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사우디아라비아

‘18년 GDP(십억달러)

782.48

'18년 인구수(천명)

33,700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버보안 지수 순위는 한국보다 2단계 높은 13위이며 상위권에 속함

2018

2017

전년대비 증감

국가명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사우디아라비아

0.881

13

0.569

46

+0.312

+33

대한민국

0.873

15

0.782

13

+0.091

-2

∎ ICT 관련 주요 지수
·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전 세계 중상위권 수준을 유지

사우디아라비아
점수
순위
26

지표명
IMD 국가경쟁력지수(2019)
IMD 디지털경쟁력지수(2019)

한국
점수
-

순위
28

-

39

-

10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19)

73.3

49

89.4

19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8)
UN 전자정부 지수(2018)

0.881
0.711

13
52

0.873
0.901

15
3

∎ ICT 관련 주요 통계 (ITU, 2018년 말 기준)
·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선통신 보급률은 10% 미만으로 이동통신 중심으로 발전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사우디아라비아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3,123
9.27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5,907
50.63

1,901

5.64

21,286

41.60

41,311

122.57

66,356

129.67

93.31%

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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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 개요
1) 보안 환경
▶ ITU 2018 ‘Global Cybersecurity Index(GCI)’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0.881로
전세계적으로는 13위, 중동 국가에서는 1위를 기록

• 해당 지수는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등 5개 부문의 지수를 종합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역량강화 및 국제 협력의 측면에서 중동국가 중 1위를 기록
• 사우디아라비아는 ▲BADIR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MAEEN (사우디 리서치 및 혁신 네트워크)
▲SAFCSP (사우디 사이버보안 및 프로그래밍 연맹) 등 많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역량 강화에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의 대상으로, 매일 160,000건이 넘게 서버가
공격당하는데, 공공 및 민간 부문 조직의 온라인 시스템을 대상으로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

• ▲모든 부문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화 추세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한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리야드의 중추적 역할)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됨
• 2012년 Saudi Aramco에 대한 공격이후 적극적인 사이버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석유 화학 시설에 대한 또 다른 사이버공격은 악성 코드 코딩의 결함으로 실패함
• 전국의 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상하는 Saudi Vision 2030 계획에 따른
사이버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
•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네트워크 (Kaspersky Security Network)에 따르면, MENA 지역의 모든 사용자
중 평균 27.3%가 2019년 1분기 웹 위협 사건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35.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

▶ 워싱턴 소재 사이버 연구 및 연구 재단 (Global Foundation and Research for Cyber Studies and
Research)에서 실시한 최근의 정책 연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적으로 선진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교육 과정이 부족하고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재

• 지역 사우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는 국가 사이버 보안국 (National Cybersecurity
Authority) 하에서 시작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소셜 미디어 테러와 핵티비즘(정보 도난이 아닌 서비스 중단)은 사우디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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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야할 중요한 분야
▶ 중동의 사이버 위협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은 더 많아지고 정교해지고
있는 추세임

• 2018년 5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걸프 기반 기업의 약 41%가 지난 1년 사이버 공격을 경험했으며,
2016년보다 46% 증가
• 2017년 해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공장을 폭발 시도 사건도 발생
• Booz Allen Hamilton은 ▲공급 업체를 통한 공급망 공격 ▲산업 제어 시스템을 목표로 설정
▲제3자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격 ▲cryptocurrency 환경 활용 ▲대규모 정부 및 산업
데이터베이스 침입 ▲ransomware 사용 ▲유명한 이벤트 활용 등 걸프 지역이 미래에 심각한
공격에 직면 할 수 있는 7가지 주요 영역을 발표

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사우디아라비아의 ICT 시장은 자본 가치 및 지출 규모 측면에서 중동 최대 규모이며, 걸프만
협력위원회(GCC)의 모든 ICT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

•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총 GDP 중 ICT 부문이 약 6%를 차지함으로써 GDP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 사우디 ICT 시장은 ▲높은 경쟁 ▲낮은 가격 ▲유선 및 모바일 광대역의 높은 사용량이 특징

▶ 유선통신

• 2019년에는 유선전화의 약 70%가 주거용, 30%는 기업용으로서, 유선전화 가입자(303만명) 및 전화
밀도(30%)는 지난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19년 인터넷 점유율는 81%로서 중동 지역 평균 59%에 비해 상당힌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가입자는 2,740만명 임
• 유선 브로드밴드는 2016년 가입자수 329만명, 점유율 44%에서 2019년 가입자수 260만명, 점유율
35%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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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C, Mobily, Zain 통신 사업자 모두 다양한 시장 세그먼트를 수용하기 위해 선불제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지문 등록 제도에 따라 선불 가입자 시장 점유율이 감소함

표 _ 2019 년 이동통신 사업자,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단위: 만, %)
이동통신 사업자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STC

2,320

54%

Mobily

1,200

28%

Zain

780

18%

합계

4,300

100
[출처] Buddcomm(2019.5)

• 모바일 부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통신 수익의 약 75%를 점유함으로써, 통신 시장 성장의 대부분을
견인
• 2016년 초 시행된 내무부의 지문법(SIM카드 구입 시 소비자의 지문을 국가 정보 센터에 등록)으로
인해 2016년~2017년 모바일 보급률은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이후 반등 추세
• 2019년 예상 모바일 가입자 4,300만 명, 보급률 132%
• 모바일 브로드밴드도 내무부 규제로 인하여 2016년 급격한 감소(75%)를 보였으나, 이 후 성장세를
회복
• 2019년 예상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3,440만 명 보급률 102%
• 3개 주요 사업자는 서비스 범위 확대 및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LTE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7년
말 인구의 약 90%에 LTE 네트워크 구축·제공
• 2017년~2018년 Mobily는 Ericsson, Nokia 및 Huawei와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5G에 대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STC와 Zain은 Nokia와의 MOU를 통해 5G 기술을 개발
•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미 5G를 지원하는 약 1,000 개의 통신 타워가 있으며, 2019년 내에 초고속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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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_ 사우디 IT 관련 서비스 가입자 현황
(단위: 십만 명, %)
구분(점유율)

2014

2015

2016

2017

2018

이동통신 가입자

527(171)

471(149)

437(138)

402(127)

413(127)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30(43.2)

36(50.7)

33(44.8)

25(33.6)

19(33.7)

인터넷 사용율
(%, 10~74세)

91.31

91.12

93.67

94.34

93.31

[출처] 통신정보기술위원회

▶ 5G

•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미 5G를 지원하는 약 1,000개의 통신 타워가 있으며, 2019년 내에 초고속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계획 중임
• 현재 모바일 마켓 플레이어는 STC (Saudi Telecommunication Company), Etihad Etisalat Company
(Mobily) 및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y (Zain)이며, 모두 광범위한 모바일 서비스 (GSM,
3G 및 LTE) 및 사물 인터넷 (IoT) 솔루션을 제공 중임
• ▲5G 스펙트럼 가용성 ▲5G 인프라 및 시험 ▲5G 서비스 생태계의 개발을 촉진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국 5G 태스크 포스가 설립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5G 라이브 시험을 시행하였으며(2018.5), 사우디 정부는
자국을 5G 서비스의 지역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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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GCC 지역의 사이버 보안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여
러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2년까지의 약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Market Research Engine에 따르면, 이 지역의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CAGR
22%로 성장하고, 2022년까지 343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Ken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지역 사이버 보안 시장의 CAGR이 약 20%가
될 것이라고 예측
• 보안 서비스 산업은 2022년까지 3,373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중동에서 악성 사이버 위협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가장
큰 사이버 보안 시장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
• GCC 지역은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이버 위협 대응
▲디지털화 계획 ▲국토 안보에 대한 투자가 시장을 주도

▶ 중동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CAGR 14.2%로, 2017년 110억 3,800만 달러에서 2022년 220억 1,4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1

• 응용 프로그램 보안 분야는, 예측 기간 동안 가장 높은 CAGR로 성장할 것이며, 모바일 및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 및 엔터프라이즈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솔루션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정부 및 방위 산업 부문은, 정부 부문 및 정부 규제 석유 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동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가스 회사 및 의료 분야는, 의료 응용 프로그램의 기술 확산과 이 분야의 데이터 도난 사례 증가로

1 Middle East Cyber Security Market by Solution, Service, Security Type, Deployment Mode, Organization Size, Vertical,
and Country - Forecast to 2022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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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중동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2017년 부터 2022년 까지 두 번째로 높은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및 유틸리티, 정부 및 방위, IT 및 통신,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을
보호해야 하므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동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중동
사이버 보안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

▶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체 보안 지출은 CAGR 7.9%로 2019년 4억
55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해당 지출의 절반 이상이 ▲보안 컨설팅 및 교육 ▲보안 구축 및 통합 ▲관리형 보안 서비스와 같은
보안 서비스에 사용
•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통합 보안 서비스 지출은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안 공급 업체와 서비스 제공 업체가 고객의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안 운영
센터(SOC) 관리, 위협 인텔리전스 및 고급 탐지 및 분석을 수행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23년까지 5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U.S.-Saudi Arabian Business Council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시장이 2022년까지 CAGR 15.3 %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023년까지의 MEA 사이버보안 시장 예측 보고서'에서는, 2019년 보안 부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이버 보안 시장 가치가 30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사이버 보안 시장의 전문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CAGR
15.0%로 1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강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위협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대기업 부문은 2023년까지 CAGR 14%로 34억 달러로 성장 예측
• 중소기업 부문의 채택률이 높아짐에 따라 2023년까지 CAGR 16.8%로 20억 달러로 성장 평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림 _ 사우디아라비아 사이버 보안 시장 전망 (2017-2022)

[출처] USSABC, 6Wresearch
[단위] 십억 달러

▶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리 보안에 대한 시장 수요는 건설, 운송, 산업 플랜트,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인프라
관련 영역의 보안 문제 확대로 인해 증가 추세

•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의 GCC 영역에서의 보안 감시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 관련 투자의 1/3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서 수행
• 보안 감시 부문에 대한 자본 투자 프로젝트는 주로 건설, 전력 및 운송 부문으로서 이외 석유 및
가스, 석유 화학 등의 분야에서도 이루어짐
• 사우디 정부는 2017년 Hajj 순례를 위해 약 6,000 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보안 감시 부문에
많은 투자
• 사우디 정부는 국경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서, 보안 지출은 점차 국경과 석유 산업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
▶ 비디오 감시, 액세스 제어 및 침입 탐지를 포함한 물리 보안 시장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14.4%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공공 및 민간 인프라에 대한 잠재적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한 보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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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솔루션의 수요 증가 추세
• 액세스 카드, 생체 인식 기반 시스템 및 컨트롤러로 구성되는 액세스 제어 시스템 시장은 2020년까지
약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부문은 이 부문에서 가장 큰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금융 서비스, 보험, 운송,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보안 시스템을 성장을 주도하는 또 다른 주요 산업임

그림 _ 사우디아라비아 보안 감시 부문 산업별 투자 프로젝트(2014-2017)

[출처] USSABC, MEED Insight Research
[참고] 프로젝트 수치는 추정치 임

2) 주요 사업자 현황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 사우디아라비아 물리 보안 시스템 시장은 2024년까지 3억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14-2017년 동안 해당 시장은 주로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주요 정부 지출이 줄어 전국적으로 여러 정부 프로젝트가 중단
•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문제 및 범죄 지수 증가에 따라, 예측 기간 동안 물리 보안 시스템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사우디아라비아

▶ 6wresearch에 따르면, 비디오 감시 부문은 주거 및 상업 부문의 정부 규제에 의해 IP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배치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

•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에 따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투자 증가로 인해 향후 인프라가 크게
확장되어 비디오 감시 시스템 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 지역은 특히 상업 및 주거 분야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 보안 시스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국토 안보 및 치안은 현재 사우디의 시장 지출에서 2018년 46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6WResearch 조사)

• 정보 보안 (26억 달러), 상업용 보안 (8억 8,800만 달러), 화재 방지 (2억 7,300만 달러) , 물리적 및
주변 보호 (1억 9,800만 달러)의 순으로 시장이 형성
• 이와 관련된 기술은, 세계 최대의 비디오 감시 제공 업체인 Hikvision이 인공 지능 및 기계 학습에
의해 구동되는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을 견인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앙 집중기관을 통한 조달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조달정책 결정 기관을
중심으로 각 조달집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유관기관들이 존재함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조달 및 입찰부서(Department of Procurement and Tenders)에서
조달법 제·개정을 담당하며, 해당 법률을 기반으로 각 정부기관에서 조달을 시행하는 분산조달형태를
나타냄
• 사우디아라비아 조달의 기본법은 2006년에 제정된 왕령인 ‘정부 입찰 및 조달법 (Government Tender
and Procurement Law Royal Degree No,M/58)’임
• 동법은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입찰 준비, 입찰서 제출, 입찰 심사, 구매 방법, 계약 및 수행기간,
보증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조달방법은 ▲공개입찰 ▲비공개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직접구매, Direct Purchase)
▲협상에 의한 계약 ▲매각(경매) 등이 있음

주요 사업자

▶ 중동에는 글로벌 보안기업이 대부분 진출하고 있으며, 중동 사이버 보안 시장의 주요 공급 업체인 Check
Point(이스라엘), Cisco Systems, Intel Security, IBM, Computer Sciences, Forcepoint, Symantec, Hew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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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rd (미국), Sophos(영국), Trend Micro(일본)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리 보안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GCC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업체 및 국내 업체가 혼재되어 있음
• 물리적 보안 시스템 시장에서는 Avigilon, Axis Communications, Bosch Security, Hikvision, Siemens,
Honeywell Security 및 Samsung Techwin 등의 주요 업체가 활동
• 국토 안보 및 치안 시장에서는 Al Alameya, Axis Communications, Bristol, Drager, Genetec, NAFFCO,
Nedap 및 ZMR 등의 업체가 주로 활동

3) 주요 동향 및 이슈
▶ 사우디 외교 안보국에 따르면 최근 이란과 카타르와의 외교적 갈등과 관련하여 사우디 정부기관과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

• 사우디 정부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느끼고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주요 사이버 보안 사고을 담당하는 비상 대응팀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경주
• 사우디 군에서는 사이버전 능력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란의 사이버전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사이버 보안 개발은 민간 부문보다는 사이버 전쟁 능력과 정부 네트워크 방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 사우디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2016년 2단계에 접어들면서 규제와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IT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Aramco는 미 방산업체 Raytheon사와 IT 보안회사 설립 MOU 체결(2018.12)

• 합작 보안회사는 ▲통합 방어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능 개발 ▲보안 서비스 개발
▲마케팅 및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
•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 및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점차로 수용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작 보안회사가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경제
비전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기관들은 여전히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약 3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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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계획을 수립한 조직 중 절반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실제 공격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사이버 공격에 대한 30일 이내의 신속한 대응에 따라, 기업은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 대비 백만 달러
이상 절감 가능
• 개인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간의 협력이 사이버 복원력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기관들이 인정하기
시작

▶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분석,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및 소셜 지원 비즈니스 기술과 같은 3차 플랫폼
기술의 확산으로 공격 영역이 크게 증가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는 3차 플랫폼 기술 및 혁신
가속기(IoT, 인공지능 및 머신 러닝)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 증가
• IDC의 CIO 조사에 따르면 사우디 CIO의 46%가 1-2년내 고급 보안 솔루션을 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약 71%는 보안 관리를 가장 큰 기술 관련 과제로 인식
• 또한, CIO의 75%는 특히 디지털 혁신 목표를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기술에 대한
투자를 최고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로 설정

▶ 중동 및 KSA의 계약자인 이탈리아 SAIPEM사의 서버를 대상으로 공격(2018.12)

• 2012년 이전에 사우디 ARAMCO를 파괴한 Shamoon 멀웨어 변종이 업그레이드된 정교함과 접근
방식으로 재공격
• 원격 액세스를 통해 이탈리아의 산업 제어 시스템에 업로드 되었으며, 해당 멀웨어는 기존 버전과
달리 명령 및 제어 서버와 통신하지 않음
• 감염된 컴퓨터에 정치적 이미지를 표시하지 않고 감염된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

▶ 조직이 원격으로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를 수용함에 따라 특히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 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직원 보강을 통한 온-프레미스 보안 관리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는 이러한 보안 서비스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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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며, SOC 및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활용하여 MSS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측

4) 정보보호 스타트업 시장 현황2
시장 규모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진행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내 스타트업 환경이 개선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

• 최근 외국 기업에 대한 개방적인 정책과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진입 장벽과
규제를 줄이고 있음

▶ 사우디 정부에서는 걸프지역 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2017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가장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는 데, 2017년 11월
향후 3~4년 간 사우디아라비아 내 약 2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조사한 ‘창업지수(Starting a Business)’3에서
135위를 기록할 만큼 아직 사업적 환경이 열악하며 소위 빌리언 달러(Billion-Dollar) 스타트업이라고
일컫는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례는 현재 없는 상황임

주요 사업자

▶ 아람코(Aramco)를 비롯한 사우디 텔레콤(STC), 모빌리(Mobily) 등 사우디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
인프라 구축 및 육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

•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청년들을 위한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신설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펀드-비(非)펀드 지원, 산학 협력, 디지털․기술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크노 파크
설립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2 UAE 컨텐츠 산업 동향, 한국 콘텐츠 진흥원, 2017.11 참조
3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saudi-ar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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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UAE)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및 리서치 기업 Wamda가 발간한 ‘The Kingdom of Saudi
Arabia: Status of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관련 단체가
증가해 2011~2015년 사이에는 36개의 스타트업 지원기관이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림 _ 연도별 사우디아라비아 내 스타트업 지원 단체(기업, 기관 등) 설립 횟수

[출처] The Kingdom of Saudi Arabia: Status of the enterpreneurship ecosystem

주요 동향 및 이슈

▶ 사우디 정부는 ‘Saudi Vision 2030’이라는 중장기 국가계획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음

• 국부펀드(PIF) 산하 Badir Program이라는 사우디 국내 및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IT 스타트업 창업기반 조성 노력
• Badir Program은 ▲SNS를 통한 마케팅 ▲조달 ▲부동산 거래 지원과 같은 IT 기반 플랫폼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을 집중 지원하며,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 정보제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
범위 확대
•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스타트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Soft Landing
Program’은, Healthcare, Pintech, Logistics을 주요 분야로 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설립 행정지원,
사무 공간 제공, 기술자문 및 마케팅, 현지 파트너사 발굴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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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라이선스 프로그램 운영

•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SAGIA)은 2016년 4월부터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재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운영
• 일명 ‘혁신기반 라이선스(Innovation-based Licence)’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King Abdullah University for Sciences & Technology, KAUST)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 지원 서비스, 투자기회 제공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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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왕실칙령 제70조에 의거하여 사이버 범죄법을 승인

• KSA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며, 규정된 범죄는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 벌금 또는
징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사이버 범죄자는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의 징역 또는 1만 리얄～최고 300만 리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사이버 범죄에는 해킹, 불법적 금융거래 혹은 신용 데이터 접근, 불법적 개인데이터 유포 및 삭제,
유출 등이 포함
• 사이버 범죄를 구성하는 행동 유형과 그러한 행동과 관련된 제재를 규정하지만, 사이버 범죄 법을
준수하기 위해 사람들이 취해야 할 특정 행동을 규정하지는 않음

▶ 사우디아라비아 통화 당국(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 SAMA)이 규제하는 모든 은행, 보험 회사,
금융 회사, 신용 관리국 및 모든 사우디 금융 시장은 SAMA 프레임 워크를 준수해야 함

• 사이버 보안 기능은 KSA에서 검증된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가 주도해야 하며 해당
역할에 대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함
• SAMA 프레임 워크의 적용을 받는 금융 기관도 사이버 범죄 법의 적용을 받으며, 서비스 제공에 따라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부 기관 및 해당 계열사는 사이버 범죄 법, 정부 명령 및 프레임 워크를 준수해야 하여, SAMA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 SAMA 프레임 워크의 적용을 받음

• 정부 기관 및 해당 계열사를 포함한 KSA의 모든 인원은 사이버 범죄법의 적용을 받음
• 규정에 따라 정부 기관은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는 /위험 평가 /자산
관리 /정보 액세스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정보 보안 정책 및 절차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 SAMA 프레임 워크는 정부 명령에 따라 정부 기관에 필요한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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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구조를 제공

▶ 통신정보기술부(MCIT)가 발표한 국가정보보호전략(NISS) Draft 7에서는 ▲NISS ▲사이버 보안 ▲중요
인프라 보호(CIP)와의 관계를 정의함

• 세 가지 모두 공통되거나 고유한 요소가 있으나, NISS를 구현하면 사이버 보안 및 CIP의 핵심 요소는
그대로 유지됨
• 사이버 보안 및 CIP 전략은 NISS가 다루지 않는 영역을 다루기 위해 NISS와 함께 개발 및 구현되어야
함

그림 _ NISS, 사이버 보안 및 CIP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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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개별 도메인의 고유한 영역과 공통된 영역의 예
영역

도메인

예시

1

NISS 단독

정보 인프라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컴퓨터 보안 및 암호화
정책, 지침 및 표준

2

NISS와 사이버 보안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분석, 정보 공유, 위기 관리, 컴퓨터
비상 대응 팀 조정

3

NISS, 사이버 보안
및 CIP

정보 기술 인프라 및 운영 요원에 대한 물리적 및 정보 자산
보호, 전체 위협 스펙트럼 복원력 및 비즈니스 연속성

4

NISS와 CIP

5

사이버 보안 단독

6

사이버 보안 및 CIP

SCADA 제어 시스템 보안 및 광범위한 사이버 기반 공격에
대한 대응

7

CIP 단독

테러리스트의 주요 인프라 자산의 물리적 공격에 대한 보호
및 대응 기능

위험 관리 평가 및 의존성 분석
국가 사이버 운영 센터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출처] NISS, DRAFT 7

주요 전략 및 정책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이버 및 물리 보안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음

• 사우디 사이버보안 및 프로그래밍 연합(The Saudi Federation for Cyber Security and
Programming)은 구글과 자국 내 5개의 혁신 센터 구축에 합의하였으며(2019.4), 해당 센터를 통한
사우디 청년 교육 및 전문가 육성으로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 산업 발전 도모 예정
• 사우디 사이버 안보위원회(The Saudi Cyber Security and Programming Federation,SFCSP)는 사이버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2019.3), 이를 통해 사우디
사이버 보안 및 프로그래밍 역량 강화 기여 전망

▶ 사우디 정부는 보안 본부 개발을 위한 King Abdullah 프로젝트 하에서 주요 보안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진행

• 이 프로젝트는 2020년 완료 예정으로, 총 1,296개의 보안 사이트를 설립할 계획이며 2018년 말까지
약 551개의 사이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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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기관
▶ 컴퓨터 비상 대응팀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 CITC 하에서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사고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으로
사이버 공격의 영향에 대한 인식과 사건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
• CERT의 인식 이니셔티브는 시설에 교육 및 훈련 기능과 함께 사이버 사건 탐지 및 예방 기능을 갖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보안 위협 완화 기술 훈련 ▲교육 캠페인을 통한 사이버 보안 인식 확대 ▲대학과의 협업 ▲사이버
사고 정보, 취약성 및 발견된 공격에 대해 정부 기관을 위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제공

▶ 정보 보증의 우수성 센터(Center of Excellence in Information Assurance, CoEIA)

•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개발 ▲사이버 보안 표준 적용 ▲산업, 학계 및 공공 부문의 상담 및 지원에
기여하는 비영리 센터로 2009년 설립
• 자문 서비스 외에도 사이버 보안 연구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 및 인식 캠페인 진행

▶ 사이버 보안 기술 센터(National Center for Cybersecurity Technology, C4C)

• King Abdulaziz City of Technology and Technology(KACST) 하에서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 보안 및 보안 거버넌스 영역에서의 연구를 위해 2014년 설립
• 국가 인적 자본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KSA 비전 2030의 성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
• 사이버 보안 연구 및 응용 능력에 유능한 전문가 제공

▶ 2016년에 설립된 국립 사이버 보안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NCSC)

• 조직이 국제 사이버 보안 표준에 따라 보안 수준을 정의하고 보안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 패키지 개발
• 해당 평가를 통해 조직은 기술 취약성을 식별, 검증 및 평가할 수 있으며 IT 인프라의 보안 상태
개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가능
• NCSC는 수행안 평가를 기반으로 기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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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사이버 보안 기관 (National Cybersecurity Authority, NSA)

• NCA 혹은 NCSA라고도 지칭하며 국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국가 인프라를 방어하기 위한
왕령에 따라 2017년 설립
• 사이버 보안 정책, 프레임 워크, 기준 및 지침을 분석, 작성, 위임 및 규제를 주요 목표로 함
• KSA 비전 2030 및 기본 NTP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에 따라 국가별 사이버 기능을
구축 및 육성하고 기술 혁신 달성 기여를 목표

3) 규제 및 인증제도
▶ SASO(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인증

• 사우디 표준청(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는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인증기관으로서, Royal Decree No. M/10에 의거하여 설립됨
• 1985년 제 58회 이사회에서 품질마크제도 및 적합인증서 발행제도(SASO인증)의 도입을 결의하였고,
1986년부터 품질마크 제도 및 적합 인증서 발행제도를 실시함
• 품질마크제도는 사우디 표준청이 사우디 국내 기업 제품에 해당하는 SSA(Saudi Arabian
Standards)규격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SSA규격이 모든 제품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SSA규격이 없는 제품은 ISO 및 IEC와 같은 국제규격 혹은 해당 품목 수출국의 규격을 적용함

▶ 사우디 표준청(SASO)의 신규 인증시스템 SABER

• SASO(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는 2019년 1월 1일부터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해 온라인 인증 플랫폼 ‘SABER’ 도입
• 기존의 사우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
• 현지 제조 또는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우디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제품 적합성 증명서 및 제품의
출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선적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
• SABER 전자 등록 의무는 수입업자가 지며, SABER를 통해 제품 적합성 증명서 및 선적 인증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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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사이버 보안, 프로그래밍 및 드론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협회(Saudi Arabian Federation for
Cybersecurity, Programming and Drones, SAFCSPD) 설립(2018년)

•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올림픽위원회 산하에 국가 기관으로 설립
•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 및 표준에 따라 사이버 보안, 프로그래밍 및 드론 기술 분야에서 국가 및
전문 역량을 구축을 목표
•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술 혁신 영역에서 선진국으로의 발돋움하는 촉매 역할 수행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기관들은 여전히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응답자
31%는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힘(2019.5)

• 계획을 수립한 조직 중 절반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테스트 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에 대비한 준비 부족
• 사이버 공격에 30일 이내 신속하게 대응하면 기업의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 대비 백만 달러 이상
절감 가능
• 사이버 보안 사고에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복잡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임
• 개인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간의 협력이 사이버 복원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기관들이 인정하기
시작
• 중동지역의 오일과 가스 시설은 해커의 주요 공격 대상이나 아직 사이버 공격에 준비가 안 된 곳이
많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아 보안 준비 태세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사우디아라비아

융합보안 시장 및 정책 동향
1) 융합보안 시장 현황
▶ I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MEA(Middle East and Africa) 지역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지출액은
2017년 대비 약 2.07배 성장하였으며(2017년 3,890만 달러 → 2018년 8,060만 달러), 2021년에는 CAGR
77.4%로 약 30,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17년부터 UAE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수준의 암호화폐를 창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결 전략(Strategy of Resolve)' 중 하나인 가상통화
발행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송금 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 암호화폐 'Aber'의 발행을 위한
시범 테스트 실시에 최종 합의함
•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머스크-IBM이 공동 개발한 TradeLens 플랫폼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첫 선박이 사우디 담맘항에서 출발함

그림 _ MEA 지역의 연간 블록체인 기술 관련 지출액 및 구성 예측치

[출처] Blockchain Spending in the Middle East & Africa to More than double in 2018, IDC, 2018.2

사우디아라비아

2) 융합보안 정책 현황
블록체인

▶ GCC 5개국 중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2개국이며, 쿠웨이트를 제외한 5개국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음(Cointelegraph, 2018.9 기준 평가 기사)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9월 현재 암호화폐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블록체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Vision 2030' 이니셔티브와 '국가개혁 프로그램(NPT) 2020'을 발표하여 다방면의
비석유 분야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술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암호화폐는 적극적으로 육성하나, 사설 암호화폐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udi Arabia Monetary Authority)은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는 불법이라며 외환 시장 관계자들에게 '인가받지 않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도록 경고

스마트시티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5년까지 미국 뉴욕의 33배 크기에 달하는 초연결사회인 NEOM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발표4
• 석유산업 일변도의 국가산업 구성에 변혁을 일으키고 투자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
• 로봇 집사, 플라잉 카, 인공 강우, 홀로그램 교사 등을 총망라한 첨단과학기술, 익스트림스포츠·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및 휴양과 관광의 중심지 구축 목표
• 1만 평방 마일 크기의 홍해 연안에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해 홍해 연안의 사막에 조성될 예정으로,
1단계 완공은 2025년 예상

4 https://globetrender.com/2019/10/21/saudi-arabia-ne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