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사우디아라비아

‘17년 예상GDP(십억달러)

707.4

'17년 인구수(천명)

28,571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조직 부문에서 특히 낮게
수준으로 나타남

(● 상, ● 중, ● 하)
2017 GCI 지수
국가명

5대 하위 항목 평가

및 순위

종합

지수

순위

법제

기술

조직

역량

협력

사우디

0.569

46

●

●

●

●

●

●

대한민국

0.782

13

●

●

●

●

●

●

∎ ICT 관련 주요 지수
· 사우디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ITU 조사국 167개국 중 중위권에 속해 있음

사우디

지표명

한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6.90
7.29

45
47

8.84
8.99

1
8

활용(Use) 부문

6.32

36

8.57

3

기술(Skills) 부문

7.30

55

9.08

3

0.569
0.682

46
44

0.782
0.892

13
3

4.8

35

5.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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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는 각종 통신 서비스 보급률은 10% 정도이나 인터넷 보급률은 상당히 높음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사우디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3,677

12.0

28,035

56.1

3,287

10.8

20,555

41.1

47,932

157.6

61,295

122.7

73.8%

92.7%

1) 정보보호 산업 개요
가) 보안 환경

▶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6에 따르면
사우디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는 4.8로 전 세계 139개국 중 35위임
- ITU에 따르면, 사우디 인구는 2,800만 명, 모바일 가입자는 4,793만 명, 인터넷
이용률은 73.75%를 기록함
▶ 사우디 정부는 국가 전환 프로그램 및 사우디 비전 2030(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and Saudi Vision 2030)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례로 중동에서 사우디는 가장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음
-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4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우디 트위터
및 페이스북 가입자가 아랍권 사용자의 40% 및 10%를 넘어섬
- 사우디 에너지, 전력 및 수자원 서비스는 스마트 그리드 및 디지털 미터기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2020년에 배로 증가할 전망임
● 중동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 및 보급률

출처: http://globalriskinsights.com(자료원: world bank, 2016.6)
▶ 사우디에서는 2016년 11월 및 2017년 1월에 디스크를 삭제하는 멜웨어인 Shamoon
(W32.Disttrack)이 5년간의 부재 끝에 새로운 변종 (W32.Disttrack.B)으로 다시 민간 및
공기업 공격을 위해 사용됨
- 해당 멀웨어는 2012년 사우디의 세계 최대 석유업체인 Aramco 공격에

사용되었으며 Aramco의 컴퓨터 3만 대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미국 국기가 타는
사진과 대량의 데이터가 삭제되어, 15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변국으로부터 자주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집계된 정보침해건수는 4천 건 이상1)으로 이는
해당기간동안 전체 글로벌 정보침해 건수의 3.1%에 해당하며 상위 12번째에 속함
-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National e-Security Center)를
설립하는 등 정보 보안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2)
- 사우디는 중동 석유·가스·산업 시설이 사이버테러에 취약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 군수기업인 Lockheed Martin社에서는
석유·가스시설에 사이버공격 시 초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GCC 국가의 사이버 보안에 가장 큰 장애는 전문인력의 부족인데, 사이버보안을 위해
서는 통신, 감시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함
- 그러나 중동지역 ICT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자국민의
비중이 적고 대부분 프로젝트 위주의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드러냄
▶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몇 년간의 보안위협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기업 인프
라의 보안향상을 위해 수많은 보안관리 서비스 프로젝트에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음
- 사우디 네트워크 보안 시장은 2015년 2억 210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까지 3.1%
성장하여 2억 99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으로, 정보기술(IT)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관련영역에 대한 투자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
-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지출은 매년 10%이상 증가해 왔고, 사이버보안 지출은 벌써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3년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공공과 민간 지출은
60억 달러를 초과함(VEDP, Saudi Arabia 2014)
▶ 중동지역은 선진시장에 존재하는 정보보호나 프라이버시보호법 등의 제재가 미비해
CCTV를 설치에 제약이 거의 없으며 중동은 현재 대규모 국가 및 도시 보안 관리 프
로젝트가 기대되고 있어 스마트보안시장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1) 사우디아라비아 컴퓨터 보안 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s, CERT)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사우디아라비아, 2014)

나)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유선통신
- 2016년 기준 사우디의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는 2015년 대비 0.57% 감소한 363만
7천 회선을 기록, 보급률 11.96%를 기록했으며 유선 가입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사우디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 및 보급률
(단위: 천 회선)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 브로드밴드
- 2016년 기준 사우디의 브로드밴드인터넷 가입회선 수는 2015년 대비 0.31% 감소한
328만 7천 회선을 기록, 보급률 10.81%를 기록함

● 사우디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 및 보급률
(단위: 천 회선)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 이동통신
- 2016년 기준 사우디의 이동통신 가입회선 수는 2015년 대비 19% 감소한 4,793만
2천 회선을 기록, 인구 당 보급률 157.6%를 기록함
● 사우디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단위: 천 명)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2) 정보보호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
m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GCC 주요국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순으로 크
며, 이중 사우디의 시장규모가 6억 달러 수준으로 절대적인 가운데 이들 5개국의 정
보보호시장 규모가 중동 19개국의 63%를 차지

▶ 중동 IT 시장 성장률은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UAE, 사우디 순이며, 이중 카타르는
최근 그 추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7%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
상됨. 사우디와 UAE에서 IT시장 성장률은 0~1% 대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동지역은 선진시장에 존재하는 정보보호나 프라이버시보호법 등의 제재가 미비해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제약이 거의 없으며 현재 대규모 국가 및 도시 보안 관리
프로젝트가 기대되고 있어 스마트보안시장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GCC 국가의 분야별 투자는 호텔, 상업용 건물, 정부 빌딩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시장
규모의 39% 정도인 16억 2,300만 달러를 차지하며 다음은 오일 및 가스 분야 그리고
수송 분야로 각각 7억 2,200만 달러 및 8억 3,400만 달러 규모를 나타낼 전망임
● GCC 프로젝트별 보안 투자 규모 예측 (2014~2017년) (단위: 백만 달러)

출처: MEED Insight(www.meed.com)

▶ 중동 보안솔루션 시장 규모, 즉 장비, 소프트웨어, 기획 및 설치 서비스 등을 합한 예
산은 2014년~2017년 42억 달러, 또는 연간 10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추정됨
- 국가별 예산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2.9억 달러, UAE 9.9억 달러, 쿠웨이트 5.9억
달러, 카타르 5.6억 달러, 카타르 5.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 GCC 국가별 보안 투자규모 예측(2014-2017 합계) (단위 : 억 달러)

출처: MEED Insight(www.meed.com)

● 중동권 국가별 정보보호시장 규모(2014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정보보안

물리보안

합계

사우디

262.6

336.2

598.8

UAE

154

219.3

373.3

카타르

55.5

114

169.5

쿠웨이트*

44.7

70.9

115.6

오만

25.5

48.3

73.8

기타**

366.8

654.8

1,021.6

합계

909.1

1,443.5

2,352.6

(*주 : 기타에는 바레인,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등 기타 중동국가들이 포함됨)
(**주 : 쿠웨이트 보안시장은 BMI research의 IT 시장규모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함)

출처: Technavio(2015) BMI research(2015)3)

3) Technavio, Global Information Security Products and Services Market 2015-2019(2015)

▶ 사우디 사이버보안 시장은 2015년 6억 3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2015년~2025년 연평균
3.07% 성장하여 2025년에는 8억 55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임
- 지난 5년간(2011~2015년) 사우디는 항공, 미사일, 미사일 방어시스템 등의 첨단
군사 무기의 대규모 도입 계약에 사인하였으며 이러한 무기는 네트워크 중심
군사작전 능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통해 상호연결 될 예정임
-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우디 국방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을 증가시켜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프레임 구축 필요성에 경각심을 불러올 전망
- 복잡한 사이버 보안 체계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사이버 보안이 사우디의 장기 경제
계획에서 국가의 주요 보안 정책 목표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주고 있음
-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2007~2018년 군비 및 민간 사이버 보안 시장에 대한
투자가 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사우디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 및 전망(2015~2025)

출처: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Saudi Arabia to 2025: Market Brief, 2016.3

▶ 분야별 사이버보안 시장은 네트워크 보안이 35%로 가장 크며, 데이터보안 35%, 인증
및 접근제어 30%, 그 외 클라우드 보안이 17%를 차지할 전망임
- 사우디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는 주로 미국 및 유럽에서 오고 있어 이들
권역에서의 경험의 이전은 사우디 정부 조직에 대해 많은 정책 변화를 가져오도록
요구됨
- 이러한 상황은 사이버 보안 인프라, 조직 및 지원 서비스 등이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닌 직업 및 실제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및 유럽의
사이버 보안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함
● 사우디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5년

2025년

시장합계
(2015-2025)

연평균성장률
(2015-2025)

네트워크 보안

221

299

2,800

3.10%

데이터 보안

191

257

2,400

2.99%

인증 및 접근 제어

113

154

1,500

3.10%

클라우드 보안

107

145

1,400

3.10%

종합

632

855

8,100

3.10%

출처: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Saudi Arabia to 2025: Market Brief, 2016.3

● 사우디 사이버 보안 시장 분야별 전망 (2015~2025)

출처: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Saudi Arabia to 2025: Market Brief, 2016.3

▶ 사우디 네트워크 보안 시장은 2015년 2억 2,10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까지 연평
균 3.1% 성장하여 2억 9,9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임
- 네트워크 보안은 사우디에서 문제가 증가하는 분야로 주요 국가 인프라 기업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이 있어왔고, 또한 지금까지는 목표 컴퓨터 네트워크 및
주요 인프라의 취약성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인식되고 있음
- 최대한 국가 보안을 지키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사우디 보안 전문가는 단지
하나의 보안 제품이 전체 네트워크 침입을 방어할 수 없으며 기존 제품의 스마트한
결합이 좀 더 융통성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사우디 데이터 보안 시장은 2015년 1억 9,10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5년까지 연평균
2.99% 성장하여 2억 5,7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임
- 사우디는 국방 분야의 시스템을 연결하고 C4ISR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의 군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임
- 사우디는 중동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이나 많은 기업이 여전히 데이터 보안 시스템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위 석유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후에 전반적인 정보
보안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데이터 보안 분야 투자는 주로 정보 보호 인프라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우디 80%의 기업이 내부 정보 보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러한 요구는
국내 및 글로벌 데이터 보안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기회가 될 것임
▶ 또한, 사우디는 클라우드 서비스 증가로 보안관리서비스(Managed Security Services,
MSS)시장은 2020년 3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4)
- 보안위협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기업 인프라의 보안향상을 위해 수많은
보안관리서비스 프로젝트에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보안관리서비스
제공자들은 제품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IT 보안 지출은 보안서비스
영역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사우디의 보안시장 규모는 최근의 보안위협의 증가로 인해 기업 인프라의 보안사건
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안관리 서비스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어 5억 9
천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사우디는 보안 소프트웨어의 거의 절반이 보안과 기반시설 강화에 연결되어 있음
- 사이버보안시장은 현재 에너지시스템과 전자상거래 공간의 보호에 중점적이며,
정부와 민간영역은 에너지 기반시설이 사이버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함
- 에너지부문은 데이터 관리, 사이버공격 탐지와 예방서비스에 관심을 가짐.
사우디아라비아는 온라인 청구서(bill) 지불시스템, 인터넷 접속의 확장을 지원하고,
통신 산업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전자정부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이러한 동향은 사이버 보안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통신시스템, 탐지장비, 사이버 공격경보. 사이버 침투방지기술에 대해
수요가 높음
-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향후 사이버 보안 방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 수요와 에너지, 금융서비스, ICT 산업분야에도 사이버 보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12년 사이버공격이후 Aramco는 사이버 방위(cyber defense)에 추가적인
비용으로 3천만 달러를 발표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IBM, Mobily, Symantec 등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5)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CCTV 시장 중의 하나임
4) Newswire Today, http://www.newswiretoday.com/news/151154/
5) VEDP, Saudi Arabia 2014

- ‘사우디아라비아 CCTV 시장 전망 및 기회, 2019’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CCTV
시장은 2014~2019년까지 연평균 23%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임
- CCTV에 대한 수요는 국가의 보안 목적, IT 수요의 증가, 복지 분야 및 국가 IP 인프라
증가에 힘입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자 보안 시스템 마켓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건설 프로젝트 지속 및 공공건물 보안감시 요구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 최근 현지의 대형 발전소, 50만호 주택건설, Medical City, Economic City를 비롯해
학교, 병원 등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공공건물을 포함한 주요시설, 군사시설, 외국공관, 외국인 거주단지와 호텔 등
출입이 잦은 건물에 안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되고 보안경비가 강화되면서 보안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주거지, 사무실 등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신규 건설 주택 또는
도심의 주요 사무 공간의 보안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14년 우리나라의 CCTV GCC 주요국 수출 시장은 전년대비 0.7% 성장한 3,2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최대 수출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전년대비 14.8%,
3% 감소한 1,400만 달러, 1,300만 달러로 나타남

나) 주요 사업자 현황
m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가스 산업 시설 등이 사이버 테러에 취약하며, 또한 공공과
민간에서 정보보안뿐 아니라 물리보안에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글
로벌 IT 기업들의 활동으로 보안 시장 경쟁이 상대적으로 큼
- 사우디, UAE에는 수천여 개의 IT·통신·컨텐츠 기업이 진출하여 상주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경쟁강도 높음
▶ 중동 보안시장은 보안규제기관, 최종소비자, 보안컨설턴트, 시스템 연동사업자
/contractor, 제조 및 기술업체로 구성되어 있음
- 보안규제기관은 보안장비 및 솔루션 규제, 가이드라인 및 규제 등을 제정하며 제품
공급업체의 인증에 관여함. 이들 규제기관으로는 카타르
내무부-보안서비스부서(MOI-SSD), 아부다비국가인프라기관(CNIA), 아부다비 경찰,
두바이 경찰청 보안시스템부(DPS), UAE의 시민항공안전부(GCAA) 등을 들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온라인 시장, 현지 딜러, 대형유통업체가 주요 유통채널 역할 수행
- 유통채널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단순한 편으로 주요 수입자를 확보 하는 것이
관건으로 수입에이전트가 현지 Contractor에 직접 납품하는 첫 번째 구조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 두 번째 유통구조가 40% 수준임

● GCC 보안시장의 주요 이해 관계자

출처: MEED Insight(www.meed.com)

▶ 사우디는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 외에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
스가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 성장을 견인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안관리서비스 시장을 이끌어가는 보안영역은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중앙집중형 보안서비스, DDoS, 사기예방관리 서비스 등임
-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안관리서비스는 발전된 다른 국가들의 IT 보안서비스 시장과
비교해서 성숙된 것은 아니며, 사우디 자체의 보안전문가들의 가용성 및 깊은 전문성
부족과 네트워크 보안 제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안관리서비스 제공자들과 파트너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보안관리서비스에 기반한 클라우드는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의 핵심사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서비스에 기반하여 확산되고 있는 클라우드의 암호와 같은 혜
택 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지속적인 확산기회가 있음
▶ 사우디는 IS와 대립 및 성지순례객 증가 등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도심 및 건물에 CCTV 카메라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 태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 제품이 수입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아시아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고급 제품 시장 진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우디 CCTV 시장은 아날로그 CCTV에서 IP 기반 CCTV 채택으로 점진
적으로 변화 중
-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 CCTV 시장은 주로 아날로그 CCTV의 점유율이 지배적인데
손쉬운 설치와 저비용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반면,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CCTV 시장은 아날로그에서 점차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 IP 인프라 증가함에 따라, 이들 디지털 CCTV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즉 원격 모니터링 기능, 높은 신뢰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한 손쉬운 접근 기능과 결합되어 더욱 효용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m 주요 사업자
▶ GCC 국가는 글로벌 보안기업이 대부분 진출하고 있어 Thales, IBM, UTC(전 GE
Security), Honeywell, Schneider/Pelco, Siemens, Johnson Controls, Cisco, ARINC 및
Axis Communications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특히 UAE는 인접 국가로의 수출을 하는 유통지로 인근 GCC 국가로의 재수출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이들 글로벌 기업은 글로벌 및 현지 로컬 파트너를 통해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은 사우디 IT대기업을 총판으로 하고 현지 총판은 또 다시 리셀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하므로 글로벌 기업의 선점 효과는 상당함
▶ 사우디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동하는 주요 보안기업으로는 Injazat Data Systems, Saudi
Telecom Company(STC), IBM, Etihad Etisalat Company(Mobily), Booz Allen
Hamilton, Cassidian Cybersecurity Company, Cisco Systems, FireEye,
Fortinet, Kaspersky Lab, McAfee, Symantec, Trend Micro, Cyberoam
등이 있음
▶ 사우디의 소프트웨어 사업자로는 RedCherry, Light's Ray Technologies,
Commercial Technologies Plus, AFI Infotech, Redington 등이 있음
- 일례로 Redington은 Fortinet, Trend Micro, Symantec 등의 대리점으로 중동권의
경우 유력 IT기업이 다수의 글로벌 솔루션을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보안 기업

기업

비즈니스 내용

Injazat Data Systems LLC

정보기술, 관리서비스, 데이터 센터 서비스

Saudi Telecom Company(STC)

유무선·위성통신,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IBM

소비자 IT 보안제품과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개발

Etihad Etisalat Company(Mobily)

유무선·위성통신,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Symantec

사이버 위협과 공격 평가

Redington

Fortinet, Cisco, NEC 등 글로벌 기업 솔루션 총판

출처: 신문기사종합6)

● 사우디 IT기업 Redington이 유통하는 제품

출처: www.redingtonmea.com

▶ 조달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조달기관은 없으며 각 정부의 유닛은 필요물자 조달을 위한
계약권을 갖고 있음
- 조달 관련 기본법은 1977년에 공포된 왕령, 재무부령, 정관자문위원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왕령이 상위법으로 구매방법으로는 직접구매, 공개입찰, 비공개입찰, 국제입찰
등을 두고 있음
- 사우디 정부발주 사업은 자국민 우대정책에 따라 현지인 오너만이 수주가 가능함.
외국인 업체는 조달 입찰 직접참여를 할 수 없으며 상공부로부터 Commercial
6) Newswire Today, http://www.newswiretoday.com/news/151154/

Registration을 받아야 함
-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사우디업체의 참여가 불가한 영역일 경우
외국인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ARAMCO(아람코), SABIC(기초개발공사),
SEC(전기개발공사), STC(통신공사) 등 정부기관의 대규모 플랜트 입찰의 경우에는
까다로운 사전기술 심사(Pre-Qualification)를 요구함

3)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m 관련 법령 및 규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왕실칙령 제70조에 의거하여 반 사이버 범죄법을 승인함
- 동법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자는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의 징역 또는 1만
리얄～최고 300만 리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사이버 범죄에는 해킹, 불법적 금융거래 혹은 신용 데이터 접근, 불법적 개인데이터
유포 및 삭제, 유출 등이 포함
▶ 2013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MCIT)는 국가정보보호전략(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rategy, NISS) 초안을 발표
- 동 전략은 모든 정부단위에 적용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자유로운 정보 공유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과 온라인 정보 통합을 강조하며, 제안된 주요 목표는 자유롭고
안전하게 정보공유, 온라인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복원, 국민의 보안 위협에 대한
인식증대, 국제표준과 성공사례에 기반한 표준 수립 등임
▶ 2017년 9월 시점, 정보통신기술부(MCIT)는 NISS Draft 7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는 상태임
- 다음 그림은 NISS의 구성 요소를 표현한 것으로 동 전략의 구현에는 전문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임

● NISS 구성 요소

● NISS 5개년 계획 (타임라인)

출처: http://www.mcit.gov.sa/En/

m 주요 전략 및 정책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2013년 6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보안 센터(National e-Security Center)를 설립을 공표했으
며 현재 동 센터가 운영 중임
- 2012년 8월 라마단 행사 기간 동안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에 감행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3만개의 작업장이 피해를 본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단위의 정보보호 전략 수립에 착수
- 2012년 12월에는 석유, 가스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사이버 공격을 받는 빈도가 높은 편임
- 이후 2013년 5월, 해커들에 의해 사우디아리비아 정부가 공격을 받아 정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폭주, 접속이 차단된 바 있음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엄격한 인터넷 검열로 대부분의 국민이 IP를 우회해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보안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사
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담당기관
▶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는 정
보통신분야 정책 및 규제 수립 총괄 부처이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통신 및 정보기술 관련 국가 개발 정책, 전략 수립 담당
- 전자정부와 같은 국가 정보기술 정책 추진에 필요한 타 부처 및 기관과 협력 조정
-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통신정보기술위원회 감독
▶ 2011년 통신정보기술부(MCIT)는 모든 정부단위에 적용하기 위해 제안한 국가 정보 보
안 전략(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rategy)를 발표했으며, 제안된 주요 목표는 정
보공유, 온라인 정보보안, 시스템 복원, 인식 증대, 표준 수립 등임
- 정보보호 관련법으로는 사이버 범죄 예방법(Anti-Cyber Crime Law),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Law)이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보호는 비영리 기관인 컴퓨터긴급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을 담당함

-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은 2007년 설립됐으며, 2008년 3월 14일 승인된 反
사이버 범죄 법(Anti-Cyber Crime Law)을 근간으로, 시민이 제출한 정보침해
청원서의 조사, 데이터 통제 및 감독, 정보보호 관련 법안의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해당 법안은 1) 정보 보안 강화, 2) 개개인의 권리 보장, 3) 공공의 이익 보호, 4) 자국
경제 보호 등을 중점으로 제정되었으며,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가 해당 법안의
관리를 총괄함

다) 규제 및 인증제도
▶ 사우디는 1995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 및 확인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004년 8월 이전까지 68개 품목군에 적용됐으나 이후 유통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되며 동 제도는 외국 수입제품의 경우 국제인증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우디 현지 생산제품에도 적용됨
- 동 제도는 매 선적 시 선적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수출업체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교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라)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사우디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CSC)는 보안 분야 의식 고취를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함
- NCSC가 개최한 제 2차 국제사이버보안 컨퍼런스(International Cyber Security
Conference: ICSC)가 2월 27~28일 보안 전담관 클럽에서 열림
- 동 컨퍼런스는 사우디에서 개최된 가장 큰 보안 관계자 모임으로 600명의 주요인사,
CEO, CIO 및 IT 및 보안 매니저 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됨
▶ 사우디는 2017년 1월, 2016년 11월에 멀웨어 Shamoon의 공격을 받음
- 동 바이러스는 2012년 Aramco를 공격했던 멀웨어 Shamoon의 새로운 변종인
Shamoon2로 볼 수 있으며 2016년 11월에는 6개의 기관을 공격함. 이로 인해 Saudi
Arabian Oil 과 미국 Dow Chemical 과의 합작 법인이 전체 컴퓨터 네트워크이 다
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음
▶ 사우디아라비아 대기업인 Dallah Al-Baraka Group이 2조원 규모의 중동 지역 보안설비구축
사업에 한국기업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고, 한국기업으로부터 약 8천억원의 보안 설비,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조달받을 계획이라 밝힘(2013년 8월 보도)
- Dallah Al-Baraka Group은 자신들의 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을 활용하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ICT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으로 기대
- Dallah Al-Baraka Group은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미디어, 건설, 금융, 보험, 부동산,
관관 등의 사업영역을 갖고 있으며, 중동 및 아랍지역 최대 대기업 중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 100대 대기업 중 5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