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도

‘18년 GDP(십억달러)

2,726

‘18년 인구수(천명)

1,353,000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인도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2017년 대비 소폭 하락한 47위

2018

2017

전년대비 증감

국가명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인도

0.719

47

0.683

23

+0.036

-24

대한민국

0.873

15

0.782

13

+0.091

-2

∎ ICT 관련 주요 지수
· 인도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ITU 조사국 175개국 중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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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한국

점수
-

순위
43

점수
-

순위
28

-

44

-

10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19)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8)

57.0
0.719

80
47

89.4
0.873

19
15

UN 전자정부 지수(2018)

0.566

96

0.901

3

IMD 국가경쟁력지수(2019)
IMD 디지털경쟁력지수(2019)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8년 말 기준)
· 인도의 유선통신 보급률은 매우 낮으며 매년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으나, 이동통신 보급률은 87%를
상회하며 양호한 편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인도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1,868
1.62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5.906
50.63

18,170

1.34

21,286

41.60

1,176,021

86.94

66,356

129.67

34.45%(2017년 말 기준)

95.90%

인도

정보보호 산업 개요

1) 정보보호 산업 환경 및 배경
▶ 인도 보안 시장은 범죄율 증가로 인한 대중들의 보안 인식 변화 및 급속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은행⋅현금 지급기의 증가를 바탕으로 보안 장비·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또한 소셜미디어 및 스마트폰의 증가와, 디지털화의 진전 등으로 이메일 기반 범죄⋅피싱⋅멀웨어
및 랜섬웨어⋅시스템 관련 취약점 악용 등의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증가
• 테러 위협 및 여성 대상 범죄의 증가로 인한 불안감 조성, 인구 대비 부족한 경찰 수도 주된 요인으로 평가
• 지난 몇 년간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인도 대도시의 쇼핑몰, 지하철역, 상업용 빌딩 등 공공장소에
은행 및 현금지급기 수가 증가

▶ 이에 안전장비, 가로등, 보안 솔루션 등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 증가하고, 정부의 스마트
시티 조성 계획에 보안 관련 항목이 추가되는 한편, 일반 가정에서도 보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 인도 정부는 대중교통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도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비상버튼과
CCTV 및 GPS 시스템을 탑재하는 정책을 추진 중
• 향후 20년 동안 항공기 승객 수가 연간 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항 보안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스리랑카 호텔 테러 등으로 인해 호텔 보안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인도 내 스마트홈 성장과 더불어 가정 내 첨단 보안 카메라, 침입 방지 센서, 스마트 도어록 시스템
및 기타 감시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한편, 기업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멀웨어 및 사이버공격의 증가를 인지하면서 사이버보안 서비스
요구 또한 상승
•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 추진으로 사이버공격이 증가와 함께 잠재적 위협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뚜렷

▶ KOTRA에 따르면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인도 정부의 IT 산업 육성 정책과 민간 기업의 투자가 맞물리며
인프라 구축을 넘어 5G, IoT 등 IT 산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사이버보안 위협도 증가
• 인도에서 IT 산업과 모바일 앱·뱅킹, 인터넷 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뱅킹⋅SNS⋅IoT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발생 가능성 및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 사이버보안 기업 Trend Micro은 2018년 인도 내 3,000만 건 이상의 멀웨어 위협을 확인
• 국가범죄기록국(National Crime Records Bureau)에 따르면, 정부에 보고된 사이버 범죄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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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2건, 2015년 11,592건, 2017년 12,317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
• 인도 컴퓨터긴급대응반(CERT-in)이 조사한 2018년 사이버 사건은 총 208,456건으로, 유형별로는
▲네트워크 스캐닝/탐색(127,481건) ▲바이러스/악성코드(61,055건) ▲웹사이트 위변조(16,655건)
▲사이트 침입/멀웨어 증식(905건) ▲피싱(454건) ▲기타(1,906건)

2) ICT 시장/산업 개요 등
▶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인도의 ICT 산업은 국가
GDP의 13%를 차지하며, 인도의 디지털 경제는 매년 약 2,00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 KPMG는 현재 1,8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인도 ICT 산업이 2025년까지 3,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인도 ICT 시장은

IT 서비스(52%),

ITeS BPM (19%), 엔지니어링 및 R&D 소프트웨어(20%),

하드웨어(9%)로 세분화

▶ 인도의 모바일 시장은 지난 6년간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바일 침투율의 경우 2011년
72% → 2015년 76% → 2018년 91%로 증대
• 2018년 인도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12억 3,100만 명 규모로 추산되며, 모바일
가입자 시장 침투율은 2017년 87%에서 4%p 상승한 91%로 예측
• 특히 VoLTE 기술이 출시되고 2020년까지 4G SIM의 활용이 예상됨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에 4G
사용량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
• 5G 보급 역시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2019년 하반기 5G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연말
5G 대역 경매를 진행할 계획
• 5G 출시 이후, 2024 회계연도까지 5G 가입자가 총 가입자의 38%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4G⋅5G⋅
AI⋅VR⋅IoT⋅M2M의 확장으로 통신 타워 산업 역시 급속히 성장 중

▶ 인도의 디지털 경제는 IT-BPM(비즈니스 공정 관리), 전자상거래, 국내 전자 제조, 디지털 결제, 디지털
통신 서비스 등을 통해 연간 2,00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 인도의 디지털 기술 도입도 급속히 상승해, 지난 5년간 2억 700만 명 이상이 온라인에 유입되었고,
사용자 당 월간 고정회선 데이터 소비는 ‘14년 7.1GB에서 2018년 13.3GB로 증대
•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3년 100명 당 5.5에서 2018년 12월 기준 100명 당 26.2로 크게 증가하였고,
사용자 당 모바일 데이터 소비 역시 2016년 중반 이후 54배 이상 증가
• 전자상거래 및 결제 시장조사기관 yStats.com은 2022년까지 인도 스마트폰 사용자의 41%, 즉 약
1억 5,500만 명이 근접 모바일 결제(proximity mobile payment)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

인도

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보안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인도와 중국을 꼽을 수 있는데, 두 국가가 글로벌
수익의 38%를 차지
• 인도 보안 및 안전(Security and safty) 산업 시장규모는 2018년 55억 9,400만 달러에서 2020년 61억
7,3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
• 정보보안 시장에서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체와 네트워크 설비업체 등이 보안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 보안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

▶ 인도 물리보안 서비스 산업은 보다 고수준의 서비스 및 통합뿐 아니라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JLL⋅Sodexo와 같은 통합 시설 관리 서비스 공급자나 G4S 등의 전용 보안
서비스 공급자가 대표적
• 또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범죄율의 증가로, 홈 모니터링 카메라⋅스마트도어 잠금장치 등 보안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
• 현지 시장조사업체(Research Nester)는 디지털 도어록 시장 규모가 2016~2023년 기간 연평균 38.9%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정부의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면서 가정용 솔루션 수요 또한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인도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2017년 492억 → 2018년 552억(추산) → 2019년 598억(추산)으로 성장
추세
• 2018년 사이버보안 시장을 제품별로 세분화하면, ▲네트워크 보안(48%) ▲신원 접속 관리(17.7%)
▲엔드포인트 보안(11.6%) ▲데이터 보안(5.5%) ▲기타(17.1%)로 구성
• 이중 차세대 방화벽과 차세대 이메일 보안 도입 및 통합 제품⋅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네트워크 보안의
성장을 견인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가 주류로 자리 잡고 내부 위협이 증가할수록, 신원 접속 관리(IAM)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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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2017~2019년 인도 사이버보안 시장 구성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인도의 보안 서비스 시장은 2018년 5,930 크로레 루피에서 2019년 6,700 크로레 루피로 동기대비 13%
성장할 전망
• IT전문 시장조사기관 Gartner는 2019년 인도 기업 정보보안 지출이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18.6억
달러에 달하고, 2020년에는 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한편, 인도상공회의소(FICCI)의 인도 민간 보안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인도의 사설 보안시장
규모는 88억 달러로, 2020년 152억 달러, 2022년 231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인도의 2017년 보안 관제 서비스(Managed Security Service)는 디지털화 및 위협 증대로 전년대비
27.9% 성장하였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1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인도 데이터보호협회(DSCI)에 따르면, 2018년 인도의 사이버보안 시장 매출은 4억 5,000만 달러로,
연평균 25~30% 성장

시장 전망

▶ 시장조사기관 Barnes & Co.의 Barnes Reports는 2018년 인도 물리보안1 시장을 81억 3,400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2019년에는 9.7% 증가한 89억 2,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Dataquest는 최근 몇 년간 인도 비디오 감시 시장이 연평균 27% 성장해, 2017-18년 5,467 크로레

1 보안 경비 및 순찰 서비스 시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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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에 도달한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0.5% 성장할 것으로 예측
• 현재 아날로그 기반 감시 시스템이 전체 감시 시스템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나 IP 기반 감시 시스템
역시 IP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할 전망
• 지난 몇 년간 카메라 가격이 하락하고 관련 인식이 높아지면서, 1080p의 고해상도 CCTV 비디오 감시
솔루션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
• 한편 인도의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2 시장은 2017년 23억 2,500만 달러에서 2019년 30억 2,600만
달러로 성장 예상

그림 _ 2016~2020년 인도 물리 보안 시장 성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출처] Barnes Reports (2018)

▶ 인도는 세계 최대 생체시장 중 하나로, 특히 지문과 홍채 중심의 생체인식 시장이 형성
• 정부 주도의 바이오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아드하르(Aadhaar)3 도입으로 생체인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
• 리서치 기업 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2018년 7억 달러에 달했던 인도 안면 인식⋅인증 소프트웨어
시장이 2024년까지 매년 35.9% 성장

▶ DSCI에 따르면, 인도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제품의 2018년 총 매출은 약 4억 4,500만
달러 이상으로, 2016~2018 회계연도 동안 연간 25~30%씩 증가

2 Barnes Reports, “2018 World Industry & Market Outlook - Security Systems Services Industry”, 2017.12. Barnes
Reports는 보안 경보 시스템 판매, 설치, 수리, 원격 모니터링 등을 보안시스템 서비스 산업으로 지칭
3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통한 국민 식별 제도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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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2016~2018년 인도 사이버보안 제품 기업 매출 추이

• 한편, 리서치 기업 Research and Markets은 현재 인도 사이버보안 시장을 38억 달러 규모로 추산하며,
2018~2023년까지 연평균 15~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2) 분야별 현황
물리보안 제품

▶ 인도의 전자 보안 시장은 접근통제 시스템, 비디오 감시, 침입 경보 장치, 인터콤 감시 장비, 경보 시스템,
화재 감지 및 보호 시스템 등의 하위 분야로 구성
• 대표적인 유망 제품군으로는 IP CCTV 카메라, 센서 탐지기,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인증 방식(지문,
홍채 등), 소지품 엑스레이 스캐너, 고급 화재 경보기 등
• 전자보안장비·시스템 시장은 현재 인도시장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부문으로서, 이 분야가 전체
보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25%를 기록
• 인도 보안 시스템 통합 시장의 경우, 2018년 4억 5,300만 달러에서 2024년 11억 7,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인도 감시 시장은 도시 감시, 호텔, 공항 보안, 소매, 제조, 대학 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바탕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중 인도 비디오 감시 시장은 2017-18년 5,467 크로레 루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8~2024년간 연평균 10.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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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sandMarkets 자료에 따르면 드론 등 모바일 비디오 감시 시장은 2017년 14억 달러에서 2023년
23억 달러로 연간 평균 8.77%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보안 장비 시장의 중심이 실내 보안에서 공공장소 보안과 감시로 이동하는 추세로 공항 보안, 대중교통
보안, 해안 경비와 관련한 장비 및 신기술 수요가 증대
• 공항 보안과 관련해서는 바이오인증 방식의 전자 접속 통제 기술, 공항 검색대, 수하물 대상의 폭발물
탐지 시스템 등이 주목
• 대중교통 보안과 관련해서는 자가진단 CCTV 시스템, 자동 무선 이미지 다운로드 기술, 혁신적인
승객용 보안 검색 기술 등에 대한 관심 고조
• 인도 정부는 중앙경찰부대(Central Armed Police Forces)의 장비, 기계, 차량 조달 등에 초점을 맞춰
2018~19년도 부대 예산을 전년 추정치 대비 14.2% 증가한 1,274 크로레 루피로 편성
• 또한 인도 내무부는 2018~19 예산 중 주립 경찰 현대화에 897.3 크로레 루피를 배정함으로써, 경찰
인프라, 범죄⋅범죄자 추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전국적인 긴급 응급 대응 시스템, 경찰 통신 및 컴퓨터
서비스, 감시 시스템 등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계획
• 인도 중앙 및 주정부는 도시 감시, 국경 보호, 테러 대응, 경찰 현대화, 정보기관 등에 민간 영역을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약 27억 달러의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물리보안 서비스

▶ 인도의 민간 보안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0% 성장하였으며, 이중 2018년 민간 경비 산업 규모는
81억 3,800만 달러로 집계
• 민간경비 서비스 부문은 인도 물리 보안 시장 중 75~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보안시장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
• Barnes Reports 2018에 따르면, 인도 민간 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약 89억 2,400만 규모로 9.7%의 증가율을 예상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시장조사기관 Gartner는 2019년 인도 기업의 정보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지출이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8.6억 달러에 이르고, 2020년에는 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
• 2019년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보안 지출 분야는 클라우드 보안 및 통합 위험 관리 부문으로,
▲클라우드 보안의 경우 2018년 대비 300% 성장한 4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통합
위험 관리는 전년 대비 23.1%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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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1.3%씩 꾸준히 성장할 전망
• 인도 소프트웨어연합회(Nasscom)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사이버공격 및 데이터 보호
노력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인도 내 350억 달러 상당의 매출 기회가 발생하고,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 IDC에 따르면, 인도 사이버보안 및 위험 관리 부문의 사전 대응에 대한 비즈니스/IT 리더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2018년 상반기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
• 2018년 상반기 다수 대기업의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및 갱신 반복, 중소기업의 신규 도입으로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한 수요가 지속
•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프로그램 증가에 따라 조직이 신원 및 신뢰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며, 해당
부문은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 중 두 번째로 큰 몫을 차지
• 다수의 방화벽/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특히 금융 분야에서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이 확대
• 제조업의 경우, IoT 구현과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에 비해 보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 까닭에,
엔드포인트 보안⋅네트워크 보안⋅웹 검사 소프트웨어 등 보안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대
그림 _ 2016~2018년 인도 보안 소프트웨어 매출 추이

[출처] IDC, ‘Market Analysis Perspective: India Security Software Market 1H18 Update’(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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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자 현황

시장 특성 및 사업자 수

▶ 물리보안 시장에서 전자보안 장비 및 시스템 부문은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며, 보안 장비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추세가 두드러짐
• 현재 인도 전자보안장비·시스템 시장은 다국적 보안장비·서비스 기업들의 현지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을 통한 제품 생산과 건물보안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음
• KOTRA에 따르면 인도 시장에서 조직화된(organized) 보안장비·시스템 업체는 약 700개로 확인되며,
비조직화된(unorganized) 업체의 수는 약 1,500개로 추산
• 보안업체들은 전자보안장비 설치, 감시, 관리 등 보안장비와 보안서비스를 통합한 복합 솔루션을 제공
• 글로벌 기업들은 Honeywell Automation India와 같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도 현지기업과
협력한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을 통해 보안장비를 판매

▶ 정보보안 시장에서는 IoT4 및 BYOD5 트렌드의 확산으로 인해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6에
노출되는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이 급증
• 인도의 보안 제품 소프트웨어 매출 기준 상위 10개 기업은 Symantec, IBM, McAfee, Check Point,
Dell Inc, F-Secure, Trend Micro, Kaspersky Lab, Hewlett Packard Enterprise, Forcepoint의 순
• 이외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MSS), 보안 취약성 관리(SVM) 및 네트워크 보안 역시 주목할 만한 시장
• 인도 소프트웨어연합회(Nasscom)에 따르면, 인도는 2025년 경 정보보안 분야에서 100만 명의
종사자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

주요 사업자

▶ Zicom Electronic Security Systems Ltd
• 인도 보안 솔루션 시장의 1세대 기업으로, CCTV 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지문인식 기기, 출입 통제
시스템, 화재경보 시스템, 비디오 도어 시스템, 원격보안관리 시스템 등 물리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분야로 영역을 확장 중
• 2019년 5월 기준 연간 순매출 규모는 약 16.69 크로레 루피로, 전년 동기대비 36.38% 감소

4 IoT 즉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물에 센서, 통신 기능을 탑재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술
5 Bring Your Own Device의 약자로, 개인 소유의 스마트 기기를 직장에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
6 지능형 지속 공격(APT)은 타깃을 설정한 후 수 주~수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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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Technologies India
• 인도 정보보안 시장에서 네트워크 및 사이버보안, 포렌식 솔루션 업계의 대표 사업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 보안 영업망을 구축
• Kaspersky Lab, NETASQ, egosecure 등 보안 제품과 솔루션을 유통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및 교육
사업도 진행
• 동 기업은 전방위적인 사이버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및 보안 기술 교육과정 제공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

▶ Honeywell Automation India Ltd
• 2005년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업체로서 건물 내외의 CCTV 시스템, 원격보안관리 시스템 등
보안업무와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취급
• 건물 복합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의 특성에 따라, 방문자 관리 시스템, CCTV 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접근제어 기기, 에너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상품
• 2019년 3월 기준 연간 매출 규모는 약 317억 3,400만 루피, 총수익은 151억 4,700만 루피

▶ Tyco Fire & Security India Private Limited
• 1991년 설립된 보안 전문업체로서 인도 350여 개 도시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미얀마, 몰디브 등에도 진출
• 주요 취급 품목은 접근제어 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물리보안 서비스 부문

▶ Bosch Security India
•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산업 기술 전문 다국적 기업으로서 인도에서는 공항, 철도, 산업용 보안시스템과
건물 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
• 주요 취급 품목은 비디오 감시시스템, 방문자관리 시스템, 접근제어 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등 물리보안 시스템 등

▶ Godrej Security Solutions
• Godrej Group 산하의 가정용 보안장비 업체로서, 다양한 소비재를 생산 및 유통하는 모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소비자 중심의 제품들을 제공
• 주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360도 회전형 CCTV, 지문인식 도어록 등 가정용 물리 보안 제품을
출시
• 2019년 9월 제품 혁신 역량 강화, R&D, 기업 브랜딩 등을 위해 향후 2년 간 100 크로레 루피를
투자하겠다는 계획 발표

인도

▶ Aditya Infotech
• 인도의 보안장비 대형 유통업체로서 20여 개국에서 제조된 다양한 해외 CCTV 브랜드를 공급하고
있음
• 주요 취급 브랜드는 ACTi, Avtech, CP Plus, Cynix, D-max, Yoko, Eyeview, Honeywell 등이며, 이 밖에도
Canon, Panasonic, Sony, Eureka Forbes, Godrej, 한화(삼성) 테크윈 등의 CCTV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 Quick Heal Technologies Pvt. Ltd
• 인도 푸네에 본사를 둔 IT 보안 솔루션 제공 업체로, 1995년 컴퓨터 서비스 센터로 시작하였으며,
2007년 현재 기업명으로 변경
•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중소기업 등을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

▶ SUPREMA ID
• 대한민국 기업인 슈프리마아이디는 인도 지문등록기기 시장점유율(40%) 1위 기업으로, 향후 인도
해외 영업지사를 설립하고 인증기기 시장을 확대할 계획
• 2018년 자사의 지문 인식 스캐너인 BioMini Plus 2가 인도 정부의 품질 인증인 STQC(Standardisation,
Testing and Quality Certification) 레벨 0을 획득

▶ 그 외, ▲인도 첸나이에 본사를 둔 IT 보안 기업 K7 Computing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Net Protector Research Lab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관리에 중점을 둔 druva 등이 있음

4) 주요 동향 및 이슈

▶ 2019년 8월 다국적 기업 Emerson이 인도 푸네(Pune)에 사이버보안 연구소를 개소
• 기존 에머슨 혁신 센터(Emerson’s Innovation Center)에 위치하게 될 신규 사이버보안 연구소는 향후
9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사이버보안 전문가 훈련 및 관련 혁신 작업을 진행할 예정
• 또한 제조시설의 공장 운용,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자원 등을 보호함으로써 디지털 변혁 전략
도입을 지원할 계획
•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보안 요건 정의, 위협 모델 설계, 보안 실제 유지, 산업 환경에서의 사이버공격
시뮬레이션 등에 주력할 예정

▶ 2019년 3월 인도 국립증권거래소(NSE)의 연계회사인 NSEIT가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Aujas를
인수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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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설립된 Aujas는 정보 보안 컨설팅 및 IT 위험 관리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전 세계 300개
고객을 보유
• NSEIT는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ujas 인수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

▶ 프랑스 컨설팅 기업 Capgemini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인도 기업들이 사이버공격 방어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을 증대하는 추세
• Capgemini 서베이 결과, 인도 응답자의 2/3 이상이 AI 없이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없다고 응답
• 인도 조직은 네트워크 보안(71%), 엔드포인트 보안(71%), 신원 및 접근 보안(60%), 애플리케이션
보안(59%), 클라우드 보안(48%), IoT 보안(44%), 데이터 보안(55%)에 AI 기반 사이버보안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
• 또한 응답자 중 2/3에 달하는 조직이 AI를 도임해 사이버방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응답

▶ 2019년 6월, 기술 기업 Tech Mahindra 및 인도 명문 공과대학인 IIT 칸푸르(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가 사이버보안 분야의 공동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두 기관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사이버보안 자동화 및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디지털 복원력 향상
관련 환경 개발⋅육성 프로젝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

5) 정보보호 스타트업 시장 현황

▶ 인도 스타트업이 공급하는 사이버보안 제품 2018년 총 매출은 8~9억 달러 가량으로, FY2016~FY2018
동안 연간 120% 성장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시현
• 2012년 15개 가량 존재했던 인도 내 보안 스타트업이 2017년 20개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투자 금액
역시 2012년 100만 달러에서 2017년 1억 달러 이상으로 상승
• 인도의 보안 스타트업은 향후 10억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카데믹
인큐베이터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제품 상업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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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2016~2018년 인도 사이버보안 제품 기업 매출 추이

▶ 인도의 주요 사이버보안 스타트업으로는 Lucideus, Sequretek, Securitybulls, Seconize, Lakshya
Cybersecurity Labs이 있음
• Lucideus는 최신 정보보안 서비스 및 AI-기계학습 기반 봔 플랫폼을 제공하며 2012년에 설립
• Sequretek는 AI 및 기계학습 기반 보안 도구 및 솔루션을 제공하며 2013년 설립
• Securitybulls는 모의침투 테스트, IT 보안 평가, 인프라 보안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2016년 설립
• Seconize는 클라우드 기반의 AI/기계학습을 지원하는 자동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2017년 설립
• Lakshya Cybersecurity Labs는 고객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2017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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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및 시행령
• 인도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는 2011년
4월 개정된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11)의 시행령을 고시
•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보안 활동과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관행과 절차를 요구하며, 이를 위한
산업표준((IS / ISO / IEC 27001)들을 적용하도록 규정
• 해당 산업표준 이외의 표준들을 따르는 경우, 해당 산업협회 등이 코드를 승인받고 중앙정부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해당 산업표준이나 기타 표준들을 따르는 기업들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독립 감독기구들로부터
감사 혹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의 감사 진행을 의무화(프로세스나 컴퓨터
소스 등에 대해 중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감사 필요)

▶ 인도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 1980년 제정된 인도의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80)'은 중앙 정부와 주정부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대외 관계에서 국가의 안보와 보안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공권력을 집행하는 식으로 대응 필요
• 이 법은 잠무(Jammu)와 카슈미르(Kashmir) 지역을 제외한 인도 전역에 적용

▶ 인도 개인데이터보호법안(Data Protection Bill) 발의
• 2018년 7월 27일 인도 개인데이터보호법안이 약 1년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기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에 제출되었으며, 2019년 말 법제화 완결 전망
• 개인데이터보호법안은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 준해 ▲데이터 보호 의무 ▲개인
데이터의 처리 ▲민감 데이터의 처리 ▲미성년의 개인 데이터 ▲데이터 원칙 권리 ▲투명성 및
책임성 조치 ▲개인 데이터의 해외 이전 조항 등 112개 조항으로 구성
• 즉 ▲정보 열람권⋅이동권⋅잊혀질 권리 등의 데이터 원칙을 권리로 인정 ▲기관의 데이터보호담당관
선임 요구 ▲데이터보호청 설립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현지화 ▲위반 시 금전적 제재 등의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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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전자상거래 규제안(Draft National e-Commerce Policy)
• 2019년 2월 인도 정부는 전자상거래 규제정책(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예정
• 즉,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인도 내에서 사업하고자 할 경우 인도 내 사무소 및 데이터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
• 2019.6월 경 정부는 향후 12개월 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

▶ 정보기술 중개자 가이드라인 규칙안 2018(Information Technology (Intermediary Guidelines) Rules
2018))
•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18년 12월 정보기술 중개자 가이드라인 규칙 2018을 발표하고 공공
의견을 수렴
• 이번 규칙안은 가짜 뉴스의 확산 방지, 인터넷 음란 정보 억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오용 방지,
사용자에 대한 보안 제공 등을 골자로 정보 중개자의 책임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주요 전략 및 정책

▶ 국가사이버보안정책 2013(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2013)
• 인도 정부가 2013년 7월 발표한 ‘국가사이버보안정책 2013(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2013)'은
개인정보, 금융 및 뱅킹정보 등의 정보들에 대해 안정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프레임워크임
• 전자정보기술부(MeitY)와 통신정보기술부(MCIT)가 공동으로 수립한 이 정책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인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음
• 이 정책 프레임워크는 보안 생태계 형성, 개방형 표준 촉진,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보안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메커니즘 마련, 취약성 관리 및 보안위협대응 체제 구축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
• 특히 IC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정보를 확보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며, 위기발생시 관리 및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 가능한 대응 및 복구
메커니즘을 마련하도록 함

▶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전략
•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15년 정보기술(IT)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전략 제시

인도

• 특히, 전체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디지털 인도는 ▲디지털 인프라 (Digital Infrastructure) ▲수요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와 서비스
(Governance & Services on Demand) ▲시민의 디지털 권리 강화(Digital Empowerment of Citizens)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됨7
• 2019년까지 25만 개의 촌락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포함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제 도입,
원격진료 및 인터넷 병원 시스템 구축, 전국 주요지점 무선인터넷 중계기 설치, 사물인터넷(IoT)
연구소 설립 등의 계획 추진
• 정부는 2018-19년도 디지털 인디아 예산을 전년도 보다 2배 증가한 307억 3천만 루피 편성(2018.2)

▶ 국가 디지털통신정책 2018(National Digital Communications Policy 2018)
• 2018년 9월 26일 인도 내각이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의 국가 디지털통신정책을 승인
• 동 정책은 광대역 및 디지털 통신 기여도를 자국 GDP의 8%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디지털 통신 부문에 1,000억 달러의 투자 유치, 혁신
주도 신생 기업 창출, IoT 생태계 확장 등의 계획을 제시
• 아울러 디지털 통신의 디지털 주권, 안전, 보안 역시 정책의 주요 영역 중 하나로, 디지털 통신을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

▶ 사이버보안 인도 계획(Cyber Surakshit Bharat Yojana)
• 인도전자정보기술부(MeitY)가 2018년 발족한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의 사이버보안 시스템 강화 계획
•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비전과 관련, 민간 파트너 기업과 협력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조직 IT 부서⋅직원 등을 위한 보안 조치 역량 개발 등을 도모
• 사이버보안 인도 계획은 ▲교육 ▲인식 ▲활성화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때에 따라
전국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 민간 파트너로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Redhat, Cert-In, NASSCOM 등이 대표적

▶ 2018-19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각종 시설 설립을 도모
• 자국 사이버공간을 위한 포괄적인 라이브 사이버작전 전용 연습 훈련 시설(Live Cyber Operations
Specific Exercise Training Facility)을 설립했는데, 이는 조직이 시스템, 인프라, 프로세스, 인력을

7 첫째, 디지털 인프라는 광 인터넷 및 안전한 사이버 스페이스를 핵심으로 하며,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보급, 공공서비스센터의 간편한 접근, 공공 클라우드의 개발을 통한 사적 공간의 공유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둘째, 수요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와 서비스는 수많은 행정기관과 사법체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서비스,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금융거래 전자화
및 비현금화 등이 포함됨. 셋째, 시민의 디지털 권리 강화는 일반적인 디지털 해석력 및 디지털 서비스 자료를 인도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협력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모든 문서 및 증명서의 클라우드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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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함으로써 사이버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안평가, 연구 및 탐색 테스트 센터 구축(Security Evaluation, Research and Exploratory Testing
Centre)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사이버보안 테스트 및 평가 개발을 지원
• 그 외 ▲사이버 포렌식 연구소(Cyber Forensic Lab) ▲Bihar주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 포렌식 자원센터
등을 추진

2) 담당기관

▶ 인도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In)
•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도의 전문 IT 보안 기관으로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 CERT-In은 ▲정보보안 품질서비스 ▲보안 인지 ▲리서치 분석 ▲사이버공격 감시 및 대응 등 4개
분야에서 3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
• 사이버 공간 보안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실천 사항, 절차, 예방책, 대응책, 보고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백서 발간 작업 등을 수행
• CERT-In은 2018.4~2019.3월 동안 ▲274,465건의 사이버사고 처리 ▲보안 알림 235건 ▲자문 48건
▲Security Drills(보안 연습) 4건 ▲훈련 26건 등을 진행

▶ 국가 정보과학 센터 컴퓨터 긴급대응팀(NIC-CERT)
• 2017년 12월 인도 정부는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CERT-In), 금융 분야의 Fin-CERT에 이어 국가
정보과학센터(National Informatics Centre)를 위한 NIC-CERT를 설립
• NIC는 인도의 전자 비즈니스 및 전자관리(e-governance) 기관으로, NIC-CERT는 NIC 내에 발생하는
사이버보안 사고 관리를 담당
•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인도 정부의 기반시설 및 NIC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위협 정보,
보안 경보, 관련 자료, 자문 등을 제공

▶ 국가 사이버 조정 센터(National Cyber Coordination Center, NCCC)
• 국가 사이버 조정 센터(National Cyber Coordination Centre, NCCC)는 인도의 정보보안 및 온라인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 2014년 9월 인도 정부에서 이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2015년부터 2027년까지 1억 5,400만
달러를 투입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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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관은 ▲사이버 범죄 예방 전략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훈련 ▲오래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률에 대한 검토 등을 담당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 집단들이 소셜 미디어 등을 악용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인도 및 미국의 정보기관들과도 공조하고 있음

▶ 국가 재난 관리청(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NDMA)
•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산하의 국가 재난 관리청은 자연 재해 혹은 인재 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고 위기발생 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
• 재난관리법(Disaster Management Act)에 의거해 설립된 NDMA는 재난대응 정책의 프레임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제시

▶ 국가 핵심정보 인프라 보호센터(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Centre, NCIIPC)
• 2014년 설립된 NCIIPC는 인도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보안 이슈를 조율하고 전력, 통신, 방위 등 국가 주요 인프라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
자리매김함
• 통신정보 기술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 통신 및 메시지를 대상으로 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CM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 통신망 보안 협동위원회(National Telecom Network Security Coordination Board, NTNSCB)를
통해 인도의 국가통신망 안전을 강화함

▶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MEITY)
• 전자와 정보통신 부문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e-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연구개발(R&D) 및 혁신을 추진하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효율성 향상과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지원
• 디지털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전자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전자제품 하드웨어 제조와 ICT 산업을
지원하며, 사이버 공간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

▶ 인도 정보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 DoT)
• 정보통신부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품격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됨
• 인도를 통신 장비 제조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국가적 요구사항에 부흥하는 새로운 통신 표준을
개발하며, 국내외 투자자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목표를 추진

▶ 인도 방위사이버청(Defence Cyber Agency)
• 2018년 11월 인도 총리가 사이버 전쟁, 우주작전, 특수부대를 관리하기 위한 3군 사령부(tri-service

인도

commands)인 방위사이버청(Defence Cyber Agency) 설립을 승인
• 방위사이버청은 중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해외 해커의 군사적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사이버범죄가 아닌 군사 사이버 사안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짐
• 델리에 본부를 둔 방위사이버청은 최대 1,000여 명의 육군⋅해군⋅공군 인력 투입이 가능하며,
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

3) 규제 및 인증제도
▶ 인도에서 핵심 정보 인프라를 운영하는 모든 조직들은 보안인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인 ISO 27001
네트워크 보안 표준(Network Security Standard ISO 27001)에 의거한 정보 보안 관리 실천방침을
실행할 것을 권고 받고 있음
• 기타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협회 등의 코드 승인을 받아 인도 중앙정부에 고지해야 함
• 모든 정부부처와 주요 기관들은 사이버 공격과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관리계획(Crisis
Management Plan)을 수행해야 함

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2020년 1월 경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National Cybersecurity Policy) 개정⋅발표 예정
• 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 Rajesh Pant에 따르면, 새롭게 수립된 사이버보안 정책은 정부의 5조 달러
경제 구축 목표를 지원하게 될 예정
• 사이버보안⋅주요기반시설 보호⋅민간 파트너십 등을 감독하는 주요 정부부처 간 효과적인 협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전망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18년 7월 사이버보안 제품에 대한 공공 조달 명령(Public Procurement
(Preference to Make in India) Order 2018 for Cyber Security Products)을 공표
• 이는 정부의 ‘제조업 인도(Make in India)’정책을 장려하고, 인도 내 제품 및 서비스 제조⋅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
• 특히 사이버보안 분야를 전략 영역으로 설정하여, 조달 주체가 국내 제조/생산된 사이버보안 제품에
우선권을 제공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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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및 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다국 간 안보협력 강화
• 2019년 1월, 인도와 핀란드 간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양해 각서 체결
• 2019년 1월, 인도와 모로코 간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양해 각서 발표(체결은 2018년 9월)
• 2019년 1월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종합적인 보안 회의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2019년 8월 인도-프랑스의 디지털 기술 및 사이버보안 로드맵 발표
• 2019년 8월 인도와 바레인은 사이버공간이 테러⋅과격화⋅사회 분열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5) 정보보호 스타트업 관련 정책동향
▶ 2017년 2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가 Cyber Swachhta Kendra 프로젝트를 발족하고, 사이버보안
스타트업의 테스트 비용을 50% 감축하기로 결정

▶ 인도 정부는 전국 사이버보안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 for Start-up)를 계획
• 정부는 사이버보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수명주기 동안 멘토십,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
• 현재 동 계획에 대한 정부 제안이 승인된 상태로, 인도데이터보안협의회(DSCI)가 파트너로 참여

▶ 2018년 6월 Telangana 주정부와 인도데이터보호협회(DSCI)가 사이버보안역량센터(Cybersecurity
Centre of Excellence)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
• 민관 파트너십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위 역량센터는 혁신, 기업가정신, 역량 구축 등 전략 영역에
초점을 맞춰 관련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
• 역량센터의 3대 중점 분야로 ▲혁신 생태계 구축 ▲기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의 부합 ▲다양한
수준의 역량 구축을 제시

▶ Hyderabad Security Foundation이 구축한 인도 최초의 사이버보안 클러스터(Hyderabad Security
Cluster, HSC)가 향후 5년간 인도 전역에 역량센터를 설립할 계획
• 첫 번째 역량센터는 2020년 2사분기 경 Engineering Staff College of India(ESCI)에 개설해,
연구개발⋅혁신 및 역량 구욱⋅데이터 침해 조사 전문가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
• 또한 두 번째 역량센터 구축을 위해 National Industrial Safety Academy(NISA)와 논의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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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시장 및 정책 동향

1) 융합보안시장 동향

스마트시티

▶ 시장조사업체 모도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 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수는 731개(약 46,366 크로레 루피)로, 이중 6.7%인 49개 프로젝트가 착수되었으며, 24개
프로젝트가 종결
• 정부가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계획으로 100개 이상의 스마트시티가 구축되면, 인도 인구의 약 40%를
포괄하고 2030년 GDP 75%에 기여하게 될 전망
• 반면, 센서 네트워크, IoT 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스마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는
IoT로 인해 현저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보안, 신뢰 등의 사이버 위험 또한 대두
• 2018년 9월 PwC와 인도데이터보안협의회(DSCI)8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서비스 중 가장
위험도가 큰 영역(Catastrophic zone)은 ▲감시 시스템 ▲원격의료 ▲e-거버넌스 부문

자율주행차(양자암호통신, V2X 등 포함)

▶ Barnes Report9에 따르면, 2019년 인도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장비 시장 규모는 1억 8,57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까지 6억 2,409만 달러로 성장 전망

그림 _ 2013~2020년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시장 추이 (단위: 천 달러)

[출처] Barnes Reports (2019.5)

8 PwC, Creating cyber secure smart cities, 2018.9.
9 Barnes & Co., 2019 Global High Tech & Emerging Markets, 20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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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_ 2013~2025년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시장 판매 변화 예측
시장판매(천단위)
연도 미국 달러
2013
45,170.0
2014
57,305.5
2015
69,357.0
2016
88,510.7
2017
113,124.9
2018
146,900.3
2019
185,743.0
2020
224,730.0
2025
624,092.4
연간변화
미국 달러
2013-2014
26.9%
2014-2015
21.0%
2015-2016
27.6%
2016-2017
27.8%
2017-2018
29.9%
2018-2019
26.4%
2019-2020
21.0%
CAGR2020-2025
35.5%

인도 루피
2,732,873.4
3,503,864.1
4,540,696.0
5,936,589.4
8,009,944.7
10,881,610.7
14,679,049.5
18,940,765.5
68,425,495.1
인도 루피
28.2%
29.6%
30.7%
34.9%
35.9%
34.9%
29.0%
261.3%

사물인터넷(IoT)

▶ 인도 정부가 스마트시티 계획을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해 대규모 IoT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Nasscom에 따르면 2020년 인도의 IoT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5%에 달하는 15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현재 인도 내 IoT 기업은 120개 이상으로, 2014년 이후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은 6,000만 달러를
상회
• 구체적으로 인도의 타타 커뮤케이션스(Tata Communications)는 스마트시티, 유틸리티,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IoT에 1억 달러를 할당하였으며, 인도 벤처캐피털 블룸(Blume) 역시 IoT 스타트업에
1억 달러의 기금을 투자

▶ PwC는 2019년 IoT 보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
• 또한 2019년 클라우드 채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조직의 관심이 높아지고
클라우드 공유 보안 모델에 대한 공격 역시 다양해질 것이므로,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인프라 보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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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가상화폐 등 포함)

▶ 2019년 1월 인도 은행기술개발연구소(IDRBT)가 은행의 업무 효율화 및 사이버 위협 예방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로드맵을 제안
• IDRBT는 분산형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 간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토콜 수립을 목표로
정부, 은행, 산업계와 협력 중

핀테크 등

▶ 핀테크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20년 24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
• 현재 인도는 은행 접근성이 없는 인구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결제의 87%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미개발 시장을 보유한 데다, 2020년 모바일 전화 침투율이 85~90%까지 증가할 것을 예상되면서,
핀테크 솔루션 개발 및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농후
▶ 2019년 3월 핀테크 전문매체 MEDICI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인도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
스타트업은 총 2035곳으로, 이중 레그테크(RegTech)* 및 사이버보안 분야 스타트업은 단 58개로 집계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법규준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술을 지칭

• 인도의 레그테크 및 사이버보안 분야 스타트업은 사기 예방, ID 인증, ID 관리, 디지털 서명 관련 솔루션
등에 주력
• 보안에 주력하는 스타트업 수가 58개로 저조한 원인으로는 관련 과제 해결에 필요한 스킬 및 지식,
자원의 부족 등이 지목

2) 융합보안정책 동향

스마트시티

▶ 2014년 모디 총리는 2022년까지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겠다는 ‘스마트시티(Smart City)’계획을
발표
• 2015~2016년 기간 중 ‘스마트 시티(Smart City)’ 사업에 연간 9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100곳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 및
현지 상황에 따라 사업 전반을 관리
• 2015년 6월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핵심 인프라 시설에 “시민의 안전 및

인도

보안” 항목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경쟁 참여기관은 ‘스마트시티 제안서’ 내에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공기질 및 수질 개선뿐 아니라 안전 및 보안 향상 부분도 포함시키게 됨
• 2016년 5월 도시개발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는 스마트시티의 사이버보안 모델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2019년 4월 푼 스마트시티개발공사(PSCDCL)와 인도데이터보안협의회(DSCI)가 스마트시티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해커톤을 개최하였으며, 추후 푼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전략을 발표할
예정

사물인터넷(IoT)

▶ 2016년 10월 인도 전자정부기술부(MeitY)는 사물인터넷 정책 초안을 발표하고, 커넥티드 기기 수를
2020년까지 2억 개에서 27억 개로, 자국 IoT 산업 규모를 150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이를 위하여 IoT 연구개발 기금을 지원하고, 국제IoT연구협력제도(International IoT Research
Collaboration scheme, IIRC)를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 R&D 투자를 유치할 계획
• 또한 IoT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 펀드 장려, IoT 제조 기업에 대한 세금 해택, 관련 원자재 구입 시
세금 환급, IoT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
• IoT 보안과 관련해서는 표준 개발 추진을 위한 중심 기관 지정, 전문가 위원회 발족 등의 내용이 포함

스마트공장

▶ 인도 중공업부(Department of Heavy Industry)는 자국의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로 SAMARTH*
Udyog Bharat을 발족
* Smart Advanced Manufacturing and Rapid Transformation Hub: 스마트 첨단제조 및 신속 변혁 허브

• 동 이니셔티브는 통해 인도 제조 산업 내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인식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연
센터 4곳을 운영 중

블록체인(가상화폐 등 포함)

▶ 인도 가상화폐 규제 강화
• 2017년 대규모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의 증가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계획 발표
• 2018년 4월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을
금지
• 4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중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인도

8월 인도 대법원이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민원 처리를 명령

▶ 2019년 8월,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프레임워크(Enabling Framework for Regulatory Sandbox)‘를 발표
• 이로써 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혁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시간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구축될 수 있게 되었으나, 암호화폐⋅ICO 등은 배제
• 한정된 수의 참가 기업들이 제한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End-to-End 샌드박스 프로세스' 형식의 소수 코호트(Cohort) 집단 단위로 운영될 예정
• 본 프레임워크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될 수 있는 혁신 제품⋅서비스⋅기술을 적시하고 있는데,
스마트 계약, 데이터 분석 및 사이버보안 제품 등이 이에 포함

핀테크 등

▶ 2017년 전기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가 IT Act 2000의
선지급 결제방식에 대한 규정안(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of Prepaid Payment Instruments)
Rules 2017 –Draft)을 발표
• 전자 선지급 결제방식(e-PPI)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위험 평가 및 위험 통제, 고객 식별 및 인증,
종단간 암호화, 사이버사고 보고 등에 대한 요건 및 규정을 제시

▶ 2017년 인도 정부는 CERT-Fin은 금융 분야의 사이버사고 정보 수집⋅분석⋅유포 및 경보 발송, 대응
조치 실행 등을 담당하는 금융분야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 CERT-Fin 설립 계획을 발표
• 그 외 2016년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자관 및 관련 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요 등 IT
요건을 관리하기 위한 준비은행정보기술유한책임회사(ReBIT, Reserve Bank Information Technology
Pvt. Ltd.)를 설립

▶ 2019년 8월, 위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이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프레임워크에
핀테크 분야도 포함
• 규제 샌드박스 진입 신청대상은 스타트업, 은행, 금융기관, 관련 협력 기관 등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으로 규정
• 신청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요건에는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거래 보안
▲이해관계자의 결제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접속 및 저장 등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