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영국

‘17년 예상GDP(십억달러)

2,496.76

'17년 인구수(천명)

64,430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영국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선도 그룹에 속함

(● 상, ● 중, ● 하)

국가명

2017 GCI 지수
및 순위

5대 하위 항목 평가
종합

지수

순위

법제

기술

조직

역량

협력

영국

0.783

12

●

●

●

●

●

●

대한민국

0.782

13

●

●

●

●

●

●

∎ ICT 관련 주요 지수
· 영국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전 세계 5% 이내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영국

지표명

한국

점수
8.57

순위
5

점수
8.84

순위
1

접근(Access) 부문

9.24

3

8.99

8

활용(Use) 부문
기술(Skills) 부문

8.09
8.18

9
29

8.57
9.08

3
3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7)

0.783

12

0.782

13

UN 전자정부 지수(2016)

0.919

1

0.892

3

5.7

8

5.6

13

ITU ICT 발전지수(IDI 2016)

WEF 네트워크 발전지수(NRI 2016)

∎ ICT 관련 주요 통계 (ITU, 2016년 말 기준)
· 영국의 유무선통신(ICT) 이용 및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함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영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33,510
52.2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8,036
56.1

25,153

39.2

20,556

41.1

78,529

122.3

61,296

122.7

92.8%

92.7%

1) 정보보호 산업 개요

가) 보안 환경

▶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의 독립 무력투쟁과 테러 행위로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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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연방국에서 유입된 다인종으로 다문화·다언어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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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정부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보안전략 발표와 함께 필수산업분야, 신산업 분야 등
각 산업분야에서도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호 전략을 발표하며 사이버보안 발전을 견인함
- 2016년 발표된 국가 사이버보안전략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방위와 준비에
약 19억 파운드(약 2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필수서비스 사업자는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조치를 실행하여 필수 네트워크와 인프라
를 안전하고 복원력 있도록 해야 하며, 미흡한 경우 새로운 벌금이 부과될 예정
- 영국 교통부는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여 제조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보안정책 제공
▶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부문 정밀 전자기기와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는 추세
-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보보호 활동, 특히 사이버 정보보안 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추진 중
- 영국도 이슬람국(IS)이나 알카에다 등 중동의 급진 폭력세력들의 각종 테러 행위
대상국가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므로 이들의 움직임과 불법입국 통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영국 내 이슬람 세력과의 연대 또는 테러 사주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안 활동 강화 불가피 상황

나) 인터넷 및 통신 환경

m 개요
▶ 영국의 정보통신 발전 지수(IDI ; ICT Development Index)
- 영국은 2018년을 목표로 전국에 브로드밴드 고속통신망 가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보통신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ITU의 정보통신 발전지수도 2010년
10위에서 2016년에는 5위로 상승
- 최근 들어 영국 정부의 전국 초고속 브로드밴드 가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급증하고 일반인들의 정보통신 접근부문(Access)과 활용부문(Use)도
급격히 개선됨
-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부문(Skills)은 2016년 기준 29위로 다른 분야보다 순위가 낮게
나타나, 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m 유선 통신
▶ 유선전화 통신망 보급률은 2010년 대비 1.6% 감소
- ITU자료에 의하면 유선전화 보급률은 이동통신망과 인터넷 통신망 사용이 일반화되면
서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 53.8%에서 2016년 52.2%로 1.6% 감소
● 영국 유선통신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 유선통신 주요사업자로는 British Telecom(BT), KCom, Cable & Wireless가 있음
- British Telecom(BT)은 영국에서 가장 큰 유선통신 사업자로 약 170개국에서 사업을
하며, 도매서비스에 점점 더 중점을 두며, 네크워크 기반의 IT서비스와 브로드밴드
서비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영국의 2016년 유선 브로드밴드 고속통신망 보급률은 89%에 이름
- 정책적으로 2018년도까지 전국에 고속 통신망을 가설하여 전국에서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브로드밴드 고속 통신망을 확장 추진 중
- 영국 정부의 정책적인 브로드밴드 통신망 전국화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다운로드
속력 10Mit/s이상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015년 92%에서 2016년 95%에 달함
- 영국 정부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89%에 고속통신망(30Mbit/s 이상의 다
운로드속력)을 가설했으며, 주로 잉글랜드 지역이 중심이 되고 북아일랜드나 스코
틀랜드 지역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의

브로드밴드 초고속통신망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 변화

구분
全 영국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고속통신망 보급률(%)
2015
2016
83
89
84
90
77
83
73
83
79
85

평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Mbit/s)
2015
2016
29
37
30
38
28
34
27
35
23
29

출처: Ofcom, ‘Connected Nations 2016’(2016.12.16)

m 이동통신
▶ 이동통신 보급률
- ITU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2005년부터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며,
2016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5년 대비 0.9% 감소한 9,852만 9,373명
을 기록하며 보급률은 122.32%에 달했음
- 이러한 보급률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많으나, 아직 가입자의 성장은 소비자들이
비즈니스 지향형 디바이스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스마트폰뿐 아니라 추가적인 심
(SIM)카드를 채택하고자하는 강한 수요가 존재함

● 영국 이동통신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 `영국은 유럽에서 수익 측면이나 가입자 수 측면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 시장 중
하나에 속하며, Orange와 T-Mobile의 합병으로 가장 큰 통신사인 Everything Everywhere(EE)가
생겼으나, BT는 이를 2016년 1월에 인수하여 분리된 사업단위로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은 심(SIM)카드 보급률이 2014년 140%를 넘어서고 2017년 150%를 예상하며,
비즈니스 목적이나 이동통신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다른 요금제로 이익을 얻고자
제2의 디바이스로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지속됨
- Sky는 MVNO SkyMobile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였고, MRT는 2018년 5월 시작할 계획
- 4G 네트워크 커버리지는 2017년 초 인구의 약 93%에 이름
- 이동통신망사업자(MNO)들은 그들의 3G 망을 종료하고자 준비하며, 동시에 5G 기
술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중으로, Vodafone은 2020년까지 유럽에서 3G 서비스를
종료하고 해당 주파수와 물리적인 자산을 LTE와 5G 서비스에 재사용할 계획
- Ofcom은 MNO 라이선스를 2017년 말까지 99%의 지리적인 음성 커버리지를 보장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정부는 지방의 모바일 커버리지를 향상하기 위해 모바일
인프라 프로젝트에 1억 5천만 파운드를 약속
- 2.6GHz와 800MHz대역에서 4G 경매는 23억 4천만 파운드로 처리되고, Ofcom은
2018년까지 5G 라이선스를 계획하며 5G를 위해 4개의 주파수대역을 확인함
- 2015년 기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2개 업체 EE(29%), O2(27%)가 치열한 경쟁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후 Vodafone(19%)과 H3(11%)가 뒤따르고 있으며, MVNO와
재판매업체(Tesco Mobile, Virgin Mobile, Lycamobile, Lebara)등이 시장점유 14%를 차지

● 영국 이동통신사별 시장 점유율(2015년 기준)
통신사

비율

EE*

29.0%

O2**

27.0%

Vodafone**

19.0%

H3

11.0%

기타

14%

전체

100%

* EE는 2010년 이후 Orange와 T-Mobile의 합병으로 생성되어 BT가 2016년 인수 후 분리된
사업단위로 유지
**

O2와

Vodafone의

경우

각사가

Talkmobile(Vodafone 소유)를 포함

출처: Buddecomm(2017.1)

전적으로

소유한

MVNO인

GiffGaff(O2

소유),

2) 정보보호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

m 시장 개요
▶ 영국은 전통적으로 물리보안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국가
- 영국은 전통적으로 아일랜드 공화국의 폭탄 테러로 시달려 왔으며 최근에는 이슬람
계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공격과 흑인계 폭동을 겪었고, 지난 몇 년에 걸쳐 극우집단
의 테러행위 수준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물리보안이 발전함
- 2007년 국가 CCTV 전략은 공공 장소에 CCTV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자 하
였으며, 2013년 ‘감시 로드맵(surveillance roadmap)’을 통해 개인을 염탐하기보다는
대중을 보호하고자 함
- 그러나 Big Brother Watch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지방 당국에 의한
CCTV 설치, 유지, 모니터링에 사용된 자금은 46.6% 감소되어 약 5억 1,500만 파운드에서
약 2억 7,700만 파운드로 줄어든 것에 해당함
- 영국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감시카메라의 사용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2017년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위한 국가 감시카메라 전략을 통해 전략과
함께 이행계획을 발표함1)
▶ 영국의 국토안보 지출은 사이버공격과 테러 조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 국경보안의
필요에 할당될 예정
- 영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북아프리카에서 역할로 인해 영국은 테러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스페인과 지브랄타(Gibralta) 국경지역에서 스페인과 국경분쟁을 벌이고 있음
-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방어하고 국경보안의 강화를 위해 영국정부는 경찰, 보안, 출
입국 관리 목록에 대해 개개인 승객의 세부사항들을 전자적으로 수집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인 e-borders를 도입함
- 런던시와 개트윅(Gatwick) 공항은 얼굴인식기능을 통해 승객들의 대기행렬을 측정
하기 위해 인간인지시스템의 MF 저주파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1)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A National Surveillance Camera Strategy for England and
Wales”, 2017.3.

- 영국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영국의 모든 공항에 입국 시 테러그룹에 방어하기 위
해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전신 스캐너, 보딩패스 스캐너 등을 설치하고자 함
▶ 사이버보안분야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십2)
- 영국은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를 영국의 중소회사인 Netcraft와 함께 하며, 이는
정부를 타깃으로 하는 피싱뿐만 아니라 영국 기반의 피싱과 멀웨어(malware)와의
전투를 포함함
- 에너지, 교통 등 중요한 국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Netcraft와 같은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방어를 강화하고자 함
- 파트너십은 정부 부처에 대해 2016년 하반기 6개월 동안 34,550번 또는 하루에 약
200번 사건의 잠재적인 공격을 막는데 도움을 주었음
▶ 영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에 대한 1단계
위협으로 동일시함
- 영국 정부는 사이버범죄를 단일화된 접점을 통해 보고하며, 국가지능역량에 투자하고,
영국방위사이버운영그룹(UK Defense Cyber Operations Group)을 생성하는 전환적인
국가 사이버 전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함
▶ ITU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지수에서 영국 12위
- 2017년 11월 ITU의 사이버보안지수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전 세계에서 12위 순위로
한국(13위)보다 한 순위 앞서고, 유럽지역에서는 에스토니아, 프랑스, 노르웨이에
이어 4번째 순위에 해당함
- 2015년 영란은행이 해킹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바도 있어 정보보안 부문에 매우
민감한 국가로 이 부문의 국가보안 차원의 투자도 증가세
- 특히 최근 들어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각종 침투공격과 테러 예방을 위해 국가 정보
보호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관련 기기 및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수요가
계속 증가해 나갈 것으로 전망

2)https://www.ncsc.gov.uk/blog-post/active-cyber-defence-tackling-cyber-attacks-uk
https://news.netcraft.com/archives/2016/11/01/the-chancellor-of-the-exchequer-sets-out-plans-for-the-uk-governme
nt-to-work-with-netcraft.html

▶ 영국의 정보보호 시장은 성장성이 큰 만큼 글로벌 기업 간 경쟁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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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이 강세
▶ 영국 사이버보안 분야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냄3)
- 영국은 그동안 사이버보안 회사들의 기초를 쌓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기계학습, 인공지능, 행동과학 등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스타트업체들과 함께 Silicon:Safe 같은 하드웨어기반 스타트업체도 나타남
- 이와 같은 영국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체의 성장은 영국정부의 큰 관심과 함께
대학에 협정된 투자의 증가가 뒷받침됨
▶ ICT 기술이 융합된 영국의 신산업, 신제품 분야 보안의 중요성 부각
- 영국은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가 이르면 2020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율주행차량과 사물인터넷(IoT)의 깊은 연관성으로 인해 보안문제가 부상함4)
- 2015년 BMW 스마트카 잠금장치가 해킹 당한 사례 등 보안이 취약한 소프트웨어가
해킹당하는 문제가 실제로 발행하였음
- 또한, 영국의 유아 모니터 시장은 2015년 말 기준 초기단계로서 특정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지 않으며, 관련된 카메라,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철저한 보안이 중요함5)
- 2015년 소비재 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아모니터 제품은 영국 부모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유아제품의 2순위에 해당하며 인기 있음
- 그러나 2013년 중국 유아모니터 제조사 Foscam의 제품이 해킹을 당해 해커가 제품을
통해 아이에게 말을 건넨 경우가 발생했으며, 한 미국 보안업체에서 시험한 유아
모니터에 보안문제가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됨
- 최근에도 유아용 스마트 태블릿 제조사가 해킹을 당해 유아 전자기기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됨
- 또한, 영국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기기 및 소트프웨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6)
3)
4)
5)
6)

“How early-stage UK cybersecurity finally upped its game”, Cybersecurity Ventures, 2017.3.9.
“영국, 미래 자동차 산업의 메가트렌드”,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6.8.23.
“영국, 유아 모니터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5.12.17.
“영국 사물인터넷 산업 살펴보기”,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7.1.9.

- 비영리 컨설팅기관 랜드유럽(RAND Europe)에 의하면 보안 취약성은 기업이 IoT
기술을 사용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며, IoT 기술로 인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이라는 답변의 비중은 응답자의 55%에 달함
- 현재 영국에서 사물인터넷(IoT)기술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분야가 보건 분야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됨

m 시장 규모 및 전망
▶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관리 자료7)에 의하면 영국 사이버보안 시장은 2016년 49억
9,400만 달러이며, 2017년 52억 3,500만 달러로 전망
- 영국의 정보보안솔루션 시장은 모든 경제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특히 영국 정부
는 최근 첫 번째 국가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을 개시하였음
- 또한 영국정부는 2016년에 새로운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방위와 준비에 약 29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새로운 국가 사이버보안센터
(National Cybersecurity Centre)도 포함됨
- 영국의 사이버보안시장은 약 50억 달러 가치를 지니며, 유럽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집중된 시장에 해당됨
- 최근 통계는 영국 대규모기업의 2/3가 사이버공격과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범죄를 포함하는 영국 범죄통계의 개정된 내용에는 2015년 개인에게 범해진
수백만 사이버 범죄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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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을 부과함에 따라 사이버보안에 대한 지
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7) “United Kingdom – Cyber-Security”, U. 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16.7.21.
https://www.export.gov/article?id=United-Kingdom-Cyber-Security

● 영국의 사이버보안 시장 전망(2017)

출처: U. 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nited Kingdom – Cyber-Security’(2016.7)

- 또한 2017년 영국 사이버보안 하위 부문의 시장전망에서는 ID 및 접속관리 부문이
36%로 가장 높으며, 암호화와 취약성관리가 32%, 엔드포인트 보안이 30% 순으로
나타나며, 이외에도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손실방지 등도 포함됨
● 영국의 사이버보안 하위부문 시장 전망(2017)

출처: U. 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nited Kingdom – Cyber-Security’(2016.7)

▶ Homeland Security Research의 2017년 5월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국토안보와 공공
안전부문의 2015-2020년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11.3%로 예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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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안보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극
단이슬람(ISIS)의 테러위협은 감소할 조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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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이중, 삼중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생체인식 양상은 기존의 보안에 더하여 범죄위협, 출입국시행, 테러위협에
대해 이중, 삼중 보안책으로 사용됨
- 영국 국토안보 시장은 2015년 파리, 2016년 브뤼셀 테러 공격 등으로 인해 영국
당국이 이와 같은 테러에 대해 긴급 계획과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으로
인해 주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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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1월 파리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와 2016년 3월 벨기에에서 발생한 테러
등에 자극된 보안강화 영향으로 공공건물 보안, 주거용 건물의 원격감시 등 고화질
CCTV를 비롯한 물리보안 장비 및 소프트웨어 수요가 급증해 나갈 것으로 예상

나) 분야별 현황

m 물리보안 제품
▶ 영국의 물리보안시장은 전통적으로 CCTV가 주력 제품
- 2007년에 들어 영국 CCTV시장은 공공수요 외에 증가세인 민간 수요가 가세하여 1
년간 400만대 이상이 판매되어 절정기에 도달했음
- 2009년까지 수요가 28.2%나 감소하는 소강상태를 보인 아날로그 CCTV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탓으로 2010년부터 수요가 다시 회복세로 회귀

- 2011년 8월에 발생한 흑인 폭동 및 상가 약탈사태 이후 영국 경찰 및 정보기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감시시스템 수요가 급증했으며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용
특수를 맞아 제2의 호황기를 맞게 되었음
▶ 낮은 규모(low-scale)의 전자기기 보안시장은 포화상태
- 낮은 규모(low-scale) 전자기기 보안에 대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지만, 이들 사업자들은
각각 DVR, 접근제어, 생체인식, 전통적인 CCTV 등과 같은 특화된 프로세스로
특화하는 경향을 보임

m 물리보안 서비스
▶ 영국의 물리보안 서비스 업체는 4,800개 내외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연간 매출
규모는 26억 달러 수준이 되는 것으로 추산
- 업체 수는 물리보안 업체와 정보보안 업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혼재되어
있는데 아직은 주력시장이 물리보안 서비스 시장
▶ 영국의 정보보호 서비스 업체들도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구성
- 고용규모가 5명 미만의 영세업체가 전체 업체의 15% 수준이고 20명 미만 고용업체들이
중심인 반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2%대에 불과
- 매출액 기준으로 최소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 정도 되어야 연간 매출액이
1,000만 달러를 상회하고,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이 되어야 연간 매출액이
1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
- 고용인원별로는 20명~49명대의 고용 규모 업체가 총 고용인원이 가장 크고, 500명
이상 고용업체들은 평균 1,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별 고
용인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업종별로는 물리보안 업체가 여전히 정보보안 시장의 주류를 형성
- 실제 물리보안 업체와 정보보안 업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인데 이는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업체들이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중소기업 중에도 정보보안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창업한 기업들이 속속 증가되고 있어
이를 명료하게 구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

- 그러나 Barnes Reports에 따르면, 공식 등록업체 기준으로 70% 이상이 물리보안
업체로 파악되고 정보보안 서비스 전문 업체는 10%를 약간 넘는 492개 업체로 추
정되는 정도로 물리보안 업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태

m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영국의 정보보안 시장은 사이버공간의 각종 사고가 빈발하면서 민간 수요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공공부문 수요도 급증세
- 기존 국방부 중심의 정부 각 부처의 국토방위 및 국가안보 관련 정보보안 수요가
중심이 되어 오던 수요 패턴에서 인터넷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사이버 공격
빈도가 급증하고 공격범위 및 영역이 확장되고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민간부문의 수요가 공공수요를 초과하여 급성장 중
- 참고로 영국정부는 국가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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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역량을 업그레이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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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전문 시장조사업체 SDI사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정보보안시장은 2015
년도의 경우 총 3억 200만 달러 규모로, 이중 인식 및 접근제어 부문이 가장 시장
규모가 커 1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보안이 9,000만 달
러, 데이터 보안은 5,000만 달러, 클라우드 보안은 2,7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남
- 동사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인식과 접근제어 분야가 연평균 6.5%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5년도에는 2억 5,3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최근 영국 정부가 공공부문 정보보안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문인 네트워크 보안시장도
연평균 7%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2025년도에는 1억 7,700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이동통신망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급증세인 데이터 관리강화를 위한
데이터 보안도 2025년도에는 9,400만 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하고 클라우드 보안
시장도 5,800만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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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5년 기간 중

253

총 시장규모
2,100

연평균 성장률(%)
6.50

177

1.400

7.00

50

94

774

6.50

클라우드 보안

27

58

449

8.00

합계

302

583

4,700

6.79

구분

2015

2025

인식 및 접근제어

135

네트워크 보안

90

데이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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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사이버보안 부문별 투자 비중
▶ 2015~25년 기간 중 영국의 사이버보안 부문 지출은 인식 및 접근제어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
- 보안 시장조사업체 SDI사는 2015~25년 기간 중 영국이 ▲인식 및 접근제어 부문에
44%를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보안에 30%, ▲데이터 보안에 16% 그리고 ▲클라
우드 보안에는 10%를 각각 투자할 것으로 전망
▶ 네트워크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 시장 성장세가 다소 커질 전망
- 그러나 최근 영국정부는 군 및 정부의 최고등급 기밀의 해킹위험이 큰 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클라우드 보안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

● 영국의 중기 사이버 보안시장 부문별 비중 변화 전망(단위 :백만달러, %)
구분
총 계
인식 및
접근제어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보안

금 액
비 중
성장률
금 액
비 중
성장률
금 액
비 중
성장률
금 액
비 중
성장률
금 액
비 중
성장률

2016
322
100.0
6.6
144
45
6.7
96
30
6.7
53
17
6.0
29
9
7.4

2017
345
100.0
7.1
153
44
6.3
103
30
7.3
57
17
7.5
32
9
10.3

2018
368
100.0
6.7
163
44
6.5
110
30
6.8
61
17
7.0
34
9
6.3

2019
393
100.0
6.8
174
44
6.7
118
30
7.3
65
17
6.6
36
9
5.9

2020
420
100.0
6.9
185
44
6.3
126
30
6.8
69
16
6.2
40
9
11.1

2025
583
100.0
6.8
253
43
6.3
177
30
7.3
94
16
6.8
59
1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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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 사업자 현황
m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q 물리보안 시장
▶ 유통 구조 및 시장 특성
- 영국의 물리보안 시장은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도 활발하기 때문에 유통 구조도
국내생산제품과 수입제품에 따라 다소 상이한 구조
- 이에 따라 가치사슬도 약간 상이한 구조를 가지며 전문 도매 유통업체는 특정 업
체 및 브랜드의 독점 판매 에이전트 역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제품 및 브
랜드를 국내의 다양한 지역의 소매상 및 SI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패턴을 유지
- 영국 내 제조업체중 일부가 생산제품을 직접 시공업체에 판매하는 도·소매상 기
능을 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 경우는 대체로 생산제품의 판매와 시공에 많은
마케팅 노력과 설치 및 관리에 기술지원이 필요한 고도 기술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의 특별한 고객관리 케이스의 판로구조
- 최종 소비자 직전에 정보보안 컨설팅사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기업,
유통업 등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및 정부 조직 등 보다 전문적인 보안제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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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선호를 받는 추세
- 이에 따라 기존에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오던 중국산,
대만산, 말레이시아 등 제품의 증가율이 다소 주춤해지는 단계로 평가
- 그러나 여전히 중국산 등 저가 보안제품의 수요가 시장의 중심세력 구축 중
q 정보보안 시장
▶ 유통구조 및 시장 특성
- 영국 정보보안 시장의 유통 구조는 △국토방위 및 정보기관,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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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및 정보기관 대상 정보보안 시장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기관들로 관련 시장규
모는 왜소하나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 수준과 기밀유지를 요하는 거래로 이미 보안상
태가 검증된 공급업체가 아닌 한 신참기업이 참여하기도 어려운 자격요건을 요하는
성격의 시장으로 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
- 방위 및 정보기관 시장은 영국 국방부(MoD), 국가정보청 보안부(M15), 해외담당 정
보부(M16) 등 최고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약 3억 7,6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최근 들어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발생한 각종 테러 사건 등으로 국가보안 등급을 상향하는 상황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데이터는 기밀 사항으로 SDI사의 추정으로
는 대략 2023년까지 연평균 12%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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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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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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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를 지님
- 중앙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은 정보보안 제품을 엄격한 통제와 기밀을 요하는
국방 및 정보기관의 폐쇄적인 구매경로보다 융통성 있는 경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구매패턴을 유지
③ 영국 정부 공공 정보보안시장은 다음 세 카테고리로 구분
- 중앙정부 부처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등 국민의 개인정보 취급기관들은 고난도 정보보안 수준을 요구
- 경찰 : 사이버 공격과 사기 등 중대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 사이버
범죄부서는 최고 수준의 특수보안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경찰 정보보안시장에는
일반 수준의 IT 서비스 공급자들과 방위산업 벤더들 그리고 소규모 특수 보안서비스
공급업체들이 다수 활동 중
- 지방정부, 대학, 건강보험관련 조직 : 저수준의 정보보안 투자기관들

④ 민간부문 중 대기업의 정보보안 제품 구매는 전산담당 자회사 및 부서에서 담당
- 영국의 대기업 정보보안 시장은 특히 경쟁사 및 경쟁국의 해킹에 대비한 사이버보
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다국적 사이버 보안 컨설팅사, 전문적 ICT 서
비스 사업자, 다국적 HW/SW벤더, VAR 등이 공급업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수의계
약보다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
-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전문화된 중소 정보보안 솔루
션이나 SW 벤더들이 틈새시장 부문에서 참여기회 확장 추세
⑤ 중소기업 및 일반소비자 정보보안 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 구조 형성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자간 복잡한 유통구조를 형성
- 일반적으로 소매점들이 설치 및 A/S 서비스를 전제로 유통경로의 중심에서 다양한
국가의 브랜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밀성을 요하는 고가제품의 수요가
급증세이나 제품의 질적 수준이나 원산국 브랜드보다는 가격경쟁력이 중심이 되는 시장
- 이 시장에 참여하는 다국적 유명 브랜드 HW/SW 벤더들은 지명도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로 제품을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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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의 국방 및 정보기관의 조달 수요나 공공부문 중 일부 정보보안
중심기관들은 구매제품의 가격경쟁력보다는 해당 제품 공급사 및 브랜드이 보안성
및 신뢰도를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 지명도가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입장

m 주요 사업자
▶ 정보보안 사업자
① G4S plc
- 세계 최고의 보안 회사로 보안컨설팅에서부터 전자기기 제품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보안솔루션을 영국, 아일랜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유럽, 북아메

리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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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정부, 항구 및 공항, 대기업, 교통 및 물류, 오일 및 가스 등 다양한 부
문의 고객들에게 보안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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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국가는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유럽국들과 아프리카 주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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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년에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정보보안 업체
- 사업문야 : 통합위기관리(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엔드 포인트, 암호화,
이메일, 웹, 모바일 보안 SW/HW 제공, 영국로컬 및 글로벌 기술 벤더로 1985년
안티바이러스와 암호화제품을 출시하면서 정보보안 시장에 진출
- Sophos는 영국과 미국계 자본주들이 연합 설립한 비상장 기업으로 영국 옥스퍼드
셔와 미국 매사추세츠 두 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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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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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ECSC
- 2000년에 사이버보안 컨설팅 사업으로 설립되어 200개 이상의 고객들에게 사이버 보안
컨설팅 서비스와 보안관리서비스(Managed Security Services, MSS)를 제공하며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연평균성장률 약 20%를 보이며 강한 성장을 함
- ECSC가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로는 사이버보안 리뷰, 기업 및 조직들의 해킹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침투 테스팅(Penetration Testing), 지불카드산업(Payment Card
Industry, PCI) 및 보안국제표준인 ISO 27001 준수 평가와 승인 등이 있음
- ECSC는 교육, 도매, 법률, 금융, 지역 당국 등 모든 부문에 사이버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 범위를 제공하며 e-commerce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조직들에게까지 고객 목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FTSE 1009) 기업들 중 약 10%가 고객에 해당함
- 연락처 : Home Page - https://www.ecsc.co.uk/
Tel.- 44 (0) 1274 736 223, e-Mail – INFO@ECSC.CO.UK
9) FTSE 100: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상위 100개 기업을 일컬음

▶ 물리보안 사업자
① Norbain
- 영국 전자보안업계에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 최대 보안장비 유통업체
로서 17년 전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인 ISO 9001.2000을 취득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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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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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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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를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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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를 강화하고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였으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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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에는 영국에서 민간보안기업으로 매출액 기준 2순위를 차지함
- 연락처 : Home Page –http://www.securitas.uk.com
e-mail: comms@securitas.uk.com
▶ 유망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체들10)
① Darktrace(2013년 설립)
- 가장 성공한 영국 사이버 범죄 예방 스타트업으로, 해당기업은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전 범죄 패턴을 찾도록 인공지능기술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회사 네트워크 내 비정상적인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는 기업면역 시스템 보유
- 이러한 변칙을 탐지하는 기술은 현재 BT에 의해 재판매되고 있으며, Mike
Lynch로부터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이후 2017년 7월에 7,500만 달러 투자를 받
았으며 현재 가치는 8억 2,500만 달러에 해당함
- Darktrace는 캠브리지 수학과 출신학생들과 GCHQ(Government Communication
Haedquarters) 출신들이 공동 설립한 사이버 보안회사로, 영국 캠브리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23개 지사가 있음
② CybSafe(2015년 설립)
-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간의 행동과학을 보안
10) “The UK's 13 most promising cybersecurity startups”, Techworld, 2017.7.11.
http://www.techworld.com/picture-gallery/security/uks-10-most-promising-cybersecurity-startups-201636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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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설립자 Oz Alashe에 의하면 행동과학에 기반한 플랫폼은 직원과 함께 하므로
다른 훈련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함
③ ZoneFox(2010년 설립)
- ZonFox는 네트워크 동작을 조사하고,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의심스
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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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고객으로는 Rockstar Games, Zenith 은행을 포함하며, 비즈니스는 금융,
약학, 게임 부문으로 확대 중
④ StatusToday(2015년 설립)
- StatusToday는 ‘인공지능이 인간행동을 이해한다’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기계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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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큐베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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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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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CyberLytic(2013년 설립)
- BAE Systems에서 일하던 핵심 공학자 그룹에 의해 공동 설립되었으며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된 툴을 개발하고 있는 CyLon 인큐베이터에서 나타남
⑦ SQR Systems(2011년 설립)
- 멘토로서 런던 CyLon 엑셀레이터를 통과한 SQR은 브리스톨 대학에서 탄생했으며,
비디오, 데이터, 음성의 메시지 보안 앱을 개발
⑧ Silicon:Safe(2013년 설립)
- 하드웨어 기반 제품에 개발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일한 스타트업체라 할
수 있으며, 이 제품은 데이터가 입력되지만 결코 기기에 정보가 남지 않는 혁신
적인 아키텍쳐로 자격인증을 보호함
⑨ Wandera(2013년 설립)
- Wandera는 모바일 보안을 강화하는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
폼으로 실시간으로 위협을 감지할 수 있음
⑩ SaltDNA(2015년 설립)
- Queen’s University Belfast 출신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SaltDNA의 기업플랫폼
은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 암호화, 중앙집중식 통신이 허용됨
- 미국 벤처펀딩에서 3백만 달러를 유입하여 지금은 미국에 기반을 갖고 있으나
미국에 진출한 영국계 스타트업에 해당함
⑪ Corvid(2015년 설립)
- Corvid는 더 큰 영국 회사 Ultra Electronic사의 독립적인 spin-in으로 실시간
Security-as-a-service를 제공함
⑫ Ripjar(2015년 설립)
- Ripjar은 위협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댓글이나 반응 모니터링, 고객과 명성 관리
등 다양한 일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지능 플랫폼임

⑬ GeoLang(2013 설립)
- 2016년 정보보안쇼(Infosecurity Show)에서 가장 혁신적인 작은 사이버보안 회사
(Most Innovative Small Cyber Security Company)상을 받은 GeoLang은 최근 부상
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 손실 방지를 개척함
▶ 글로벌 정보보안 기술 벤더 및 시스템 통합(SI) 사업자
- IBM, HP와 같은 전 세계 IT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IT 벤더들과 미국 CSC
와 캐나다 CGI 그룹과 같은 IT 서비스 사업자들은 IT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안사업 비즈니스를 턴키로 수주하는 강력한 대형 사업자
- CGI 그룹은 2012년 4월 영국의 정보보안 솔루션 사업자 Logica사를 17억
파운드로 인수해, 단숨에 영국 정보보안 시장 내 강력한 입지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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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사이버보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함
① BAE Systems
- BAE Systems는 영국 런던에 기반하며 93,5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글로벌 방위
및 항공우주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 중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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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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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버-보안 전투 실험실(battle lab)에 해당함
③ Northrop Grumman UK
- 미국에 기반한 Northrop Grumman은 글로벌 보안 회사로 전세계 정부, 상업적
고객에게 혁신적인 시스템, 제품, 항공우주 분야 솔루션, 전자기기, 조선, 정보
시스템,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함
- 영국에서 Northrop Grumman은 사이버보안과 정보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2년에는 사이버보안과 보안 이동통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M5 Network
Security Pty Ltd.를 인수하였음
▶ 영국 보안기술 벤더
- 유명 대형 벤더 그룹으로는 Sophos가 있으나 대부분의 보안 벤더들은 중소기업들로
특수 보안 분야 틈새시장에 정통하며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대부분
▶ 글로벌 컨설팅 기업
-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영 및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KPM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주요국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 정보보안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중 (KPMG의 경우 영국 법인 내에 200명 이상의 보안전
문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짐)
▶ 글로벌 정보보안기술 벤더
- Symantec과 같은 세계적인 대형 정보보안 기술 벤더뿐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전문분야의 정보보안 기술 벤더들이 영국 내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 시장에 참여 중
- MIicrosoft, SAP, Oracle, Dell 등 세계적인 글로벌 SW 벤더들도 보안 SW 기업을
인수하면서 보안기술 벤더 그룹으로 급부상
▶ 특이한 케이스 : 주요 통신사
- 주요 통신사들도 최근 정보보안과 클라우드, 모바일 통신망간의 연계 패키지가 IT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됨으로 보안 분야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
- 영국의 대표 통신사인 BT의 경우 자사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 목적뿐만 아니라

직접 정보보안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이미 정보보안 분야에 1,800명 이상의 컨설턴트,
아키텍트 및 디자이너를 확보하고 있음

라) 주요 동향 및 이슈
▶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후 영국 동향
-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정치적 불확실성, 고용감소, 환율하락 등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큰 혼란은 없는 상태
- 파운드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 제고효과를 가져와 전화위복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에도 큰 영향은 없으나 브렉시트 결정 후 중기 경제 전망의 불투명에 대한
우려로 고용심리가 위축되어 4년 만에 대졸자 취업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 브렉시트는 영국의 정보보호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영국 정부가 공식 탈퇴협상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정책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최소 2년간의 탈퇴 협상 기간 중에는 EU의 정보보호법
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
▶ 영국 Chatham House, 우주공간에서의 사이버 안보 강화 필요성 주장 보고서 발표11)
- 현재 통신, 항공운송, 해상거래, 금융, 기후 및 환경, 국방, 민간부문의 비즈니스 등
관련 세계 주요 기간산업 시설 및 서비스 류 상당 부분이 인공위성, 지상통신시설,
데이터 링크 시스템 등의 우주선 중계 통신시설에 의존하여 가동되는 체제
- 인공위성과 여타 우주자산은 다른 디지털화된 중요 장비들처럼 사이버 공격에 취
약하며 우주에서의 사이버공격은 지상에 위치한 주요 통신, 항공운송, 해상거래,
금융거래 시설 등에 치명상 초래 위험
- 인공위성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통신교란(jamming), IP 위장주소를 통한 사이버 공
격(spoofing), 해킹(hacking)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가능하고, 특히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첨단기술 및 장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으므로 우주
자산에 대한 고도의 사이버 공격도 가능하게 된 상황
- 따라서 사이버 우주공간 공격은 과학기술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우며 다자적 사이
버 보안제도를 개발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에서의 사이버 공격을 대비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
11) 주 영국 대사관 홈페이지 영국의 정세 편 참조, ‘Space, the Final Frontier for Cybersecurity’(2016.9.22.)

3)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m 관련 법령 및 규제
▶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 영국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
-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적, 민족적 정보, 정치적 의견, 종교적 또는 다른 신념,
노조 회원,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성별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
-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대상 개인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 관리자의 통보의무, 국가
보안, 범죄 및 과세, 보건 교육 및 사회적 작업, 언론 문학 및 예술관련 개인정보
보호 예외 조항, 개인정보보호 효력 등에 대해 규정
- 2016년 11월 개정령이 제정될 예정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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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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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승인받지 않은 자가 추가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공격
하려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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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www.legislation.gov.uk 참조

▶ 조사권한 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법 제정일 : 2000. 08. 01일 제정
- 주요 내용 :
Ÿ

범죄수사, 분쟁예방, 공공안전, 공공의료보호, 경제적 안정유지 등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

Ÿ

범죄예방을 위해 규제기관인 공공 정보수사 조직에 대해 민간인 및
기업의 조사에 필요한 통신감청 및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

Ÿ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 및 통신이용 내역, 개인고객의
암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요구 권한 명시

▶ 사기방지법(Fraud Act 2006)
- 법 제정일 및 코드 : 2006. 11. 08일, 2006 Chapter 35
- 주요 내용
Ÿ

직위 등을 사칭하거나, 정보공개 사기 행위나 직원 남용 등 관련
사기행위를 취한 자로서 약식 기소된 자는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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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13)

m 주요 전략 및 정책
q개요
▶ 조직 체계
- 영국정부는 2009년도에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종전에 산재되어 있던 국가 방위 및 정보보안 체계를 내각부
(Cabinet Office)를 중심으로 전면 정비 조치
- 내각부는 정보보호 정책 총괄 데스크 역할과 함께 각 정부 기관의 정보보호 활동
및 업무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산하에 정보보증기구(CSIA: Central Sponsor for
Information Assurance), 사이버 보안청(OCSIA: Office of Cyber Security and
13) www.legislation.gov.uk 참조

Information Assurance), 민간비상대비사무처(CSS) 등 기구를 배속
- 내각 각 부처의 담당 역할은 다음과 같음
Ÿ

내무부(Home Office): 국가 주요 기반시설 보호

Ÿ

외교부(Foreign Commonwealth Office): 해외 정보보안 정보 수집 제공

Ÿ

비즈니스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 담당
Ÿ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Staff): 군 정보부 5과
(M15) 및 군 정보부 6과(M16) 등을 두고 국내외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

▶ 기본 법률체계
- 영국은 그간 EU 멤버의 일원으로 EU의 기본 정보보안법 및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적극적으로 자국 국내법으로 수용하면서 EU 외에 미국 등 타 국가들의 정보보안
정책을 수용해 왔음
- 그러나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 지가 관심사
- 대체로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최소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기간
중에는 종전과 같이 EU의 정보보안 법규를 이행할 것으로 보임
q 주요 정책 및 전략
▶ EU의 사이버 보안 전략 요지
-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아직 공식적인 EU 탈퇴선언과 EU 집행위와의 탈퇴 협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영국이 사이버 보안 정책 및 전략 측면에서
EU와 결별, 독자적 행보를 걸을지 EU와의 공동정책 및 전략을 견지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
- 그러나 영국도 대내적 보안강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의 국제적 협력, 특히 EU와의
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련 전략 및 정책도 EU 완전 탈퇴 후라도 정책 공조
차원에서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2013년 2월에 수립된 EU 공동 사이버보
안 전략의 세부 실행과제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 EU 사이버 보안전략의 세부 실행과제
구분

사이버보안
정책수립 원칙

사이버 보안
전략

세부 내용
-

오프라인에서의 핵심가치를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
개인 기본권,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 가치 중시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의 무결성 및 보안성 확립
다수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거버넌스 접근법 지지
사이버 위험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등 관련 부문간
효율적 대응 협력체제 구축

-

사이버 복원력(resilience) 강화
사이버 범죄의 획기적 경감
사이버 보안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 및 기술자원 개발
공동 보안 및 방어정책과 관련 사이버 보안정책과 역량 개발
EU의 통일된 사이버 공간 정책 수립 및 EU의 핵심가치 구현

출처: EU 사이버 보안전략(Cybersecurity Strategy of the European Union)(2013.2)

● EU의 사이버 보안 추진 체계

출처: EU 집행위원회

▶ 영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
- 영국정부는 1998에 제정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에 의거 정보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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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영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 요지
핵심 전략

실행

과제

-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ㅇ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현

- 2013년까지 국립범죄수사청(National CrimeAgency)내에 사이버
범죄 전담부서 설치
- 민간 국제협력기구간 협력강화 및 강력조직범죄수사청(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의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활동 강화
-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내 주요 국가기반시설 관리

ㅇ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
강화 및 사이버 상 권익
보호 강화

당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제 협력 파트너들과의 공동대응 절차 확립
- 정부의 정보통신전략에 맞춰 안전한 정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관리
- 사이버 공격의 성격 및 속성 식별 능력 제고 및 사이버 상의
해당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 사이버 공간에서 허용되는 국제 행동규범 수립 및 영국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규제 정책 검토
- ITU, 유럽의회 및 유럽보안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ㅇ 개방적·역동적·안정적
사이버 공간 구현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등 주요 국내외 기관과
협력,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구축
-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인권법 규범의 적용방법을 논의할 다자간 및
양자간 채널 활용 및 사이버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EU 및 유럽위원회와의 공조체제 강화
-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기술 및 사회적 행동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배양

ㅇ 사이버 보안 관련 지식,
기술, 역량 구축

- 사이버 공간에서 영국을 향한 공격 위협과 취약점에 대한 인
식제고와 자체 보호능력 함양
- 혁신적인 사이버 보안 솔루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부분 지원 및
사이버 연구 우수센터 선정 투자 조치 등

- 즉, 영국의 사이버보안 핵심 전략은 국가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력 및 복원력
강화와 민간부문의 사이버범죄 퇴치, 민간기업의 사이버 보안관리 강화 및 핵심
정보공유, 사이버 보안 인식확산 및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양성,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공공 및 민간, 국가간 공조를 통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현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
▶ 국가 사이버보안전략 2016-2021(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2021)14)
- 영국은 2016년 11월 두 번째 국가사이버보안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14)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2021

Strategy2016-2021)을 발표하였으며, 첫 번째 전략과 비교하여 영국을 온라인 사
업을 하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사이버보안에 대해 5년 동안 19억 파운드
(약 23억 달러) 투자 계획
- 또한 방위와 보안에서 혁신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 1억 6천 5백만 파운드를 방위
사이버 혁신 펀드(Defence and Cyber Innovation Fund)에 할당 계획
- 영국 정부의 8억 6천만 파운드의 국가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어온
2011년 발표된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은 사이버보안에서 지속가능한 향상을 했음
- 새로운 국가 사이버 보안전략의 비전은 영국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세계에서 번영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음
① 방어(defend):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영국을 방어하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영국의 네트워크, 데이터, 시스템이 보호받고 있고 복원력 있음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시민과 민간, 공공부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짐
② 방지(deter): 영국은 사이버공간에서 받을 모든 형태의 공격에 대해, 반대하는
적대적인 행위를 탐지, 이해, 조사, 와해하며, 공격자들을 추적, 기소하고, 필요
한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보복 행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짐
③ 개발(develop): 영국은 세계 수준의 과학적 연구와 개발에 기반하여 혁신적이고,
성장하는 사이버 보안 산업을 가지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 걸쳐 국가적 수요를
충족할 스킬을 제공하는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영국의 첨단 분석과
전문성은 영국이 미래 위협과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새로운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는 주요 사고에 빠른 대응뿐
아니라 개인과 사업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전문성과 세계수준의 허브를 제공할 것임

▶ 민간 원자력 사이버보안 전략15)16)
- 2017년 2월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는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민간 원자력 부문을 보호하기 위
해 민간 원자력 사이버보안 전략(Civil Nuclear Cyber Security Strategy) 발표
- 민간 원자력 부문은 가정과 기업에 중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영국의 중요한 국가
인프라의 한 부문에 해당하며, 전기 공급 안보의 의미에서 중요하며, 민간원자력
부문은 또한 가장 위험한 방사능물질의 일부를 저장, 처리, 수송하고 있음
15)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Civil Nuclear Cyber Security, 2017.2.
16) KISA, “영국, 민간 원자력 사이버보안 전략 발표”, 2017.3.20.

-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 안보는 어떤 원자력 운영에도 필수적이며, 컴퓨터 및 전자
장치 제어는 설계, 성능검증, 운영 모든 민간 원자력 시설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전략은 2016년 11월에 발표된 국가사이버보안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민간원자
력부문에서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이버안전과 복원력을 갖기 위한 전략에 해당하
며, 안전한 클린 에너지 생산, 오래된 에너지시스템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동 전략에서는 정부, 산업, 규제당국의 역할과 책임, 원자력부문 사이버 위협, 전략
적 결과 및 일정으로 구성
● 정부, 산업, 규제당국의 역할과 책임
주체

역할과 책임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전략방향 및 법적 프레임워크 제시

정부

- 국가사이버보안센터: 위협 및 취약성 정보
- 핵폐기당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폐기시설과 부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향상
- 사이버보안 담당자: 사이버 취약성을 완화하고 관리, 공급망에 대한 확신

산업

- 공급망: 사이버 취약성을 완화하고 관리, 취약성이나 침입에 대해 사이버보
안 담당자에게 알림
- 원자력규제국: 원자력 시설 사이버보안과 보안규제 담당

규제당국

- 정보위원회: 공익성 있는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
- 원자력 경찰대: 자체 사이버보안 관리, 사이버공격 탐지 및 대응 계획수립
- 사이버보안 담당부문: 사이버 자문, 교육, 역량강화 훈련 제공

- 원자력부문 사이버위협에 대해 정부가 실시한 사이버보안 사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이버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적절한 방어가 없는 경우 영국의 주요기반시설
은 사이버공격을 당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
- 일정별 전략적 결과
Ÿ

Year1-2016/17: 중견간부들이 자신의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위험에 대한 주인의식과 이해에 대한 증가와 함께 정부재정지
원에 의해 훈련과 연습을 통해 능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

Ÿ

Year2-4-2017-2019/20: 정부지원을 줄이며 산업은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입장에서 적정한 상업적 사이버전문가를 이용함

Ÿ

Year5-2020/21: 사이버위협을 이해하고, 규제당국에 의해 승인된 솔
루션을 사용하는 성숙된 접근방향을 가지는 산업

q 주요 정책 내용

▶ 영국의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 계획
- 영국은 2015년 말 기준 전국의 73% 지역에서 초고속 브로드밴드 인터넷망 사용이
가능한데 영국 정부는 동 보급률을 3단계에 걸쳐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동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
① 전국의 90%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을 위해 영국 정부는 총 5억 3
천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
② 2017년까지 전국의 95%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을 위해 정부가
2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자 계획
③ 2단계까지 보급계획에서 누락된 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
▶ Super-Connected Cities Programme 추진
- “Super-Connected Cities Programme”이란 영국정부가 2010년 6월 기준 약 300만
개 기업과 가정이 최소 2Mbps속도의 인터넷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
하기 위해 당시 1억 5천만 파운드 예산을 배정하고 주요 22개 도시에 초고속 인터
넷망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그램
- 영국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1년에는 1억 파운드, 2012년도에는 5,000만 파운
드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2017년까지 전국 95% 지역 이상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
라망 구축을 완성하고 영국 전역에 무료 무선 인터넷을 보급하여 스마트폰, 태블
릿 등 휴대용 통신기기 사용을 원활화시켜 나갈 계획
- 영국은 동 사업을 통해 무료 무선 인터넷 사용 가능지역을 28개 도시로 확대해 나
가는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확대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와 관광 등 산업부문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해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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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계획
- 4년간 매년 3,000만 파운드씩 총 1억 2,000만 파운드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관련

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매년 1,500만 파운드씩 지원 계획
- 이외에도 런던의 Digital Catapult Centre, Open Data Institute와 Tech City UK 등
의 사업에 매년 1,500만 파운드씩 지원 계획17)

나) 담당기관

m 내각부(Cabinet Office)
▶ 총리 직속 내각부에 국가정보보안 대응체제 총괄 기능 부여
- 2009년도에 정보보안을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의 사이버 보안 대응체제를 구축
- 우리나라의 국무조정실 격인 내각부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가 정보보안 기능
을 통합, 역량을 집중, 총괄 관리 권한을 부여
- 내각부 산하에 사이버 정보보안청을 두고 실무를 관장토록 조치
● 영국 각 부처별 정보보안 관련 기구

출처: 내각부

17) KOTRA 런던 무역관 시장동향 보고서(2015.07.07) 참조

m 하부 기관
▶ 사이버 정보보안청(OCSIA : Office of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18)
- 내각(Cabinet Office) 산하 사이버 정보보안청은 내각과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사이버공간 보안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지원
하는 기관
- 동 기관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의
이행 전략방향 및 조정 역할 담당
- 주요 기능은
①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영국의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안전략 방향 제시
② 사이버 보안관련 Get Safe Online와 Cyber Security Challenge 등의
교육 훈련, 인식제고, 교육 지원 등 활동 수행
③ 민간부문과의 정보교류 및 대처방안 등 협력
④ 정보보안 및 사이버 보안 기술적 역량 및 대처능력 제고 및 유지 관리
⑤ 정부의 ICT 역량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고위 정보 위험소지자
관리청(OGSIRO: Office of the Government Senior Information Risk
Owner)과 협력
⑥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안을 위한 국제협력
- 수행업무는 정보기관 사이버보안 장치 공급계획 수립, 사이버보안 피해 조사, EU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패키지 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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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주파수배정규정 등에 의거 양국내
방송 통신 우정분야의 안전 및 보안 업무 총괄
▶ 정보위원실(ICO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19)
- 영국의 공공이익관련 정보접근권, 공공기관의 개방성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담당하는 독립기관
18) ocsia@cabinet-office.x.gsi.gov.uk
19) http://ico.org.uk/for-the-public

▶ 국가중요인프라보호센터(CPNI: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20)
- 국가인프라보호센터는 보안정책자문을 통해 국가안전 보호와 물리보안, 개인안전
및 사이버보안 및 정보인증 등 임무 수행
- 보안계획수립 : 비즈니스 지속 기획, 스텝 교육훈련 및 인식제고 등
- 보안 자문업무 : 여권보안, 사이버 보안, 개인보안, 물리보안, 보안 기술자 및 전문
가 등록, 일반적 보안 자문 등
- 사이버 보안 위협 및 기타 위협, 스파이행위, 테러 등 대응
- 국가 중요 인프라 보안 : 국가 인프라는 통신, 비상사태서비스, 에너지, 금융서비스,
음식, 정부, 국민보건, 교통, 식수(용수), 국토방위, 공간, 화학물질 등의 부문을 지칭
- 중요한 국가 인프라 개념은 그 자체의 가치와 중요성 및 상실했을 때 미칠 영향의
심각성과 중요도 등에 따라 분류하며, 중요도의 개념에는 국가 필수 서비스공급에
미치는 영향, 필수 서비스의 상실로 야기될 경제적 영향 및 생활피해 등을 의미 등
▶ 국가 사이버보안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21)
- 영국 산업계, 영국 정부 각 부처, 중요한 국가 인프라 및 민간중소기업 등을 대상
으로 사이버 위협관련 신뢰할만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이드 제공
- 사이버 위협 및 취약점 심층 분석 및 사이버 보안관련 경고 발동
- 영국의 사이버보안사고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GovCertUK(정부 네트워크 정보보안 담당)와 CERT-UK(국가 주요인프라시설 및
정보보안 담당) 두 팀을 운영

다) 규제 및 인증제도

m 규제
▶ 핵심 내용22) : 영국의 정보보호 관련 규제 내용은 EU 공동 규범을 적용 중

▶ 영국의 정보보호 규제는 하단의 EU 규제 내용을 포함

20) http://www.cpni.gov.uk/about/cni/
21) http://www.ncsc.gov.uk
22) EU, Cybersecurity Strategy of European Union, 2013

① 회원국은 네트워크 정보보안 전략 채택을 의무화하고 네트워크 정
보보안관련 위험과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적절한 자금
과 인력을 제공할 것
② 회원국은 유럽 각 위원회 간 네트워크 정보보안 관련 위험과 사고
를 대비하여 조기경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
③ 금융, 수송, 전력, 건강보험 등 기간산업 사업자, 앱스토어, 전자
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결제, 클라우드 컴퓨팅, 검색엔진, 소셜 네트
워크 등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업자 및 행정기관은 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핵심서비스의 보안 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
해야 함

▶ EU가 선정한 사이버 보안 5대 우선 과제
① 사이버사고 복원력(Cyber Resilience)의 제고
② 사이버 범죄의 최소화 노력
③ 사이버 국가안보정책의 추진 및 공동의 정보보안 정책 실현
④ 사이버 보안관련 산업 및 기술자원의 개발
⑤ EU의 핵심가치를 추진하는 포괄적 사이버 공간 정책의 수립

m 인증제도
q 공공 인증기관
▶ 담당 기관 :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 영국 정부기관 중 보안제품의 공식 인증업무는 국가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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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하고 인증기준인 상업용 보안규정을 준수한 제품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평가등급
(Foundation Grade)조건들을 충족하는 지를 평가하고 보증해주는 제도
·CPA 보안특징은 벤더가 평가기준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데이터

소지자는 해당 제품이 NCSC 표준에 의거 시험을 거쳐 인증됨을 신뢰
할 수 있는가, CPA제도는 동 제도 관련 서류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
등을 시험하는 점
·상업용 보안규정제품은 상업용제품보증제도(CPA)와 국제적인 공통기
준(CC: Common Criteria) 인증을 통해 평가 등급(또한 평가 등급은 양
호한 상업적 보안기준 평가등급(Foundation Grade) 보증을 받을 수 있
으며, 여기서 말하는 평가등급이란 양호한 상업적 보안기준을 충족하
는 보안제품을 설명하는 방법의 하나를 뜻함
- 공통기준(CC)과 영국의 인증제도 관계 : 공통기준은 보안요구제품의 보증을 위해
사용하는 국제적 표준제도로 제품개발자의 요구에 의거 해당 제품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고 공식적 방법으로 공인된 기준에 의거 독자적 시험을 거쳐 공식적
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 의미
·동 공통기준은 안전요건의 충족여부를 공식적으로 보증받기를 요구하
는 정부 최종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 암호를 가지
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NCSC가 운영하는 별도의 상
업적 평가기구(CLEF: Commercial Evaluation Facility)의 암호평가를 받
고 NCSC의 검증과 인증서를 받아야 함
·모든

영국에서의

공통기준(CC)

평가는

NCSC

산하

인증기구(CD:

Certification Body)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영국의 인증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음
- 참고로 상업적 제품의 인증을 위한 보안 평가는 NCSC 산하 독립 기구인 상업적평
가기구(CLEF)가 별도로 수행하며 평가결과는 공동인증(CC)* 협정에 가입한 미국,
유럽 4개국, 캐나다 등의 6개국 시장에서는 유효하게 사용
* CC제도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CC 부분 참조

q 비영리 민간기관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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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www.cybersecurityconference.co.uk/partner/institute-information-security-profession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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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워크(IISP Skills Framework)
- 영국 정부의 외교부 산하 국가정보보안기술청(CESG: National Technical
Authority for Information Assurance)24) 역시 정보시스템보안을 설계하고, 인
증하는 공공부문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전문가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동 프
레임 워크를 채택
q 6개국 간 공동 인증(CC : Common Criteria) 제도
▶ 미국,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등 6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보안제품 평가 기준
▶ 주요 내용
- 상기 6개국은 미국은 1985년 제정 TCSEC(Trusted Computer Security Evaluation
Center), 유럽 4개국은 1992년 제정 ITSEC(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riteria), 캐나다는 1993년 제정 CTCPEC(Canadian Trusted Product
Evaluation Criteria)를 각각 자국의 정보보안제품 평가기준으로 채택
- 이들 국가간 이미 한 국가에서 자국 평가기준에 의거 보안평가를 받았음에도 타국에
수출하려면 해당국 기준에 의거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및 비용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간 국제공동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제정하기로 합의
- 평가결과의 상호 인증을 목표로 단일화시킨 공동평가기준인 CC를 제정, 공동 적용
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신속한 평가 시스템으로 신제품
개발의 가속화 효과를 거양
- 보안보증 요건으로 보증등급 EAL1 ∼ EAL7과 개별 보증등급을 구성하는 보증
컴포넌트, 보호 프로파일, 보안목표 명세서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공동 기준으로 수용

24) www.cesg.gov.uk

● CC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군 분류
분류
네트워크 정보보안
제품군

정보보호 기반제품
컴퓨터
정보보호 제품

해당 장비류
- 라우터, 게이트웨이, 무선 랜, 이동통신보안, 침입차단 및 방지
및 탑지 시스템, 보안망 관리시스템, 암호화장치(전화, 위성,
ATM), 트래픽 관리장치, 원격접근제어, 가상 사설망
- 바이오 인식(지문, 얼굴, 홍채, 정맥), 스마트카드(칩, 운영체계, 판독
기, 응용 제픔), 안티바이러스, 취약성 점검기구, 불건전 정보 차
단기구, 통신보안관리, 위험분석기구, PKI 장비
- 서버보안(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등), DB보안, 메일 보안, 웹서버
보안

출처: TTA 공동평가기준(CC) 시험인증제도 분석

라)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영국 정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이버 건강 확인(Cyber health check)’보
고서를 발간(2017년 8월)25)
-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의 가장 큰 350개 기업들 중 이사회의 2/3가 사이버사고를
대처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68%), 1/2이상은 사이버 위협이 그들의 사업에 큰
리스크였다고 함(54%)
- FTSE 350(런던 증권거래소 상위 350개 기업) 10곳 중 1곳은 사이버사고에 대해 대
응계획 없이 운영되고 있고(10%), 이사회 1/3 이하가 포괄적인 사이버 리스크 정보
를 받고 있다고 함(31%)
- 2017년은 전년에 비해 진전이 있는 부문도 있는데, 기업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사
이버 리스크에 대해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고(33%에서 53%), 사업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 공격의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음(49%에서 57%)
- 또한, 자선기관들도 사업만큼 사이버 공격을 받기 쉽고, 많은 직원들은 해당 주제
와 인식과 지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
- 사이버공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자선기관들은 종종 기부자와 서비스 사용자
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해당 이슈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경

25)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and The Rt Hon Matt Hancock MP, “Two in three
bosses at Britain’s biggest businesses not trained to deal with a cyber attack”, 2017.8.21.

험을 가진 직원들이 있기 때문임
- 동 보고서에서는 영국 정부가 새로운 데이터보호법안(Data Protection Bill)을 의회
에 곧 소개하여, 2018년 5월에 효력을 갖고 GDPR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처음으
로 소개함
- 새로운 데이터보호법은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데
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이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동 보고서는 알아낸 것은 다음과 같음
· 거의 모든 회사(97%)가 새로운 규제에 대해 알고 있을 정도로
GDPR에 대한 인식은 좋음
· 완전히 준비되었다는 6%의 회사들과 함께, 1/3의 회사들이(71%)
GDPR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소 준비 중에 있음
· 단지 13%는 GDPR이 그들의 이사회에 의해 정기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함
· 이사회의 45%는 개인데이터삭제에 개인의 권한을 연결하는 GDPR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가장 고려하고 있다고 함
▶ 사이버보안이 미흡한 필수 서비스 운영자에게 새로운 벌금 부과 예정(2017년 8월)26)
- 영국은 필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미래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대해 안전하고 복원
력 있도록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로서 제안된 내용은 필수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함
-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조치 실행에 실패한 필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벌금은 글로
벌 매출의 4% 또는 1,700만 파운드 정도가 될 것임
- 이번 계획은 2018년 5월부터 네트워크정보시스템(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
NIS)지침을 실행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에 의해 열린 자문의 일부에서 고려됨
- 네트워크정보시스템(NIS)지침은 GDPR 하에서 데이터의 손실보다는 서비스 손실과 관련되
며, 동 지침은 영국이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하고 생활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
드는데 도움을 줄 것임
- 동 지침은 국가 사이버 보안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할 것이며, 필수 서비스 사
업자들이 그들의 IT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할 것임
- 동 지침은 전기, 교통, 물, 에너지, 헬스, 디지털 인프라 등의 분야 사업자들이 증
26)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and The Rt Hon Matt Hancock MP, “New fines for
essential service operators with poor cyber security”, 2017.8.7.

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해 잘 대응하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정
전, 하드웨어 고장, 환경적 위험 등과 같이 IT에 영향을 주는 다른 위협들도 커버
할 것임
- 사업자들은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략과 정책을 개발할 것이 요구되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됨
·공격을 감지하고, 보안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인식과 훈련을 높이고,
사이버공격이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스템
실패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실행하는 것
·어떤 사건 이후,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재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것
▶ 영국 정부 스마트카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2017년 8월)27)
-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커넥티드카와 자율주
행차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8대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 스마트카와 같은 글로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교통부는 국가인프라 보호센
터(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CPNI)와 함께 제조 공급
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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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은 록히드마틴사의 3백만 파운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이버 보안 센터
27) Department for Transport, “The key principles of vehicle cyber security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2017.8.6.

개소식에 방문(2017년 7월)28)
- 새로 개소한 글로스터(Gloucester)의 사이버워크(Cyber Works)센터는 영국이 직면
한 복잡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90개의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사가 지식 공유, 연구, 최첨단 역량 전달을 위해 영
국 파트너와 긴밀히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또한, 동 회사는 젊은이들이 사이버보안과 인텔리전스의 역할을 지원하고 고취시
킴으로써 영국의 스킬을 활성화할 정부의 CyberFisrt 계획에도 사인함
- 영국정부는 5년 동안 사이버전략에 19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은 이번 사이버전략의 주요부분에 해당함
- 1천 파운드는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이버 혁신펀드에 투자
- 650만 파운드는 최신연구 지원, 사이버공간에서 영국보안을 위해 산업, 정부, 학계
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임
- 사이버공간을 모든 군사작전에서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National Offensive Cyber
Planning을 통해, 방위는 영국의 사이버 보안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방위부문에서 8억 파운드 혁신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시스템을 개발
하기 위해 수백만 파운드에 대한 경쟁과 함께 이미 연구와 사업에 투자를 활성화
를 하고 있음
- 또한 2018년 1월에 국방부(MOD)는 쉬리븐햄(Shrivenham)에 최신 방위 사이버 학교
를 열어, 모든 군인들이 한 곳에서 사이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임
▶ 금융감독청, 2017년 이후 사이버 보안 환경과 대응에 대해 발표(2017년 4월)29)
- 금융감독청(Finantial Conduct Authority, FCA)의 Nausicaa Delfas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는 2017년과 그 이후 사이버 보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위협 상황은 랜섬웨어 같은 예전의 위협이 재등장하는 것과 함께 진화하여 스마트
TV, 냉장고, 라우터, 카메라 등을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의 출현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가장 큰 DDoS 공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음
- 범죄의 능력 및 의도 그리고 조직들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간의 넓혀진 차이를 해
28) Ministry of Defence and Harriett Baldwin MP, “Defence Minister opens £3M Cyber Security Centre
in Gloucester”, 2017.7.13.
29) Financial Conduct Authority news, “Expect the unexpected: cyber security in 2017 and beyond”,
2017.4.27

소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야 할 시기임
- 이러한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현 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함
·기본에 충실한 것만으로 사이버 침해의 85% 예방이 가능: 금융기관들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교육을 통해 보안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며, 또한 자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DDoS
공격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것을 촉구
·직원들로 하여금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안 문화를 형성하고,
보안문화를 측정하도록 함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
·사이버 보안에 대한 능력 향상 도모: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13개의
우수 인재 역량센터를 설립하여 사이버보안 연구, 혁신, 개발 등 전문성 육성을
지원함

▶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문제 대두
-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52%대 48%로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 향후
협상을 거쳐 EU를 완전 탈퇴하는 데는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중에는 EU 법과 규정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도 동일한 상황
- EU는 4년에 달하는 긴 논의 끝에 2015년 12월에 새로운 EU 개인정보보호법안에
잠정합의에 도달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6년 2월 동 법에 포함되는 GDPR
세부 규정까지 합의, EU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성공
- 동법은 2017년도부터 발효를 전제로 각 회원국이 세부 국내법 재정 및 제정을 위
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동법은 일반정보 보호규정에 의거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기 전 단계부터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
- 또한 전 세계 모든 기업은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면 상기 법의 제재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글로벌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은 전 세계 대부분 기업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려 할 경우 반 강제적으로 이 법의 적용
을 받게 되는 상황
- 일반적으로 동법은 다국적 정보산업기업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무작위로 개인정
보를 수집 영업활동이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교묘한 영업활동을 통해 법인 소
득세를 포탈해 오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규제하고 과세하기 위해 제정하고 있는

법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
- 그런데 영국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수용하려면 기존 국내 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향후 협상 기간이 될 2년 동안 동 법을 받아들여 국내법
개정에 착수할지 아니면 국내 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끌지 여부와 EU와 결
별한 후 EU법규를 국내법에 계속 반영시켜 나갈지 여부 등 미해결 과제가 많아
관련 정보보호법 개정문제도 관심사의 하나로 대두
▶ EU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2016년 5월)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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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를 받아야 하며, 조사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은 전 세계 연 매출액
의 4%까지 벌금 부과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2018년 5월 25일부터는 잊힐 권리가 추가되어 이 시점
부터 해당기업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해야하며 신규 고개정보 수
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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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
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두어야 하며, EU 역내에 서버를 두거나 영리 활동
을 하지 않는 외국기업일지라도 인터넷을 통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법의 적용대상으로 간주
-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기업들은 서비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외에도 정보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으로 인건비 부담도 증가할 전망
▶ 영국의 IT 정책 5G 이동통신망, 공공 빅 데이터, 무인차 개발에 집중 전망
- 영국 정부는 2016/17 회계 연도 기간 중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통계청을 시범
케이스로 국가공공데이터 완전개방 가능성 실험, 무인자동차 산업 육성 등에 집중 예정
- 영국 정부는 국가인프라 위원회(NIC ;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를 통해
5G 통신망을 2017년도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보급전략과 추진방법 강구 중
- 영국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공공정보의 가치창출 정책기조에 의거 세계 최대 규모
의 방대한 공공기록물을 빅 데이터 자원개발을 통해 빅 데이터의 일상적 활용이
30)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 및 KOTRA 런던무역관 시장동향 보고서(2016.05.16.)참조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빅 데이터 허브(Hub) 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
- 또한 IT 기술과 접목된 자동차간 상호 통신 및 도로와 자동차간 통신원활화 관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영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할 것
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