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말레이시아

‘17년 GDP(십억달러)

314.5

'17년 인구수(천명)

31,624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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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관련 주요 지수
· 말레이시아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전 세계 중상위권 대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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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7년 말 기준)
· 말레이시아는 낮은 유선통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이동통신 보급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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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 개요

1. 보안 환경

▶ ITU가 2017년 7월 발표한 ‘Global Cybersecurity Index(GCI) 2017’에 따르면 동남아에서 싱가포르와 함께
일찍부터 사이버 보안을 주도해온 말레이시아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0.893으로 전 세계 순위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지수는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및 역량강화, 국제협력 등 5개 부문의 지수를 종합한 것으로,
말레이시아는 기술적인 부분(0.96)과 역량강화(1.00) 부문에서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 GCI 지수 이외 ICT 발전지수(IDI)나 UN의 전자정부 지수, WEF의 네트워크
발전지수 등 여타의 지수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사이버 보안 지수만 유독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이점임
•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GCI)가 2년 연속 3위를 차지한 것은 말레이시아 내 정보보안인증기구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Body)를 설치한 것이 주효했다고 CyberSecurity Malaysia의 CEO인
Dr. Amirudin Abjul Wahab이 밝힘

▶ 말레이시아에는 매년 10,000여건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해킹의 경우 2015년에 비해
2016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음
•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md Innovatio)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간 약 50,789건의 사이버 보안 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금년 1월과 6월 상이에 3,928건의 사이버
범죄관련 사건 보고가 있었음
• 해킹 시도와 관련하여 2015년에는 연간 1,714건이 보고되었으나, 2017년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1,705건의 사건이 보고되었음
• 2017년 5월, MOSTI 산하의 국가 사이버 전문 기관인 CyberSecurity는 ‘WannaCryptOr 2.0’으로 알려진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경고를 발표함
• 아울러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증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 없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빠져들고 있음

▶ Symantec의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ISTR)’에 따르면 2016년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이버 위협은 악성 이메일을 통한 감염인 것으로 나타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2016년 평균적으로 131개의 이메일 중 하나 꼴로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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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427개의 이메일 중 하나에서 나타난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임

▶ 2017 Unisys Security Index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88%는 은행, 카드 사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87%는 무단으로 개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 조사 대상 국민의 77%는 바이러스나 원치 않는 전자메일 또는 해킹과 관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보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나타남

▶ Limelight Networks의 사이버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소비자 중 오직 18.72%만이 기업이
사이버 범죄 보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매우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소비자의
92.36%가 전자 상거래 및 기타 활동 전에 사이트 보안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웹사이트의 해킹 전적이 브랜드의 명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짐. 사이버
공격을 받은 웹사이트에 대해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70% 이상이 브랜드에 대한 의견이 전과 변화됨
• 말레이시아에서는 거래를 할 때, 스마트폰이 선택의 대상이며, 2위는 노트북으로 나타남

▶ 사이버 보안 위협이 말레이시아 기업에 122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나타남
• 안보 사고로 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경제적 손실은 2017년, 1조 7천 4백억 달러로 전체
GDP의 7%에 해당하는 수치임
• 말레이시아의 경우, 122억 달러는 엄청난 금액으로, 말레이시아 총 GDP의 4%를 차지하는 수치임

▶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보고서 Global Security Intelligence Report(SIR) 22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멀웨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밝힘
• 2017년 1분기, 말레이시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시간 보안 제품이 실행되는 컴퓨터의 평균 12.9%에서
멀웨어 발생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9%보다 높은 수치임

▶ Malaysia Digital Economy Corporation(2017.10)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현재 6,000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10,0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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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국제 마케팅 조사업체 ‘We are Social’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총 3,183만 명의 인구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2,508만 명으로 약 79%에 이르고 있으며, 특이한 무선전화 가입 비중은 2,162만 명으로
약 6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 인터넷 사용자는 2017년 1월에 비해 약 14% 증가한 것임
• 한편, 모바일 기기 중에 스마트폰 비중은 약 88% 정도이며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도 2017년
1월에 비해 9% 증가해 2,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신미디어부의 2016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광대역 인터넷(유선 브로드밴드) 구독률은
2016년 55.6%에서 2016년 77.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가운데 전체 3,700만 광대역 인터넷 이용자
중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자는 2,800만 명, 유선 브로드밴드 이용자는 2,700만 명 규모로 조사됨

그림 _ 말레이시아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인구 현황

[출처] We are Social(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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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말레이시아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출처] 통신미디어부(2016.12)

▶ ITU에 따르면, 2017년 말레이시아 주민 100명 당 유선 광대역 구독은 10.1, 주민 100명 당 모바일 광대역
구독은 111.5로 나타남
• 컴퓨터를 소유한 가구는 74%, 집에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가구는 85.6%,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은
80.1%를 차지함

▶ 네트워크 기술업체 Akamai의 State of the Internet 2017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2017년 1분기에 8.9Mbps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위를 차지, 이는 전 분기에 비해 9.1%
증가한 것이며 작년 1분기에 비해 40% 성장한 것임
•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28.6Mbps로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 21.9Mbps, 싱가포르 20.3Mbps, 일본
20.2Mbps, 대만 16.9Mbps 등이 그 뒤를 따름

▶ 영국계 통신분야 시장조사 업체 Kable의 분석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정보통신 부문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여 2019년경에는 약 7억 4,1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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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말레이시아 정보통신 부문 시장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출처] Kable(2016.8)

• 이를 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기업통신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성장률의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기업통신서비스 부분은 연평균 성장률(CAGR)이 8.21%,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은 47.2%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

표 _ 말레이시아 정보통신 분야별 시장 성장 전망

[출처] Kable(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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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에는 주요한 3개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 외에 다양한 군소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음
• 가장 큰 사업자는 Maxis로 시장점유율이 약 28% 내외이며 매출 면에서는 주요 3개 사업자 중에서
가장 큰 40.8%를 차지하고 있음

표 _ 말레이시아 주요 3개 이동통신사 2017 서비스 수익 및 시장점유율
구분

서비스 수익

시장점유율

Digi

28.66%

29.00%

Maxis

41.99%

42.00%

Celcom

29.45%

29.00%
[출처] digitalnewsasia(2017,10)

▶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B2C) 시장은 상당한 규모의 인구(3,100만 명)와 비교적 높은 소득 수준(2018년
1인당 GDP 27,736달러), 높은 인터넷 보급률(전체 가구의 79%) 및 잘 발달한 물류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음
• 2018년 기준 말레이시아는 1억 5,300만 명의 온라인 쇼핑객 (인구의 50%)과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62%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부문이 GDP에 대한 기여도를 두 배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적에서 6개 분야 11개 추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가전자상거래 전략 로드맵(2016 National
eCommerce Strategy Roadmap)을 발표하였음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2015년-2020년간의 전자상거래 분야 성장률을 매년 두 자리 숫자로
유지하여 국가 GDP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임
• IT시장 조사기관 eMarketer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소매 전자상거래 판매액
분야에 있어 동남아에서 5번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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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사이버 보안은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과 광범위한 공격 형태로 인해 말레이시아 대부분의 기관에서 IT와
함께 핵심적인 비즈니스가 되어 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아직 이에 대비한 사이버 보안 준비가
부족한 상황
•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IDC의 ‘2017 Annual Business and IT Services Survey’에 따르면 설문 조사 대상 말레이시아 기업의
65%는 보안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협업을 원하고 있음
• 강력하고도 최신 기술에 대응하는 규제의 부족, 자국 내 보안 전문 서비스 기관의 능력 부족, 수준
높은 보안 전문가의 부족 등은 말레이시아가 당면한 사이버 보안 관련 도전 과제임

▶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상황
• 글로벌 IT 보안 서비스 공급자들은 말레이시아 국내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에 참여 하고
있음
• 또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국내 유통채널의 통합을 추진
• 세계적인 SI업체와 컨설팅 업체들은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보안관리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사고대처, 포렌식, 위기정보 제공, 빅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시장 규모 및 전망

▶ IDC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이버보안 서비스 시장은 2016년 2억 4,290만 달러 규모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21.1%로 증가해 2021년 6억 3,26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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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말레이시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 예측

[출처] IDC(2017.8)

• 부문별로는 보안관리 서비스(Managed Security Service) 부문이 2016년 7,320만 달러 규모에서
2021년에는 2억 2,390만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 25.1%를 기록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의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러 조직들이 IT 보안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금을 할당하면서
앞으로 수년 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IDC 말레이시아의 소프트웨어 시장 분석가 Linda Chuna가
밝힘
• IDC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조직 중 24%가 클라우드, 이동성, 사물인터넷 등 과 같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채택하거나 변형할 계획이라고 나타남

▶ A.T. Kearney analysis에 따르면, 2025년 까지 ASEAN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말레이시아는 연평균 성장률 15%를 보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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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부문별 말레이시아 사이버 보안 시장 성장 전망

[출처] IDC(2017.8)

2. 주요 사업자 현황
정보보안 시장 유통 구조

▶ 글로벌 벤더들의 시장 장악력이 높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는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직접 판매와 현지
플레이어들에 의한 글로벌 벤더 솔루션의 간접 판매 방식 유통 구조가 지배적
• Kaspersky Lab, Avira 등 글로벌 규모의 기업들은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직접 제품 및 솔루션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유통 채널 확보를 위해 복수의 에이전트를 두고 간접적인 유통망 활용에도
적극적
• 간접 판매는 도매업자/배급업자(1차), 리셀러(2차) 등의 유통 경로로 구성

▶ 현지 플레이어들은 글로벌 벤더들로의 기술 의존도가 높아, 에이전트나 유통업체 및 리셀러 역할에
편중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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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은 기술력보다는 말레이시아 내 유통망 확보 역량이 중요하게 평가됨

정보보안 시장 주요 사업자

1) 글로벌 보안 SW 벤더

▶ 말레이시아는 Kaspersky Lab, Symantec, Websense, Clearswift, Trend Micro, Panda Security 등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시장으로, 로컬 기업들의 활동은 대부분 에이전트나 유통 업체 역할에
그침
•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IT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Kaspersky Lab을
필두로 최근 Panda Security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거점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싱가포르와
함께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 중
• 유력 글로벌 기업 이외에도 후발 벤더인 Websense, Clearswift, ConSentry Networks 등의 업체들도
현지 지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음
• 국내 기업으로는 하우리, 어울림정보기술, 웨어밸리 등의 국내 업체들도 통신사, 대학교를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Kaspersky Lab
• 안티바이러스 부문에서 말레이시아 내 70%에 달하는 점유율로 시장 독주 중
• Kaspersky는 또한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Tech Titan Ltd와 파트너십을 체결, T-Drive Pro는 세계
최초의 휴대형 USB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인 Tech Titan T-Drive Pro with USB KAV를 출시 중으로
8GB 용량의 T-Drive Pro는 55달러 선에 판매되고 있음
• Kaspersky는 2010∼2012년 사이 65~70%의 매출이 중소 비즈니스 고객으로부터 발생

▶ Websense
• 미국 소재 통합 웹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전문 업체인 Websense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마케팅
공략 강화 중
• Websense는 통합 웹보안, 이메일 보안, 모바일 보안 및 데이터손실방지(DLP)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 앱 기반 소프트웨어나 SaaS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 중인
Websense는 급증하는 다양한 보안 위협과 멀웨어, 기밀정보 손실 방지 및 인터넷 정보보호 정책
기술 개발력을 강화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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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ira
• 워크스테이션 및 모바일 보안 프로그램으로 말레이시아 현지법인(Avira Sdn Bhd) 이외에도 다양한
유통법인들과의 제휴 전략을 통해 말레이시아 내 정보보안 시장 장악력을 강화 중
• Avira는 임직원 500명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계 글로벌 보안 기업
• 개인 워크스테이션용 솔루션을 비롯, 다양한 계층의 네트워크 이종 시스템 보호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파일, 메일 및 웹서버용 솔루션과 PDA, 스마트폰 및 임베디드 기기용 보안 프로그램 제공
• 2013년 6월 이후, 리눅스 기반 OS용 안티바이러스 제품 개발을 중단하고, Mac OS X와 Windows
라인용 제품 개발에 보다 주력 중

▶ Cyberoam
• ID 기반 UTM 솔루션과 안티스팸 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 통신 솔루션 기업인 Elitecore
Technologies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음
• Cyberoam Anti Spam Engine은 메일의 스팸 여부 판단을 위해 메일 헤더를 사용하여 로컬 캐쉬와
Spam Detection Center 간의 통신과 이메일 메시지 수신을 수행
• 동사의 Spam Detection Center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RPD(Recurrent Pattern Detection) 기술을
통해 스팸 탐지, 식별, 분석 및 발생 유형을 분류
• 말레이시아에서는 Secure One을 유통 업체로 선정하여 현지 시장 공략 확대 중

2)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 사업자

▶ AIMS
• 데이터센터 운용 기업.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외국 통신사업자의 80% 이상과 모든 아시아/태평양의
국내 호스팅 업체에 있어서도 선도 기업
• 보안관리서비스(MSS)를 통해 실시간 보안관리와 긴급대응, 신원 모니터링 등과 같은 업무 수행

▶ AKTI Consulting Group
•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보보안과 컴퓨터 포렌식에 특화된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서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300여개의 글로벌 클라이언트에 대해 접근관리, 가이드, 보안영역에 관한
회사 내부 방법론 제시
• 보안관리 서비스 프로그램(MSSP)를 통해 기관들이 보안과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 디자인에 관한
컨설팅 제공

▶ ASK Pe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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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전문가들이 설립한 정보보안 컨설팅 기업
•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취약성과 보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안 강화에 관한 컨설팅 제공
• 대규모 보안 관련 조사와 대응 방법 및 해킹에 관한 모의실험 실시

▶ Cyber Intelligence
• 말레이시아의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선도 기업
• CyberSecurity Malaysia와 국제 이슬람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 수집 및 사이버
전략게임 수행
• 프로젝트의 계획, 평가, 온라인 학습, 현지 워크숍, 보고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보안 의식 제고와
행태관리 솔루션 제공

▶ DNex
• 보안관리 서비스를 위해 보안운용센터(SOC)를 포함하는 자문서비스를 포함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전 경로에 대한 보안 서비스 제공
• FORTRESS Managed Service를 통해 보안관리서비스와 기업보안에 대한 끊김없는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24시간 운용하는 SOC 서비스 제공

▶ Firmus
• 2008년부터 보안관련 서비스와 컨설팅을 수행하고 SI 서비스를 제공
• OSSTMM 기반 기술과 시험 시행 표준과 침투 테스팅 체제(Test Execution Standard and Penetration
Testing Framework)를 통한 네트워크 침투 테스트를 진행하고 평가하며 소스 코드 관리를 통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보안 관련 점검 수행

▶ HeiTech
• 시스템과 상품의 전 생애과정을 포함하는 통합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레이시아의 선도적
ICT 기업
• 보안관리 서비스 제공, Tier4 데이터센터 소유와 운영.
• ISO 27001, ISO 9001-2001, ISO 20000-2011에 관한 기술적 인증서 제공

▶ Kaapagam Technologies
• MSS, SOC, 자문, 심사, 컴플라이언스, 침투테스트,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한 광범위한 보호 서비스 제공
• VALARI: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과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게 디자인된 보안관리 서비스를 제공
• VALAI: 레이어 7 침투 감지 및 방어, 웹 필터링 등에 관한 통합 보안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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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MS
•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전문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침투테스트에 특화 서비스.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 범죄 조사 수행. LGMS는 보안 관련 컨설팅과 인증
받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민간기업과 법률 사무소 등에 전문적인 지원 업무 수행

▶ Mesiniaga
• 1981년에 Bumiputera(말레이시아 원주민)이 참여하는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NEP
정책에 부응해서 설립
•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서비스 제공. 24시간 SOC 서비스
제공

▶ NetbyteSEC
• IT 및 보안 서비스 제공 기업
• 보안 모니터링, 침투 감지, 사건 대응 및 포렌식 서비스. 대규모 사이버 훈련 실시하여 각 시설들의
대응형태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해결방안 제시

▶ Nexagate
• ISMS/ISO 27001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말레이시아 보안 컨설팅 기업. 보안 대응 태세평가(SPA),
정보유출 보호(DLP) 등의 서비스 제공
• 고객에 특화된 데이터 유출 보호(DLP), 클라우드 기반 웹사이트 보안 솔루션, 웹사이트에 접근 제한
엔진

▶ Quann
• 과거 e-Cop의 이름으로 싱가포르 기반 MSSP와 ‘CISCO 인증’ 지원을 수행했던 기업이며 2016년에
이름을 Quann으로 변경해 활동
• 사이버 훈련과 통제, 데이터 획득에 관한 보안 서비스 제공. 보안 관리 모니터링 서비스인 특허 받은
‘Cyclops’라는 이름의 SIEM 플랫폼 소유권자

▶ VADS
•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물리서버와 클라우드 기반 MSS 서비스 제공
• 통합 위기관리(MUTM): 단일 플랫폼에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나 다른 악성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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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차원적 보안을 특색으로 함
• 웹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화벽(MWAF):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버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

3. 주요 동향 및 이슈

▶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들이 사이버 보안보다는 네트워크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전반적으로 혁신이 낮은 수준이며, 규제 당국자들도 시장에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Negara 은행은 핀테크와 크라우드소싱 관련 사업을 2016년에 승인 받음. 규제
당국은 바이오인식, 빅데이터, 핀테크, IoT와 같은 신기술을 반영하는 정보보호에 관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상황
• 말레이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은 유럽의 정보보호 규정(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과 유사하다고는 하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데이터 유출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시급히 개정을 요구됨
• 말레이시아에서는 제3자에 의한 보안관리 서비스 공급자(MSSPs)들과의 보안운용 센터(Security
Operation Center)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위험정보 전파나 리스크 평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도
이러한 경향을 높이고 있음

▶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는 기업들의 데이터 유출에 대한 책임, 이에 따른 비즈니스 중단, 벌금과 조사, 재난관리, 신뢰성,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됨
• 글로벌 사이버 보험 관련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의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맞춤형 보험 서비스와 함께
해당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보험을 개발하는 형식의 사이버 보험 사업을
전개
• AIG 보험은 2016년 9월 Dimension Data와 협력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종합적인 맞춤형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또한 Dimension Data의 사이버 보안 능력과 AIG의 보험 경험을
통합한 서비스 제공하기로 함
• Symantec은 사이버 복원성 평가 상품을 출시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사이버 관련 복원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으며 보안서비스는 미국계 보험사 Chubb와 협력하여
소규모 기업에 대해 사이버 보안 툴을 통합한 보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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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0일, 말레이시아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 및 기술 기관은 현지 회사의 ICT 인증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사이버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법 집행 기관 및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
• CyberSecurity Malaysia는 사이버 범죄의 기승을 막기 위해 NGO Malaysia Crime Prevention
Foundation (MCPF)와 공동 기자 회견에 서명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확대하고 대중
참여와 전략적 연구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양 기관은 범죄 예방 활동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공 안전에 관한 상호 지원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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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0)
• 2013년에 발효된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의 거래 촉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EU의 원칙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법의 적용 범위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신용보고 기관이 제외되어 있어서 제한적
적용이라는 지적이 있음
• 각 기관들은 기술적으로 보호 방안을 설립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국제 표준인 ISO/IEC
27001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따라야 하고, 각 산업이나 부문별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무 기관은 통신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산하
개인정보보호국(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이며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 절차에 관한
내용과 개인정보 오용에 관한 사항을 감독함
• 일반 원칙으로는 정보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의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함
• 아울러 정보사용이 직접적으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정보처리를 금지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의 사용에 관해서는 정보소유자에게 사용됨을 알려야 하고, 관련 부분 장관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해외 유출은 금지됨
•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다음의 11개 분야는 개인정보보호국에 등록하여야 함
· 은행업과 금융업
· 보안업
· 정보통신업
· 공익시설사업
· 보건업
· 접객업 및 관광
· 교육
· 부동산과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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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판매업
· 법률/회계/경영컨설팅/앤지니어링/건축/고용중개기관/수송의 서비스업
· 소매 및 도매 판매업

▶ 통신과 멀티미디어법(The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 이 법은 통신과 방송, 컴퓨터 관련 산업이 통합되어가는 현상을 반영하여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됨
• 이 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체계가 마련되었는데, 말레이시아 통신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가 규제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등장
• 최근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포함, 윤리적이고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촉진하고 거짓 뉴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자율규제를 규정하는 새로운 요소가 반영된 개정안을 발표

▶ 새로 제안된 사이버 보안 관련 단일 법률안
• 말레이시아는 최근 점증하는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강력한 법률안을 제정할 예정
• Ahmad Zahid Hamid 부총리는 법률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극단주의 단체들의 온라인 모금활동을
금지하고 돈세탁과 온라인 도박 등과 관련된 예방조치를 담고 있다고 함
• 그 동안 말레이시아에는 특별히 사이버 보안에만 집중된 법이 별도로 없어서 국가사이버보안청
(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 NCSA) 등과 같은 기구들이 기존의 통신· 미디어법(Communication
and Multimedia Act 1998), 명예훼손법(Defameation Act 1957), 선동법(Sedation Act 1948) 등과
같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활동했으나, ICT 기술의 진보가 빠르고 점증하는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
지면서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2월에 설립된 국가사이버보안청(NCSA)은 동 법이 제정되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산하로 이관되며, 기존의 사이버 보안 사고의 보고를 담당해 왔던
CyberSecurity Malaysia의 권한을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국가 전체에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 조정의
단일 기구가 됨

주요 전략 및 정책

▶ 말레이시아 사이버 보안 정책(NCSP,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사이버 정책을 구상한 국가 중 하나로서 사이버 보안
정책의 중심은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CNII)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 있음
• 동 전략에 의해 말레이시아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규정된 카테고리는 10개 분야로서, 국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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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교통, 은행과 금융, 보건서비스, 에너지, 정보와 통신, 수자원, 긴급서비스, 정부, 식량과 농업임
• 동 전략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들은 정부기관-규제기구-민간분야 간 협력의 고양, 정보교환
메커니즘의 증진과 개발, 법률과 규제체계 관련 정보보안을 광범위하게 적용, 정보보안 필수 요소에
대한 의무조항과 강제조항의 최소화, 질 높고 경험 많은 정보보안 전문가와 규제 인력의 능력 배양,
정보보안 교육과 경각심 프로그램의 확대, 정보보안 R&D의 조정 강화, 외국기술에의 의존 점진적인
축소, 비즈니스를 위한 위험관리 체계의 표준화, 정보보안 사건 발생의 보고와 대응 강화 등임
• 말레이시아 정보 보안 정책은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CNII)의 보안, 복원성, 자기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안에 관한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웰빙과 부를
창출하여야 함을 비전으로 하고 있음
• 사이버 보안 정책 8가지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_ 말레이시아 사이버보안 정책(NCSP)

①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 – 과학기술혁신부
② 법률과 규제체계의 사이버 범죄 – 법무부
③ 사이버 보안 기술 체계와 정보보호 관리 – 과학기술혁신부
④ 보안관련 사회적 토대 마련과 능력배양 – 과학기술혁신부
⑤ 자국 내 사이버 보안 관련 산업 개발과 보호 – 과학기술혁신부
⑥ 핵심정보인프라에 대한 정보보안 강제 및 강화 – 통신미디어부
⑦ 사이버 보안 긴급 대응과 핵심정보인프라의 복원력 회복 – 국가안전보장위원회
⑧ 국제협력 –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

2. 아시아 시장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전략 로드맵(National eCommerce Strategic Roadmap)
• 2016년 10월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자상거래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경 없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시대에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림
• 이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부문이 GDP에 대한 기여도를 20%이상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그림 _ 전자상거래 전략 로드맵을 통한 국민성장에의 기여 목표

• 이 로드맵을 추진할 기구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전자상거래 위원회(National eCommerce
Council, NeC)을 설립하였고, 6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음
• 6개의 추진전략은; 첫째, 전자상거래 판매자 확대, 둘째, 거래에 있어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확대, 셋째,
비관세 장벽 제거, 넷째, 경제적 인센티브 조정, 다섯째, 일부 전자상거래 기관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여섯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국내 브랜드 프로모션 등임
• 또한 이 추진체계 안에서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자유 통상지역(Digital
free trade zone)을 만들 계획이며, 이 통상 지역에는 e물류 허브, 위성서비스 허브, e서비스 플랫폼
건립들을 포함하고 있음

2. 담당기관

▶ 국가사이버보안청(National Cyber Security Agency, NACSA)
• 2017년 1월부터 논의가 진행되어온 국가사이버보안청은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사이버 보안에 관한
통합적인 법안을 제정하게 되면, 정부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책 조정 기구가 될 것임
• 2017년 6월 재정과 인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법률제정과 함께 총리가 주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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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로 자리를 옮길 예정
• 그 동안 사이버 보안에 관하여 정책을 집행하였던 CyberSecurity Malaysia의 권한도 NACSA로 이관

▶ 말레이시아 사이버보안청(CyberSecurity Malaysia)
• CyberSecurity Malaysia은 과학기술혁신부의 외청격인 기구로 설립되어 사이버 보안서비스와 핵심
정보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독립 기관임
• 주 업무는 사이버 보안 긴급대응 서비스, 사이버 보안 관리 서비스, 사이버 보안 전략관련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함
• MyCert(Malaysi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사이버 사건 관련 조사와 멀웨어 조사를
담당. 이곳에서는 Cyber999 Help Centre를 운영하여 컴퓨터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긴급대응 서비스
시행
• Digital Foresics(CyberCSI): 컴퓨터 관련 범죄 사건의 디지털 소스에 대한 증거를 제시, 수집, 확인,
식별, 분석, 해석하는 서비스 제공
• MySEF(Malaysian Security Evaluation Facility): 말레이시아의 Common Criteria 평가와 인증을 담당.
ICT 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보안 평가 업무.
• 정보보안 인증 기구(ISCB): 국제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증서비스 제공. 이를 통해
2008년부터 약 179건의 인증서를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이나 글로벌 기관에
발행하여 왔음
• 최근 Cybersecurity Malaysia는 현지 판매회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 방법을 포함한 인증 과정을
개발함

▶ 과학기술혁신부(MOSTI)
• 과학기술혁신부는 말레이시아의 ICT 보안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서 특히
말레이시아 사이버 보안 정책의 8개 추진 전략 중에서 4개를 담당하고 있음
• ICT 관련 보안 정책 수립과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발전 전략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CNII) 보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 산하에 말레이시아 사이버보안청(CyberSecurity Malaysia)을 두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사이버 보안
관련 대응과 사건 보고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

▶ 통신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 방송과 통신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국
(Department of Personal Data Protection)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과 집행을 하는 기관임.
법에 따라 11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분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등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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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산하의 통신과 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를
통해 방송통신관련 소비자 보호와 정보 보호 네트워크 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
•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위해 설립(’98년)된 통신멀티미디어부(KKMM) 산하기구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KCC)와 유사
* 총 9명(위원장1, 정부3, 민간5)의 위원으로 구성
• 방송‧통신 사업자 인‧허가, 요금 관리 및 불공정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활동 수행
• 통신 주파수 할당, 방송‧통신 분야 기술표준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 멀티미디어(인터넷 포함) 콘텐츠의 활성화 및 유해콘텐츠 규제를 담당하며,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점차 영역 확대를 도모
• 사업자 규제와 관련하여 경찰, 국립은행(BNM), 보안위원회(SC), 기업위원회(SSM) 등과 긴밀히 협업 중
• 통신사‧ISP 감독 및 규제의 측면에서 인터넷 네트워크 침해사고 관제 및 보안을 담당.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개인정보 및 스팸 문제를 다룸
• 일부 역할‧기능에서 과학기술혁신부(MOSTI) 및 CyberSecurity Malaysia와 중첩될 여지가 있으며, 상호
교류‧협력은 미미

3. 규제 및 인증제도
▶ MyCC(Malaysian Common Criteria Evaluation & Certification
• ICT 상품을 국제적 기준인 ISO/IEC15408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
• MyCC 체계에는 MySEF(Malaysian Security Evaluation Facility)로 알려진 기관 평가 구조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 CSM27001(CyberSecurity Malaysia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Audit and Certification)
• 이 인증은 국제적으로 ISO/IEC27001로 잘 알려진 ISMS에 기반한 기관의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해
인증하는 것

▶ Malaysia Trustmark for Private Sector(MTPS)
• e-Business 관련 웹사이트의 보안과 준법여부, 그리고 우수 e-Business 거래를 인증하는 것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인증마크 연합(Trustmark Alliance)의 기준에 기반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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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말레이시아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정보가 도난당한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이
데이터 유출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됨
• IBM의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 책임자인 Gant Redmon은 회사가 위반을
선고해야하는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확실한 법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CMS의 CEO인 Amirudin Abdul Wahab 박사는 보안 위원회가 금융 회사에게 특정 상황에서
공개를 요구하지만 말레이시아 기업은 데이터 유출을 선언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임
• 사이버 공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난 7년 동안 MyCERT에 보고된 데이터의 약 절반을 차지함.
하지만 위반 선언이 의무가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축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17년 11월, Huawai와 CyberSecurity Malaysia는 사이버 보안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MOU를 체결함. Huawai는 2001년부터 말레이시아의 ICT 분야 산업을 지원해왔음
• 이 MOU를 토대로, Huawai는 CyberSecurity Malaysia Collaborative Partner(CCP)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보안 업계의 현지 플레이어를 지원하고 개발할 것, 또한 연수 과정을 통해 보안 문제에 대한
지식과 시스템을 공유할 것임
• 이는 말레이시아의 국내 및 국제 수준의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것임

▶ 2017년 7월 영국의 유명한 사이버 보안 인증제도인 CREST(Council of Registered Ethical Security
Testers)와 말레이시아의 PPKS(Association of Cyber Security Testers for Kuala Lumpur, Selangor and
Putrajaya)간 업무협약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향후 말레이시아에 국제적인 CREST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PPK 의장 Mohammed Fadzil Haron은 최근 워너크라이 같은 랜섬웨어 공격이 심해지면서 표준화되고
정교한 침투테스트가 필수적이어서,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협업의 플랫폼을 CREST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CREST 인증 서비스 제공자가 43곳 있으며 이를 2018년까지 10여 곳 이상을
더 늘리고자 한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싱가포르와 사이버 보안 관련 협력
• 말레이시아는 2016년 10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필리핀과 파트너십을 통해 필리핀의 훈련 및
능력 배양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함
• 필리핀은 2016년 4월 5,500만 명의 유권자 정보가 해킹당한 방대한 사이버 정보 유출 사건을 당했음
•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담당자들에게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 보안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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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 함
• 한편 말레이시아의 통신미디어 장관인 Datuk Seri Dr Salleh Said Keruak은 2017년 7월 싱가포르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그는 싱가포르는 모든 부처에서 사이버 보안에 우선을 두고 정책을 조정하는 광범위한 플랜을 갖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양국 간 사이버 보안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 교환과 같은 협력을 진행하기를
희망

▶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Malaysian Digital Economic Corporation, MDEC)는 영국계 보안기업 PGI
(Protection Group International)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사이버 보안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힘(2016.12)
• 이에 따라 PGI는 아카데미에 사이버 보안 코스의 구성, 인프라, 지원 동원에 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할 것이며, 영국 정부의 GCHQ 인증 훈련 코스를 설립하여 파일럿 프로그램과 전문 훈련교관을
제공할 것임
•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인력이 계속 충원되지 않을 시, 2019년까지 약 2백만 개의 사이버 보안 관련
일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사이버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새로운 인력과 기존 인력의
재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