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멕시코

‘18년 GDP(십억달러)

1,224

‘18년 인구수(천명)

126,190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2018년 멕시코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세계 63위로 하락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격차
심화

2018

2017

전년대비 증감

국가명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멕시코

0.629

63

0.660

28

-0.031

-35

대한민국

0.873

15

0.782

13

+0.091

-2

∎ ICT 관련 주요 지수
· 멕시코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ITU 조사국 175개국 중 중하위권 내에서 하향

멕시코
점수
순위
50

지표명
IMD 국가경쟁력지수(2019)
IMD 디지털경쟁력지수(2019)

한국
점수
-

순위
28

-

49

-

10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19)

47.5

95

89.4

19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8)
UN 전자정부 지수(2018)

0.629
0.681

63
64

0.873
0.901

15
3

∎ ICT 관련 주요 통계 (ITU, 2018년 말 기준)
· 멕시코는 이동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 및 인터넷 지표 항목 전반에 걸쳐 여전히
낮은 보급률을 유지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멕시코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1,361
16.93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5.906
50.63

18,478

14.64

21,286

41.60

111,367

93.01

66,356

129.67

65.77%

95.90%

멕시코

정보보호 산업 개요

1) 보안 환경
▶ ITU 2018 ‘Global Cybersecurity Index(GCI)’에 따르면 멕시코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0.629로 전
세계적으로는 63위, 미주 국가에서는 미국, 캐나다, 우루과이에 이어 4위를 기록
• 해당 지수는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등 5개 부문의 지수를 종합한 것으로,
멕시코는 2017년 GCI 지수 0.660으로 미주 3위, 전 세계적으로 28위였으나 2018년에는 순위가
현저히 하락함
• 멕시코에는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전반적인 국가 관리 로드맵이 부재
• 상업, 산업, 공공 및 개인 정보 보안과 관련된 문제의 증가(2013년~2018년)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정보 보안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화된 정보 보안위원회를 설립

표 _ 미주지역 주요국가 GCI
국가명

GCI 지수

지역 순위

글로벌 순위

미국

0.926

1

2

캐나다

0.892

2

9

우루과이

0.681

3

51

멕시코

0.629

4

63
[출처] ITU, Global Cybersecurity Index 2018

▶ 멕시코는 1년 이내에 사이버 공격이 가장 많은 국가로 중남미에서 2위를 차지
• KPMG에 따르면 멕시코의 CEO 중 약 58%가 기업의 사이버 보안 준비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 않음
• 멕시코의 사이버 공격은 IoT, 모바일 및 인터넷 보급률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가 취약해짐에 따라
점점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멕시코의 금융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멕시코 금융 기관의 60%~70%가 침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금융 사이버 범죄로 인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

▶ 멕시코 치안 불안으로 보안 용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CCTV, 종합 안전 시스템과 같은

멕시코

예방 보안 솔루션 시장의 확대가 기대
• 멕시코 내 치안 불안 체감률이 증가하고 있어 주요 범죄 예방을 도와주는 영상보안 시장 및 생체인식,
통합관제 등이 가능한 통합보안솔루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멕시코 통계청이 조사한 도시 공공안전에 관한 설문조사(Encuesta Nacional de Seguridad
Publica Urbana)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치안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4.6%로 2015년
대비 6.7%포인트 증가
• 이와 같은 치안 불안 증가로 인해, 개인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멕시코 물리 보안시장은 대테러보다는 자국 내 범죄 방지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
• 멕시코 범죄조직은 납치와 상인 대상 현금 갈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원을 늘려가고 있으나
공권력이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제한적
• 이에 따라 사설 경비업체 등 민간 보안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2016년에 멕시코
보안시장 규모는 60%가량 성장
• 상기 기간 동안 수입 규모는 약 37% 증가했으며, 융합보안 부문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멕시코 통신 시장은 모바일 및 광대역 부문 주도하에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주로 성장했으며,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 문제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많은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 시장과
비교할 때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 (Cofetel)가 개발한 통신 부문 생산 지수(ITEL)에 따르면, 2012년 통신 부문은
위성 TV, 국제 장거리 및 모바일 트래픽의 성장에 따라 2010년 10.6%에 비해 12.2% 성장
• 2019년 현재 멕시코의 통신 시장은 Telmex가 주도하는 유선 부문과 자매 회사인 Telcel이 주도하는
모바일 시장으로 여전히 집중되어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지배력을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AT&T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는 등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MVNO의 경쟁적 역할도 확대되고 있음
• 규제 기관이 향후 5G 서비스에 600MHz 스펙트럼을 할당함에 따라 모바일 광대역 부문에서의 급격한
발전이 예상

▶ 유선통신은 수년간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2015년 이후 유선 전화 밀도는 약 18.4%로 일부 성장이

멕시코

진행되고 있음
• 멕시코 시티의 가계 전화 밀도는 약 85%인 반면, 치아파스와 같은 주에서는 13%에 불과하여 성장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
• 반면 모바일 부문과의 경쟁이 치열한 Telmex의 인프라 우위는 유선 가입자 증가를 계속 제한할
것으로 전망
• DSL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유선 통신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고, 규제 개혁이 새로운 진입 및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한다면, 전화 밀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케이블 VoIP가 모멘텀을 얻음에 따라 케이블 광대역이 크게 성장 가능
• 유선통신의 가구 보급률은 2018년 9월까지 약 60%에 도달했으며, Telmex, Axtel, Alestra, Maxcom
및 Marcatel이 이 부분의 주요 사업자로 활동 중임

▶ 최근 인터넷 시장은 멕시코 통신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시장 규모
측면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임
• 광대역 보급 측면에서, 멕시코는 이 지역에서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35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
• 유선 전화 보급률이 14%를 약간 상회하는 반면, 인구의 30% 이상은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 중
• IS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년 동안 등록한 350여 개 업체와 달리 현재 약 20개의 주요 ISP만이
운영되고 있음
• Telmex/Prodigy는 여전히 주요 통신 업체이자 ISP의 로컬 회선 및 상호 연결 링크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 업체로서 활동 중임
• Telmex는 신규 사업자로 인해 시장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자의 약 73%는 여전히 DSL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기준으로 유선 광대역 시장에서 5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Cablemas와 Cablevision을 통합한 Grupo Televisa는 22.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Megacable은
15.5%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_ 인터넷 사용자 및 연간 변화 (2016~2018)
연도

사용자 수

점유율

2016 (e)

64,500,000

52.4%

2017 (e)

66,500,000

54.3%

2018 (e)

68,100,000

56.1%

[출처] BuddeComm based on regulator and INEGI data

멕시코

그림 _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2003-2017)

[출처] BuddeComm based on regulator and ITU data

▶ 멕시코는 브라질 다음으로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모바일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가입자 수는
2000년 중반 유선 사용자 수를 넘어섬
• 2002년 Telefonica Moviles Mexico (TEM Mexico)가 Movistar라는 브랜드로 운영되면서 모바일
경쟁이 점차로 증가하기 시작함
• 2019년 초 모바일 보급률은 94%에 도달햇으며, 가입자의 84%가 선불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
• 멕시코 모바일 시장에는 현재 Telcel, Movistar 및 AT&T Mexico의 3개 주요 사업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Telcel은 시장 점유율이 약 65%인 확실한 시장 리더이며, Movistar는 약 23%로 2위, AT&T Mexico가
12%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
• 모바일 가입자는 3G에서 4G LTE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은 약 2020년부터 5G
플랫폼으로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표 _ 주요 사업자에 따른 모바일 시장 점유율
연도

Telcel

Movistar

AT&T Mexico

2016

64.9%

23.3%

10.7%

2017

64.2%

21.4%

13.0%

2018 (9월)

63.3%

21.0%

14.3%

[출처] BuddeComm based on industry and regulator data

멕시코

그림 _ 모바일 가입자 및 점유율 (2007-2019)

[출처] BuddeComm based on company and State Statistics data

▶ 4G LTE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에 따라 LTE 네트워크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 3/4 분기 LTE 네트워크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70%를 차지했으며 2G는 0.3 %에 불과
• Telcel은 2012년 말 9개의 도시를 포함하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3년 5월까지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는 26개 도시로 확장
• Ericsson은 제어 신호 및 트래픽을 처리하는 주요 장비 공급 업체로서 2018년 3월 LTE 서비스보다
최대 1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4.5G' 서비스를 시작
• Movistar는 2012년 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8년 말까지 300개 도시로 LTE 인프라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2억 2,500만 달러를 투자
▶ 5G
• GSMA 연구소에 따르면, 5G는 2025년경 중남미 인구의 40%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이후로 현지 통신업체들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의 국가에서
5G를 실험 중에 있으며, 이 중 멕시코는 가장 빠른 시기인 2020년에 상용화를 할 것으로 예측
• 멕시코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인구가 3%인 제한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나, 2025년에는 14%,
약 1,800만 개의 연결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
• 멕시코는 5G 주파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스펙트럼을 3.6GHz로 재정렬하고 현재 해당 밴드의
주요 세 업체인 Telmex, Axtel, AT&T가 향후 5G에서 사용이 용이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멕시코는 3.4GHz 및 밀리미터 주파수와 같은 5G 대역의 스펙트럼 개발에 대한 확립된
로드맵을 가진 최초의 중남미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멕시코

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중남미 사이버 보안 시장은 전체적으로 CAGR 12.3%로 2023년까지 206억 5,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중남미는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전 세계 매출의 7.9%를 차지
• 현재 취약한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가진 중남미 시장은 대부분의 보안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들에게는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
• 중남미는 인구 증가와 함께 인터넷 연결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의 디지털화가 발전함에 따라,
2020년까지 이 지역에만 6억 대 이상의 연결된 스마트 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보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 Europole의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조직화된 사이버 범죄는 민간 및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브라질 다음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있음
• Symantec은 멕시코를 이메일을 통해 유포된 악성 링크가 가장 많은 10개 국가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노르웨이 및 영국에 이어 7위를 차지
• McAfee는 멕시코에서 사이버 범죄의 재정적 영향이 연간 3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추정

▶ 미국 상무부는 멕시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보안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멕시코 보안시장은 점차 융합보안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GPS, 바이오인식, 인터넷
솔루션과 결합해 높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
• 민간보안회사협회(CNSP) 연구에 따르면, 2017년 민간부문에서 보안에 지출하는 총금액은 GDP의 약
1.2%를 차지
• 산업분야 중 특히, 물류 분야에서 큰 수요가 예상되며, 상품의 운송과정을 추적하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GPS 연계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전통적인 출입통제 시스템인 개인 ID카드를 이용한 방식보다는 홍채, 지문을 활용한
출입통제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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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및 전망

▶ 2019년 중남미 지역의 정보보호 시장규모는 119억 달러로 추산
• 시장조사기관 MicroMarket Monitor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IT보안 시장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7.6%의 성장률과 119억 달러 규모로 전망
• 소프트웨어연합(BSA)는 2015년 멕시코 내의 복제 소프트웨어의 규모는 약 9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불법 복제를 통해 전파되는 소프트웨어가 멕시코 IT보안 분야의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

▶ 멕시코의 전체 보안시장은 정부, 민간기업,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최신보안 기술이 멕시코 내에서 확대됨에 따라 프리미엄 보안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
• 미국 상무부는 2017년 멕시코 보안시장 규모를 약 17억 달러로 추산하며 향후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그림 _ 멕시코 정보보호 시장의 규모 (2014-2017)

[출처] Export.gov

2) 분야별 현황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시장

▶ 2018년 CNBV 은행 및 증권 규제 기관과 미국 정부 기관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한 대응 및 복구 노력과 관련된 멕시코의 비용이 1억 7,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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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모든 은행이 연중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사건을 겪었으며, 주로 악성 코드와 피싱이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이루고 있음
• 핀테크 회사조차도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해 타격을 입었으며, 지난 1년간 1,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

▶ 미국 Eport.gov에 따르면, 멕시코 시장에서의 보안 관련제품의 중요한 경쟁요소로는 ▲제품 내구성
▲용이한 유지관리 ▲사후서비스 네트워크가 중요함을 언급
• 멕시코는 지역간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수준의 편차가 크며, 이로 인해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의 보안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
• 현지에서 사후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손쉬운 이용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제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매요소로 작용

▶ 2014년에 구현 된 Prosoft 3.0과 같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이니셔티브에 의해 ICT 시장은 2024 년에
5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멕시코 기업은 데이터 분석 및 사이버 보안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하드웨어 손실을 상쇄하려는 추세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의 CAGR은 9.4%로 추정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합 보안 및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증가

그림 _ 멕시코에서 총 보안 소프트웨어 판매 현황 및 전망 (2015~2021) (단위: 십억 페소)

[출처] CYBERSECURITY MARKET ANALYSIS, PRO MEXIC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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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멕시코에서 총 보안 서비스 판매 현황 및 전망 (2015~2021) (단위: 십억 페소)

[출처] CYBERSECURITY MARKET ANALYSIS, PRO MEXICO, 2018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시장

▶ 2017년 멕시코 산업 수치에 따르면 보안 시스템 및 솔루션의 판매는 전체 경제에서 2% 성장을 훨씬
능가하여 10% 이상 증가함
• 최근 멕시코에서 폭력 범죄와 지속적인 공급망 위협으로 인해 안전과 보안은 거의 모든 가정 및 조직
예산의 일부가 됨
• 2018년 초에 진행되고 있는 안보 악화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됨

▶ 멕시코 민간 부문 회사는 물리보안 장비에 대한 총 지출의 10~12%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
• 이 비용은 주로 견고한 경보 시스템, 직원/계약 업체/방문객 식별 도구, CCTV 시스템 및 주변 보호
시설을 강화하고, 특히 물류 산업에 있어서 화물 도난 감시, GPS 모바일 추적 시스템 등에 사용
• 최근 비즈니스 조직인 COPARMEX는 회원의 40%가 안보 관련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범죄와 불안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
• 물리적 안전 및 보안 부문에는 공공 보안, 개인 보호, 주거 보안, 산업 안전, 기업 시설 및 인프라
보호 (액세스 제어, ID, 경계 보안) 및 다양한 솔루션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 솔루션 및 서비스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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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_ 멕시코 안전 및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시장 규모 추정치
(단위: 억 달러)

2015년
2.41
3.03
2.06
1.44

총 현지 생산
총
수
출
총
수
입
총 시장 규모 *

2016년
2.45
3.07
1.98
1.36

2017년
2.49
3.14
1.98
1.33

2018년(e)
2.53
2.92
2.02
1.63

[출처] Global Trade Atlas 2018 / June
* 총 시장 규모 = = (총 현지 생산 + 수입)-수출
※ 참고: 안전 및 보안 장비 및 서비스 부문은 일부 국방 제품을 포함한 여러 부문으로 구성

▶ 스마트홈 보안 부문의 수익은 2019년 1억 6,300만 달러이며, 29.6%의 연간 성장률(CAGR 2019-2023)로
2023년까지 4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스마트홈 보안 부문은, 스마트홈과 관련된 감시 제품, 위험 모니터링 장비 및 건물 네트워크의 액세스
제어 장치/서비스가 포함
• 2019년 가계 보급률은 2.2%이며 2023년에는 8.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보안 부문의 스마트홈 당 평균 수익은 2019년 현재 256.28 달러임

그림 _ 스마트홈 보안 수입 전망 (2017~2023)

[출처] Statista, September 2019

▶ 모바일 동영상 감시 시스템은 안전 및 보안 목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정보보안과 융합하여 물류 산업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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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ektsandMarkets의 ‘Mobile Video Surveillance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3’에서는, 2016년
멕시코 시장의 규모는 31억 4,000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6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_ 모바일 동영상 감시 시스템 시장 규모

[출처] MarketsandMarkets, Mobile Video Surveillance; Global Forecast to 2023

3) 주요 사업자 현황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부문은 글로벌 대기업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단편화되어 있음
• 사이버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주요 하위 부문은 기술 서비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보안 관리 서비스 및 위험 컨설팅으로 구성
• 멕시코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IBM, Microsoft, Symantec, Nokia, BlackBerry, Trustwave, Dell
(SecureWorks), ZeroFOX, Cisco Talos, Tata Consultancy Services, Accenture, PWC, Bestel, Axtel,
Scitum, Kio Networks, Verizon 등이 시장을 형성
• 전반적으로 멕시코의 ICT 부문은 4,000개 이상의 현지 및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Promexico에 따르면 멕시코의 사이버 보안 시장은 Cisco 및 Symantec이 주도하고, FireEye,
ProofPoint, Fortinet 및 Palo Alto Networks 등의 업체가 SaaS의 하위 세그먼트를 계속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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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멕시코 보안 시장 분류 및 주요 사업자

[출처] CYBERSECURITY MARKET ANALYSIS, PRO MEXICO, 2018

▶ 스마트홈 보안 부문은 도난 방지/감지, 화재 또는 누수, 비상 전화 및 액세스 제어와 같은 위험에 대한
경보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임
• 주요 성장 제품은 스마트 잠금 장치 및 스마트 보안 카메라로서, 여러 산업의 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 중임
• 기존 보안 회사(ADT 등) 및 기술 스타트 업(Canary, Alarm.com 등) 외에도 미디어 회사 및 연결
공급자(AT&T 또는 Comcast)는 전송해야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인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자임

표 _ 스마트홈 제품 점유율

[출처] Statista,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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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자 현황

▶ 정보보안 관련 사업자
• TrapX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가 있으며, 사이버 기만 기술의 선구자이자 글로벌 리더 업체.
TrapX의 DeceptionGrid 솔루션은 지능형 사이버 공격과 사람이 진행하는 공격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탐지하여, 해당 공격을 속임으로써 실패하도록 유도. Quadrant Knowledge Solutions는
전세계 기만 기술 시장에서 TrapX Security를 '2018년 올해의 회사'로 인정했다고 발표
• Darktrace : 2013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설립된 정보보안 회사로서 캠브리지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국 무역 및 투자가 주도하는 무역 업무에 참여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입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으며, 멕시코 국가 사이버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군대, 정보 서비스
• Tata Consultancy Services(TCS) : 뭄바이에 본사를 둔 인도 업체로서 46개국 149곳에서 IT 서비스
및 컨설팅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Tata Consultancy Services de México는, 2003년 멕시코 시티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급 IT 서비스, 컨설팅, 테스트,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컨택트 센터, 인프라, 산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위한 IT 솔루션 등을 제공
• Trustwave: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설립된 정보 관리 보안 서비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로
제공하는 글로벌 업체로서, 2019년 8월 Trustwave와 대규모 정보 기술 통합 업체인 Grupo Tecno는
멕시코의 기업 및 기타 기관에 Trustwave 관리 보안 서비스 및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제휴

▶ 물리보안서비스 및 장비제공 사업자
• ADT : 1874년에 설립된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물리보안 솔루션 공급 업체
중 하나로서, 주로 보안 모니터링 및 관련 서비스, 설치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
• Canary : 2012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서 스마트 폰으로 연결하는 홈 보안 장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비디오 업계에서 2014년 Google이 인수한 Netgear and Nest에 이어 시장을
주도
• Alarm.com : 2000년 설립된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미국 업체로서, 원격 제어, 홈 자동화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7년 현재 2억 3,360만 달러의 매출과 550만 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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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동향 및 이슈
▶ 멕시코 국가은행증권위원회는(National Banking and Securities Commission, CNBV)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금융기관간 정보공유를 제안(2017년 10월)
• CNBV는 금융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관련 금융 기관이 해당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
• 사이버 범죄의 기술적 향상과 고도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위험 또는 취약성에 노출된 다른 금융기관이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
한다고 주장
• CNBV의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정보보안 사고의 40% 가량이 전자금융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노린 피싱(phishing)시도로 집계

▶ Microsoft는 2017년 2월 멕시코시티에 새로운 사이버보안 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
• 멕시코 지역의 Microsoft 제품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 또한 멕시코 연방경찰과의 특별 협약을 통해 멕시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조사
참여와 지원업무를 담당

5) 정보보호 스타트업 시장 현황

시장 규모

▶ 멕시코는 세계 핀테크 도입 7위 국가로서 남미에서 Fintech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음
• 2017년 기준 멕시코의 핀테크 기업은 개인간 대출(23%), 간편송금 및 결제(22%), 기업자산관리(15%),
개인자산관리(9%) 등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
• 2018년 3월, 핀테크 법안이 통과되어 크라우드펀딩, 결제, 암호화폐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 안정성을
확보하여 스타트업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간 공동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고객 금융정보의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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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개혁에 따른 통신망 확충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멕시코인의 63%가 인터넷망(3G, 4G)에 접근성이
강화되며, 그 중 55%가 Fintech를 적극 활용할 전망
• 오프라인 ATM 기기 활용빈도 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Fintech 활용 상품 및 서비스 다양화 추세
• 현재 멕시코 정부는 국가간 핀테크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협약 등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음

주요 사업자

▶ 멕시코시티는 남미의 스타트업 투자 허브로서, 실리콘 밸리의 대표적인 글로벌 벤처투자사인 500
Startups, Mountain Nazca 등의 기업이 진출
• Avalancha Ventures, Jaguar Ventures, Investo 등 멕시코시티에 기반을 둔 다양한 투자사가 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설립 초기 단계부터 활발히 투자
• 멕시코시티에서 시작된 자동차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Aventones'는 남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차량공유
서비스로 성장했으며, Cornershop(식료품 배달 서비스), Clip (카드결재단말기) 등 성공사례를 창출

주요 동향 및 이슈

▶ 최근 멕시코 중앙은행이 발의한 'Fintech 규제법 'catch-22'가 시행됨에 따라 현지 핀테크 스타트업 201
곳이 폐쇄 위기(2019년 8월)
• 멕시코의 핀테크 규제법 시행에 따라 현지 핀테크 스타트업 중 57% 이상이 당국의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
• 규정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 3만 5,000 달러에 육박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또한 해당
법안은 현지 핀테크 기업들에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영업이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대다수
스타트업들이 달성하기 힘든 조건임
•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은 암호화폐 보유, 거래 등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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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 멕시코 법에는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보안"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현재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채택하지 않음
• 이와 관련해서, 연방 형사법(Federal Criminal Code)은 전자 수단을 사용하여 사이버 범죄로 식별될
수 있는 전자 수단을 통해 저지른 불법 행위를 규제하며, 주로 금융 범죄, 정보 보안 및 테러와 같은
기타 범죄에서의 기술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기관(조직)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데이터 및 정보기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구현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 컨트롤러는 정보의 손상,
손실, 변경, 파괴, 사용 또는 무단 액세스 혹은 처리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물리적 및 조직적 조치를 구현해야 함

▶ 특정 산업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해야 하는 특정 필수 보안 조치가 존재
• 은행법 및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전자 은행 거래에서 특정 보안 조치를 구현해야 하며 거래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몇 가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함
• 멕시코에는 직원 및 이사의 사이버 보안 책임 또는 부채와 관련된 특정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은 조직의 대표자가 될 데이터 보호
책임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 2011년 7월 멕시코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공공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12월 최종안 승인 및 발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은 ‘개인 당사자가 보유한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조직은 데이터 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동 법률이 요구하는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 동 법령은 국제 협약에 따라 멕시코 지역 내 또는 멕시코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멕시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 조직의 관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은 크게 ▲이용자의 동의 ▲고지 의무 ▲개인정보 유지 ▲제 3자와의 정보
공유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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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형사법
• 연방형사법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전 영역에서의 부적절한 위협과 위해를 초래하는 각각의 행동들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장들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악의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를 제공
• 정보보안과 관련한 항목으로서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또는 해킹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나 자산에 대해 손상을 가하는 경우에 오프라인상에서의 물리적인 공격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 근거를 제공

▶ 금융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정보를 도용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등의 금융상품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내용
•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경우, 정보보호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3년에서 9년 사이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통신법
•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위치정보 및 통신내역에 관한 정보에 관한 규칙과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의

2) 담당기관

▶ 멕시코 정보보안정책은 정보통신기술국 (Direccion General de Computo y de TIC) 산하의
정보보안과(Subdireccion de Seguridad de la Informacion)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정보보안과는
산하에 컴퓨터 전문가 그룹인 UNAM-CERT 정보보안사고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음

▶ 정보보안과(Subdireccion de Seguridad de la Informacion)
• 정보통신기술국(General Directorate of Comput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산하기관으로 ▲정보보안사고 대응조직 운영 ▲정보통신 보안전문 인력 양성
▲정보통신 분야 보안정책 수립을 담당

▶ UNAM-CERT 정보보안사고 대응팀(UNAM-CERT Equipo de Respuesta a Incidentes de Seguridad
Informática)
• 정보보안과 산하기관으로서 컴퓨터 보안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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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일반적인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 처리뿐만 아니라 피싱 사기와 같은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치도 담당

기관명칭

관련 분야

Mexico Unido Contra
la

Delincuencia

보안

(MUCD)
Consejo

Nacional

de Seguridad Privada

보안

(CNSP)

상세 정보
- 범죄 예방·치안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촉진하고 범죄 피해자
에게 법적·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 보안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보안회사들의 협회
- CCTV, 위치 정보 시스템, 개인 보호 장비, 안전 제품 관련 제품 제공

3) 규제 및 인증제도
▶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 (The Mexican Federal law on Metrology and Standardization)은
멕시코의 적합성 체계를 강제인증인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 인증인 NMX (Normas
Mexicanas)로 정의
• 강제인증인 NOM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NOM 인증을 득해야 멕시코로 통관 및 판매가
가능
• NOM과 NMX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인증은 인가된 기관에서 발급되어야만 함

표 _ NOM 인증과 NMX 인증
구분
NOM
(Norma Oficial Mexicana)

NMX
(Mexican standards)

주요 내용
- 멕시코 강제 규정 (Mexican Regulation)
- 국가 자문위원회 (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s)에서 제정
- 관련 정부 부처에서 공표
- 품질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율 인증
- 국가표준 기구나 기술 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규격
- 관련 국가 표준 기구 혹은 SE (경제부)를 통해 공표됨
[출처] expert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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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의 인증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HS code 정보와 함께 관련
기관으로 제품정보를 보내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
• 인증 대상 품목 중 전기전자 제품, 정보, 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ANCE와 NYCE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관리 품목을 통해 대상 제품을 판단할 수 있음

▶ NOM의 관련 법규는 1992년 이전에는 연방정부가 표준제정, 인증, 인가 업무를 모두 관할하였으나,
1993년 10월부터 신규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The Mexican Federal law on Metrology and
Standardization)에 의거하여 제 3자 표준 제정을 위한 규격 개발기구들(SDOs)과 인증기관(CBs)들이
관여하게 됨
• 과거에는 NOM 제도만을 시행하였으나 1992년부터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The Mexican
Federal law on Metrology and Standardization)에 따라 멕시코의 적합성 체계를 강제인증인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과 자율 인증인 NMX (Normas Mexicanas)로 정의하고 해당 제품의
수출, 통관에 적용

▶ NOM 인증 수행기관으로는 ANCE와 NYCE가 있음
• ANCE (Asociacion de Nomalizacion y Certificacion A.C.) : ECEE CB Scheme의 Member Body이며
CBTL로 지정받았으며, 세계 각국의 유사 기관과의 상호인정협력을 맺고 있으며, 전기전자 제품 및
가스제품에 대한 규격 개발 및 인증 수행
• NYC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Electronica A.C.): 인증 및 국가 표준의 개발, 멕시코 내
표준(NOM, NMX) 및 국제 표준 (ISO, IEC) 간의 적합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자 제품 및
통신, IT 기기를 위한 규격 개발 및 인증을 담당

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2018년 3월 금융 기술 규제법 (멕시코 Fintech 법)이 도입
• 해당 법 가운데에서도 '가상 자산'(암호 화폐)에 관한 운영을 규제하고 ▲Fintech 기관 (FTI) ▲집단
금융 기관 (군중 자금 지원 기관) ▲전자 지불 자금 기관에 대한 규제를 도입
• 동 법은 징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FTI 고객의 자산인 자원, 전자 지불 자금 또는 가상 자산을
사용, 입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하는 행위 ▲장비, 전자, 광학, 정보 또는 금융 기관의 기타
기술 수단에 대한 무단 액세스 등과 같은 사항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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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멕시코는 지난 20년 이상 발효됐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을 맺음
• 규제 및 규정 준수 중심의 보안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고객과 업계의 의견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관련
조항 신설
• 동 협정에서는 실제로 NIST 프레임 워크에서 식별, 보호, 탐지, 응답, 복구의 5가지 핵심 기능을
포함하는 위험 기반 사이버 메카니즘을 요구
• USMCA는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 ▲거래 구역 내에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보장 ▲데이터 저장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현지화 요구 사항을 처리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메커니즘의 개발을 촉진 ▲정부가 시장에서 기술을 판매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소스 코드를 요구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등의 일련의 중요한 보호 조치를 확립
•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거래 조항의 포함으로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통합 시장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

5) 정보보호 스타트업 관련 정책 동향
▶ 멕시코는 남미 주요국 중에서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한 편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스타트업
투자허브 및 높은 서비스 접근성이 성장 기반으로 나타남
• 2013년 정부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INADEM를 경제부 산하에서 독립기관으로 편성, 기업가,
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3,400만 달러를 지원하여 6,000여개의 기업과 7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 2016년 9월,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 개정을 통해 연매출 30만달러 이상의 기업은
24시간 온라인으로 무료 법인 설립 가능

멕시코

융합보안 시장 및 정책 동향

1) 융합보안 시장 현황
스마트시티

▶ 멕시코시티와 과달라하라,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2019년 8월초 Global Initiative for Inclusive ICTs(G3ict)가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전세계 도시의
디지털 포용성(inclusivity) 평가 행사에서 멕시코의 양대 대도시인 멕시코 시티와 과달라하라가
스마트시티와 포용성 증진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

자율주행차(양자암호통신, V2X 등 포함)

▶ 드론을 이용한 범죄 예방프로그램 가동
• 2016년 멕시코의 스타트업 Dronix는 자동차 서비스 및 보안･경비 업체인 LoJack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
•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Dronix의 드론 무리가 LoJack의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시티를 순찰

사물인터넷(IoT)

▶

2016년 멕시코 IoT 관련 시장규모는 33억 달러 도달
• 멕시코의 사물인터넷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17년 5월, 미국의 정보통신 시장조사업체 IDC는 2016년 멕시코의 사물인터넷(IoT)관련 시장의
규모는 운송, 제조, 산업계의 여러 분야에 걸친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3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17년에는 26%의 성장률로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5년에는 멕시코 IoT 투자액의 70%가 산업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금액 기준 19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향후 3년 동안은 민간 분야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oT 기반 스마트 그리드 시장규모는 2023년까지 123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멕시코

• 컨설팅 업체 Northeast Group에 따르면, 멕시코의 스마트 그리드 시장 규모는 2014년 2억 500만
달러를 넘어 2023년 1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스마트 그리드 시장의 확대를 통해 멕시코의 낙후된 전기산업 환경으로 인한 정전 및 전기 도난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핀테크 등

▶ 멕시코는 중남미 권역 내에서 확고한 ‘핀테크 리더’로 부상
• Finnovista에 의하면,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멕시코 내에는 238개의 핀테크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직전 조사(2016년 5월)에 비해 약 50% 증가한 수치임
• Finnovista가 2016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총 158개의 핀테크 기업을 보유함으로써
이미 브라질(130개), 콜롬비아(77개)와 칠레(56개)에 우위를 점하며 중남미 지역에서 핀테크 분야의
확고한 리더로 부상
• 멕시코의 핀테크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멕시코 금융 시장의 30%(약 300억 달러 규모) 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쟁은 기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인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융 서비스 시장을 넓힐 것으로 전망

▶ Fintech Mexico는 Fintech Iberoamerica 동맹에 참여
• 2017년 5월, 멕시코 Fintech 기업들의 협의체인 Fintech Mexico는 스페인, 콜롬비아, 우루과이, 페루,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의 국가의 Fintech 협의체들과 중남미 지역의

2) 융합보안 정책 현황

스마트시티

▶ 멕시코 시티,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 매스터 플랜 발표 및 추진
• 멕시코 경제개발청(Secretary for Economic Development, SEDECO)과 World Bank,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와 World Bank가 2016년 ‘멕시코 시티의
연결성(connectivity) 개선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과 실행 계획을 발표
• 해당 마스터 플랜은 ▲현재 멕시코 시티의 인프라 수요 추정, ▲최적의 네트워크 디자인을 제시,
▲새로운 방송 시스템의 제안, ▲정부 및 공공시스템 구조 및 니즈 분석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

멕시코

스마트의료

▶ 멕시코, 디지털 헬스와 의료 산업에 대한 외부 투자 확대 정책
• 멕시코 보건 당국은 2020년까지 병원 전체에 걸쳐 전가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으로 알려짐
• 최근 유방암 재단인 ‘Fundacion de Cancer de Mama’는 클라우드 기반 EHR 시스템인 HarmoniMD을
도입하는 등 헬스 분야의 디지털화 전개
• 디지털 헬스 추진은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숙련 간호사 수가 가장 적고,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의
헬스 데이터와 리소스의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대신,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동통신 도매 네트워크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

핀테크 등

▶ 2018년 3월 금융 기술 규제법 (멕시코 Fintech 법)이 도입
• 해당 법 가운데에서도 '가상 자산'(암호 화폐)에 관한 운영을 규제하고 ▲Fintech 기관 (FTI) ▲집단
금융 기관 (군중 자금 지원 기관) ▲전자 지불 자금 기관에 대한 규제를 도입
• 동 법은 징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FTI 고객의 자산인 자원, 전자 지불 자금 또는 가상 자산을

▶ 2018년 도입된 멕시코 Fintech 법은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견인
• 관련 분야의 기술 변화와 그 적용을 인정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선행 모델로서의 역할
• 국가은행증권위원회(CNBV)에 따르면, 이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러한 종류의 첫 번째 법률이며, 특히
재무 통합 및 혁신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