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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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50
1,266,884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인도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세계 23위로 평가되었음

(● 상, ● 중,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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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관련 주요 지수
· 인도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ITU 조사국 175개국 중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인도

지표명

한국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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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ICT 발전지수(IDI 2016)
접근(Access) 부문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7)
UN 전자정부 지수(2016)
WEF 네트워크 발전지수(NRI 2016)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6년 말 기준)
· 인도의 유선통신 보급률은 매우 낮으며 매년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으나, 이동통신
보급률은 86%를 상회하며 양호한 편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인도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4,404
1.9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8,035
56.1

18,733

1.4

20,556

41.1

1,127,809

86.9

61,295

122.7

29.5%

92.7%

1) 정보보호 산업 개요
가) 보안 환경

▶ 인도 보안 시장범죄율 증가로 인해 보안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보안
장비·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임
- 인도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산하 국가범죄기록사무처(National Crime
Bureau Records)에 따르면, 2015년 인도 내 전체 범죄 건수는 약 294만 건으로 전
년 대비 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대표적인 예로 버스정류장 및 보행자용 도로가 미비하고, 전철 역사 주변의 보안
설비 및 관리 요원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보임
▶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가 증가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보안에 대한 수
요가 확대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대중교통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도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비상버튼과 CCTV 및 GPS 시스템을 탑재하는 정책을 추진 중
- 2016년에는 델리와 라자스탄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 인구 수 100만 명 이상의 도시인 ‘Tier 1’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명 미만
의 도시인 ‘Tier 2 ’지역에서도 아파트형 거주지가 늘어나고 맞벌이가 증가하면
서 가정용 보안장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소비자들의 보안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알람 벨, 비디오 폰, 이중 금고, CCTV, 디
지털 도어록과 같은 다양한 가정용 보안제품들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음
▶ KOTRA 자료에 따르면, 인도 보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급속한
도시화, 그에 따른 은행과 현금 지급기의 증가를 꼽음
- 지난 몇 년간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인도 대도시의 쇼핑몰, 지하철역, 상업용 빌딩
등 공공장소에 은행 및 현금지급기 수가 증가
- 또한 테러 위협의 증가, 여성 대상 범죄의 증가,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경찰
수도 주된 요인으로 평가됨

▶ 인도에서 IT 산업과 모바일 앱·뱅킹, 인터넷 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이버 범죄 발생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중국과 파키스탄으로부터 인도 군 당국을 겨냥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과 스파이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협으로 인해 2025년까지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인도 정부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규모로 확산 중인 랜섬웨어가 인도에서도 여파를 끼치고 있
는 가운데, 인도 컴퓨터 긴급 대응팀(CERT-In)에 따르면, 인도 사이버 범죄는 2016
년 12분 당 1건에서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0분 당 1건씩 발생 중
- 주로 발생되는 사이버 공격 유형으로는 피싱, 스캐닝, 사이트 침입, 웹사이트 위변
조, 바이러스 및 멀웨어, 랜섬웨어 및 DDoS 등
- 인도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인도 내 사이버 범죄 발생 건
수는 30만 건으로 집계
▶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각종 테러행위로 경계 대상이 된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IS)가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방어책
이 요구됨
- 전직 CIA 요원이었던 Edwards Snowden과 WikiLeaks 등을 통해 미국 정부기관의
사이버 사찰 활동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안을 위한 투자의 중
요성에 대해 주의가 환기됨

나)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ITU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유선통신 가입 회선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2,440만
회선으로서 보급률은 1.9%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인도의 2010년 유선통신 가입 회선은 3,509만 회선으로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6.2%가 하락한 상황
- 2016년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규모는 전년 대비 9.4%가 증가한 1,873만 명으로
보급률은 1.4%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매년 9%대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꾸
준히 늘어나고 있는 중

▶ 2016년 인도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11억 2,780만 명 규모로 중국
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
-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2015년 처음 10억 명을 넘기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 대비 보급률은 전년 대비 8.1%p 증가한 86.9%로 나타남

2) 정보보호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
m 시장 개요
▶ 인도의 정보보호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 국가 수준에 이르기
까지는 인도 정부와 기업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 물리보안 시장은 공공보안과 가정용 보안으로 구성되지만 공공보안의 비중이 절대
적이며, 2008년 뭄바이 테러 이후 인도 정부가 종합적인 국토 안보 정책의 중요성
을 인식하면서 이 부문과 긴밀하게 연계됨
- 정보보안 시장에서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체와 네트워크 설비업체들 등이 보안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
보안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임
- 인도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총 1억 1,9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성에 주목함
▶ 물리보안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 안보 부문에서는 전자 감시 장비,
지뢰 탐지,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전체 시장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방위사업 이외 분야의 업체들도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 중앙정부나 각
지역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 제공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특히 국토 방위 및 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예산 지출이 증가하면서 CCTV, GPS,
GSM 기반의 추적 시스템, 레이더, 조기 경보시스템, 접근 통제 및 신원 확인 시스
템, 바이오인증 기반의 보안 시스템, 금속 탐지기,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각종 기
기들, 적외선 감지 장비 부문 등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정보보안 시장에서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뢰할만한 시장 정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2015년 인도 시장의 주요 기관들은 보안 모니터링, ID 거버넌스 및 관리, 모바일/클
라우드 보안 거버넌스, 첨단 위협 방어, 애플리케이션 보안, 보안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분야에서 보안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
- 북미,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다양한 IT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도
에서 멀웨어 및 해킹 등에 대비한 정보보호 수준이 낙후될 경우 신뢰도 하락을 초
래할 가능성이 높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야 하는 실정

m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인도의 2016년 정보보호시장 규모는 물리보안 중 국토 보안 관련 예산 규모가 111억
달러이고, 정보보안 시장 규모가 약 12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시장조사기관 SDI에 따르면1), 인도 중앙정부는 국토 보안 관련 기관들의 2015년
예산으로 총 102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지적한 후 2016년 시장규모는 111억 달러로
추정
- 시장조사기관 Gartner는 인도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시장에서의 지출2)이
전년 대비 12%가 증가해 2017년 15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2018년
에는 1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인도상공회의소(FICCI)의 인도 민간보안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인도의
사설 보안시장 규모는 6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m 시장 전망
▶ 시장조사기관 Barnes & Co.의 Barnes Reports는 2016년 인도 물리보안3) 시장을 54억
4,200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2018년 63억 5,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4년 인도 물리 보안 시장은 49억 5,400만 달러로 이후 매년 평균 6.4%의 성장률
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1) SDI, "Homeland Security Expenditure in India to 2020: Market Review", 2015.8월)
2) Gartner, “Gartner Says Information Security Spending In India Will Grow 12 Percent to Reach $1.5 Billion in
2017”, 2017.8.29.,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이 포함된 규모임
3) 보안 경비 및 순찰 서비스 시장 기준

● 2014~2018년 인도 물리 보안 시장 성장 전망(단위: 백만 달러)

출처: Barnes Reports (2017.1)

▶ 시장조사기관 SDI는 2015년 총 2억 4,400만 달러였던 인도의 정보보안 지출 규모가
2025년까지 연평균 7.95%의 증가율을 이어가며 5억 2,5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네트워크 보안 시장 규모는 2015년 9,700만 달러에서 2025년 1억 8,400만 달러로 확
대되며 연평균 6.6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데이터 보안 시장 규모는 2015년 7,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8.52%의 성장률을 이어
가며 2025년 1억 5,8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신원확인 및 접속 관리 부문의 시장 규모는 2015년 5,000만 달러에서 2025년 1억
6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7.79%가 될 것으로 기대
- 클라우드 보안 시장 규모는 2015년 2,800만 달러에서 2025년 7,7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이며, 이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10.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6~2025년 인도 정보보안시장 규모 및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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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Ken Research의 추정치에 따르면, 인도 사이버보안 시장은
2020년 1,780억 리라(약 2억 7,735만 달러)에 이를 전망

나) 분야별 현황

m 물리보안 제품
▶ 전자보안장비 및 시스템 시장은 근래 주변국의 테러 위협과 범죄율 증가로 국가 차
원에서 기존 보안 장비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대두
- 대표적인 유망 제품군으로는 IP CCTV 카메라, 센서 탐자기,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인증 방식(지문, 홍채 등), 소지품 X레이 스캐너, 고급 화재 경보기 등
- 전자보안장비·시스템 시장은 현재 인도시장에서 가장 전도가 유망한 부문으로서,
이 분야가 전체 보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25%를 기록
- KOTRA 무역관의 현지 조사4)에 따르면 인도에서 주로 판매되는 전자보안장비는
CCTV(55%), 접근제어기기(24%), 침입감지경보 시스템(2%), 도어 인터콤(2%) 등
▶ 인도 비디오 감시 시장은 2016년 8억 4,1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32.5%의 성장률
을 보이며 2020년 24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전망5)
- 현재 아날로그 기반 감시 시스템은 전체 시장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IP
4) KOTRA 뉴델리무역관, '범죄율 증가에 성장하는 인도 보안시장'(2016.6.17)
5) NCNOnline, ‘Surveillance Market in India Increased Tremendously’(2017.4.7.)

기반 감시 시스템은 IP 인프라 확산과 가격 감소 및 원격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
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인도 감시 시장은 도시 감시, 호텔, 공항 보안, 소매, 제조, 대학 캠퍼스 등을 중심
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
- 정부는 수요 볼륨 면에서는 가장 큰 세그먼트이며, 상업용과 주거용은 각각 87%와
13%의 비중을 차지
▶ 보안 장비 시장의 중심이 실내 보안에서 공공장소 보안과 감시로 이동하는 추세로
공항 보안, 대중교통 보안, 해안 경비와 관련한 장비 및 신기술 수요가 커지고 있음
- 공항 보안과 관련해서는 바이오인증 방식의 전자 접속 통제 기술, 공항 검색대, 수
하물 대상의 폭발물 탐지 지 시스템 등이 주목받고 있음
- 대중교통 보안과 관련해서는 자가진단 CCTV 시스템과, 자동 무선 이미지 다운로드
기술, 혁신적인 승객용 보안 검색 기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
- 또한 인도 국방부는 해안 보안 강화를 위해 각 종 보안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20
개의 해안 경비 스테이션을 설치할 예정이며, 잠무(Jammu) 지역의 국경을 따라 높
이 10미터, 길이 122.4마일의 방조제를 구축하고 국경 지역의 불법 교역과 불법 이
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국경 관리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
-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보안 제품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m 물리보안 서비스
▶ 2016년 민간 경비 산업 규모는 54억 4,000만 달러 규모로 집계6)
- 민간경비 서비스 부문은 인도 물리 보안 시장 중 75~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보안시장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음
- Barnes Reports 2017에 따르면, 인도 민간 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에는 59달러, 2018년 64억 달러 규모로 각각 7.8%, 8.2%의 증가율
전망

m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시장조사기관 Gartner는 인도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보안(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서
비스) 지출은 2016년 1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10억 1,000만 달러 대비

6) Barnes Reports, “2017 World Industry & Markets Outlook” (2017.01)

10.6% 성장한 것으로 집계
- 2017년에는 12억 4,0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보안 서비스(컨설팅/실행/지원/매니지드 보안 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2015년 당시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했으나, 이 비중은 점차 늘어나며 2020년에는 66%에 이를
전망
- 2016년에는 보안 운영, 사고 대응 네트워크 및 데이터센터 보안, ID 거버넌스 및
관리, 모바일 및 클라우드 보안 거버넌스, 첨단 위협 방어, 애플리케이션 보안, 보안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및 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

▶ Gartner는 또한 인도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시장이 2017년 한 해 전년 대비
21% 늘어난 59억 달러의 규모로 예측했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17%의 성장을 기록
하며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서비스 유형별로는 이메일 보안, 웹 보안 및 ID 액세스 관리(IAM) 등이 높은 비중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퍼블릭 클라우드는 2018년경 보안 애플리케이션의 60%를 넘어서며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형태가 될 것

▶ 네트워크 보안 제품과 서비스가 인도 정보보안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보안 전문 시장조사업체 SDI의 2016년 3월 보고서7)에 따르면, 네트워크 보안 부문
의 비중은 2015년 40%였으며, 2016년 38%를 거쳐 2025년에는 35%를 기록하는 등
비중 자체는 점차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그 뒤를 이어 데이터 보안과 신원확인 및 접속 관리 제품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 같은 비율 구성이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클라우드 보안 분야의 비중이 약 11%로 가장 작지만,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2026년에는 비중이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

7)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India to 2025: Brief'(2016.3)

● 2016~2025년 인도의 네트워크 보안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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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보안 부문 역시 2025년까지 연평균 8.52%의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2015
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시장 규모는 1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SDI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정보보안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향후 5년
간 약 1억 2,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관련 기업들에게도 시장 확대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
- 예컨대 사이버 포렌식 기술과 툴, 사용자 훈련 및 정보보안 침해 조사를 위한 인
프라 구축, 기존 및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러 부처 간 정
보보안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정비 등의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가사이버 협업 센터(National Cyber Coordination Centre, NCCC)와 인도컴퓨터침
해사고대응팀(CERT-In)에 배정된 예산들 중 데이터 보안 부문에 할당되는 비중이
네트워크 보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

● 2016~2025년 인도의 데이터 보안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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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확인 및 접속 관리 부문의 시장 규모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
보안 부문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점유율이 2015년의
11%에서 2025년에는 15%로 높아질 전망

● 2016~2025년 인도 정보보안시장의 분야별 시장점유율 추이 전망(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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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 사업자 현황
m 시장 특성 및 사업자 수
▶ 물리보안 시장에서 전자보안 장비 및 시스템 부문은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상
황이며, 보안 장비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추세가 두드러짐
- 현재 인도 전자보안장비·시스템 시장은 다국적 보안장비·서비스 기업들의 현지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을 통한 제품 생산과 건물보안 시스템이 주를 이
루고 있음
- KOTRA에 따르면 인도 시장에서 조직화된(organized) 보안장비·시스템 업체는 약
700개로 확인되며, 비조직화된(unorganized) 업체의 수는 약 1,500개로 추산
- 보안업체들은 전자보안장비 설치, 감시, 관리 등 보안장비와 보안서비스를 통합한
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Honeywell Automation India 와 Bosch Security India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가격경쟁
력 확보를 위해 인도 현지기업과 협력한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을 통해
보안장비를 판매하고 있음
- 인도 정부조달시장을 통한 인도 보안시장 진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애프터서비스
를 비롯해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에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
이 필요
▶ 정보보안 시장에서는 IoT 및 BYOD 트렌드의 확산으로 인해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에 노출되는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이 급증
-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향후 인도 시장에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이외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MSS), 보안 취약성 관리(SVM) 및 네트워크 보안 역시
주목할 만한 시장
- 인도소프트웨어 연합회(Nasscom)에 따르면, 인도는 2025년 경 정보보안 분야에서
100만 명의 종사자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

m 주요 사업자
▶ Zicom India
- 인도 보안 솔루션 시장의 1세대 기업으로서 전체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선두 기업

- CCTV 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지문인식 기기, 출입 통제 시스템, 화재경보 시스템,
비디오 도어 시스템, 원격보안관리 시스템 등 물리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 2016년 연간 매출 규모는 약 7,800만 달러였으며 전 세계 5개국 보안 시장에서 활
동중

▶ Zoom Technologies India
- 인도 정보보안 시장에서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업계의 대표 사업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도 전역에 보안 영업망을 구축
- Kaspersky, NETASQ, egosecure 등 보안 제품과 솔루션을 유통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및 교육 사업도 진행
- 이 회사는 고객업체에게 전 방위적인 사이버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와 더불어, 시
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보안 기술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
으로 평가
▶ Honeywell Automation India
- 인도에 2005년 진출한 다국적 업체로서 건물 내외의 CCTV 시스템, 원격보안관리
시스템 등 보안업무와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취급
- 건물 복합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의 특성에 따라, 방문자 관리 시스템, CCTV 시스
템, 침입경보 시스템, 접근제어 기기, 에너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등
이 대표적인 상품
▶ Tyco Fire & Security India Private Limited
- 2012년 설립된 보안 전문업체로서 인도 350여 개 도시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미얀마, 몰디브 등에도
진출
- 주요 취급 품목은 접근제어 시스템, 침입경보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물리보안
서비스 부문
▶ Bosch Security India
-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산업 기술 전문 다국적 기업으로서 인도에서는 공항, 철도,
산업용 보안시스템과 건물 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
- 주요 취급 품목은 비디오 감시시스템, 방문자관리 시스템, 접근제어 시스템, 침입
경보 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등 물리보안 시스템 등

▶ Godrej Securities
- Godrej Group 산하의 가정용 보안장비 업체로서, 다양한 소비재를 생산 및 유통하
는 모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소비자 중심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음
- 공공시설용 물리보안 분야에는 진출하지 않았으며, 차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
대되는 가정용 보안 장비 부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
-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360도 회전형 CCTV, 지문인식 도어록 등 가정용 물리 보
안 제품을 출시
- 2017년 회계연도 기준 동사의 매출은 1억 4,24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커넥티드 보안과 개인 보안 부문을 강화 중
▶ Aditya Infotech
- 인도의 보안장비 대형 유통업체로서 20여 개국에서 제조된 다양한 해외 CCTV 브
랜드를 공급하고 있음
- 주요 취급 브랜드는 ACTi, Avtech, CP Plus, Cynix, D-max, Yoko, Eyeview,
Honeywell 등이며, 이 밖에도 Canon, Panasonic, Sony, Eureka Forbes, Godrej, 한
화(삼성) 테크윈 등의 CCTV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 ECD Global
- 2008년에 설립된 IT 및 사이버보안 서비스 전문 제공 기업으로,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으로 지사를 확대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중
- 취약성 평가, 침투 테스팅, 리스크 관리 서비스, 웹애플리케이션용 보안 테스팅,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 비밀번호 보호 등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 중
▶ i3indya
- 취약성 평가와 침투 테스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보안 컨설팅 전문 회
사로, 특히 웹보안과 사이버 지원에 특화된 기업
- 인도연방수사국, 주 경찰청 등의 정부와 대학(IIT) 및 인도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음
▶ Capgemini
- 프랑스 기반 다국적 기업으로 인도에서는 엔드투엔드 보안 자문, 고객 정보보호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주로 제공

-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산업용 시스템 사이버보안, ID 액세스 관
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 보
안 통제 센터, 매니지드 보안 통제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

라) 주요 동향 및 이슈

▶ 인도 정부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아드하르 (Aadhaar) 구축이 활발
- 2009년부터 도입된 Aadhaar는 세계 최대 바이오 정보(지문, 홍채)로, 2017년 3월 기준
약 11억 명의 인도인이 등록
- 최근 인도 정부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자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서
비스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방
- Techsci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도 내 바이오인식기술 관련 산업은 매년 31%의 고
성장을 바탕으로 2021년경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인도 보안 솔루션 1위 사업자인 Zicom India가 전자 보안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
를 보이고 있음
- Zicom은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4G 통신망이 대중화되면서 영상 기반의 보안 시
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서비스로서의 전자보안(electronic security-as-a-service,
E-SaaS)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5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2012년부터 서비스로서의 전자보안(E-SaaS) 전략을 표방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
Zicom은 이와 함께 첨단 홍채인식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2014년 출시됐
던 개인용 호신용 앱 ‘Ziman'을 재단장해 다시 출시하는 등 새로운 보안 영역에
계속 도전하고 있어 주목됨
- 2016년 12월에는 CCTV 장비는 무료로 설치하고 서비스 비용만 받는 Make Your
City Safe(MYCS) 이니셔티브를 개시하며, 서비스 기반 매출에 보다 전략적 비중을
강조
▶ 글로벌 국방 보안 장비 개발 기업인 Lockheed Martin과 인도 보안업계 직능 단체인
‘인도데이터보안위원회(Data Security Council of India, DSCI)'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
보보안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 이 프로그램은 인도 기업들 사이에 정보보안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인력들을
교육함으로써 기업용 정보보안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 인도 전자정보기술부(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DeitY)는 이 프로그램이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정책과 맞물려 기업들 사이에서 상
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
- 특히 Lockheed Martin은 2017년 6월 인도에 F-16 전투기 공급 계약을 따 내며 인도
물리 보안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제 10회 인도 화재 및 보안 박람회 개최
- 2016년 10월에는 인도 상공부와 내무부, 인도상공회의소(ASSOCHAM)가 보안 박람회
를 공동 주관 개최했으며, 동 박람회에는 인도 내무부 장관이 방문하는 등 최근 들
어 인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보안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 참가 기업은 11개국 200여 개 사로, 행사 품목은 CCTV 등 방범장비, 바이오인식장
비, RFID, 사이버보안, 화재경보 시스템, 침입 경보 시스템 등을 전시

3)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m 관련 법령 및 규제
▶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및 시행령
- 인도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는 2011년 4월 개정된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11)의 시행
령을 고시
- 이에 따르면 기업들에게는 보안 활동과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관행과 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산업표준((IS / ISO / IEC 27001)들을 적용하도록 규정
- 해당 산업표준 이외의 표준들을 따르는 경우, 해당 산업협회 등이 코드를 승인받
고 중앙정부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해당 산업표준이나 기타 표준들을 따르는 기업들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독립
감독기구들로부터 감사 혹은 인증을 받도록 규정
- 감사는 연간 1회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프로세스나 컴퓨터 소스 등에 대해 중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감사가 필요
▶ 인도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 1980년 제정된 인도의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80)'은 중앙 정부와
주정부가 공공질서 유지와 대외 관계에서 국가의 안보와 보안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법은 잠무(Jammu)와 카슈미르(Kashmir) 지역을 제외한 인도 전역에 적용

m 주요 전략 및 정책
▶ 국가사이버보안정책 2013(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2013)
- 인도 정부가 2013년 7월 발표한 '국가사이버보안정책 2013(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2013)'은 개인정보, 금융 및 뱅킹정보 등의 정보들에 대해 안정적인 보안 장
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프레임워크

- 전자정보기술부(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DeitY)와 통
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가

공동으로 수립한 이 정책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인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최초
의 정책 사례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음
- 이 정책 프레임워크는 보안 생태계 형성, 개방형 표준 촉진,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보안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메커니즘 마련, 취약성관리 및 보안위협대응 체제 구축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
- 특히 IC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정보를 확보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며, 위기발생시 관리 및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
동 가능한 대응 및 복구 메커니즘을 마련하도록 함

▶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전략
-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15년 정보기술(IT)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전략 제시
- 특히, 전체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디지털 인도는 △디지털 인프라 (Digital Infrastructure) △수요를 기반으로 한 거버
넌스와 서비스 (Governance & Services on Demand) △시민의 디지털 권리 강화
(Digital Empowerment of Citizens)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됨8)
- 2019년까지 25만 개의 촌락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포함해, 전자문서
와 전자서명제 도입, 원격진료 및 인터넷 병원 시스템 구축, 전국 주요지점 무선인
터넷 중계기 설치, 사물인터넷(IoT) 연구소 설립 등의 계획 추진
- 정부는 디지털 인도의 초기 예산을 180억 달러로 예상했으나, 인도 기업들은 총
661억 달러 상당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계획에 호응
▶ UID (Aadhaar) 프로그램
- 인도 고유식별청(The Unique Identification Authority of India, UIDAI)은 주민들의
바이오 인증 정보와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자료들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8) 첫째, 디지털 인프라는 광 인터넷 및 안전한 사이버 스페이스를 핵심으로 하며,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활용
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보급, 공공서비스센터의 간편한 접근, 공공 클라우드의 개발을 통한 사적 공간의 공
유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둘째, 수요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와 서비스는 수많은 행정기관과 사법체계
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서비스,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금융거래 전자화 및 비현금화 등이 포함됨. 셋째, 시민의 디지털 권리 강화는 일반적
인 디지털 해석력 및 디지털 서비스 자료를 인도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협력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모든 문서 및 증명서의 클라우드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주민 개개인에게 ‘Aadhaar’라는 12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를 발급하는 프로젝트
추진 중
- 2016년 3월 현재까지 UIDAI의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할만한 법안은 의회에 계류되
어 있으나 2016년 3월 26일 아다르법(Aadhaar Act of 2016)이 의회를 통과했음
- 이와 관련, 각종 시민단체들은 정보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인도 대법원은 Aadhaar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음
▶ ‘스마트시티(Smart City)’계획에 포함된 치안 기능 강화 사업
- 인도 정부는 2015~2016년 기간 중 ‘스마트 시티’(Smart City) 사업에 연간 9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100곳을 건설한다는 계획
추진
- 2016년 1월 26일 인도 도시개발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가 발표한 1차
사업 대상 지역 20곳의 사업 제안서에는 비디오 감시 시스템, 비상호출 시스템 등
을 포함하는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고속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와 각종 생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며, 소규모 지역에서 검증된 개발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 이 사업에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연합, 국제금융공사(IFC) 등의 국제기
구도 투자 지원을 약속했으며, 세계은행에서 3년간 약 180억 달러, 국제금융공사에
서 35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및 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다국 간 안보협력 강화
- 2017년 3월 IT 장관 Ravi Shankar Prasad는 인도 정부가 사이버 테러 문제 대처를
위해 개방적 자세로 국제적 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가지식네
트워크(National Knowledge Network)를 통해 동남아,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지식 공유와 연구 협력에 나설 것으로 언급
- 2015년 오스트레일리아와 공동 해양보안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범죄와 테러
척결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다지고 있음

나) 담당기관
▶ 인도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In)
-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도의 전문 IT 보안
기관으로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 CERT-In은 △정보보안 품질서비스 △보안 인지 △리서치 분석 △사이버공격 감시
및 대응 등 4개 분야에서 3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함
- 예컨대, 사이버 공간에서 보안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하는 역
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실천 사항, 절차, 예방책, 대응책,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백서 발간 작업 등을 수행함
▶ 국가사이버조정센터(National Cyber Coordination Center, NCCC)
- 국가사이버조정센터(National Cyber Coordination Centre, NCCC)는 인도의 정보보
안 및 온라인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 2014년 9월 인도 정부에서 이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2015년부터 2027
년까지 1억 5,400만 달러를 투입해 신설
- NCCC는 통신 메타데이터를 검열하고 다른 정부기관들의 정보수집 활동에 협조하
기 위해 세워졌으며, 이에 대해 시민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
기됨
- 同 기관은 △사이버 범죄 예방 전략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훈련 △오래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률에 대한 검토 등을 담당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 집단
들이 소셜 미디어 등을 악용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인도 및 미국의 정보기관
들과도 공조하고 있음
▶ 국가재난관리청(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NDMA)
-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산하의 국가재난관리청은 자연 재해 혹은 인재
사고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고 위기발생 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
- 재난관리법(Disaster Management Act)에 의거해 설립된 NDMA는 재난대응 정책의
프레임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제시
▶ 국가핵심정보인프라보호센터(National Critical Inform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entre, NCIIPC)
- 2014년 설립된 NCIIPC는 인도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다양한 정보보안 이슈를 조율하고 전력, 통신, 방위 등 국가 주요 인프라를 관
장하는 정부기관으로 자리매김함
- 통신정보기술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 통신 및 메시지를 대상으로 한 중앙 모
니터링 시스템(CM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통신망보안협동위원회(National Telecom Network Security Coordination Board,
NTNSCB)를 통해 인도의 국가통신망 안전을 강화함
▶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 전자와 정보통신 부문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e-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연구개발(R&D) 및 혁신을 추진하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효율성 향상
과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을 지원
- 디지털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전자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전자제품 하드웨어
제조와 ICT 산업을 지원하며, 사이버 공간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
▶ 인도 정보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 DoT)
- 정보통신부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품격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됨
- 인도를 통신 장비 제조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국가적 요구사항에 부흥하는
새로운 통신 표준을 개발하며, 국내외 투자자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목표를 추진

다) 규제 및 인증제도
▶ 핵심 인프라 관리를 위한 표준 및 위기관리 계획이 요구됨
- 인도에서 핵심 정보 인프라를 운영하는 모든 조직들은 보안인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인 ISO 27001 네트워크 보안 표준 (Network Security Standard ISO 27001)에
의거한 정보 보안 관리 실천방침을 실행할 것을 권고 받고 있음
- 모든 정부부처와 주요 기관들은 사이버 공격과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관
리계획(Crisis Management Plan)을 수행해야 함

라)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인도를 겨냥한 대규모의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이 늘어남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2017.8)
- 인도 재무장관인 Arun Jaitley는 2017년 6월에 발생된 사이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도 경제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언급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금
지나 과세 등 다양한 규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발표
▶ 인도 정부는 일본과 사이버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2017.8)
- 인도 외무부는 양국 협력을 통해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이버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키로 함
▶ 인도전자정보기술부는 향후 5-7년 동안 인도 IT 경제 규모를 1조 달러까지 확대시키
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발표(2017.6)
- 산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된 이 이니셔티브에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 정
책과, 데이터 보안 및 보호 정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으로 언급
▶ 인도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In)은
자국 내 사이버공간 보안을 위한 데스크톱과 모바일 보안 솔루션인 ‘Cyber
Swachhta Kendra’ 제공에 착수(2017.2)
- ‘봇넷 치료 및 멀웨어 분석 센터’라는 뜻의 이 솔루션은 컴퓨터 감염 확대를 막
기 위해 최종사용자에 감염 사실 공지, 치료 및 시스템 보안 등을 실행
- 동 솔루션 배포는 Digital India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으로, ‘국가사이
버보안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조치

▶ 인도 정부는 미국과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2017.1)
-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산하
침해사고대응팀과 미국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사이버
보안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 이미 인도와 미국은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MoU를 체결한 적이 있으며, 동 MoU
는 기존 파트너십의 연장선 상에서 체결

▶ 인도 내 모든 휴대폰에 비상 버튼(panic button)과 GPS 기능 탑재가 의무화됨
(2016~2017)
- 인도 여성아동복지부(Ministry of Women&Child)는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와 협력을 통해 휴대폰을 여성 안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
기로 함
- 이에 따라 2017년 1월까지 인도 내 모든 휴대폰에 비상버튼 탑재가 의무화되며,
2018년까지 GPS 기능 탑재가 의무화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