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동 시장
m 중동 시장의 특징
▶ 중동(Middle East)1)은 동지중해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이르는 지역을 뜻하는데, 그 범
주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이집트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 및
이란 등을 포함
- 걸프지역(The Persian Gulf): 아라비아반도와 이란사이의 만(gulf)인 페르시아만
일대를 말하며,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오만 등
- 마그레브지역(Maghreb): 아랍어로 ‘서쪽’이란 뜻으로 아라비아반도 기준 서쪽에
위치한 북서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 등
- 레반트지역(Levant): 역사적으로는 지중해 동쪽지역을 의미하며, 1920년 프랑스의
시리아, 레바논 점령 후부터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 중동 시장 주요국의 한국과의 관계(2016년 기준)
항목

수교일

우리나라
수출규모
(US$ 백만)

우리나라
수입규모
(US$ 백만)

오만

1974. 3

616

2,367

UAE

1980. 6

5,870

6,941

카타르

1974. 4

536

10,081

이란

1962.10

3,717

4,640

사우디아라
비아

1962.10

5,644

15,742

이스라엘

1962. 4

1,275

865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

우리나라의
주요수입품

자동차, 열연강판,
철강관, 축전지, 합
성수지 등
해양구조물, 자동
차, 기호식품, 냉난
방기 등

천연가스, 원유, 기
타석유화학제품, 기
타비금속광물 등
원유,
석유제품,
LPG, 알루미늄, 금
은 및 백금 등

승용차, 건설중장
비, 비철금속제품,
철강관 등

천연가스, 원유, 나
프타, 알루미늄괴,
LPG, 선박 등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승용차,
디스플레이 등
수송기계, 전기
기기,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승용차,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건설
중장비 등

원유, 아연괴,
동괴, 연괴, LPG,
기타금속광물 등
원유, 나프타,
LPG, 석유화학
제품 등
전자현미경,
반도체제조장비,
계측기 등

출처: Kotra-국가별 정보

1) 중동(Middle East)이라는 용어는 1990년경 유럽을 중심으로 오리엔트(Orient)를 근동(Near East), 중동(Middle
East), 극동(Far East) 등으로 구분한데서 유래한다.

▶ 주요 중동 국가별 IDI를 확인한 결과 아랍국가들 중에서도 GCC 주요국인 UAE, 카
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ICT 발전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ICT 인프라에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UAE와 카타르는 2016년 IDI 종합
순위에서 각각 38, 46위를 차지하며 작년에 이어 이 지역 ICT 발전의 중심 역할
을 하고 있음

● 중동 시장 주요국 ICT발전지수(IDI)
국가

IDI(2016년)

접근성(access)

이용성(use)

스킬(skill)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오만

59

6.27

46

7.37

58

5.39

96

5.83

UAE

38

7.11

24

8.14

27

6.82

105

5.63

카타르

46

6.90

33

7.91

35

6.32

88

6.03

이란

89

4.99

79

6.26

110

2.74

65

6.96

사우디아
라비아

45

6.90

47

7.29

36

6.32

55

7.30

이스라엘

30

7.40

18

8.28

42

6.02

22

8.38

한국

1

8.84

8

8.99

3

8.57

3

9.08

출처: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6'(2016)

가. 오만

‘17년 예상GDP(십억달러)

71.90

'17년 인구수(천명)

3,424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오만은 우리나라 대비 사이버 보안 역량이 전반적으로 우수

(● 상, ● 중, ● 하)
2017 GCI 지수
국가명

5대 하위 항목 평가

및 순위

종합

지수

순위

법제

기술

조직

역량

협력

오만

0.871

4

●

●

●

●

●

●

대한민국

0.782

13

●

●

●

●

●

●

∎ ICT 관련 주요 지수
· 오만의 전반적인 ICT 분야 발전 수준은 전세계 상위 약 33% 대에 머물고 있음

지수명
ITU ICT 발전지수(IDI 2016)
접근(Access) 부문
활용(Use) 부문
기술(Skills) 부문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7)
UN 전자정부 지수(2016)
WEF 네트워크 발전지수(NRI 2016)

오만
점수
6.27
7.37
5.39
5.83
0.871
0.596
4.3

한국
순위
59
46
58
96
4
66
52

점수
8.84
8.99
8.57
9.08
0.782
0.892
5.6

순위
1
8
3
3
13
3
13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6년 말 기준)
· 오만은 유선통신 기반이 미흡한 반면 이동통신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

오만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422
9.8
유선전화
266
6.2
유선브로드밴드
6,866
159.2
이동통신
69.8%
인터넷 이용률
항목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8,035
56.1
20,555
41.1
61,295
122.7
92.7%

1) 정보보호 산업 개요
가) 보안 환경
▶ 전 세계적으로 보안 위협성이 2000년 이래로 최고조에 이르면서 오만 정
부기관들은 2015년을 기점으로 보안 솔루션 의무 설치를 시행함
- ITU 보고서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6”에 따르면, 오만
은 ICT 발전 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 상에서 세계 175개국 중
59위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6위를 기록함
- 글로벌 조사에서 오만의 순위 상승은 클라우드와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이 오만의 비즈니스 혁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IT 및 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네트워
크 안전을 위한 자원 및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오만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 시설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
하고 있으며, 범죄의 발생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초, 보안 솔루션 업체 Symantec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
들에 대한 멀웨어 ‘Trojan.Laziok’를 발견해 발표했으며, 이들 멀웨어
의 사이버 공격 주요 대상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25%), 사우디아라
비아(10%), 오만(5%) 및 카타르(5%)인 것으로 나타남
- 오만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와 관련된 다수의 대형 프로젝
트들을 시작으로, IT 투자에 대한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SMAC2) 기술
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증가로 오만
IT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시행된 메트릭스트림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오만 금융기관의
66.2%가 지난 1년간 최소한 한 번의 사이버 공격을 경험
- ICT의 발전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2) SMAC : Social. Mobile, Analytics, Cloud

사물인터넷(IoT) 등의 신생 채널을 통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 오만은 산업화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 대비 범죄율이 낮은 편이며, 세계적
으로 알카에다 및 이슬람 국가(IS)와 관련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
나, 오만의 국가 특성상 테러에 관한 안전 국가로 인지되고 있음
-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내의 알카에다와의 전쟁
을 선포한 가운데 테러 세력들이 아랍 세계 내외에서 테러리스트들을
모집 및 양성해오고 있으나, 오만은 아랍 세계에서 유일한 테러 청정지
역을 유지하고 있음
* 오만에는 이슬람 세력 중 테러리즘을 주도하는 알카에다와 IS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 연구 조사에 의하면, 오만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
게 된 것은 오만의 종교인 온건 교리를 따르는 이바디(Ibadi)3) 종교가 테
러리즘을 지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나)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유선통신
- 2016년 기준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42만 명,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는 26만 명 수준으로 이는 전년 23만명 대비 15% 정도 증가함
- 전체 가구의 43.98%가 유선 브로드밴드를 설치했으며, 전체 인구의
77.62%가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2015년 말 기준)
- 오만통신규제위원회(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TRA)에 따르면,
25Mbps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자 수는 소수이며, 10Mbps 유선 인터넷 사용자
수도 6750명, 전체 브로드밴드 사용자의 97%가 2~10Mbps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어, 우리나라 IT 통신 인프라와 비교 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2015년
말 기준)
- 오만의 경우 대부분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
3) Ibadi : 오만, 동아프리카, 잔지바르, 리비아, 튀니지의 제르바섬 및 알제리의 음자브(M’zab)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교리는 온건하며, 자체적으로 ‘이맘’을 선출, ‘이맘’이 절대군주이자 군사지도자·종교적 권위
자로서, 그렇지 못한 통치자라면 공동체는 그를 폐위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이 특징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유선 브로드밴드 인프라 향상을 통하여 신규
가입자들이 특히, 광통신 기반의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
- Netflix의 경우 2016년부터 GCC(걸프연안 6개국으로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로 구성)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5Mbps 수준의 초고
속 인터넷서비스(ultra high dehinition service)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러한
신규 서비스는 고속 인터넷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국가브로드밴드전략(National Broadband Strategy)의 일환으로 오만 브로드
밴드사(Oman Broadband Company)는 무스카드 지역의 7만 주택과 사무실
등에 광 네트워크 접속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40년까지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 광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 오만 인터넷 통신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Omantel과 Ooredoo 양사에 의해 제공되며
자사의 광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FTTH(fibre-to-the-home)기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 Omantel은 51%가 오만 정부 지분인 국영 통신사로, 2015년 인터넷 브로드밴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1억 2,000만 오만 리알(약 3억 1,17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실시
- 2014년 Omantel은 통신규제청(TRA)의 250개 원거리 지역 연결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104개 마을에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구축
- Ooredoo는 5,500km 길이의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에 1억 2,500만 오만 리알(약 3억
2,460만 달러)을 투자하고, 120개 학교에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했으며 일종의
enclave 지역인 Musandam(오만 국토이나 UAE 영토에 위치) 내 Madha 지역 800
개 가구에 광케이블망을 구축했음

▶ 이동통신
- ITU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오만 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
는 686만 명 규모로서 159.2%의 보급률을 보임
- Oman Mobile과 Ooredoo 2개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있으며, 이동통신 가입
자 수는 Oman Mobile은 272만 명(2013년 12월), Ooredoo는 247만 명
(2014년 2분기)이었음
- Oman Mobile은 오만 최초의 통신사업자인 Omantel이 99%의 지분을 소
유하고

있으며,

GSM-900MHz(GPRS,

EDGE),

900/2,100MHz

HSPA+, 1,800MHz FD-LTE, 2,300MHz TD-LTE 서비스를 제공함
* Omantel은 오만 정부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UMTS,

- Omantel(Oman Mobile)과 카타르 기반의 Ooredoo는 800MHz와 2.6GHz
스펙트럼 밴드를 최근 확보하였으며, 4G LTE 인프라의 확대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 중임
- 오만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는 2016년
내에 제 3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등장으로 통신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오만 유무선 통신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

항목

2005

2010

2015

2016

가입자 수

보급률

가입자 수

보급률

가입자 수

보급률

가입자 수

보급률

13

0.5

59

2.1

233

5.6

266

6.2

유선통신

265

10.5

284

10.1

435

10.5

422

9.8

이동통신

1,333

52.9

4,606

164.3

6,647

159.9

6,866

159.2

유선
브로드밴드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2) 정보보호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
m 시장 개요
▶ 오만은 IT 보안제품에 대해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ITA)가 모니터링을
시행하는데, ITA는 산하 부서인 Centre of Information Security(CIS)와 오만
침해사고대응팀(OCERT)에 의해서 관련 업무 시행
- ITA는 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더존비즈온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오만은 CIS를 통해서 IT 보안 제품들의 기준, 관련 정책 등을 제시

▶ 오만은 전 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관련 사건 등의 정보보안 문제에 직면함으로서 사이버 위협 및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오만정보기술청(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ITA)에 의하면, 오만은
2015년 5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ITA의 Information
Security Devision은 오만 정부 네트워크들에 대한 공격 480만 건과 정부
포털에 대한 39만 8,000건 이상의 공격을 방어하였음
-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오만 정부와 민간 분야와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이 증가함
- 오만 법무부와 ITA는 협력을 통하여 반(反)사이버범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관련 기술요구 및 표준들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타
정부기관 및 유관 비정부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함
▶ 물리보안 시장 중 국토 안보 부문에서 오만은 1980년부터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원조 및 국가 펀드를 활용하여 오만
자국의 무기 현대화 및 확대를 추진함
- 오만은 다른 GCC4) 회원국들처럼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즉각 구매할 정
4)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 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바레인·카타르·오만·아랍에미레
이트 6개국에 의해 1981년 설립

도로 부유한 국가는 아니므로, 미국은 Foreign Military Financing(FMF)을
통하여 오만 국경 수비 및 對테러리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오만은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국가 항공 대응 체계, 지대공 및 공
대공 미사일, 미사일 방어 체계, 탱크, 순항모/해안 보안 시스템, 對탱크
방어 무기 등을 구매함
▶ 석유가스, 은행, 항공, 유틸리티 등의 산업분야에 ICT와 보안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ICT 투자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석유가스분야로, 오만석유개발공사
(Petroleum Development Oman, PDO)에서는 원격감시, 보안, 모바일
데이터센터 등 ICT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음
- 또한 정부 관청, 공공기관, 신축의 경우 CCTV 등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
화하고 있어 이들 기관들도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음
● 오만 보안 제품 주요 소비처
수요자
정부기관
군경
인프라

세부 내역
국방부, 상공업부
ROP(왕립 경찰청), RPO(왕궁 경비청), 군(Sultan Armed Forces), 국경 수비대 등
항만, 공항, 도로, 석유·가스 개발지역 등

건물

은행, 호텔, 병원, 상가, 주유소 및 주거단지

교육

학교

출처: KOTRA, 오만 CCTV 시장동향(2014)

● 보안 제품 최종 수요처별 비중
분야

수요 비중

정부 및 민간 입찰

75%

정부 기관 및 민간 회사의 직접 구매

10%

주택 및 주거단지

10%

기타

5%

출처: KOTRA, ‘오만 CCTV 시장동향’(2014)

m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오만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정보보안 분야가 2,550만 달러, 물리보안
분야가 4,830만 달러 규모로서 총 7,380만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 오만의 경우 활발하게 정보보호 시장이 성장 중이지만, 인구수가 약 400만
명으로 작은 편이어서 GCC 주요국 중 소규모인 7,000만 달러 수준임
● 오만 정보보호시장 규모(2014년 말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정보보안

물리보안

합계

오만

25.5

48.3

73.8

출처: KISA, ‘정보보호 산업 해외시장 진출방안 연구’(2015.9)

▶ 오만은 ITU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

security Index, GCI)에서 중동권에서는 6위로 세계 평균인 4.94를 넘어선
6.27을 기록함
- 조직, 법제도, 기술 및 측정 프로세스, 아랍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을 평
가 항목으로 하고 있는 본 보고서에 의하면, 오만은 고수준의 사이버 보
안 전략과 마스터플랜에 기반하여 조직적 실행이 우수한 국가로 평가
- 오만은 컨설팅 업체 Ernst and Young(EY)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정보
보안 서베이(Global Information Security Survey, GISS)를 수행하였으며,
보안 예산, 투자, 가버넌스, 효과, 보안 프로그램 성숙도, 보안 환경, 신
기술 및 동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국의 정보보안 수준에
대하여 타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 또한 IT 보안 교육 분야에서도 오만 침해사고대응팀(OCERT)이 교육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보보호교육과정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이
버보안 국제 인정 자격증 프로그램 하에 350개 공공분야에서 프로페셔
널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국방연구에 집중 투자한 결과 사
이버보안 기술력 강화로 귀결되어 중동지역에서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평
가5)되고 있으나 약 400만 명에 불과한 인구수로 인해 시장 확대는 제한

적인 실정임
- 보안장비 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CCTV는 오만에서도 수요가 크게 증
가하고 있음
- 최근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해 증가된 절도, 강도 등의 범죄율에 대응하
기 위해 치안·보안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도로확장 및 속도 감시 장비
설치 확대를 위한 수요가 확대됨
▶ 오만 침해사고대응팀인 OCERT는 2015년 오만 내 보안 위협(Security
Threat Notification and Alerts, TNAS)은 1,292건에 이르며, 이 중 449건
은 실제 사이버 사고에 해당된다고 발표함
- 한편, 오만 정보기술청(ITA)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사이
버위협 중 총 대응 건수는 509건으로 나타남
● 2015년 오만 내 사이버위협에 대한 총 대응 건수
2015년 계(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09

139

107

86

177

출처: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5) 손경호(2014), "KISA, 중동 사이버보안 협력거점 확보", ZDnet Korea, 2014.10.24

m 시장 전망
▶ 오만은 GCC 타 국가 대비 화학 분야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으로
서 2014~2017년 GCC 국가 전체 화학 분야 보안 투자 중 약 40%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됨
- 오만은 2014~2017년 보안 투자 중 교통 분야 투자가 가장 클 것으로 예
측되며 GCC 전체 국가들의 교통 분야 투자액 8억 3,400만 달러 중 약
15%를 차지할 전망

● GCC 프로젝트별 보안 투자 규모 예측(2014~2017년)
(단위: 백만 달러)

출처: MEED Insight(www.meed.com)

▶ GCC 전체 보안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14년~2017년 42억 달러 규모이며,
오만은 5.41억 달러로 가장 작은 규모임

● GCC 국가별 보안 솔루션 분야 투자규모 예측(2014~2017년 합계)
(단위: 백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1,299 (31%)

994 (24%)

595 (14%)

569 (14%)

541 (13%)

출처: MEED Insight(www.meed.com)

나) 분야별 현황

m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 GCC 타국가와 마찬가지로 CCTV 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최근 2~3년 사
이 한국산 한화테크윈(舊 삼성테크윈), IPTEC, Pinetron, Camtron 등의
브랜드가 시장에 잘 알려져 있음
- 이 중 브랜드 경쟁력이 가장 강한 한화테크윈(삼성테크윈) 제품이 다른
중소기업 경쟁사 제품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높은 편임
- 또한, 시장 진출 역사가 오래된 유럽 및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바이오인식) 오만에서 가장 보편화된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오만 경찰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할 시 사용하고 있는 데, 우
리나라 기업인 슈프리마 제품이 납품된 바 있음
- 민간 기업의 경우, 직원 출근 확인, 외부인 접근 제한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슈프리마를 비롯하여 ZKTeco(중국), Matrix Security
Solutions(인도), HID Secure(미국)가 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m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방화벽) 오만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화벽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의 Kaspersky
Lab과 미국 Symantec의 Norton으로 양분되어 있음
- 하드웨어의 경우, Dell 및 Cisco를 중심으로 미국 회사 제품이 강세를 보
이고 있으며 여기에 인도의 Cyberoam도 경합을 벌이고 있음
- 또한, 시장 진출 역사가 오래된 유럽 및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IT 보안 프로젝트) 오만 정부는 개인 정보 및 지적재산권 강화는 물론
중동지역내 정정불안에 따른 영향력이 오만내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
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인 사이버테러 대비를 위하여 IT 보안 강화
노력 및 관련 프로젝트를 발주함
- 오만 정보기술청(ITA)은 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더존비즈온과

디지털 포렌식 센터 건립을 위한 11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음
- 동 계약은 오만에 디지털 포렌식랩을 만들어 컨설팅, 시스템 구축, 운영
까지 한국형 정보보호 모델을 수출한 건으로 단순 기술 판매가 아닌 지
속적인 서비스 창출형 프로젝트 수주 모델임
▶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오만의 IT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따라 사업
자는 부가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제공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 예로, 통신사업자 Ooredoo는 2015년 5월 자사의 기업 인터넷 사용자
를 위해 DDoS 공격을 방어하는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기 시작함

다) 주요 사업자 현황
m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 공항 건설, 공공기관 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서의 물리적 보안 및
보안 시설 운영 분야는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며, 오만 국
내 기업들의 정보보안 솔루션 제공이 증가하고 있음
- Thales와 Lockheed Martin과 같은 대형 글로벌 보안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오만 내 대형 인프라 구축 및 공공 프로젝트 등을 수행해오고 있음
- 중동 국가들의 경우, 주변 국가들과 유사한 통신환경 및 기업 환경 원인
으로 인하여 특정 한 국가에만 한정된 기업 형태라기보다는 UAE, 카타
르, 오만 등지에 두루 사무소를 두고 있음

m 주요 사업자
q 정보보안 제품 유통사
▶ 오만내에는 IT 보안 제품군을 생산하는 회사가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
으며, 통상적으로 에이전트 또는 바이어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
- 에이전트의 경우 유명 다국적 기업의 IT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바이
어(리셀러 등)의 경우 UAE를 통해 재수입하거나 다양한 제품군을 수입

및 조립하여 현지에 맞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음
·UAE는 2014년 기준 70억 달러 규모의 IT 수입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상당량이 오만을 비롯한 중동내 제 3국으로 재수출되고 있음
·UAE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UAE에서 오만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전체
수출규모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오만 주요 IT 보안 제품 바이어
회사명
ITWork

Khimji Ramdas
OHI Electronics
Al Seeb Technical
Establishment
SACTECH

내용
· 오만 IT 제품 취급 회사로, 오만 경찰청 등 정부기관 및 주료
민간기업에 납품
· IBM 등 유명 다국적기업 제품 딜러로 IT 분야

외 주요 소비

재를 수입하는 기업임
· Hangzhou HikVision
· 삼성 등 IT 기업 주요 기업 제품 수입
· 슈프리마, 하니웰 등 주요 IT 보안 회사 관련 제품 수입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2016.10)

- 오만 IT 보안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09년 오만과 FTA를 체결한 이후 △타경쟁국에 비하여 낮은 관세
△국가 브랜드 △기술력의 3가지 강점을 IT 분야에서 FTA 체결 효과를 보고 있
는 것으로 업계내에서 평가받고 있음
q 정보보안 제품 제조사(외국계 수출 기업)
▶ First Information Security (First Info Sec)
- 모바일 음성 및 메시지 보안,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안, 정보보안 및
위기관리 서비스, 정보보안 교육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 관련 솔루션 제공
- MENA 지역 고객사들에게 정보보안 솔루션을 제공, 2008년에 설립됨
-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이집트에 사무소가 있음
▶ Sachin Technologies LLC (SACTECH)
- 석유 및 가스, 정부, 통신, 금융, 유통, 공항, 교육기관, 헬스케어, 소매, 호
텔 및 건설 산업 분야와 Fortune 500대 기업 등에 정보보안 솔루션 제공

▶ Vision Innovative Technologies LLC (VIT)
- 2007년 설립된 기업으로서, 정보보안 솔루션 및 CCTV 솔루션 등의 물리
적 보안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정보기술, 정보보안 솔루션, 에너지 관련 솔루션, 웹 솔루션, CCTV 솔루
션, 자동차 모니터링 솔루션 등이 주요 취급 품목임
▶ Gulf Business Machines (GBM) Oman
- 1990년 IBM 파트너사로 설립된 IT 솔루션 업체로서 현재 1,200여 명의
다양한 산업분야 (전자정부, 은행 및 금융, 통신, 소매, 석유 및 가스) 전
문가를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사무소는 UAE 아부다비(본사), UAE(두바이, 샤리아), 바레인, 쿠웨
이트, 오만, 카타르, 파키스탄에 있음
- 사이버보안 솔루션제품 및 서비스로는 보안 관련 위협 분석, 웹브라우저
기반 보안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및 서버 등의 인프라
보안 등임
- GBM Oman은 대형 공공 및 민간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1990년에 설립되었음
▶ Thales
- 1970년 대 오만 최초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면서 오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 1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MOTC), 오만항공
(Oman Air), 오만 군대(Omani Armed Forces) 및 the Security Agencies
of Oman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항공, 교통, 국방
및 보안 분야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라) 주요 동향 및 이슈
▶ OCERT가 미국 FIRST(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2017.6)
- FIRST는 정부, 민간 및 교육 섹터에서 보안 공격을 다루고 있는 사고 대
응 및 보안팀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임
- 해당 협의는 사이버보안 공격 및 위험 교육 코스 및 정보 공유 등은 물론 사이버
보안, 조직이벤트, 코스, 컨퍼런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 Thales, 오만 내 증가하는 사업기회에 대응하고자 2014년 초, Musat
Grand Mall 내의 Al Tilal Complex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무스카트와
살랄라 신공항 프로젝트를 수주함(2015. 7)
- 2015년 무스카트와 살랄라 신공항 보안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Master System Integrator(MSI)구축을 통해 통합기술 보안 솔루션 제공,
침입방어 추적 시스템, 비디오 방어 시스템, 접근 제어, 장비 검사, 보안
체크 지점, 액세스 및 백본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고성능 서비스 보장
- 무스카트 신공항 개발은 오만 내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신공항 터
미널 개장 시, 연간 1,200만 명을 수용함으로써 오만 관광 산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
- 오만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살랄라 공항은 2015년 6월 15일 개장과
동시에 초기 연간 1백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음
- 무스카트와 살랄라 신공항 모두 세계 최대 항공기인 에어버스의 A380
수용이 가능함
▶ Oman Airports Management Company(OAMC)는 무스카트와 살랄라 공항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글로벌 산업 보안 및 군수 대기업인 Lockheed
Martin의 BEONTRA Suite을 선정함(2016. 3)
- 무스카트와 살랄라 국제 공항 및 오만 국적 항공사인 Oman Air의 잠재적인
성장 계획을 위하여 Oman Airports Management Company (OAMC)는
BEONTRA 예측 솔루션을 공급하는 Lockheed Martin과 7개년 계약을 체결함
- 2015년 무스카트 국제 공항 이용 승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OAMC는 2020년까지 연평균 18%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세계 공항 TOP
20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OAMC는 BEONTRA Tool을 채용함으로써, 무스카트와 살랄라 공항의 전
략적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오만-말레이시아, 사이버 보안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체결(2015. 10)
- 협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상호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여 사이버
보안 사고 및 대응,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대한 분석에
대한 협력을 통하여 양국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사이버 보안 위협, 위험 관리 및 중요 인프라 조직에 대한 보안
분야에서 협력하며, 관련 교육 및 조사 분야에서도 협력할 예정임

▶ 오만 국가침해사고대응팀(OCert)은 NTRA(National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Egypt, Nispana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
하기로 함 (2016. 8)
- 2016년 10월 30일 ~ 11월 1일까지 열릴 제 5차 Regional Cyber Security
연례회의를 기획,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함
- 본 회의는 ITU-Arab Regional Cybersecurity Center (ITU-ARCC)가 주관
하는 사이버 범죄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하여 22개 아랍국가들과
북아프리카 국가들간 협력에 관한 내용이 중심임

3)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m 관련 법령 및 규제
▶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Law)
- 전자거래법은 Royal Decree 69/2008에 의해 공표됨
- 전자 문자 및 전자적 전송에 따른 법적 효력, 전자적 전송 및 전자 계약
형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보호 방법, 관할 기관, 관련 자격 및 인증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에 대한 정부의 이용,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임

- 본 법의 주요 목적은 △신뢰할 만한 전자 메시지 또는 기록을 이용한
전자적 전송 활성화 △전자적 전송 에 대한 일체의 방해 및 위협 제거
△전자문서의 전송 활성화 △전자 우편 및 전자 문서 수정에 대한 위조
최소화 △전자 우편 및 기록에 대한 인증 및 안전과 관련된 규칙, 규제,
제도를 위한 원칙 일원화 수립 △전자 거래, 전송 및 기록의 인증과 안
전에 대한 신뢰도 확립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걸프 국가 및 아랍 국가
들간의 전자적 전송 분야 발전 등임
▶ 사이버 범죄법(Cyber Crime Law)
- 사이버 범죄법 (Royal Decree No 12/2011)은 오만의 새로운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오만 ITA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IT 전
략 실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법으로 평가됨
- △안전의 위반, 데이터 & 전자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정
보기술 도구의 오용 △정보의 위조 및 사기 △콘텐츠 관련 범죄 △신용
카드 무단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임
▶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
- 오만은 피고용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명시적인 특별법안은 없음
- 그러나 피고용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인의 주의를 요하
는 일반법은 제정되어 있으며 △기본법(Royal Decree No 101/1996) △형
사소송법(Criminal Protection Law로 보완)은 제정되어 있음
- 오만 정보기술청(Oman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ITA)은 전문가
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3번의 세션을 개최
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현재 새로운 법률 초안이 의회 제출 전 법무
부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상태임
▶ 통신법(Telecom Act)
- 통신법은 2002년 제정된 Royal Decree No. 30/2002에 의해 입법화되어,
오만 통신 분야에 대한 일반 정책과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이전의 규칙
과 법들이 본 법으로 대체됨
- 본 법은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보장하며, 통신사업자들에게 부여한 라이선스의 조건
준수 여부, 통신 산업의 발전에 향상에 기여하는 지 등에 대해서도 규제함

▶ 전자상거래(E-Commerce) 법안
- 오만 정보기술청(ITA)이 2006년부터 미국 상공부와 함께 오만 전자상거래 법
안 관련 공동 연구 실시
- 2008년 오만은 E-Commerce 법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동 법에 의거하여 전자상
거래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 마련

m 주요 전략 및 정책
▶ 전자정부 계획(eGovernment Transformation Plan)
- 국민들의 기술적 및 실전 스킬을 발전시킬 필요성과 국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자료들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8년 술탄의
강력한 의지 하에 수립되었으며, 운영 및 전자적 전송에 집중하여 프로
세스 단순화, 기술 채용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주도하게 됨
- 2012년 6월 12일, 전자정부 이행 전략(e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이 내각에 의해 승인되어 공공기관들이 양질의 전자정부 서비스
(e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도체계와 목표들이 ITA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에 전달되었음
- eService를 통하여 공공 분야로의 정부 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기
관들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부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eGovernment Transformation 계획은 ePresence Stage (2013년 6월),
Interaction Stage (2013년 12월), Transactions Stage (2014년 12월),
Transformation Stage (2015년 12월), eParticipation Stage(현재 진행 중),
eBorder/eRegional Stage (장기 계획)의 6개 주요 단계로 구성됨
▶ 국가 인프라 개발(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KI 등
- ITA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eVisa, Public Key Infrastructure(PKI),
ePayment Gateway, National Data Center, Oman Government Network,
National Contact Center 프로젝트가 있음
-

특히,

PKI

분야는

국가디지털인증센터(National

Digital

Certification

Center, NDCC)가 암호화, 인증 및 디지털 서명 기능을 이용하여 신뢰
성 높은 공간 구축을 지원함
- 2015년까지 NDCC는 ITA룰 포함한 13개 기관에 PKI 구축을 완료하고,
△정부 포털과 전자 서비스를 위한 국가 ID/거주증 보안 인증 △정부 포

털 및 전자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PKI 인증 △전자서명 기반 문서 및
전송 △서버 서명을 위한 시간인증(Time Stamping) △서버 서명을 위한
OCSP △서명 검증 등의 PK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
- NDCC는 이미 12개 정부 및 민간 기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inistry of Health, Ministry of Manpower, Bank Dhofar,
Public Prosecution, Muscat Municipality, Al Raffd Fund, National Center
for Statistics & Information, ROP DG of Customs, Public Authority for
Social Insurance, IT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Affairs)의
22개 시스템에 PKI를 적용하였음
- 현재까지 △ID/거주증(검증 및 전자 서명) 6백만 개 발급 △Omantel 및
Ooredoo를 통하여 PKI 내장 SIM 카드 기반 1,271개 MPKI(Mobile PKI) 발
급 △포털 및 웹사이트용 SSL 91개 인증서 △공부원용 PKI 기반 통합
토큰 86개 등의 실적을 보임
▶ 오만 전자통제 프레임워크(Oman eGovernance Framework)
- Oman eGovernance Framework는 eOman 수립을 위한 일련의 정부 서
비스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이자 최상의 실행 및 수행 관리 시
스템임
- IT 프로젝트 및 위험과 관련된 IT 관리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가치에 대
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여 개선된 IT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오만 전자통제 프레임워크 구조

출처: Oman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ITA)

나) 담당기관
▶ 오만 국가침해사고대응팀(OMAN National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OCERT)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과 보안 위협들을 분석하고 인
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4월에 설립된 오만의 전문 IT 보안 기관임
- OCERT의 설립 목적은 △정부의 e-service에 대한 신뢰성 수립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 보안 인지 수립 △보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
버 보안 역량 강화 △발생한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보안 위협 및 취약
성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 보안 위협 가능성 및 영향에 대
한 분석 △보안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측정 △보안 사고와 그
영향력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정보 보안 R&D 향상 △아랍 지역 및
국제 CERTs와 협력 등임

- OCERT는 △Training & Awareness △Proactive Service △Reactive
Service 등 3개 분야에서 30여 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
- Proactive Service는 사이버 관련 범죄 및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보안서
비스의 지속적인 향상 또는 탐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Reactive
Service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발
생하는 사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등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는 서비스임
● Oman National CERT (OCERT) 홈페이지

- OCERT는 이슬람 보안 협력체계인 OIC-CERT의 멤버로 상호협력을 강화
하고 있으며 OIC-CERT는 한국의 보안기업 더존도 멤버로 활동
- OIC-CERT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OCERT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오만
사이버 공격 방어에 기여함
·16,118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 및 685건의 멀웨어 감염 발견 및 대응 수행
·486건의 사이버 위협 고지 및 OCERT를 통해 사이버 위협 경고
·15건의 사이버 취약성 평가 수행 및 지휘
·사이버범죄에 의해 발생 및 취합된 컴퓨터, 모바일, 외장하드 및 USB

등을 포함한 141개 증거를 통해 39건의 디지털 포렌식 케이스를 처리
·OCERT 멜웨어 분석팀은 애플시스템(IOS 10.1, macOS, Sierra 10)의 취
약성 발견하고 웹사이트에 고지함
● OIC-CERT(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회원국가

▶ 정보보안부(ISD, Information Security Division)
- 사이버 IT 관련 법률 및 사이버보안측면에서 정보보안부(ISD)는 e오만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 부서는 오만에서의 보안 위험을 해결하고 보안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범위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함
- ISD는 e정부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기술과 지식 측면에 대한 보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기관의 서비스에 신뢰성을 부여함
- ISD는 정보 기밀성, 무결성과 접근을 보장하는 모범사례에 따라 정부기관 및 산하
기관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부 기관과 산하기관 직
원들에게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을 교육시키기 위해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 위험
관리, 사업 연속성 관리, 재해복구와 같은 주제의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를 포함
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통신규제청(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TRA)
- 오만의 통신 관련 정책들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왕령 제 30호(Royal
Decree No. 30/2002) 하에서 공포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에
따라 오만 내 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촉진을 위하여 2002년에
설립되었음
- TRA는 통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확대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합당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최신의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함
- 신규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와 규정들을 소개함으로써 오만 경제의 경
쟁력을 향상키시고 지식 사회로의 발전 및 기술들의 향상을 위한 환경
을 제공함

▶ 정보기술청(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ITA)
- 정보통신청은 오만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6)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6년 국왕령 제 42호(No: Decree 30/2006)에 근거해 설립됨
- 정보기술청(ITA)은 국가경제청(Minister of National Economy, MoNE) 산
하 기관으로서 eOman의 실현을 전담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오
만을 지속성 있는 지식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 eOman은 지식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오만의 최고 통치자인 술탄 Gaboos
bin Said의 비전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사회-시민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
축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 기관은 △사이버 범죄 예방 전략,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훈련,
△오래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률에 대한 검토 등을 담당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 집단들이 소셜 미디어 등을 악용한 활동을 벌이지 못하
도록 인도 및 미국의 정보기관들과도 공조하고 있음

6) 2003년 3월, 오만 국왕은 오만 비전 2020(Oman Vision 2020)의 일환으로 디지털 사회와 전자정부 개발을 위해
‘디지털 오만 전략’을 발표

● 정보기술청(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ITA) 조직도

출처: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홈페이지

▶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 Communications, MOTC)
- 교통통신부는 고품질,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속적이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및 통신 분야에서 2040년까지 세계 10대 국가로 진
입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
- 통신 분야의 조직은 정책 제정, 규제 및 운영 등의 3개 주요 기구들 간
의 분리를 기반으로 세계 표준에 의거하여 구성됨.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MOTC)는 일반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과 그에 따른
업무 수행을 담당하며, Telecomm. Regulation authority는 통신규제법에
따라 통신 분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Telecomm. service
providers는 부여된 허가를 기반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을 지칭함
▶ 국가디지털인증센터(National Digital Certification Center, NDCC)
- 2013년 12월 24일에 개설된 ITA 산하 기관으로서 중동 지역에서는 최초임

- 스마트폰을 통하여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eSignature 공인
인증서에 대한 실제 운영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임
- 적용된 공개키 기반의 PKI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디지털 인증서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킴

다) 규제 및 인증제도
▶ 오만은 자국내에 별도 인증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주요
인증(UL, CE) 등으로 인증을 대체하거나 선적전 검사제도를 사용하기도 함

▶ 오만 IT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이버 보안 표준인 국가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인 ISO 27001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핵심 정보 인프라를 운영하는 모든 조직들이 인증받고 있는 ISO 27001
네트워크 보안 표준 (Network Security Standard ISO 27001)에 의거한 정
보 보안 관리 실천방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사이버 보안 전문가 개발 서비스 기관인 OCERT는 다양한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제공하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 OCERT는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인증 과정을 제공함
으로써 다양한 보안 분야에 대한 프로페셔널 사이버 보안 교육을 실시함
- ISC, SANS 및 EC-council 등의 국제적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정
보보안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함

라)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오만 국가 디지털포렌식랩 국제인증 획득 (2017.4)
- 더존비즈온은 ‘오만 국가 디지털포렌식랩’이 국제 공인 포렌식 시험
(Forensic Testing) 기관으로서 ISO/IEC 1702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힘
- 특히, ISO/IEC 17025 인증 획득은 오만 정보기술청(ITA)이 용역계약의 과업으로 제
시한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로 인증 획득 분야는 컴퓨터, 모바일, 오디오, 비디오
등에 대한 포렌식 및 디지털 이미지 분석 등 총 5가지 분야임
▶ 국가 디지털 포렌식랩 개소 (2016. 2)
- 사이버 범죄에 대한 추적과 전자적 데이터의 분석 및 해독을 통하여 정
확한 증거를 제공하고자 함
- 2015년 570건의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기반으로 229건의 사이버 범죄를
다루었으며, 오만 내 해킹 시도가 십만 건에 다다르면서 증가하는 해킹
과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
▶ ITA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 Ernst & Young(EY), 15개 IT graduates 개발을
위한 협력 MOU 체결 (2016. 1)
- 오만의 IT 역량 강화를 위하여 15개 IT 관련 교육기관을 위한 IT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협력을 체결함
- 본 협정을 통하여 오만 측에게는 Ernst & Young의 IT 관련 특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으며, Ernst & Young은 ITA와 관련된 오만의 IT 프로젝
트 확대 기회와 중동지역에 대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