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영국

‘18년 GDP(십억달러)

2,825.21

'18년 인구수(천명)

664,900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영국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0.931로 세계 1위를 차지

2018

2017

전년대비 증감

국가명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영국

0.931

1

0.783

12

+0.148

+11

대한민국

0.873

15

0.782

13

+0.091

-2

∎ ICT 관련 주요 지수
· 영국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 역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영국

지표명

한국

점수
-

순위
23

점수
-

순위
28

-

15

-

10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19)

94.4

5

89.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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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1
0.899

1
4

0.873
0.901

15
3

IMD 국가경쟁력지수(2019)
IMD 디지털경쟁력지수(2019)

∎ ICT 관련 주요 통계 (ITU, 2018년 말 기준)
· 영국의 유선 및 이동통신(ICT) 이용 및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함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영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31,973
47.62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5,907
50.63

26,586

39.60

21,286

41.60

78,924

117.55

66,356

129.67

94.90%

95.90%

영국

정보보호 산업 개요
1) 보안 환경

▶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의 독립 무력투쟁과 테러 행위로 정보보호 산업 및
서비스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 정착된 국가
• 전 세계에서도 미국과 일본 다음의 제 3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 EU 내에서는 최대
정보보호 시장을 형성
• 정보보안 시장뿐 아니라 사회불안 현상 야기로 물리보안 시장에서도 절도, 테러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대수가 과거 EU 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일 정도로 보안장비 수요가 매우 큰 시장

▶ 영국계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영국 내 사이버 공격은 꾸준히 증가함
Ÿ

영국 정부가 진행한 사이버 보안 침해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영국 기업의 43%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음

Ÿ

특히 직원 250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침해 사례가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흔한
사례는 사기성 이메일(48%)과 멀웨어(13%)로 조사됨
* 멀웨어(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Malicious software)의 줄임말

▶ 영국 정부는 2016년 발표된 국가 사이버보안전략에 따라 19억 파운드(2조7천억원)를 사이버 보안
분야에

투자하고,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National

Cyber

Security

Cemtre)와

런던사이버보안혁신센터(LORCA, London Office for Rapid Cybersecurity Advancement)를 설립하여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을 지원
• 필수서비스 사업자는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조치를 실행하여 필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안전하고
복원력 있도록 해야 하며, 미흡한 경우 새로운 벌금이 부과될 예정
• 영국 교통부는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제조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보안정책 제공

▶ 영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 정부에 따르면 800개사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영국에 본사가 있으며 89%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됨

영국

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q 개요

▶ 영국의 정보통신 발전 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
• 영국은 2022년을 목표로 전국에 광대역 인프라 설치를 위해 10억 파운드 투자 및 1GB/S의 인터넷
속도 달성을 위해 4억 파운드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정보통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ITU의 정보통신 발전지수도 2010년 10위에서 2016년에는 5위로 상승했으며 현재까지 유지 중임
• 그 결과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급증하고 일반인의 정보통신 접근부문(Access)과 활용부문(Use)도
급격히 개선되었으나 정보통신 기술부문(Skills)은 2016년 기준 29위로 다른 분야보다 순위가 낮게
나타나, 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q 유선 통신

▶ 유선전화 통신망 보급률은 2017년 대비 0.7%p 감소
• IUT자료에 의하면 유선전화 보급률은 이동통신망과 인터넷 통신망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 48.3%에서 2018년 47.6%로 0.7%p 감소

그림 _ 영국 유선통신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만 명, %)

영국

[출처] ITU Statistics DB(2019.6)
• 유선통신 주요사업자로는 British Telecom(BT), KCom, Cable & Wireless가 있음
• British Telecom(BT)은 유선통신 사업자로 약 170개국에서 사업을 하며, 도매서비스에 점점 더 중점을
두며, 네트워크 기반의 IT서비스와 브로드밴드 서비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영국의 2018년 유선 브로드밴드 고속통신망 보급률은 94%에 이름
• 정책적으로 2022년도까지 1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전국에서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브로드밴드 고속 통신망을 가설 및 확장 추진 중
• 영국 정부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94%에 고속통신망(30MB/s 이상의 다운로드 속도)을
가설했으며, 사용자의 6%에 해당하는 180만 가정과 기업이 최대 1Gbit/s까지 전송 가능한 광통신망
사용이 가능해져 2017년 84만 명에서 사용자가 크게 증가함

q 이동통신

▶ 이동통신 보급률
• ITU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2005년부터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며, 2018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7년 대비 1.0%p 감소한 7,892만 4천만 명을 기록하며 보급률은 117.6%에 달했음

그림 _ 영국 이동통신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만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2019.6)

• 영국 4개 이통사(EE, Vodafone, Three, O2)의 LTE 커버리지는 서비스 제공지역의 64%, 실내 76%에

영국

이르며 영국 정부는 2022년까지 무선통신 커버리지를 95%까지 확대할 예정임
• 각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점차적으로 5G 서비스 지역을 늘리고 있으며, 2019년 8월 21일 기준
EE, Vodafone, Three 통신 3개사에서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O2는 10월 중 5G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 2016년 기준, 이동통신 시장은 2개 업체 EE(29%), O2(27%)가 치열한 경쟁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외 90개의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s,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존재

* 영국 가상이동통신사업자 중 대부분은 IoT를 포함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그림 _ 영국 이동통신사별 시장 점유율(2016년 기준)

통신사

비율

H3

13.7%

O2

29.7%

EE

27.9%

Vodafone

21.1%

기타

7.6%

합계

100.0%

* EE는 2010년 이후 Orange와 T-Mobile의 합병으로 생성되어 BT가 2016년 인수 후 분리된 사업단위로 유지
** O2와 Vodafone의 경우 각사가 전적으로 소유한 MVNO인 GiffGaff(O2 소유), Talkmobile(Vodafone 소유)를 포함
[출처] Buddecomm(2019.8)

영국

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q 시장 개요

▶ 영국은 이슬람계 테러리스트과 극우집단의 테러행위 수준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물리보안이 발전함
• 2018년 11월 영국 정부는 국가감시카메라전략의 일환으로 CCTV 운영의 표준을 CCTV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전 시범으로써 사내모니터링 지침을 발표함1
• 사내모니터링 지침은 공공 CCTV 체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을 제시함
• 2013년 발표된 감시카메라 행동강령의 후속 업데이트로 2018년 감시카메라 감독관은 구매자 툴킷,
공공 CCTV 시스템 이행 준수 자격증, 자체 평가, 정보보호 영향평가 등을 발표함2
• 2018년 3월 e-borders3으로 수집된 외국인 방문자 60만명에 대한 상세 정보의 외부 유출사건
발생으로 브렉시트 이전 IT 시스템의 재정비 필요성이 강조됨
• 영국 정부는 2018년 10월 런던 히드로 공항은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을 강화했으며
가까운 미래에 영국의 모든 공항에 전신 스캐너, 보딩패스 스캐너 등을 설치하고자 함

▶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보호 강화4
•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투자(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백서를 발간하여 영국 정부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을 발표함
•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는 ▲인수합병 규모가 7000만 파운드 이상이거나
인수합병 이후 시장 점유율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2018년 6월, 법령 일부개정으로 군사 기술(또는
군민양용 무기제조업)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및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 기업의 경우
(인수합병 규모가 100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에도 정부개입 가능)가 해당함

▶ 영국 정부는 2019년 2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품의 보안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차세대 이동통신(5G)
1
2
3
4

Guidance launched for in-house monitoring centres, 2018.10.24
Surveillance camera guidance, tools and templates, 2018.10.3
경찰, 보안, 출입국 관리 목록에 대해 개개인 승객의 세부사항들을 전자적으로 수집하고 체크하는 시스템
“영국, 국가안보 관련 산업 보호 움직임”,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8.10.11.

영국

네트워크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함
• 이러한 결론은 2018년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제품 배제 분위기와는 다소 달라진 것으로 화웨이
장비의 영국 도입 가능성을 시사함

▶ 2018년 7월 영국 화웨이 사이버보안평가센터(Huawei Cyber Security Evaluation Centre)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제품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영국 화웨이 사이버보안평가센터의 보고서에서는 네트워크의 백도어를 통해 침투하는 사이버 공격을
제시하며, 이로 인한 화웨이 제품의 보안 문제를 지적함
• 보안 취약점 통계·분석 사이트인 CVE디테일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화웨이 제품에서 드러난 보안
취약점이 152개로, 이는 2017년 보안 취약점 전체(157개) 개수와 맞먹는 수준임

▶ ITU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지수에서 영국이 글로벌 1위로 올라섬
• 2019년 3월 발표된 ‘2018년 ITU의 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2018)’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전 세계 1위로 한국(15위)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조사에서는 유럽지역에서 에스토니아, 프랑스, 노르웨이에 이어 4위, 전 세계 순위는 12위였음
• 특히 최근 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각종 침투공격과 테러 예방을 위해 국가 정보보호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관련 기기 및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수요가 계속 증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영국의 정보보호 시장은 성장성이 큰 만큼 글로벌 기업 간 경쟁 강도가 매우 높음
• 자국 내 정보보호 산업도 높은 수준이지만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간 경쟁 강도가 치열
• 고가 정밀 제품은 미국산 비중이 크나 중저가 물리보안시장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이 강세

q 시장 규모 및 전망

▶ 2018년 기준 영국 사이버 보안시장 매출액은 전년대비 12.8% 증가한 6억 6,640만 파운드 추정
Ÿ

2017년 워너크라이(WannaCry*) 공격 등으로 영국 기업은 침입 방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영국 내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워너크라이(WannaCry) :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노리는 랜섬웨어로
2017년 5월 12일부터 영국, 러시아, 중국 등 150여 개국에서 정부기관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20만여

건의

피해를

발생시킨

랜섬웨어(몸값(Ransom)과

영국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해 접근할 수 없게 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Ÿ

시장조사기관 IBIS World의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영국의 사이버 보안 시장 매출액은 연평균 9.5%씩 증가했고, 시장 매출액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7%씩 증가하여 2023년 매출액은 9억 6,740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전망

Ÿ

영국의 사이버 보안시장 점유율은 접근제어(29.5%)와 네트워크 방화벽(27.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침입방지 시스템(15.2%),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14.4%), 안티 스파이웨어(13.1%) 순임

그림 _ 영국 정보보호 시장 분야별 점유율(2018~2019 추정치)

[출처] IBIS World, KOTRA 영국 런던무역관 재인용5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 사이버 보안 시장은 846개 회사가 활동하고 그
매출 규모는 56억 파운드로 추정6
• 영국 정부는 2016년에 새로운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방위와 준비에 약
2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 대상에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보안센터(National Cybersecurity
Centre)를 포함함
•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관리 자료7에 의하면, 영국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약 50억 달러 가치를 지니며,
유럽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집중된 시장에 해당됨
• 2017년 영국 대규모기업의 73%가 사이버 공격&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범죄로 인한 영국의 피해는 약 30억 달러로 추정됨

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71291
6 DMCS UK Cyber Sector Report, 2018.6
7 ‘United Kingdom – Cyber-Security‘ U. 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export.gov), 2019.8

영국

▶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과 기업 인트라넷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보안강화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당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이하 GDPR)은 침해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각한 데이터 손실의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2천 5백만 달러까지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사이버보안에 대한 지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Homeland Security Research의 2017년 5월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국토안보와 공공 안전부문의
2015-2020년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11.3%로 예상8
• 영국은 안보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극단이슬람(ISIS)의 테러위협은 감소할 조짐이 보이지 않음
• 영국 국토안보 시장연구에 의하면 2015-2020년 기간의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1.3%로 이전의
2010-2015년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 2~3%보다 4배정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시장성장은 국토안보출입국 강화 및 공공안전시장을 포함하며, 제품과 서비스는 현재와
유사한 부문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HD급 CCTV의 수요가 급증하며 대세 인기품목으로 부상 중
• 주요 수요 품목은 IP CCTV, 모바일 CCTV, 자동차 번호인식, 안면 인식, 홍채 인식 등으로 신기술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CCTV 시장이 HD급 고화질 스크린 제품으로 급전환 중인 가운데
2016년 중 전체 CCTV 수요는 550만~600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런던 히드로 공항은 2019년부터 안면 인식 시스템을 공항 전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5천만
파운드(약 736억 원)을 투자할 예정임

2) 분야별 현황

q 물리보안 제품

▶ 영국의 물리보안시장은 전통적으로 CCTV가 주력 제품
• 2007년에 들어 영국 CCTV시장은 공공수요 외에 증가세인 민간 수요가 가세하여 한 해 동안 400만대
이상이 판매되어 절정기에 도달했음
• 아날로그 CCTV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탓으로 2009년까지 수요가 28.2%나

8 Homeland security research, “UK Homeland Security & Public Safety Market – 2017-2022”, May 2017.

영국

감소하는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수요가 다시 회복세로 회귀
• 낮은 규모(low-scale) 전자기기 보안에 대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지만, 이들 사업자들은 각각 DVR,
접근제어, 생체인식, 전통적인 CCTV 등과 같은 특화된 프로세스로 전문화하는 경향을 보임

q 물리보안 서비스

▶ 영국의 물리보안 서비스 업체는 4,800개 내외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연간 매출 규모는 26억
달러 수준이 되는 것으로 추산
• Barnes Reports에 따르면, 공식 등록업체 기준으로 70% 이상이 물리보안 업체로 파악되고 정보보안
서비스 전문 업체는 10%를 약간 넘는 492개 업체로 추정되는 정도로 물리보안 업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태

▶ 영국의 정보보호 서비스 업체들도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구성

그림 _ 영국 정보보호 서비스 업체 규모별 비교
종류
대형회사

중형회사

소형회사

영세회사
합계

기준
250명
이상
50-250
명 미만
10-50명
미만
10명 미
만
-

수

비율

89개

11%

132개

16%

205개

24%

420개

49%

846개

100%
[출처] DMCS UK Cyber Sector Report, 2018.6

• 고용 규모 10명 미만의 영세회사가 전체 업체의 49%, 소형회사가 24%, 중형회사가 16%,
중소형회사가 전체의 89%를 차지함. 반면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89개로 전체의 11%뿐임

q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영국

▶ 영국의 정보보안 시장은 기존 국방부 중심의 정부 각 부처의 국토방위 및 국가안보 관련 정보보안 수요가
중심에서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민간부문의 수요가 공공수요를 초과하여 급성장 중
• 영국정부는 국가 정보보안 역량 강화 특별 프로젝트로 2011-2015년 기간 중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인
BAE Systems를 통해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국가정보보안 프로그램(NCSP : National Cyber Security
Programme)을 추진, 국가 정보보안 능력, 특히 네트워크 운영 기관의 보안역량 업그레이드 추진

표 _ 영국의 정보보안 시장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규모

302

322

345

368

393

420

449

479

512

546

583

성장률

-

6.6

7.1

6.7

6.8

6.9

6.9

6.7

6.9

6.6

6.8

[출처]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to 2025: Market Brief’(2016.3)

▶ 물리보안 시장에 비해 정보보안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형성
• 보안 전문 시장조사업체 SDI사에 따르면 영국의 정보보안시장은 2015년도의 경우 총 3억 200만 달러
규모로, 이중 인식 및 접근제어 부문이 가장 시장규모가 커 1억 3,500만 달러, 다음으로 네트워크
보안이 9,000만 달러, 데이터 보안은 5,000만 달러, 클라우드 보안은 2,7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

표 _ 영국의 정보보안 시장 성장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2015-25년 기간 중

2015-25년 기간 중 연평균

253

총 시장규모
2,100

성장률(%)
6.50

90

177

1.400

7.00

구분

2015

2025

인식 및 접근제어

135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50

94

774

6.50

클라우드 보안

27

58

449

8.00

합계

302

583

4,700

6.79

[출처]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to 2025: Market Brief’(2016.3)

영국

3) 주요 사업자 현황

q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1) 물리보안 시장
▶ 유통 구조 및 시장 특성
• 영국의 물리보안 시장은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이 활발하기 때문에 유통 구조상 국내생산제품과
수입제품에 따라 다소 상이한 구조
• 이에 따라 가치사슬도 약간 상이한 구조를 가지며 전문 도매 유통업체는 특정 업체 및 브랜드의 독점
판매 에이전트 역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품 및 브랜드를 국내의 다양한 지역의 소매상
및 SI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패턴도 유지
• 최종 소비자 직전에 정보보안 컨설팅사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기업, 유통업 등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정부 조직 등에서처럼 더 전문적인 보안 제품과 시스템을 수요로 하는 경우

▶ 경쟁 강도
• 영국의 물리보안시장은 기존 가격경쟁 시장 구도에서 HD CCTV, 원격제어 감시 시스템 등 고도
기술제품으로 수요 중심이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는 미국, 일본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 하는 추세
•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오던 중국산, 대만산, 말레이시아 등 제품의 증가율이
다소 주춤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산 등 저가 보안제품의 수요가 시장의 중심세력 구축 중

2) 정보보안 시장
▶ 유통구조 및 시장 특성
• 영국 정보보안 시장의 유통 구조는 ▲국토방위 및 정보기관,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및 일반 소비자로 각각 카테고리 별로 특징이 구분되는 시장

① 영국 국방 및 정보기관 시장
• 국토방위 및 정보기관의 정보보안 수요는 공공입찰을 통한 정부조달시장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사전 등록된 다국적 전문 방산제품 공급기업, 대형 컨설팅사, 다국적 HW/SW 벤더 등이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공급

영국

• 국방 및 정보기관 대상 정보보안 시장은 이미 보안상태가 검증된 공급업체가 아닌 한 신참기업이
참여하기도 어려운 자격요건을 요하므로 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 중
•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3억 7,6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정확한 데이터는 기밀 사항으로
SDI사의 추정으로는 대략 2023년까지 연평균 12%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산

표 _ 영국 국방부 정보보안 시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금액

376

411

453

498

548

613

687

790

908

12%

[출처]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to 2025: Market Brief’(2016.3)

•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영국 국방 및 정보기관 정보보안 시장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정보보안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으로 9,300만 달러 규모에 32%의 비중을
점유하였고 2023년도까지의 장기 전망으로는 시장 규모가 연간 2억 9,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표 _ 영국의 국방 및 정보기관 세부 정보보안 시장별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23

‘13-’23 합계

연평균 증가율

네트워크 보안

93

294

1,900

12.3

데이터보안

80

240

1,600

11.6

인식 및 제어

70

214

1,400

11.8

클라우드 보안

50

160

1,000

12.4

합계

293

908

5,900

12.0

[출처]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to 2025: Market Brief’(2016.3)

② 정부 공공기관 수요시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달하는 유통 구조
• 중앙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은 엄격한 통제와 기밀을 요하는 국방 및 정보기관이 폐쇄적인
구매경로를 이용하는데 비해 정보보안 제품을 융통성 있는 경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구매패턴을 유지

③ 영국 정부 공공 정보보안시장은 중앙정부부처, 경찰, 지방정부/대학/건강보험 관련 조직 등 크게

영국

세 카테고리로 구분

▶ 경쟁 강도
• 영국의 정보보안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다국적 사이버 보안 컨설팅사, 전문 ICT
서비스 사업자, 다국적 HW/SW 벤더, VAR 등이 얽혀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경쟁강도가 높은 시장
• 특히, 일부 정보보안 중심기관들은 구매제품의 가격경쟁력보다는 해당 제품 공급사 및 브랜드의
보안성 및 신뢰도를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 지명도가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입장

q 주요 사업자

▶ 정보보안 사업자
① G4S plc
• 세계 최고의 보안 회사로 보안컨설팅에서부터 전자기기 제품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보안솔루션을
영국, 아일랜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제공
• 주요 서비스는 설계, 구축, 통합시스템 뿐 아니라 분석과 지능, 기술과 소프트웨어, 컨설팅과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과 대응을 포함한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함
• 또한 현금관리 서비스, 전체적인 현금관리 전략과 현금 사이클 효율, ATM기 관리, 등에 대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에 자문 서비스 등 현금 솔루션을 제공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g4s.com/
Tel.- 44(0)208-770-7000

② Exclusive Networks
• 이 업체는 영국계로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련 VAD(Value Added Distributor)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로 20여 주요 SW 벤더들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 20여 거래업체 중 정보보안 SW 벤더는 FireEye, Fortinet, SafeNet, Aerohive, Arbor, Aruba, Bit9, Palo,
Alto 등 13개 업체
• 연락처 : e-Mail -info@exclusive-networks.co.uk
Home Page - www.exclusive-networks.co.uk
Tel. - 0845-521-7217, Fax - 01420-544799

③ Sophos

영국

• 1985년에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정보보안 업체로 영국 옥스퍼드셔와 미국 매사추세츠 두 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사업문야 : 통합위기관리(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엔드 포인트, 암호화, 이메일, 웹, 모바일
보안 SW/HW 제공, 영국로컬 및 글로벌 기술 벤더로 1985년 안티바이러스와 암호화 제품을
출시하면서 정보보안 시장에 진출
•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1700여 명의 직원 고용 기업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sophos.com
e-Mail : sales@sophos.com

④ Nexor
• 1989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19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보안 시장에 참여한 기업
• 주 사업 분야는 국방 및 정보기관, 발전소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분야이며
ISODE(ISO Development Environment) 연구개발 경험을 살려 군사정보전달체계(MMHS : Military
Message Handling System)에 강점이 있는 기업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nexor.com/nexor-ukti
Tel. -44(0)115-952-0500, e-Mail : info@nexor.com

⑤ Intercede
• 1992년도에 ID관리시스템 개발업체로 출범한 기업으로 대표 제품인 MyID를 현재 24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
• 본사는 영국 Lutterworth 타운에 소재, 런던 증시에 상장 기업
• 주력제품인 MyID는 미국 조달청 GSA에서 최초로 인정한 전자 개인 ID 확인제품
• 주 기업 고객은 보잉, 록히드 마틴, 부즈 앨런 해밀턴 등이 있으며 미국, 영국 등의 주요 정부기관들도
ID 시스템으로 도입 사용 중
•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BT, Gemalto, HP, Microsoft, Safenet, Symantec Thales 등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intercede.com
Tel.- 44(0)1455-558-111, e-Mail – infor@intercede.com

▶ 물리보안 사업자
① Norbain
• 영국 전자보안업계에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 최대 보안장비 유통업체로서 17년 전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인 ISO 9001.2000을 취득한 업체

영국

• 활동지역은 전 세계 77개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맨체스터에 있는 본사는 3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
• 유럽 최대 유통망을 운영 중인 업체로 HID, GE, Panasonic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취급,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들을 선택, 유럽시장에 공급 중인 기업으로 2012년 투자기업 Newberry
Investment Ltd.가 100% 지분을 인수
• 주요 취급 품목은 CCTV, IP 동영상 시스템, 접근 제어 통제 시스템, 침입자 감시 장비 및 시스템 등
• 연락처 : Home Page - www.norbain.co.uk
Tel. - 0118-912-5000, Fax - 0118-912-5001

② ADI-Gardiner
• 50년간 보안장비 유통업을 해 온 영국 보안장비 업체의 대표 기업
• 전 세계 200여 개의 유통망을 통해 보안장비와 低 전력소비 제품 판매
• 국내 바이오 인식 솔루션 업체인 슈프리마의 바이오 인식제품 판매 업체
• 연락처 : e-Mail - websupport.uk@adiglobal.com
Home Page - https://uk-eshop.adiglobal.com.
Tel. : 01706-343-343, Fax : 44(0)207 902 7910

③ SSED Ltd. T/A Hunters Wholesalers
• 2005년에 설립된 전자 보안장비 전문 유통업체로 각종 화재경보, CCTV 보안 제어기기 등을 취급
• 다양한 벤더들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예컨대 Honeywell MK, Honetwell ADE, Cooper Security,
ICS Security, Fike, Klaxon, ESP UK, Visionic, Cytech Comfort Alarms, CDV, ICS Philex, Labgear 등이
주요 브랜드 임
• 연락처 : Home Page - www.hunters-wholesalers.co.uk
e-Mail - sales@hunters-wholesalers.co.uk
Tel. - 01628-669124, Fax - 01629-667710

④ Bosch Security Systems Inc.
• 독일의 보안제품 공급업체로 전 세계 CCTV, 침입방지 시스템, 음성인식 시스템 등 공급
• 영국 총괄대리점은 CSS Group PL
• 연락처 : Home Page -http://cssgroupplc.com/
Tel. : 01489 566101, FAX : 01489 565375

⑤ Securitas
• 경호 보안업무가 주력이었던 Securitas는 2015년 10월 Diebold사를 인수합병하며 전자기기 보안

영국

분야를 강화하고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였으며, 2016년 4월에는 CCTV, 접근 제어 등의 기술을 가진
독일의 Draht & Schutz을 합병하여 CCTV 부문의 기술을 강화함
• Securitas는 현재 전자기기 보안, 원격 보안 등 다양한 보안 제품을 제공하며 2015년에는 영국에서
민간 보안기업으로 매출액 기준 2순위를 차지함
• 연락처 : Home Page –http://www.securitas.uk.com
e-mail: comms@securitas.uk.com

▶ 그 외 사업자
• 글로벌 정보보안 기술 벤더 및 시스템 통합(SI) 사업자: IBM, HP와 같은 전 세계 IT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IT 벤더들과 미국 CSC와 캐나다 CGI 그룹과 같은 IT 서비스 사업자들은 IT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안사업 비즈니스를 턴키로 수주하는 강력한 대형 사업자

▶ 방산 전문 업체
•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은 특수시장으로 Thales, BAE Systems, Northrop Grumman
등 방산 전문 기업들이 참여
• 이들은 이미 영국 등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지명도가 높고 네트워킹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들로 군용
SW나 솔루션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산용 HW나 특수 목적 서비스를 담당하기도 함

① BAE Systems
• BAE Systems는 영국 런던에 기반하며 93,5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글로벌 방위 및 항공우주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에 해당
• 상업적인 사이버 성장 전략으로 2014년 Siversky를 인수하였고, 사이버와 지능 부문에서 시장에서의
존재와 역량을 더하기 위해 2010년 Stratsec Net Pty Ltd를 인수, 사이버 보안 등의 고객서비스와
지원 영역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2010년 SpecTal, LLC를 인수하였음

② Thales UK
• 프랑스에 기반한 Thales는 5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방위 계약자로 방위, 보안, 항공우주,
우주시장에서 정보시스템에 특화되어, 6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영국 시장은 1970년대
이후부터 운영해오고 있음
• Thales는 수익의 45%를 방위부문, 23%는 보안시장으로부터 얻고 있음
• 2013년 영국에서 새로운 사이버 통합 및 혁신 센터를 공개하였으며, 센터는 주요 국가 인프라, 정부,
상업적인 조직들의 보안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사이버-보안 전투 실험실(battle lab)에
해당함

영국

③ Northrop Grumman UK
• 미국에 기반한 Northrop Grumman은 글로벌 보안 회사로 전세계 정부, 상업적 고객에게 혁신적인
시스템, 제품, 항공우주 분야 솔루션, 전자기기, 조선, 정보시스템,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함
• 영국에서 Northrop Grumman은 사이버보안과 정보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2년에는
사이버보안과 보안 이동통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M5 Network Security Pty Ltd.를 인수하였음

4) 주요 동향 및 이슈

▶ 브렉시트(Brexit)의 불확실성으로 일부 건설 프로젝트 예산 승인이 지연되면서 정보보호 관련 수요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음
• 영국의 브렉시트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동안 보안 및 대테러 시장 동향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일부 건설 프로젝트 예산 승인 지연으로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음
• 보안시장의 경우 건설 프로젝트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조사기관 IHS Matkit에
따르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건설업 경기는 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임
• KOTRA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영국은 전역에 425만대의 CCTV가 설치돼 있어 신규 CCTV를 설치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과 기존 영상보안장비 업그레이드 및 고성능 장비로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임

5) 정보보호 스타트업 시장 현황
▶ 영국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냄9
• 영국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은 ID와 접속 관리 분야, 정보 보안과 협력 분야에 집중되어있음
•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의 진출 분야가 산업 전 분야에 고르게 퍼져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보안 시장의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은 영국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체의 성장은 영국 정부의 큰 관심과 함께 대학과 협정된
투자의 증가가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

▶ 유망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체들10

9 WaveStone, 2018 UK Cybersecurity Start-Up Radar, 2018.11.9.
10 Techworld, The UK's 13 most promising cybersecurity startups, 2017.7.11.
http://www.techworld.com/picture-gallery/security/uks-10-most-promising-cybersecurity-startups-2016-3634620/

영국

① Darktrace(2013년 설립)
• 가장 성공한 영국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전 범죄 패턴을 찾도록
인공지능기술을 사용하여 회사 네트워크 내 비정상적인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는 시스템 보유
• 이러한 변칙을 탐지하는 기술은 현재 BT에 의해 재판매되고 있으며, Mike Lynch로부터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이후 2017년 7월에 7,5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으며 현재 가치는 8억 2,500만 달러에 해당함
• Darktrace는 캠브리지 수학과 출신학생들과 GCHQ(Government Communication Haedquarters)
출신들이 설립, 영국 캠브리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23개 지사가 있음

② CybSafe(2015년 설립)
•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간의 행동과학을 보안 이러닝 프로그램에 적용
• 직원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회사가 큰 위험에 처해있을 때 조직이
아무리 제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③ ZoneFox(2010년 설립)
• ZonFox는 네트워크 동작을 조사하고,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사용
• 최근 Archangels로부터의 투자를 이끄는 시리즈 A 펀딩 라운드가 완료되었고, ZoneFox는 에딘버그
본사를 3배 확대, 런던에는 한 개 팀을 구성할 계획임
• 고객으로 Rockstar Games, Zenith 은행을 포함하며, 비즈니스는 금융, 약학, 게임 부문으로 확대 중

④ StatusToday(2015년 설립)
• StatusToday는 ‘인공지능이 인간행동을 이해한다’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플랫폼은 직장에서 평범한 실수나 내부자의 공격 등의 인간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함
• 2016년 2월에 Notion Capital을 포함한 벤처캐피탈 회사들로부터 seed 펀딩에서 1백만 파운드를
획득하였으며, 최근에는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완료했음

⑤ Digital Shadows(2011년 설립)
• Digital Shadows는 특정회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잡담을 수집하여 인터넷의 어두운 측면을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인식시스템에 기반을 둠
• 인식 시스템은 소셜미디어, 범죄 포럼, 깃허브(GitHub) 등을 포함하여 27개국 언어에서 1억 개에
해당하는 인터넷 소스를 검색함
• 시드 펀딩의 2차 라운드는 2011년과 2013년 총액 2백만 달러였고, 2015년 초 VC Storm Ventures에
의해 8백만 달러가 더 충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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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q 관련 법령 및 규제
▶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 1998년 제정된 영국의 민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몇 차례 개정된 가운데 최근 개정은
2018년 12월 17일 이루어짐11
•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대상 개인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 관리자의 통보의무, 국가보안, 범죄 및 과세,
보건 교육 및 사회적 작업, 언론 문학 및 예술 관련 개인정보보호 예외 조항, 개인정보보호 효력 등에
대해 규정

▶ 컴퓨터 부정사용 방지법(Computer Misuse Act 1990)
• 법 제정일 및 코드: 1990. 06. 29일, 1990 Chapter 18
수정법률 : Police and Justice Act 2006
• 주요 내용 : 승인받지 않은 자가 특정 컴퓨터 및 특정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불법적으로 접속,
프로그램 변경,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컴퓨터 악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컴퓨터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법
• 위반 시에는 12개월 이내 징역 및 법정 한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의 벌금을 부과 처벌
• 승인받지 않은 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 또는 컴퓨터 내 자료를 변경하려 하는 경우는 형법에 정한
처벌 또는 만일 21세 미만인 자(잉글랜드 및 웨일즈는 18세)일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벌 등 규정

▶ 조사권한 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법 제정일 : 2000. 08. 01일 제정
• 범죄예방을 위해 규제기관인 공공 정보수사 조직에 대해 민간인 및 기업의 조사에 필요한 통신감청
및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
•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 및 통신이용 내역, 개인 고객의 암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요구 권한 명시
▶ 사기방지법(Fraud Act 2006)
11 www.legislation.gov.uk 참조.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8/29/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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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정일 및 코드 : 2006. 11. 08일, 2006 Chapter 35
• 주요 내용: 직위 등을 사칭하거나, 정보공개 사기 행위나 직원 남용 등 관련 사기행위를 취한 자로서
약식 기소된 자는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 기준 벌금형을 동시 부과하거나 선택적 처벌
조치(단, 북아일랜드는 6개월 징역), 정식 기소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이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또는 선택적 부과

▶ 수사권법(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법 제정일 및 코드 : 2016. 11. 29일, 2016 Chapter 25
• 주요 내용 : 수사권법은 영국 수사기관에서 이동통신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IT 기업들은 12개월간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존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 개인정보보호 의무
규정을 삽입하여 개인정보 문제를 일부 완화12

▶ NIS 규정(The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Regulations 2018)
• 법 제정일 및 코드 : 2018. 4. 19일, 2018 No. 506
• 주요 내용 : 2017년 2월 유럽네트워크정보보호원(ENISA,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은 ‘NIS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디지털서비스공급자(DSP, Digital Service Providers)에게 부과된 통지 의무 조항이 EU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동 가이드라인은, 지침의 실행 과정에서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개략적인 기술적 제안(Outline
Technical Proposal)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13

q 주요 전략 및 정책

1) 개 요
▶ 조직 체계
• 영국 정부는 2009년도에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전략을 수립
• 내각부는 정보보호 정책 총괄 데스크 역할과 함께 각 정부 기관의 정보보호 활동 및 업무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산하에 사이버 및 정부 보안국(Cyber Government Security Directorate)을 두고 사이버 보안

1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6/25/contents/enacted
13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8/506/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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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감독
• 내각 각 부처의 담당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내무부(Home Office): 국가 주요 기반시설 보호
- 외교부(Foreign & Commonwealth Office): 해외 정보보안 정보 수집 제공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문화, 미디어, 스포츠
및 디지털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로부터 디지털 업무를 이관 받으며 사이버 보안 업무도 맡음
- 국방부 산하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Ministry of Defence, United Kingdom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 국가 사이버 보안 사고에 긴급히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

2) 주요 정책 및 전략
▶ 영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
• 영국정부는 1998에 제정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에 의거 정보보호관련 사항을
규제해 왔으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일반화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확산추세와 개인정보보호,
민간부문의 사이버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2009년 6월 『사이버 보안전략』을 수립 발표한 바 있음
• 그 후 사이버 공격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사이버 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해 2011년 11월 新 『사이버 보안전략』을 수립 발표

▶ 영국의 국가 사이버보안전략 2016-2021(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2021)14
• 영국은 2016년 11월 두 번째 국가사이버보안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2016-2021)을
발표하였으며, 첫 번째 전략과 비교하여 영국을 온라인 사업을 하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자
함, 사이버보안에 대해 5년 동안 19억 파운드(약 23억 달러) 투자 계획
• 또한 방위와 보안에서 혁신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 1억 6,500만 파운드를 방위 사이버 혁신
펀드(Defence and Cyber Innovation Fund)에 할당 계획
• 새로운 국가 사이버 보안전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①방어(defend) ②억제(deter) ③개발(develop)
측면의 실천 목표 설정

▶ 영국의 민간 원자력 사이버보안 전략1516

14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2021, 2016.11.1.
15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Civil Nuclear Cyber Security Strategy, 2017.2.14.
16 KISA, “영국, 민간 원자력 사이버보안 전략 발표”,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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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는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민간 원자력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원자력 사이버보안 전략(Civil
Nuclear Cyber Security Strategy) 발표
• 동 전략은 2016년 11월에 발표된 국가사이버보안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민간원자력부문에서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이버안전과 복원력을 갖기 위한 전략에 해당하며, 안전한 클린 에너지 생산,
오래된 에너지시스템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정책 내용
▶ Super-Connected Cities Programme 추진
• “Super-Connected Cities Programme”이란 영국정부가 시행하는 인터넷 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주요 22개 도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 함
• 영국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에는 1억 파운드, 2012년도에는 5,000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2017년까지 전국 95% 지역 이상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망 구축을 완성하고 영국 전역에 무료
무선 인터넷을 보급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통신기기 사용을 원활화시켜 나갈 계획

▶ 영국정부 “디지털 경제 전략 2015-18” 추진 중
• 영국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SMS 2018년까지 디지털 혁신전략을 추진 중
• 동 전략은 2020년까지 영국 경제의 교통, 에너지, 헬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이용자 편의 중심 디지털
솔루션 개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시스템 설계 지원 등 디지털 생태계 진입을 지원할 계획
• 4년간 매년 3,000만 파운드씩 총 1억 2,000만 파운드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관련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매년 1,500만 파운드씩 지원 계획

2) 담당기관

▶ 내각부(Cabinet Office)
• 2011년 시작된 영국의 사이버보안 전략은 내각부(Cabinet Office)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내각부는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활동 및 업무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 내각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산하기관으로는 사이버 및 정부보안국(Cyber and Government Security
Directorate, CGSD)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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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영국 각 부처별 정보보안 관련 기구

출처 : 영국 내무부, 넥스텔리전스 가공, 2018.12

▶ 사이버 및 정부 보안국(CGSD, Cyber and Government Security Directorate)17
• 사이버 및 정부 보안국은 내각부 산하의 조직으로 국가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조정과 개인, 물리적,
정보 보안에 관한 정부와 국제적인 정책을 담당
• 사이버 및 정부 보안국의 목표로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NCSS) 2016 - 2021 발표, 국가사이버보안
프로그램(NCSP) 2016 - 2021 5년간 운영,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설립 지원, 정부 보안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검토와 수립이 있음

▶ 영국방송통신우정청(Ofcom)
• Ofcom(Office of Communication) : 영국의 방송, 통신 및 우편산업 관리청으로 TV 및 라디오 방송,
통신 및 우편 분야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2003년에 설립
• TV 라디오방송법, 일반적 권한법, 통신법, 영국 주파수배정규정 등에 의거 영국 내 방송 통신
우정분야의 안전 및 보안 업무 총괄

▶ 정보위원회(ICO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18
• 영국의 공공이익 관련 정보접근권, 공공기관의 개방성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당하는 독립기관
17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office-of-cyber-security-and-information-assurance
18 http://ico.org.uk/for-th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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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범죄수사국(NCA, National Crime Agency)
• 영국 정부는 지능화&국제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 대응력의 강화를 목표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범죄수사국을 2013년 10월에 창설. 국가범죄수사국은
연방수사국처럼 국가 차원의 중범죄 및 조직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 수사기관임
• 국가범죄수사국은 ‘중대범죄수사국’의 기능과 조직을 흡수했으며 이에 더해 경제 범죄, 국제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임무도 맡음. 그러나 테러대응 수사 업무는 런던경찰청과
국내정보국(MI5)에서 계속 수행함

▶ 정부통신본부(GCHQ,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 정부통신본부는 외무부 산하 통신정보기관으로서 전자기파, 음향, 그 밖의 설비로부터 나오는 방사물
등과 같이 정보자료와 관계되거나 이로부터 생산되는 정보를 획득/처리함.
• 이외에 정보 수집, 암호해독, 통번역, 전산망 상의 정보해독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요원 등 전문가 집단에게 제공하고, 암호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음, 현재 산하에
전자통신 보안그룹(CESG, Communications-Electronics Security Group)을 두고 초현대식 감청시설을
보유 중

▶ 국가 사이버보안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 2016년 내각부가 발표한 국가사이버보안전략(NCSS)에 따라 영국 정부는 사이버보안 중추 기구로,
2016년 10월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를 설립
•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정부통신본부의 정보보증 담당 기구였던 전자통신 보안그룹(CESG),
영국컴퓨터침해사고대응센터(CERT-UK),

사이버평가센터(CCA)

및

내각부

산하의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CPNI) 등 영국 사이버보안 관련 기구를 통합한 기관으로, 현재 영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음
• 국가사이버보안센터의 주요 임무는 국가 사이버보안 통합 담당기관으로서 ▲개인, 가정, 기업,
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응은 물론 ▲사이버보안 관련 교육19 ▲사이버보안 제품 및 서비스
인증20 ▲사이버보안 기술 컨설팅 등 사이버보안 관련 폭넓은 영역을 담당
• 영국 산업계, 영국 정부 각 부처, 중요한 국가 인프라 및 민간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관련

19 국가사이버보안센터의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11세~19세 학생 대상의 CyberFirst,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 영국
내 세계적인 사이버보안 우수 대학 지원 프로그램(ACE-CSR), 사이버보안 학술연구 지원 프로그램, GCHQ 인증 교육
프로그램, 산업계 인력 교육 프로그램인 Industry 100,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장기적인 사이버보안 전문가 개발 프로젝트인
CyBOK(Cyber Security Body of Knowledge), 사이버보안 기업을 지원하는 Cyber Accelerator 등이 있음
20 영국의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보증(자격증 부여) 체계인 Cyber Essentials를 비롯해 사이버보안 관련 서비스,
제품 인증 제도,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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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만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이드 제공
• 사이버 위협 및 취약점 심층 분석 및 사이버 보안관련 경고 발동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기존에 디지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이버보안을 맡고 있던 주무 부처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기업혁신기술부(BIS)에서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로 변경되었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영국디지털전략(UK Digital Strategy)에 따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혁신기술부로부터 디지털 경제 정책 업무를 완전 이관 받음
• 산하에 런던사이버보안혁신센터(LORCA)를 두고 있음

3) 규제 및 인증제도

q 규제

▶ 핵심 내용21 : 영국의 정보보호 관련 규제 내용은 EU 공동 규범을 적용 중

▶ 영국의 정보보호 규제는 하단의 EU 규제 내용을 포함
• 회원국은 네트워크 정보보안 전략 채택을 의무화하고 네트워크 정보보안 관련 위험과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적절한 자금과 인력을 제공할 것
• 회원국은 유럽 각 위원회 간 네트워크 정보보안 관련 위험과 사고를 대비하여 조기경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금융, 수송, 전력, 건강보험 등 기간산업 사업자, 앱스토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결제, 클라우드
컴퓨팅,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등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업자 및 행정기관은 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핵심서비스의 보안 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q 인증제도

1) 공공 인증기관

21 EC, Communication on a Cybersecurity Strategy of European Union, 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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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 영국 정부기관 중 보안제품의 공식 인증업무는 2015년 11월에 내각부 산하에 설치한 국가사이버
보안센터에서 담당

▶ 주요 담당 기능
• 상업용제품보증제도(CPA: Commercial Product Assurance)운영 : 동 제도는 상업용 제품 및 동 제품
개발자 등이 공지된 보안 및 개발 표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인증기준인 상업용 보안규정을
준수한 제품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평가등급(Foundation Grade)조건들을 충족하는 지를 평가하고
보증해주는 제도

▶ i-LIDS(Imagery Library for Intelligent Detection System)
• 영국 안전국 부설 CAST(Center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가 시행하는 지능형 CCTV
평가인증 시스템으로 수화물 검색, 주차차량 감시, 출입구 감시, 지역 감시, 열화상 감시, 다중카메라
등 6가지 분야에 대해 성능을 평가, 인증 수행

2) 비영리 민간기관
▶ 기관명 : 정보보안전문가연구원(IISP :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Professionals)
• 영국의 공공 및 민간업계에 정보보안관련 전문적 표준을 제시하고 개별 정보보안 기술개발을 지도
및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관
• IISP는 민간 및 정부부문에서 2,500여 개별 회원과 31개 기관회원 및 17개 학술 회원 보유

▶ 주요 기능
• IISP는 영국의 인증전문가기관을 이끄는 기구로 정보보안 및 인증업무 선도 기관
• IISP 기능의 핵심은 정보보안 전문가 역량 측정 표준으로 인정된 IISP 기술 프레임워크(IISP Skills
Framework)
• 영국 정부의 외교부 산하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역시 정보시스템보안을 설계하고, 인증하는
공공부문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전문가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동 프레임워크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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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영국 정부는 최소사이버보안기준(Minimum Cyber Security Standard)을 발표(2018년 7월)
• 최소사이버보안기준은 정부 산하기관 및 군 관계기구와 유관 계약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며, 당사자는 최소사이버보안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할 정도의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함
• 정부부처 및 조직들은 정부와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함께 개발한 ‘최소한’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가능한 그 기준을 넘어야함.
• 또한 향후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과 사이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신규 ‘적극적 사이버 방어’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사이버보안기준 정책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최소사이버보안기준에는 ▲확인 ▲보호 ▲탐지 ▲대응 ▲복구의 총 5가지 범주의 10가지 분야가
명명되어 있음

▶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는 기관을 위한 단계별 사이버보안 지침을 발표(2018년 5월)22
• 국립사이버보안센터는 사이버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계별 보안지침을 발표함. 단계별 사이버보안 지침은 즉시 조치사항, 수 주 내 조치사항, 사건발생시
조치사항으로 구분되어 대규모 기관에 적용됨
•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If an incident occurs)으로는
2) 중대한 데이터 손실, 시스템 가용성 손상, 시스템 통제 상실
2. 접근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IT시스템 무단 접근, IT시스템에 악성 소프트웨어 삽입 등이 있음
* 상기 상황 발생 시 NCSC 24/7 사고관리팀에 보고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소비자 IoT 제품의 사이버보안 개선을 위한 설계보안
보고서를 발표(2018년 3월)23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소비자 IoT 제품의 보안성 보장을 위한 IoT 기회와 위협, 13개의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정부 및 산업계 실행방안,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제시함
• 소비자 IoT에 대한 산업계 실천강령(13 지침)(Code of Practice for Industry on Consumer IoT)에는
기본 암호 사용 금지, 취약성 공개 정책 구현, 소프트웨어 최신성 유지 등의 13개 항목 존재

▶ 사이버보안이 미흡한 필수 서비스 운영자에게 새로운 벌금 부과 예정(2017년 8월)24
• 영국은 필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미래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대해 안전하고 복원력 있도록 만들려는
22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Increased Cyber Threats: Security steps to take’, 2018.5.16
23 DCMS, ‘Secure by Design: Improving the cyber security of consumer Internet of Things Report’, 2018.3.7.
24 Gov.UK, ‘New fines for essential service operators with poor cyber security’, 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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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일부로서 제안된 내용은 필수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함
•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조치 실행에 실패한 필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1,700만 파운드 정도가 될 것임

▶ EU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2016년 5월)25
• 신법에 따르면 모든 가업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의
사전 동의 받아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
• 해당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사건이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은 전 세계 연 매출액의 4%까지 벌금 부과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2018년 5월 25일부터는 잊힐 권리가 추가되어 이 시점부터 해당기업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해야하며 신규 고개정보 수집할 경우는 정보의 삭제절차와
과정에 대한 사전고지를 해야 할 의무
•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주체는 해당 기업으로 해당기업은 해킹 및 악성 코드 삽입 등 사이버 범죄 방어
및 암호화 등 자체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두어야 하며, EU 역내에 서버를 두거나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기업일지라도 인터넷을 통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간주

5) 정보보호 스타트업 관련 정책동향
▶ 영국은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2018년 4월 1,35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사이버보안혁신센터(Cyber Security Innovation Centre)를 설립
•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최소 72개 기업이 사이버보안혁신센터를 활용하여 해당 시장 내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런던사이버보안혁신센터(LORCA, London Office for Rapid Cybersecurity Advancement)
• LORCA는 영국 정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기금으로 설립/운영되며 영국에
진출한 다수의 글로벌 보안 스타트업들을 선별해 컨설팅 전문기업 '딜로이트(Deloitte)', 영국 러셀그룹
명문대 '퀸즈 대학교 벨파스트(Queen 's University Belfast)' 등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비즈니스 컨설팅과
엔지니어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총 1,450만 파운드를 투자해 런던 내에 신설한 기관. 국가사이버보안센터와

25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 및 KOTRA 런던무역관 시장동향 보고서(2016.05.1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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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이버보안의 중심 기관임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사이버보안 분야에 19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사이버보안 관련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
• 운영기관으로 Wayra UK26를 선정하여 2016년 11월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
• 한국기업 센스톤이 아시아계 스타트업으로는 최초로 LORCA에 공식 합격하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됨

▶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Wayra UK와 공동으로 차세대 사이버 보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엑설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함
• 2017년에 정부의 펀딩으로 설립된 NCSC는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그 성과로 해당
프로그램의 이전 참여자기업은 2천만 파운드 투자금을 확보함

▶ 전 세계 우수한 재능을 보유한 인재들을 영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수인재 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 정원을 기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증가
• ‘인정된 리더(Recognised leader)’ 자격으로 우수인재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향후 영주권 신청 시
체류 기간 조건이 5년이 아닌 3년 적용하여 인재가 영국에서 체류하기 유리하게 개정
* 우수인재 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 : 과학, 공학, 인문학, 의학, 디지털 기술, 예술, 패션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Exceptional talent)을 가졌다고 인정된 리더(Recognised leader)’ 혹은
‘특별한 가능성(Exceptional promise)을 지니고 있는 차세대 리더(Emerging leader)’에게 주어지는
비자

26 Wayra UK: 스페인의 대형 통신사 텔레포니카(Telefonica)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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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시장 및 정책 동향
자율주행차

▶ 영국 정부 스마트카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2017년 8월)27
•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8대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 스마트카와 같은 글로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교통부는 국가 주요기반시설 보호센터(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CPNI)와 함께 제조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① 조직의 보안은 이사회 차원에서 소유, 관리, 승격됨
② 보안 위험은 공급망에 구체적인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균형있게 평가되고 관리됨
③ 조직은 시스템이 시스템수명에 걸쳐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제품의 판매 후 관리와
사고 대응이 필요함
④ 하청업체, 공급업체, 잠재적인 제3의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조직들은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함
⑤ 시스템은 심층방어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설계됨
⑥ 모든 소프트웨어의 보안은 소프트웨어의 수명동안 관리됨
⑦ 데이터 스토리지와 전송은 안전하고 제어될 수 있음
⑧ 시스템은 공격에 대해 회복될 수 있고, 방어나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영국은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카에 관한 책임을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자율주행전기차법(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실행28
• 영국 정부는 2021년까지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3년간 법규 검토를 하고, 자율 주행차 관련
22개 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2200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자율 주행차와 친환경 자동차에 총 10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임
• 2018년 3월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사물인터넷(IoT), IP카메라 등 인터넷이 연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발표함. 가이드라인에는 제품 출시할 기본 암호를 고유하게 설정도록 하는

27 Department for Transport, “The key principles of vehicle cyber security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2017.8.6.
28 legislation.gov.uk,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 201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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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존재함

사물인터넷(IoT)

▶ 2019년 5월 2일, 영국 정부는 소비자 IoT 보안 관련 신규 법안을 발의함
•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마고 제임스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설계 단계부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IoT 보안 관련 신규 법안을 발의
• 업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로 지금까지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중에는 영국 내
판매되는 스마트TV와 가전 등의 기기 전체에 ‘보안 인증’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음
• 이 밖에 전 IoT 제품에 그 어떤 범용 공장 설정으로도 재설정될 수 없는 고유의 암호를 두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반 지침과 실천 요강도 언급
• 여기에 따르면, 제품 제조사의 공개 연락처는 물론, 제품이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해야 함

▶ 2018년 3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소비자 IoT 제품의 사이버보안 개선을 위한 설계보안
보고서(Secure by Design: Improving the cyber security of consumer Internet of Things Report)를
발표함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소비자 IoT 제품의 보안성 보장을 위한 IoT 기회와 위협 ▲13개의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정부 및 산업계 실행방안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제시함

▶ 소비자 IoT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for Consumer IoT Security)
• 법 제정일 및 코드 : 2018. 10. 14일
• 주요 내용
소비자 IoT 행동강령에는 소비재 제조업체들이 제품 제작에서 구현해야 할 13개의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음.29 구체적으로 개인 데이터 안전 저장, 정기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데이터 삭제 용이, 디폴트
29 1. 기본 암호 사용 금지
2. 취약성 공개 정책 구현
3. 소프트웨어 최신성 유지
4. 크리덴셜 및 민감정보 안전한 저장
5. 안전한 통신
6. 공격표면 노출 최소화
7. 소프트웨어 무결성 보장
8. 개인정보보호
9. 정전에 대비한 시스템 복원력 확보
10. 원격측정 데이터 감시
11. 소비자의 개인정보 삭제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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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제한 등을 규정. 유럽연합의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으며, 위반 시 최대 £1700만(220억원)
혹은 매출액의 4%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소비자 IoT 행동강령은 단기적인 보안성 향상을 위해
IoT 기기의 기본 비밀번호를 삭제하고, 독특한 비밀번호 설정, 취약성 공지를 위해 문제 발생시
보고해야할 공공 연락망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패치(Patch)를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

스마트의료

▶ 의료기관은 데이터 및 기술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 2018년 5월부터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 데이터보안 기능 또한 크게 강화됨

블록체인

▶ 영국 금융행위감독기관(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 2019년 7월 31일, FCA는 암호화폐 자산 지침서에서 비트코인(BTC)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FCA는 PS19/22: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지침서(PS19/22:Guidance on Crypto on Cryptoassets)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 정책 최종 지침서를 발행, FCA는 2019년 1월 대중들의 의견을 위해
처음으로 암호화폐 자산 관련 문서를 발행했으며 디지털 자산의 기존 형태에 대한 규제 명확화에
목적을 두었음. 지침서에 따르면 FCA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주요 암호호폐를 교환 토큰으로
정의했으며 주로 탈중앙화되고 거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자산의 형태라고 정의함. 또한
FCA는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FCA의 규제 범주 안에 들지 않으나 증권형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
등과 같은 디지털 화폐의 다른 두 형태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구별함

스마트 시티

▶ 영국 스마트 시티 정책의 특징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12. 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용이성
13. 입력 데이터 유효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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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정부가 주도하거나 정부 부처 중 한 곳이 정책을 이끄는 것이 아닌 지방차치단체, 대기업 및
스타트업부터 대학교 및 시민사회까지 계획에 동참시킴으로써, 영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구성해 가는 것에 중점을 둠

▶ 영국의 첫 스마트시티 계획은 2013년 Future of cities 프로젝트에서 구체화30
• 영국 정부 산하 조직 중 하나인 innovate UK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러 경쟁 도시 중 스코틀랜드
공업 도시인 글래스고를 선정하면서 글래스고가 영국 최초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도시가 됨
• 이후 보조금을 2,400파운드를 지원받고 도시 곳곳에 CCTV 설치, 인공지능 가로등 설치, 실시간
교통정보, 대중교통 도착시간 알림 앱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공안전, 에너지 효율 증가, 편의성
증대 등을 이루어 내 영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로 꼽히고 있음

▶ 2015년 브리스톨 스마트 시티 추진31
• 브리스톨 시와 브리스톨 대학이 합작하여 만들어진 회사 ‘브리스톨 이즈 오픈(Bristol is Open)’이
추진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 연구·개발(R&D) 단계에서의 스마트 시티 모델을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구체화 하여 상업화 단계로
유기적으로 옮겨 가는 정부 및 산학 협력 형태
• 여러 방면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서 대기업·스타트업 및 일반에 공개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19년 9월, 기존 프로젝트의 일부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6개의 주된 과제를 목표로 한 스마트시티
고도화 전략 발표32

▶ 2018년 Smarter London Together 계획을 통해 런던 스마트 시티 로드맵 발표33
• 2013년 발표한 Smart London Plan이 토대가 된 것으로, 기존 청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해당
• 계속된 인구 집중으로 인구 1천만 명을 곧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수적으로 대기 오염, 쓰레기
처리, 교통체증, 범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및 시민들의 참여형 프로젝트로,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30
http://smartcity.go.kr/wp-content/uploads/2019/08/1-201909_auri_%EB%9F%B0%EB%8D%98-%EC%8A%A4%EB%A7%88%ED
%8A%B8%EB%8F%84%EC%8B%9C-%EA%B4%80%EB%A0%A8-%EC%A0%95%EC%B1%85%E3%86%8D%EC%A0%9C%EB%8F%
842019.pdf
31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11&nkey=2018052101173000071&mode=sub_view
32 https://www.connectingbristol.org/strategy/
33 https://ubin.krihs.re.kr/ubin/wurban/maincitynews_View.php?no=1814&thema=%EC%98%81%EA%B5%AD&star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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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디자인 ▲공공 데이터 활용 ▲세계적 수준의 연결성과 도로망
▲디지털 리더십 및 기술 향상 ▲도시 전반의 협력 강화)34
• 매년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순위를 발표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IESE 비즈니스 스쿨의 2019년 발표에서
런던이 1위를 차지

34 https://www.london.gov.uk/what-we-do/business-and-economy/supporting-londons-sectors/smart-london/smarter-london-toge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