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카타르

‘17년 예상GDP(십억달러)

166.3

'17년 인구수(천명)

2,314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카타르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낮은 편이나 중동 내에서는 오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상, ● 중, ● 하)
2017 GCI 지수
국가명

5대 하위 항목 평가

및 순위

종합

지수

순위

법제

기술

조직

역량

협력

카타르

0.676

25

●

●

●

●

●

●

대한민국

0.782

13

●

●

●

●

●

●

∎ ICT 관련 주요 지수
· 카타르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전세계 약 20% 수준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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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점수
순위
6.90
45
7.91
33
6.32
35
7.05
90
0.676
25
0.670
48
5.2
2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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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의 이동통신 보급률와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상회

카타르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467
19.3
유선전화
260
10.7
유선브로드밴드
3,552
147.1
이동통신
94.3%
인터넷 이용률
항목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8,036
56.1
20,556
41.1
61,296
122.7
92.7%

1) 정보보호 산업 개요

가) 보안 환경

▶ 2022년 카타르 도하 월드컵을 앞두고 사회전반에 걸쳐 인프라 개선과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며 보안에 대한 관심과 위기 의식도 고조
- 월드컵 개최를 위한 사회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는
최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효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안전과 보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임
- 이와 관련, 카타르 당국은 2006년부터 ‘카타르 침해사고대응팀(Q-CERT) 운영을
통해 사이버 안전을 도모
▶ 높은 인터넷 이용률과 이동통신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사회
인프라 이슈가 부상하는 구조
- ITU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카타르 개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94%로, 인터넷 이용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 또한 이동통신 보급률은 147%로 완전한 보급을 넘어, 개인당 1.4개의 회선을 이용
할 정도로, ICT 인프라에서 이동통신의 비중이 높은 상황
- 높은 이동통신 보급률과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이 1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접속의 상당 부분이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인근 국가나 해외 국가의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정보보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이란, UAE 등 타 중동 국가들처럼 석유화학, 원전 등 주요 주요 국가기반 산업인
에너지 분야가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에는 에너지 외에 금융, 언론 등 기타 산업 분야에서도 사이
버 공격이 가해지면서 정보보안의 위기 의식이 고조
- 실제 카타르 에너지 기업인 2012년 RasGas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2013년에는 시
리아의 사이버 군대가 카타르 재단의 소셜 미디어 계좌에 해킹을 시도

- 이에 따라 카타르는 에너지 및 금융 부문을 보호하고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인간
및 사회 개발을 포함하는 ‘Qatar National Vision 2030’계획을 수립
- 또한 국가정보보안센터(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탐지

나)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유선통신
- 유선통신 분야는 크게 전화와 브로드밴드 분야로 나뉘며 ITU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6만 회선, 유선 전화 가입자 수는 47만
회선을 기록
- 카타르의 장기개발 계획 Qatar National Vision 2030에 따르면 QNBN(Qatar National
Broadband Network)는 카타르 발전의 통로로서 지식 기반의 정보통신기술 경제
달성을 위해 최신 플랫폼을 제공하며 광통신 기반의 통신환경을 제공할 전망
● 연도별 카타르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율(%)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자 비율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약 27%에서 18%로 감소하는 추세임
-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율은 2002년 28%에서 2015년 17.6%로 하락한 이후,
2016년 19.34%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

● 연도별 카타르 유선 전화회선 가입자 비율(%)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 이동통신
- 이동통신 보급률은 2002년 42.3%%에서 2015년 159%로 급격한 증가한 이후 2016년에
147%로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거의 완전한 휴대폰 보급을 이룸
- 카타르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Ooredoo(전신 Q-tel)와 Vodafone 두 군데로 양사
모두 GSM-900/1,800 MHz (GPRS, EDGE), 2,100 MHz UMTS, HSDPA, 800/1,800 MHz
LTE, LTE-A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로 Ooredoo는
LTE, LTE-A 영역에서 2,600MHz를 할당받아 사용 중임
- BuddeComm 보고서에 의하면, Oredoo는 2015년 말 기준으로 350만 명, Vodafone
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154.8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 중임1)

1) BuddeComm, Qatar - Telecoms, Mobile and Broadband - Statistics and Analyses, 2017.8.7

● 연도별 카타르 이동통신 가입비율(%)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2) 정보보호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

m 시장 개요
▶ 2013년 카타르의 IT전문 블로그 Digital Qatar에 의하면, 카타르 정보통신(ICT) 시장은
2011년을 기준으로 155억 리얄(42억 달러) 규모를 형성2)
- 2016년 말에는 247억 리얄(67억 달러)로 201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의 성
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
- ICT 시장 중에서 IT영역은 2011년 58억 리얄(15.76억 달러)에서 2016년 117억 리얄
(31.8억 달러)로 15%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
- 통신 시장은 2011년 97억 리얄(26.3억 달러)에서 2016년 130억 리얄(35.3억 달러)로
6%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이 예상
- IT 시장이 통신 시장 대비 급속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IT 시장 비중도 2011년 37.4%에서 2016년 4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Digital Qatar, “Thinking of Investment In the ICT Sector? Think No More”, 2013.5.8

● 2011~2016년 카타르 ICT 시장 성장 추이

출처: Digital Qatar, ‛Thinking of Investment In the ICT Sector? Think No More', 2013.5.8

▶ Fujitsu의 중동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카타르 IT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3년 5.36억 달
러이며, 2018년 9.44억 달러로 연평균 11.7% 성장할 전망3)

● 2013~2018년 카타르 IT 서비스 시장 성장 추이 및 성장률(단위 : 백만 달러)

출처: Mukul Naskar,‘IT Market in Qatar’, 2015.9

▶ 카타르 IT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장 규모는 2014년 총 8.26억 달러 규모로 추정
3) Mukul Naskar, “IT Market in Qatar”, 2015.9

- IT 하드웨어 시장 규모는 2014년 5.97억 달러에서 2019년 7.06억 달러로 연평균
3.4% 성장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4년 2.29억 달러에서 2019년 3.43억 달러로
연평균 8.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하드웨어 판매는 주로 태블릿PC 판매 증가가 원인이며, 소프트웨어 시장은 기업의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판매 증가가 시장 성장의 요인으로 분석

● 2014~2019년 카타르 IT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추이(단위 : 백만 달러)

출처: Mukul Naskar,‘IT Market in Qatar’, 2015.9

m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SDI의 ‘Qatar Defense Spends on Homeland Security: 2016 to 2025’ 보고서에 의하
면 2016년 카타르의 물리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을 합친, 주요 기반시설 정보보호 시장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pends)규모는 6.75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
- 2017년 주요 기반시설 정보보호시장은 물리 보안 5.2억 달러, 네트워크 보안 1.2억
달러, 기타 분야 4천만 달러로 총 6.86억 달러에 달하면서 전체적으로 1.6%의 매우
완만한 성장이 예상
- 2016~2018년 기간 시장 추세에서 특이점은 물리보안 시장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17년 1.55%, 2018년 2.29%에 그칠 전망
- 이에 반해 네트워크 보안 분야는 2017년 9.17%, 2018년 7.56% 성장하면서 물리 보

안 대비 빠른 성장을 실현하고, 전체 정보보호 시장의 성장을 주도
- 이와 관련, 물리보안 분야는 사람이 직접 운영·개입하여 중요 인프라 시설의 보안과
보호를 위한 모든 요소에 대한 투자를 의미
- 네트워크 보안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보안, 웹 기반 ID 및 액
세스 관리, 보안 통신, SCADA 보안 등이 주로 포함

m 시장 전망
▶ SDI 보고서에 의하면, 카타르 기반시설 정보보호 시장은 2025년까지 연간 1.58%의 완
만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

● 카타르 주요 기반시설 정보보호 시장 현황 및 전망(2016~2025)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물리보안

네트워크 보안

기타

합계

성장률

2016

516.04

109.00

40.00

675.04

-

2017

524.04

119.00

43.00

686.04

1.6%

2018

536.04

128.00

46.00

710.04

3.5%

2019

505.04

128.00

40.00

673.04

-5.2%

2020

515.04

138.00

41.00

694.04

3.1%

2021

505.44

135.00

37.00

677.44

-2.4%

2022

521.44

144.00

40.00

705.44

4.1%

2023

536.44

158.00

43.00

737.44

4.5%

2024

564.04

166.35

46.00

776.39

5.3%

2025

576.04

161.00

40.00

777.04

0.1%

CAGR 2016~2025

1.58%

출처: SDI, ‘Qatar Defense Spends on Homeland Security: 2016 to 2025’, 2016.10

- 구체적으로는 2025년 물리보안 시장은 5.76억 달러, 네트워크 보안 시장은 1.6억
달러, 기타 분야는 4천만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네트워크 보안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4.43% 성장하는 반면, 물리보안 시
장은 1.23%로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
- 이 같은 측면에서 2025년까지 카타르의 주요 기반시설 정보보호 시장 성장률(연평
균 1.28%)은 물리보안 시장보다는 네트워크 보안 분야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도하 월드컵 개최연도인 2022년에는 물리보안 지출이 3.17%, 네트워크 보안
지출이 6.67% 성장하면서, 보안 분야의 대대적인 수요 확대가 전개될 것으로 관측

나) 분야별 현황

m 물리보안 제품
▶ CCTV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라 범죄율이 증가하며 상업지구와 쇼핑몰 주변에
설치할 CC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카타르 정부는 도로 교통 제어를 위해 CCTV 설비를 강화했으며 33개 주요 교차로
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량을 제어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으
며 추가로 15개 교차로에 시설 확충이 예정되어 있음

▶ 카타르 통계청의 2010년 보안장비 수입통계에 의하면 소화기, 분사기, 연기 및 방사선
감지기, 엑스레이, 안전금고, 침입 및 화재 경보장치 등의 보안 장비가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약 6,650만 달러 규모로 추계
- 이 중 미국산이 3,430만 달러로 전체의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영국
(1,260만 달러, 15.2%), 중국(520만 달러, 6.3%), 이탈리아(510만 달러, 6.2%), 독일
(490만 달러, 5.9%)이 그 뒤를 이었음

m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잇따른 해킹 공격으로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됨
- 시장조사기관 BMI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IT 인프라 구축사업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가 성장세를 주도할 전망
- 특히, 카타르 정부는 2022년 월드컵을 대비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대시보드, 금융 분야
관련 전망, 예산책정, 이벤트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함

- 카타르 정보통신부는 아랍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를 계획 중임
-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시장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효율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의 간소화를 진행 중임

● 2012~2019년 카타르 소프트웨어시장 판매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리얄)

출처 : BMI research(2015)

다) 주요 사업자 현황

m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 카타르 보안 시장의 경쟁강도는 주변 GCC 국가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편임
- 최근 주변국들과 국제 기업들의 진출이 있음
- 현재까지는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없고 경쟁이 심하지 않은 상황임
- GCC의 5개국 중 카타르의 경쟁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오만과
함께 5개국 중 가장 낮은 경쟁강도를 보여줌
- 시장규모는 작지만 성장률과 정치적 안정성이 높으며 낮은 경쟁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GCC 5개국 중 시장매력도가 높은 편으로 평가됨

▶ 카타르 현지 보안업체들은 비디오 감시, 전자 제어 시스템, IT 보안 솔루션, 물리보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보안업체 중 가장 두각을 나타
내는 업체는 세계 최대의 경비업체 G4S가 있음

m 주요 사업자
▶ Bin Arbaid Group
- 건설기술, 이송, 무역과 함께 카타르 내에서 물리보안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임
- 접근제어로 출입제어 게이트, 차량 주차 및 확인, 화재감시등의 서비스를 휴대폰,
순찰 차량, 무선장비 등으로 정보를 제공함
▶ Ooredoo
- 대표적인 카타르 종합 통신 사업자로 카타르 정부가 지분의 일부(68%)를 가지고
있으며 본사는 도하에 위치함
- 유선, 무선, 이동통신 등 다방면에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카타르, 쿠웨이트, 미얀마, 오만 등 중동국가와 아시아, 유럽 일부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15년 9월 기준 약 1억 1,4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임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웹, 이메일, 모바일 등 전역에 걸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 중
▶ Informatica Qatar
- 인포매티카 카타르(iQTM)는 기술 솔루션, 장비 제공 업체이며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컨설팅 제공 업체임
- 네트워크, 시각 및 청각 시스템, 기업 IT솔루션, 물리보안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Teyseer Security Service
- 카타르 보안 산업의 선구자로 1994년 카타르에서 첫 서비스 제공을 시작함
- 시설 경비, 제어, 교통, 군중 제어, CCTV 시스템 관리 등 물리보안 서비스를 기업,
병원, 자원시설, 유통업체등에 제공 중임

● 카타르 상주 중인 보안서비스 관련 해외 및 다국적 기업
기업명

활동분야

국적

Arecont Vision

IP네트워킹, CCTV

다국적

AxxonSoft

소프트웨어

다국적

LILIN

CCTV

다국적

MOBOTIX AG

CCTV

다국적

Sony Professional Solutions Europe

CCTV

다국적

TDSi

접근제어

영국

Vicon Industries

CCTV

다국적

Avigilon Corporation

CCTV

다국적

Bosch Security Systems

CCTV

다국적

Dallmeier electronic GmbH & Co.KG

CCTV

다국적

GEUTEBRUCK GmbH

CCTV

독일

HID Global

접근제어

다국적

Milestone Systems

소프트웨어 개발

다국적

Surveon Technology Inc

IP네트워킹

미국

Vanderbilt Industries

접근제어

다국적

VIVOTEK

IP네트워킹

다국적

G4S

경비업체

영국

출처: www.sourcesecurity.com

라) 주요 동향 및 이슈

▶ 2017년 5월 UAE에 의한 카타르 국영통신사 해킹(2017년 5월)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레인, 이집트가 2017년 6월 5일 카타르와
전격적인 단교를 선언하면서 촉발되었던 중동의 외교 위기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해킹이 원인으로 밝혀짐
- 이와 관련 2017년 5월 24일 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이슬람 강대국'으로 부르고 무
장 정파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무슬림 형제단을 두둔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뉴스
가 카타르 국영통신사 QNA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처음 등장
- 카타르 정부가 45분 뒤 "가짜 뉴스"라며 공식 부인했지만 해당 뉴스가 QNA의 유
튜브 채널과 카타르 정부 트위터에 연이어 등장했고, 이에 반발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가 단교를 선언

- 그러나, 2017년 7월 16일 워싱턴포스트(WP)가 “아랍에미리트(UAE)가 카타르 국영
언론사와 소셜 미디어를 해킹해서 카타르 국왕의 허위 연설을 개제했음을 미국 정
보 당국이 확인했다고 보도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4)
- 이후 UAE는 부인했지만, 수사팀의 조사 결과, 4월 19일경 QNA에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 직원들의 ID와 비밀번호, 이메일 등의 내부정보가 수집되어 온라인 전화
‘Skype’를 통해 외부로 반출된 것이 확인

▶ 2016년 4월 카타르국립은행(QNB)의 전산망이 해킹당해 1.4GB 가량의 정보가 유출됨
- 신원 미상의 해커그룹은 자신들이 카타르국립은행을 해킹했으며 카타르 왕실,
알자지라 기자와 MI6요원의 금융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함
- 뿐만 아니라 약 40만 건의 개인정보와 거래기록 등이 누출되어 예금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2월 영국과 카타르 정부는 2022년 월드컵의 사이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촉함
- 영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이 때 규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중 사이버
보안이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접촉을 자청함
- 이에 따라 카타르 관계자는 월드컵을 위한 디지털 방어(Digital Defence) 구축을
위해 런던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함
▶ 2009년부터 자유무역 지구를 운영하고 있음
- 이중 정보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QSTP)가 존재
- 미국의 Cisco와 Microsoft등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카타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QSTP에 상주 중임
- QSTP는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세금이 없는 경제 자유구역로 많은 다국적 기업
들의 연구개발 센터를 유치하며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중임

4) Washington Post, “UAE orchestrated hacking of Qatari government sites, sparking regional upheaval,
according to U.S. intelligence officials”, 2017.7.16

3)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m 관련 법령 및 규제
▶ 사이버 범죄 예방법(Cybercrime Prevention Law)
- 카타르 국왕은 2014년 9월 사회적 가치나 보편적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유한 자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함
-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함 또는 방송하거나 출판함을 처벌할 수 있음
▶ 상업 등록법(Commercial Registry Law No.25/2005)
- 국내 및 외국회사 모두 법인설립을 위해서 당국 비즈니스 무역 및 사업부서
(Ministry of Business and Trade 이하 MOBT)로부터 상업적 허가를 받아야함
- MOBT로부터 유지되는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개인 및 단일 단체는 상업적 활동에
개입할 수 없음
- 등록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는 MOBT의 상업 담당 이사가 직접 담당함

m 주요 전략 및 정책
▶ National ICT Plan 2015
- 카타르 정보통신부 ictQATAR(Supreme Counci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는
다양한 경제 분야의 발달을 이끌고 사회구성원들의 향상된 삶의 질을 보장할 ICT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National ICT Plan 2015를 발표함
- National ICT Plan 2015는 크게 다음의 5가지 목표를 가짐
·인프라간의 연결성 확대
·디지털 기술 및 처리 역량 증대
·공공 서비스 접근성 확대
·경제 개발 및 육성을 통한 ICT산업 환경 조성 및 시장 개발
·ICT를 활용한 사회 복지의 증대

- National ICT Plan 2015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함
- 이 프로그램들은 주요 사회기반 시설 보호, 사이버 보안기술, 국가 ICT 미션 보장
(assurance), 사이버 범죄법,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카타르 공개키 기반구조,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이 해당됨

▶ NCSS (Qatar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 2014년 ictQATAR와 NCSC는 2018년까지 국가 사이버 보안의 발전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함
- 주 목표는 5가지이며 다음과 같음
·국가 중요 인프라 보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여러 기관과 정보를 공유·협업해 공격 복구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와 규제 구축
·적절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사이버 안전 문화를 육성
·국가의 사이버 안전 역량의 개발과 강화
▶ Qatar National Vision 2030
- 2008년 발표된 카타르의 개발 프로젝트로 경제, 사회, 개인, 환경의 분야에서 각각의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 개발 계획임
- Qatar National Vision 2030의 목표는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의 역량
강화로 지식경제의 창출과 개발을 통한 목표 달성이 주된 계획임
-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는 에너지, 재정 영역의 보안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인구 사회적 발전을 포함함
▶ 카타르 전자정부 시스템 - eGovenrment 포털 Hukoomi 도입 (www.hukoomi.qa)
- 카타르의 전자정부 시스템 Hukoomi의 주된 역할은 카타르의 거주자, 시민, 사업가
등의 방문자들이 사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정보제공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
- 2003년 국왕의 감독 하에 전자정부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2008년 전자정부의
통합 프로그램과 동시에 Hukoomi(www.hukoomi.qa) 서비스가 시작
- 2017년 말 현재 약 2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32개의 기관에서 1,100
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담당기관

▶ 카타르 침해사고대응팀(Q-CERT)
- Q-CERT(Qatar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는 카타르의 인터넷 보안을
위해 전체 국가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
- Q-CERT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음
·대중과 공용 또는 개인기관에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에 정보통신기술 보안에 발을 들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국가 정보 인프라의 취약성과 위험을 관리하는 민관 종사자 지원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기 전 자료의 정확
성과 통합성을 재고하여 사이버범죄와 사생활에 대한 법을 도입하고 대중에 자
신들의 권리 강화
▶ Qatar State Security
- 2004년 설립된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GIS(General Intelligence Service), 수사, 국가
안전기관이 합쳐진 기관임
- 내부 보안 감사 수행 정보를 수집하고 안보 방해 행위와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와
저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짐
▶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 카타르 교툥통신부는 교통 부문과 ICT 부문을 아우르는 주무부처로서 2016년 1월
27일, 국왕령에 의한 정부 부처 조직 개편으로 탄생
- 카타르의 기존 ICT 분야 주무부처는 2013년 개편 시 조직된 ictQATAR였으며,
ictQATAR는 지식경제사회 구축을 위해 국가개발 계획으로 National ICT

Plan

2015, National Vision 2030,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1-2016를 제시하고
실행함은 물론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정책, 로드맵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 기
관이었음
- 신설 교통통신부가 ictQARTAR를 완전하게 흡수함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수립 및 정책 로드맵 추진 역할도 교통통신부가 담당하게 됨

다) 규제 및 인증제도

▶ National Information Assurance Framework (NIAF)
- NIAF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사이버보안 표준을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음
- 모든 정부부처와 주요 기관들은 사이버 공격과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관리계획(Crisis Management Plan)을 수행해야 함
▶ ISO 27001
- 카타르 고유의 보안 인증 표준은 없는 상황으로 카타르는 국제 표준인 ISO 27001을
따르고 있음

라)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모든 민간 기업/기관의 디지털 보안 기준 상향 권고(2017년 7월)
- 카타르의 사이버 보안 당국 관계자는 모든 정부 및 민간 기관에 가능한 사이버 공
격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디지털 보안 표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5)
- 해당 발언은 2017년 5월 QNA(Qatar News Agency), 6월 Al Jazeera Media Network
와 Qatar TV 등 카타르의 언론/미디어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이 배경으로 작용
- 정부 보안 당국자는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보안 메커니즘을 업그레이드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정보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안들이 승인 및 발효
- 2016년 1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Law)은 내각의 승인과 자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16년 11월 13일 최종 발효6)
- Q-CERT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안인 중요정보인프라 보호법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Law)도 내각 승인을 통과

▶ Arab Ministers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참가
- 카타르는 2016년 9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Arab Ministers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아랍 ICT장관급 회의)에 참석함
- 인터넷 관리, 인터넷 상호연결,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 범죄 척결에 관한 내용을
이틀 동안 논의함

5) The Peninsular, “Call to enhance cyber security after QNA hacking”, 2017.7.24
6)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Qatar issues Personal Data Privacy Law”, 2017.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