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싱가포르

‘17년 예상GDP(십억달러)

291.9

'17년 인구수(천명)

5,889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싱가포르는 GCI 모든 세부 항목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으며 전 세계 1위를 차지

(● 상, ● 중, ● 하)

국가명

2017 GCI 지수
및 순위

5대 하위 항목 평가
종합

지수

순위

법제

기술

조직

역량

협력

싱가포르

0.925

1

●

●

●

●

●

●

대한민국

0.782

13

●

●

●

●

●

●

∎ ICT 관련 주요 지수
·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전 세계 상위 약 10% 대를 유지하고 있음

싱가포르

지표명

한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7.95

20

8.84

1

접근(Access) 부문
활용(Use) 부문

8.70
7.54

11
19

8.99
8.57

8
3

기술(Skills) 부문

7.27

56

9.08

3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7)

0.925

1

0.782

13

UN 전자정부 지수(2016)
WEF 네트워크 발전지수(NRI 2016)

0.883
6.0

4
1

0.892
5.6

3
13

ITU ICT 발전지수(IDI 2016)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6년 말 기준)
· 싱가포르는 유선과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 측면에서 고르게 높은 보급률을 확보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싱가포르
한국
가입자수(천 명) 100명당가입률 가입자수(천 명) 100명당가입률
2,003

35.0

28,036

56.1

1,455

25.5

20,556

41.1

8,400

132.4

61,300

122.7

81.0%

92.7%

1) 정보보호 산업 개요
가) 보안 환경

m 정보보안 환경
▶ ITU가 2017년 7월 발표한 ‘Global Cybersecurity Index(GCI) 2017’에 따르면 일찍부
터 사이버 보안을 주도해온 싱가포르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0.925로 아시아는 물론, 글
로벌 순위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지수는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및 역량강화, 국제협력 등 5개 부문의 지수
를 종합한 것으로, 싱가포르는 모든 부문에서 높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2월, 국방부 인터넷 망에 대한 공격으로 850명에 달하는 군인과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발생
- 2016년 10월에는 통신사인 Starhub 의 광대역 서비스망에 대한 공격으로 소비자들이
2시간 동안 접근이 불가능 했던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는 DDoS 공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명
- 2016년 3월에는 싱가포르 전자정부 서비스인 SingPass의 293명의 계정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를 시도한 사람은 5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 2017년 8월 Microsoft가 발간한 ‘Microsoft Security Intelligence Report(SIR)’(22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17년 1~3월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멀웨어 발생률을 기록
- 싱가포르의 2017년 1월~3월 멀웨어 발생률은 5.3%~7.9%로 전년 동기 발생률인 20.2%
대비 크게 낮아짐
- 해당 기간 가장 많이 발생한 멀웨어는 전체 컴퓨터 중 4.68%에서 나타난 트로이 목
마였으며, 그 다음으로 바이러스(0.75%), 다운로드 & 드로퍼(0.53%)가 그 뒤를 따른
것으로 조사됨

● 싱가포르와 전 세계 멀웨어 발생률 비교 (2017년 1~3월)

출처: Microsoft, SIR 22호(2017.8)

m 물리보안 환경
▶ 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13)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는 경찰 서비스가 세계에서 3번째, 신뢰도는 아시아에서 제일을 자랑
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의 하나로 평가
-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EDB)는 싱가포르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MHA)와 협력하여 ‘안전과 보안산업 프로그램 사무국(Safety and Security
Industry Programme Office, SSIPO)’를 만들어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함
- MHA는 국내 보안과 도시화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과 보안 관
련 산업 발전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며, EDB는 PPP 형식으로 보안
관련 회사들이 혁신 솔루션을 통해 공공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

나)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국제 마케팅 조사업체 ‘We are Social’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총 574만 명의
싱가포르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471만 명으로, 이는 인구 대비 비율로는
약 82% 수준

- 모바일 가입 건수로는 844만 건으로 인구 대비 147%에 달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446만 명에 달함
- 한편, 모바일 기기 중에 스마트폰 비중은 약 91% 정도이며 적극적인 모바일 SNS
사용자도 4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싱가포르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인구 현황

출처: We are Social(2017.1)

▶ 싱가포르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한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모바일 조사 회사인 OpenSignal이 전 세계 87개국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인터넷 속도 측정에서 싱가포르는 한국, 노르웨이, 헝가리 다음으로 30Mpbs의
속도를 시현하는 것으로 조사됨
● 상위 20개 국가별 모바일 인터넷 속도(2016.12~2017.1)

출처: OpenSignal(2017)

▶ 싱가포르는 WEF에서 발간한 나라별 정보통신보고서(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GITR)에서 정보통신사업이 유망한 국가로 2015년, 2016년 연속 1위에 선정
- 정보통신 분야 매출의 경우 2015년 1,896억 싱가포르달러에 달해 직전 연도대비
약 12% 성장을 기록했으며, 국내외 시장으로는 국내보다는 해외수출 시장이
72%를 차지해 비중이 높고, 부문별로는 하드웨어가 73%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싱가포르의 정보통신 분야 매출 현황

출처: Singapore IDA(2016)

- 2016년 정보통신개발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IDA)*에 따르면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프로젝트는 핵심 트렌드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및 분
석, 사물인터넷, 미래 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지 컴퓨팅 및 로봇공학, 실감 미
디어(Immersive Media)를 선정
* 정보통신개발청(IDA)은 2016년 10월, Media Development Authority(MDA)와 통합하여
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정보미디어개발청, IMDA)로 개편됨

▶ 싱가포르는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거 진
출해 있음
- 글로벌 IT 기업인 Google, IBM, Microsoft Singapore, Red Hat, Netflix, Razer,
Ubisoft and ViewQwest 등의 아시아 지역본부 소재
- 글로벌 소셜 미디어 그룹인 Twitter, Linkedin, Facebook 등의 아시아 지역본
부 또한 싱가포르에 위치
-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Carousell, Lazada, Zalora, Reebonz, Beeketing 등의 기업
들도 싱가포르에 지사 또는 지역본부를 있음
- 이밖에 글로벌 SW 스타트업으로 TradeGecko, ReferralCandy, Collabspot, Pie.
Augment 등의 기업들도 싱가포르에 지사 또는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 글로벌 전자상거래 포로모션 및 쿠폰 회사 Flipit사의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전자
상거래 규모는 2016년에 2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10년 이내 54억 달
러 규모에 달할 전망
-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국민들의 5명 중 3명은 온
라인 쇼핑을 하고 있으며, 82%의 국민들은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음
- 60%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은 통해 상품 정보를 얻고 있으며,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
이트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서 Qoo10, Amazon, Lazada 등이 있음

●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출처 : eMarketer(2016.8)

2) 정보보호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
m 시장 개요
▶ 싱가포르는 ITU의 사이버 보안지수에 있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더불어 핵심성장 산업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투자를 지
속해 왔음
- 싱가포르는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자국 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
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보안 회사를 유치: BAE Systems, Microsoft, Palo Alto
Networks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스타트업 장려: 싱가포르 정부는 벤처캐피탈과 함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들에게 펀딩을 보장
·지역 사이버보안 회사들이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지원 제공
·발 빠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R&D 펀드 조성: 1억 9,000만 싱가포르달러를 조성
해 National Security R&D 프로그램에 제공
·글로벌 파트너십 유지: 아세안 구성국으로서 지역 내 사이버 보안 능력을 증강하는
데 협력하며, 아세안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 정책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추진

▶ 물리보안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는 안전과 보안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200여개 회사
가 있으며, 해양보안, 항공보안에 관한 솔루션에서부터 화재안전에 이르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 방산업체 Thales와 보안 시스템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기술 제품을 취급하는
Bosch는 싱가포르는 R&D 센터를 설립했으며, 이스라엘 기반의 데이터 보
안 및 공공안전 기업 NICE Systems는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설치
- 싱가포르계 물리보안 관련 업체로는 산업 엔지니어링 업체 ST Engineering,
다국적 IT 엔지니어링 기업 NCS(National Computer Systems), 싱가포르 민간
(상업) 치안기관 Certis CISCO 등이 있음

- 다양한 보안 관련 글로벌 회사들이 전자,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등의 산업
기반이 튼튼한 싱가포르를 지렛대 삼아 시너지를 내고자 노력
- INTERPOL은 싱가포르에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을 설립하여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최신의 조사와 기법을 개발하고 훈련

m 시장 규모 및 전망
▶ 싱가포르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사이버 보안의 허브 국가 중의 하나로 발전
- PwC는 싱가포르의 사이버 보안 시장이 2020년 경 약 9억 싱가포르달러(약 6억 달러)
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
- 싱가포르의 사이버 보안시장은 IT 시장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여 매년 약 9.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
-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사이버 보안 세부부문은 IT 아웃소싱이며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 컨설팅과 출입통제 부분이 그 뒤를 이음
-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 조사에 의하면 사이버 보안 부문 지출에 있어 가장 큰 분
야는 정부지출로서 전체시장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은행과 증
권 부문, 그리고 통신과 서비스 부문 순임
- 1인당 사이버 보안에 지출하는 규모도 다른 여타의 동남아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103 싱가포르 달러에 이름

●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 전망
(단위: 백만 싱가포르 달러)

사이버 보안 서비스

사이버 보안 제품

출처: PwC(2016.12)

● 주요국의 1인당 사이버 보안 지출 규모 비교(2015년)
(단위: 싱가포르 달러)

출처 : PwC(2016.12)

●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세부 시장 규모 전망(2015~2020)
(단위: 백만 싱가포르 달러)

출처 : PwC(2016.12)

나) 분야별 현황

m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싱가포르 정보보안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리 간접비 절감을
위해 Security-as-a-Service(SecaaS) 형태로 발전할 전망
- 자동화와 중앙 관리 시스템화는 싱가포르 SecaaS 시장을 이끌 양대 견인 동력임
▶ 싱가포르 보안제품 및 서비스 시장 수요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애플리케이
션 소프트웨어, 보안FTP, 안티스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 제품 등이 강세
- 산업 부문별로는 금융 서비스, 제조 및 건설, 공공분야가 특히 정보 보안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임

m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q 일반 디지털 영상저장장치
▶ 싱가포르 보안장비 바이어들은 대부분 보안장비 서비스 업체들에게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보안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요구
- 바이어들은 특히 디지털 영상저장장치의 경우 브랜드 및 원산지 등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으며, 주된 관심사는 보안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에 장애나 중단 없이
제공되는 지 여부임
- 디지털 영상저장장치 선택은 대개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결정에 달려 있음
-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가장 경제적인 보안
시스템 및 디지털 영상저장장치를 패키지로 제시
▶ 일반 디지털 영상저장장치 시장은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최소한의 기능만 탑재한
4개 또는 8개 채널의 중국산 OEM 제품들이 장악
- 제품 선정 시 주요 체크 포인트로는 저장장치보다는 카메라 성능을 크게 따져 보
는데,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장된 내용들을 재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 일반 디지털 영상저장장치의 대표 OEM 브랜드로는 Teli-DVR4, NEON 등이 있음
q 지능형 디지털 영상저장장치
▶ 금융기관, 물류 시설, 항만, 상업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능형 디지털 영상저장
장치는 Sony, Panasonic 등 일본 브랜드 제품들이 장악
- 특히 Sony의 제품은 뛰어난 지능형 특징과 커넥티비티 기능으로 인기가 높음

다) 주요 사업자 현황
m 보안 SW 벤더
▶ 싱가포르 정보보안 시장은 글로벌 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현지 업체의 수는 글로벌
업체보다 현저히 적고 점유율 또한 미미한 수준

- 싱가포르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보안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벤더로는 McAfee,
Kaspersky Lab, Websense, Trend Micro, Norman 등이 있음
▶ (McAfee) 이메일 보안 서비스, 안티 스파이웨어, 웹 보안, 안티 바이러스 등의 제품을
취급하는 McAfee는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이를 통해 아시아 타 지역을 관리할 만
큼 싱가포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Kaspersky Lab) 보안 콘텐츠관리 솔루션 개발업체 Kaspersky Lab은 2009년 정보화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를 전략 시장으로 삼아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
- Kaspersky는 싱가포르에 독점 배급업체인 Byteworks International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광고를 집행하고 온라인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활동 강화
- Byteworks International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들을 대상으로 Kaspersky 제품을
판매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통합(SI)업체의 수를 늘리는 데 주력
▶ (Websense) 웹 보안, 이메일 보안, 데이터 보안 제품군을 취급하는 미국 보안기업
Websense는 북미, 유럽, 아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해
아세안 국가 공략의 전초 기지로 활용

m 보안 SW 유통업체
▶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마케팅 및 판매, 기술 지원 서비스 센터 등을 싱가포르에서 운
영하며, 마케팅 및 기술 역량을 갖춘 총판업체를 통해 판매
-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은 전문적인 판매업체와 컨설팅업체, 통합업체 등을 활용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싱가포르 정보보안 시장 주요 유통사업자
업체명

Tel

취급 브랜드

홈페이지

Ingram Micro

+65 9848 1332

McAfee, Symantec, Trend Micro, CA 등

htt://sg.ingrammicro.com

M.Tech

+65 6516 0088

Check Point, Proofpoint, Sophos, Trend Mcro

http://www.mtechpro.com

ACA Pacific Technology

+65 9107 8074

McAfee, Trend Micro, Cleaswift

http://www.acapacific.com.sg

ZoneOne

+65 6337 6510

McAfee, Symantec

http://www.zoneone.com.sg

출처: 각사 홈페이지

▶ (Ingram Micro)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 유통업체로서 IT 유
통 시장에서 대만 Synnex와 함께 세계 최대 기업으로 꼽히며,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
양 지역 본부가 위치해있음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Ingram Micro의 자회사 Ingram Micro Asi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안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네트워킹, 스토리지, 프린터와 주변기기 등 90
개 이상 벤더의 24,000종이 넘는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
- Ingram Micro는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뿐만 아니라 교육센터, 전문 서비스, 서비스
허브 등을 두고 있음
▶ (M.Tech) 싱가포르 현지 IT 보안 유통업체인 M.Tech는 2002년 설립되었으며 주로 모
바일 컴퓨팅, 은행 서비스, 전자상거래 솔루션 등에 제품 공급
- 주요 고객으로는 Standard Chartered, DBS Bank, Singapore Exchange 등이 있으며,
Check Point, Proofpoint, Sophos, Trend Micro 등의 제품을 주로 취급
- M.Tech의 모기업인 Multi-Chem은 아세안 지역과 중국 지역 전자제품 제조 및 유
통업체로서 현재 싱가포르,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10개국에 25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업
▶ (ACA Pacific Technology) 1986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ACA Pacific Technology는 아
시아태평양 지역을 주력으로 하는 IT 마케팅 및 유통업체로서, 기업용 보안 및 네트
워크 솔루션 외에 기업용 스토리지 및 백업 솔루션, 이미지 솔루션, 디자인 자동화
솔루션 등을 유통
- 싱가포르 외에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도 지사를 두고 통합솔루션
및 제품,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있음
- ACA Pacific이 유통하는 협력업체 수는 800여 개에 달하며, 보안 분야의 주요 벤
더로는 Safenet, Ruckus Wireless, HP, Trend Micro, Watchguard 등이 있음
▶ (ZoneOne) 2003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시스템 통합업체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시
스템 통합, 네트워킹 인프라, 솔루션 컨설팅 등을 제공
- Acer, HP/Compaq, IBM, Lenovo, Toshiba 등의 데스크톱, 노트북 제품과 함께
Aztech, Linksys, Alcatel, Netgear, D-Link, 2Wire, Zywall 등의 네트워킹 제품과
Microsoft, McAfee, Symantec 등의 보안 제품들을 취급

- 기업용 서비스로 감시/IP 카메라 서비스와 방어벽, 바이러스 방지, 스파이웨어 방
지 등의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보안 SW의 유통 구조는 SW 개발업체가 싱가포르 내 지사
를 설립하고, 지사와 계약을 체결한 총판업체가 직접 혹은 소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
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침

● 싱가포르 정보보안 SW 시장 유통구조

출처 : KOTRA

라) 주요 동향 및 이슈
▶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 국가건설(Smart Nation)을 위해 2017년에 24억 싱가포르 달러
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6.10월 리센룽 총리가 스마트 국가 건설을 위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4가지의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사이버 보안을 싱가포르의 핵심성장 산업으로 발
전시킬 것이라 선언
- 통신정보부(MCI) 야콥 이브라힘 장관에 의하면 2018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
라 약 2,5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발표
-

점증하는 사이버 공격과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화에 있어 사이버 보안
은 새롭게 성장하는 부분으로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

▶ 2017년 3월부터는 점차 가중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범죄 대
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이버 보안 지휘 통제센터인 새로운 국방사이버단
(Defence Cyber Organisation, DCO)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
- 사이버 보안 지휘 통제본부는 싱가포르 국방부와 군의 통제아래에 있으며, 2,600여 명의
군인이 24시간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공격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책
기획을 수행
- 동 기구는 국방과학기술청(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DSTA)으로부터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게 될 예정
▶ 2017년 10월, 싱가포르 정부가 Kaspersky Lab과 함께 지능형지속위협(APT) 멀웨어 출
처의 혁신적인 식별방법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발표
- 이번 투자는 2016년 11월에 시작된 싱가포르 국립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프로
그램 정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와 Kaspersky Lab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 공동 연구팀의 프로젝트명은‘다차원 코드 기능 분석을 통한 멀웨어 출처의 특성’
으로서, 분석가와 보안 대응팀이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는 멀웨어 유사성을 더
욱 효과적으로 파악해 해킹 조직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된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수립
- 한편,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은 총 1,560만 싱가포르달러의 자금을 마련해 9가지의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 연구는 9개 프로젝트 중 하나
로 알려짐
▶ 통신정보부 산하의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yber Security Agency, CSA)은 2017년 7월
18일에 11개 정보통신 주요기반시설(CII,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이 참여하는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
- CSA는 7월 18일에 두 번째로 광범위한 여러 부문 간 사이버 보안 관리와 비상 대응
을 위한 훈련을 실시

3)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m 관련 법령 및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PDPA)
- 개인정보보호법은 2012년 10월 의회를 통과하였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4년 7월
부터 전면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 동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동의 절차에 대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PDPC)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보조할 데이터보호자문위원회(Data Protection Advisory Committee)를
통신정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음
- 모든 기업 및 기관은 한 명 이상의 데이터보호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상시적으로
PDPA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에 관한 공지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거나 공지에 명
시된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이용 동의
는 무효가 됨
- 수집한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국외
로 전송하고자 할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이나 기관이 PDPA와 동등한 수준의
법 규제 하에 보안된다는 것을 보장받는 경우에만 허용
- PDPA는 기업 및 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관련 불만사항을 접수하며, 실태조
사를 시행할 수 있고, 위반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관리 감독 권한 보유
- 2017년 9월까지 동 PDPA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기술과 경영 모델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PDPA의 개정을 검
토하는 중임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전간의 양측의
균형을 맞추는 것
·아울러 개인정보의 누출에 대한 고지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할 예정

▶ 컴퓨터 부정사용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Computer Misuse and Cybersecurity Act)
개정(안)
- 싱가포르는 컴퓨터 부정사용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2017년
7월 10일 그 내용을 대중에 공개
- 주 내용은 국가의 핵심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 보호(CIIP) 에 관한 내용으로 사이버보
안청(CSA)에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조정하는 역할과 CIIP 에 대한 의무를 부과 등이
있음
- 법안에서 지정하는 CIIP의 대상은 는 핵심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정부, 정보통신, 에너지, 항공, 해양, 육상수송, 보건, 은행 및 금융서비스, 수자원,
보안 및 긴급서비스, 미디어 등 11개 분야를 지정
- 특히 각 부문 간의 정보 공유를 보다 원활히 하고 CSA로 하여금 사이버 보안에 관
한 관리와 모니터일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해당기관들이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하고 실패
하게 되면 처벌하는 규정도 담고 있음
-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보안운
영센터(SOC)에 침투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사이버보안법은 정책과 표준, 회계감사, 위험할당, 사안보고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음
- 관련 기관들은 사이버보안 훈련에 참여하여 사이버 보안 관련 사건을 관리하는 준비
를 하여야 함

m 주요 전략 및 정책
▶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 국가건설(Smart Nation)을 위해 2017년에 24억 싱가포르 달러
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스마트국가 전략은 2025년까지 세계에서 첫 번째 스마트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음
- 스마트 국가 전략의 5가지 영역은 첫째 운송 부문, 둘째 가정 및 환경, 셋째 경영생
산성, 넷째 건강과 노화, 다섯째 공공부문 서비스 등임
- 이러한 스마트 국가 달성을 위한 기회 요소로 제시한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스마트 그리드, 그린빌딩, 빅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 지형공간(geospatial) 애플리케이
션, IT 보안, 센서 기술과 M2M(Machine-to-Machine) 기술 등임

- 스마트 국가 건설 전략과 집행을 위해 2017년 5월에 총리실 산하에 각 부처 인원들
을 망라한 스마트 국가 및 디지털 정부실(The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ament Office, SNDGO)을 설립하여 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하였음
- SNDGO는 국가적인 디지털 정체성 체계를 발전시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부
기관들이 IoT 이용하는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
- 또한 전략 실행을 담당할 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정부기술청(Government Technology
Agency, GovTech)을 설립

▶ 2016년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를 발표하여
‘스마트 국가’ 건설에 있어 근간이 되는 사이버 보안을 산업화 하는 전략을 추진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직접 밝힌 것으로 이전의 ‘사이버 마스트 플랜(National
Cyber Security Masterplan)’이 국내적인 차원의 전략이었다면, 새로운 전략인 ‘사
이버 보안전략’은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산업으로서의 사이버 보안 전략을
수립
- 동 전략에는 4가지의 국가 사이버 전략을 흐름을 선언
① 탄력적인 인프라 건설
② 안전한 사이버 공간의 창조
③ 생동감 있는 사이버보안 생태계 발전
④ 국제적인 협력관계 강화 등임
- 탄력적인 인프라 건설 : 국가의 핵심 서비스(위급서비스, 전자정부, 은행과 금융, 수
송 및 보건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
·이를 위해 국가 사이버 대응 팀(National Cyber Incident Response Team)과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
·지난 2016년 5월 사이버보안청(CSA) 주관 처음으로 재정분야와 은행분야의 도상훈
련(TTX: table-top exercise)을 실시
·통신정보부 야콥 이브라힘 장관은 2017년 내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이 제정될 것이라
고 밝힘
·공무원들과 내각, 그리고 공공기관의 절반은 이미 인터넷망을 활용해 다른 네트워크
에서도 공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기관들도 2017년 중반까지는 실시할 계획
- 보다 안전한 사이버공간의 창조 :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
이버범죄 대응계획(National Cybercrime Action Plan) 실시
·4가지 원칙에 따른 대응: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신속 및 강력 대응, 효과적인

법집행, 긴밀한 협력관계 및 밀접한 파트너십 구축 등임
- 생동적인 사이버보안 생태계 발전 : 발전된 인프라와 높은 수준의 IT 인력은 생동적
인 사이버 보안의 생태계 발전을 위한 필수
·정부는 산업계와 고등학습연구소(Institutes of Higher Learning)와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기존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
·싱가포르의 강점인 금융과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사이버 보안 기
업들이 수출사업화 할 수 최상의 솔루션 개발에 협력
·산업계와 학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목표지향적인 솔루션 개발을 하도록 조성
- 국제 협력강화 :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파
트너들과 강력한 연대를 형성
·이러한 목적을 위해 CSA는 이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인도, 미국과 사이버보안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

나) 담당기관
m 통신정보부 (MCI,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 통신정보부(MCI)는 통신, 정보기술 등 ICT 부문과 방송에 대한 총괄 부처로서 관련
정책과 규제를 통합 담당함. 정보통신(ICT)방송 정책과 규제는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
개발청(IDA)과 미디어개발청(MDA)이 각각 수행하고 있었으나, 2016년 10월 두 기관을
통합함
- 통신정보부(MCI)는 2012년 전신이었던 정보통신예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the
Arts, MICA)의 업무를 계승함. 정보통신예술부(MICA)는 2004년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의 정보통신 부문이 정보예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the Arts, MITA)로 이관ㆍ통합되면서 조직됨
- 정보통신방송에 대한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과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국가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정부기
술국(GovTech)이 신설됨
- 통신정보부 내 정보보호 관련 실무부서로 사이버안보청(Cyber Security Agency of
Singapore, C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PDPC) 등이 있음

● 싱가포르 통신정보부(MCI) 조직도

출처 : 통신정보부 홈페이지

m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통신정보부(MCI)가 수립한 정책을 지원 및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통신정보부(MCI) 산하 기구로 2016년 10월 출범함. 정보통신(ICT)과 미디
어(방송)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산업 개발을 관리함
- 정보통신개발청(IDA)이 담당하던 통신규제ㆍICT진흥ㆍ개인정보보호와 미디어개발청
(MDA)이 담당하던 방송ㆍ게임ㆍ영화 등 미디어 분야 규제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함
-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ICT)ㆍ방송 기술 및 산업 개발, 프레임워크 및 정책 수립, 관
련 라이선스 발급, 표준 및 분류 체계 개발 등을 수행함
- 2015년 8월 발표한 정보통신 미디어 2025(Infocomm Media 2025)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ㆍ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 첫 스마트 국가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조직도

출처 :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홈페이지

m 사이버보안국(Cyber Security Agency of Singapore, CSA)

▶ 싱가포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사이버보안국(CSA)을 두고 동 조직을 통해 국가 사이
버 보안 기능을 중앙집권화하고 통합 관리
- 2015년 4월 1일 창설된 사이버보안청의 전신은 정보기술보안국 (Singapore Infocomm
Technology Security Authority, SITSA)
- CSA는 정보통신개발청으로부터 침해사고대응팀의 역할을 부여받아 운영 중이며, 정보
통신 주요 기반시설(CII) 등 국가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정책을 수립 및 실행
- CSA의 상위 주무부처는 통신정보부(MCI)이며 현재 책임자는 국방부 차관을 역임 했
던 David Koh 국장임

m 국방사이버단(Defence Cyber Organisation, DCO)

▶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국군(SAF) 네트워크 상의 사이버 위협에 관해 24시간 감사 업
무를 수행할 새로운 국방사이버단을 설립(2017.3.3.)
- 2017년 2월말 싱가포르 국방부(MINDEF)의 시스템에 정보유출이 발생하여 850명의
군인과 군 관련 종사자의 개인 데이터가 유실
- 최근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싱가포르 군대는 2016년에 사이버 방어 인력을 2배
로 증가시켰고, Cyber Security Operations Centre 2.0을 통한 새로운 기술 조사를 실시
- 2017년 3월, 국방장관 Ng Eng Hen에 의해 설립된 국방사이버단(DCO)은 4개 편대,
2,600명으로 구성

- 작전을 책임지는 Cyber Security Division, 능력개발을 위한 The Policy and Plan
Directorate,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Cyber Security Inspectorate, 그리고 모니터
링기구와 감사기구, 그리고 Cyber Defence Test and Evaluation Center를 포함하는
Cyber Defence Group으로 조직
- 또한 싱가포르 군대는 사이버방어 직군을 편성하여, 정규직군과 필요 시 작전에 투
입되는 예비 군대 구성된 사이버방어대(Cyberdefenders)를 운영

다) 규제 및 인증제도
▶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수 인증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
며,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았을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정도임
- 예를 들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의 경우 CC인증(Common Criteria)이나 영국 보안제품
전문 평가기관인 NSS가 부여하는 인증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싱가포르 정
부기관 프로젝트 추진 시 가점을 받을 확률이 높음

라)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싱가포르와 호주는 최근 국가 중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교환, 공
동 훈련을 포함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 체결
- 2년 유효한 협정체결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사이버 보안사고, 위협에 관한
상호 정보보안, 그리고 사이버 보안 혁신을 위한 모범 사례의 공유, 관련 기술 정
보에 대한 합동 교육 및 훈련 등, 광범위한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번 호주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싱가포르는 인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을 포함하여 6번째로 양국 간 사이버 보안 관련 협력을 추진
- 싱가포르 사이버보안국(CSA)의 책임자인 David Koh 국장은 이번 협력체결은 사이
버 보안 관련 혁신을 추진하고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지원해 나가는 원동
력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
- 싱가포르는 이미 2016년 10월부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능력향상과 국가차원의 기
반 구축을 위한 자원마련과 전문가 훈련과 교육에 대한기금 마련을 위해 ‘아세안 사
이버 능력 프로그램(ASEAN Cyber Capacity Programme)’을 운영하기 시작
- 여기에는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컨설팅 협력 등을 포함하고 범국가
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이 관련 법령 마련에 관한 내용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