 비롯
한 사이버 보안 노력에 대한 협력 강화
[출처] 세네갈 통신우정디지털경제부 홈페이지,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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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기관

▶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and Digits Central Technic Service (STCC-SSI)
• 국가의 모든 주체에 속하는 정보 시스템, 정보 및 인프라에 대한 국가 규제 기관
•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연루된 대통령, 고위 정부 당국, 공공 기관 및 유기체의 커뮤니케이션 확보
▲정보 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전략적 방향 제안 및 이행 ▲정보 시스템의 보호 수준을 제어하고 평가
하여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적절한 보안 솔루션 제안 역할 담당

▶ 세네갈 CIRT
• ITU-IMPACT는 세네갈 CIRT 설립을 위한 평가를 완료했으나 공식적인 CIRT가 설립되지는 않았음.
우정통신부가 국가 CIRT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나 수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전략 2022
에서 CERT 구축을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

▶ 사이버범죄 대응 특수여단(BSLC, Brigade Spéciale de Lutte contre la Cybercriminalité)
• 2013년 설립된 세네갈의 사이버보안 및 범죄 관련 대응조직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및 테스트, 대외협
력 등의 업무 수행
• 주요 임무는 디지털 범죄 수사, 사법기관 기술지원, 국방 및 보안기관의 훈련 참여, 사이버범죄 대응
조직과 협업 등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Commission de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CDP)
• 2008년 1월 25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설립된 독립행정기관으로서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전송 및 파일의 적법성 검토를 담당

▶ 국가정보기술국(Agence de l’information de l’Etat, ADIE)
• 2004년 행정절차 디지털화, 전자정부 전략,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 통신 및 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법제 및 규제 실시 연계 등 담당

3) 규제 및 인증제도
▶ 세네갈 정부 차원의 인증 시스템 부재

세네갈

• 세네갈 정부는 공식 승인된 인증을 위한 국가(특화된 분야 포함) 사이버 보안 프레임과 국가차원의
에이전시 또는 공적부분의 전문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다만, ICT와 관련하여 ARTP라는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 및 네트워크기기(Radio and Tele-communcatio
ns Terminal Equipment)에 대한 강제 통신 인증 제도를 운영

▶ 세네갈 정부 차원의 보안 표준 부재
• 세네갈 정부는 보안 표준을 위한 공식적으로 승인된 인증을 위한 국가(특화된 분야 포함) 사이버 보안
프레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2018년 11월 아프리카 사이버 보안 학교 개설
•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설립된 아프리카 최초의 사이버 보안 국립 학교로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아프리카에서의 허브 역할 수행
• 아프리카 국가의 보안 전문가에게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고, 프랑스와 아프리카 간의 보안 및 방어에
대한 협력을 향상시킬 수있는 향상된 기능을 제공
• 법률 및 거버넌스 문제는 물론 정보 시스템 보안 및 위협 인텔리전스 전략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세네갈의 IOT 준비 및 개발 우선 순위에 관한 논의를 위한 이해 관계자 워크숍 개최(2018.11)
• 세네갈 IoT 보안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문제 및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
• 논의된 내용은, ▲세네갈의 IoT 보안 ▲우선 순위의 IoT 개발 ▲잠재적 위협 및 과제 ▲연구 초점
문제를 다룸

▶ 2019년 4월 세네갈 정부의 ICT 정책 역량 및 관리·실행 능력 강화 지원을 위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의 협업 진행
• 세네갈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정보보안,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ICT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주제를
기반으로 한국의 ICT/전자정부 발전 경험을 세네갈에 전수
• 빅데이터·공공데이터 분석 실습에서 세네갈의 공공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세네갈 공무원의
정보화 실무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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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갈은 금융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초의 사이버 보안 센터 개소
• 세네갈 정부는 룩셈부르크, 유럽투자은행, 프랑스 사이버 보안 업체인 'Sécurité Suricate'의 투자를
받아 2018년 6월 수도 다카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금융 사이버 보안 센터를 개소함
•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세네갈 경제의 핵심 분야로 삼고 이를 통해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실현하고자 소비자들이 개인 및 금융 정보 유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감시하는 것이 동
센터 설립의 목적임

▶ 세네갈 은행 업무 아웃소싱, 사이버 보안, 원격 감시 기업인 La Colombe Groupe은 일본 정보시스템
통합 및 보안 솔루션 기업인 NEC XON과 합작으로 다카르에 사이버 보안 센터를 설립(2018.09.11.)

5) 정보보호 스타트업 현황
▶ Weego 및 CoinAfrique와 같은 ICT 스타트업은 Microsoft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및 비즈니스를 확장
하고 있는 반면, 정보보안에 특화된 스타트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
• Weego는 대중 교통으로 쉽게 여행 할 수 있도록 설계된 SunuBus라는 공동 대중 교통 앱 제공
• CoinAfrique는 신규 및 중고 제품을위한 무료 분류 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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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시장 동향
▶ 세네갈의 IoT 준비 및 개발 우선 순위에 관한 논의를 위한 이해 관계자 워크숍 개최(2018.11)
• 세네갈 IoT 보안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문제 및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
• 논의된 내용은, ▲세네갈의 IoT 보안 ▲우선 순위의 IoT 개발 ▲잠재적 위협 및 과제 ▲연구 초점
문제를 다룸

▶ 세네갈 통신 업체인 Tigo Senegal은 디지털 시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Ericsson과 함께 클라우드를 포함한
전국 네트워크의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2018.12)
• Ericsson의 클라우드 패킷 코어,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및 정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새로운 사용자
서비스 도입 추진

▶ 세네갈은 세계에서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통화를 도입한 두 번째 국가로, 2016년 11월
eCFA라는 이름의 디지털 통화 발행
• eCFA는 Banque Régionale de Marchés (BRM)와 eCurrency Mint Limited 의 파트너십에서 비롯되었
으며, BRM은 Banque Centrale des Etats de l' Afrique의 전자 화폐 규제에 따라 eCFA를 발행
• eCFA는 블록 체인을 사용하여 거래를 추적하지만 디지털 통화는 중앙 은행 시스템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에서 비트 코인과 다르며, 위조 및 허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 및 암호화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