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베트남

‘17년 GDP(십억달러)

223.86

'17년 인구수(천명)

95,540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베트남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5가지 지표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약세를 보이며, 특히 법제와 역량,
국제협력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상, ● 중,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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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관련 주요 지수
· 베트남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ITU 조사국 167개국 중 중하위권에 속해 있음

지표명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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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ICT 발전지수(IDI 2017)
접근(Access) 부문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7)
UN 전자정부 지수(2018)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7년 말 기준)
· 베트남은 유선통신 보급률은 낮은 편이나 이동통신 보급률은 매우 높음

베트남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4,526
4.7
유선전화
11,269
11.8
유선브로드밴드
120,016
125.6
이동통신
46.5%
인터넷 이용률
항목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6,842
52.6
21,195
41.5
63,658
124.8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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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 개요

1. 보안 환경
▶ 베트남은 최근 수년 간 바이러스, 멀웨어, 피싱 등 다양한 보안 공격에 노출되어있으며, Kaspersky Lab,
Symantec 등의 조사에서 10대 보안 위험 국가 중 하나로 꼽힘
• Microsoft가 2016년 12월 발표한 ‘Security Intelligence Report(SIR), Volume 21’에 따르면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멀웨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5개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멀웨어
발생률(45%)이 전 세계 평균(21%)을 두 배 이상 웃돌았음
• 베트남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VNCERT)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내 사이버공격 시도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13만 4,375건에 달하며, 이중 멀웨어와 화면변조 (Deface)가 각각 46,664건과 77,654건을
기록
• 2015년 12월에는 베트남 티엔퐁 상업은행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예금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2016년 7월에는 베트남 공항 및 항공사가 중국 해커의 공격으로 비행기 연착 및 고객정보가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화되고 복잡해 져가는 보안 공격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로 정보보호 기술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민간에서는 베트남 항공사들이 2012년 안티바이러스 시스템 개선에 25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베트남
주요 은행의 하나인 Banknet은 보안 소프트웨어에 15만 달러를 투자
• 정부 부문 역시 일부 지자체 웹사이트에서 사이버 공격 대응 소프트웨어 지출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베트남 전반에 걸쳐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 수요가 증가 추세

▶ 베트남 정보보호 시장은 공공 부문 IT 인프라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전자정부
프로그램용 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기대
• 민간 역시 전자상거래, 온라인 뱅킹, SNS 및 각종 인터넷 기기 보급의 확대로 IT 보안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리보안 분야에서도 주거/빌딩 경비 및 신변 보호 모니터링, 안전요원 모니터링
등에 대한 수요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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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유선 통신

▶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베트남의 유선전화(6%)와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11%)은 매우 낮은 편
• 2017년 기준 유선 전화 가입자 553만 명 추산
•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중인 유선전화 시장. 2022년까지 보급률이 줄어들 전망
• 2017년 인터넷 사용 인구는 4,643만 명, 보급률은 48.9% 추산

그림 _ 베트남 인터넷 이용자 및 보급률 추이

[출처] Buddecomm(2018)

그림 _ 베트남 유선 브로드밴드의 가입자 및 보급률 전망

[출처] Buddecomm(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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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064만 명으로 추정
• 유선 브로드밴드의 경우 설비의 부재와 모바일의 우세로 인하여 보급이 낮은 편이었음
• 시장이 성장하며 지난 5년간 보급률이 상승함(2012년 5.3% -> 2017년 9.2%)
• 광케이블 설비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2022년 26.6%까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 9.2%에 해당하는 수치
• 성장요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광대역 유치, 인터넷 서비스 사업(ISP)의 규제 완화, 전자상거래의
보편화를 들 수 있음

▶ DSL 사업자(디지털 가입자 회선)
• 2016년 기준 가입자는 780만 명으로 2014년 5월 MIC의 발표 기준 457만 명 대비 70.7% 증가
• 사용 요금이 낮아지며 DSL 기반의 VoIP 서비스가 유선 전화 서비스를 대체
• VoD서비스, 온라인 게임과 음악도 DSL 서비스의 성장을 견인
• VNPT(61%)와 FPT Telecom(30%)이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

▶ FTTH
• 2017년에는 가입자 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우 경쟁적인 시장 환경으로 인하여 DSL
상품보다 요금이 저렴함
• 현재 FTTH 시장은 Viettel(55%)과 VNPT가 선두

표 _ FTTH 가입자 수 추이(2008년~2017년)

[출처] Buddecomm(2018)

이동통신

▶ 2017년 기준 모바일 사용 인구는 1억 4,000만 명(보급률 148%)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대비 3% 증가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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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모바일 가입자 수는 1억 6,000만 명(보급률 161%)으로 예측됨 (CAGR 2.6%, 2017년~2022년)
• 모바일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주요 이동 통신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Viettel 43%, MobiFone 30%, VTNL-Vinaphone 18%로 나타남

표 _ 주요 이동 통신 사업자의 가입자 수 및 시장 점유율 현황(2017년)

[출처] Buddecomm(2018)

• 2017년 주요 다섯 사업자들에게 4G 라이선스가 발급되었으며, 2018년부터 4G 도입 개시
• 통신사간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수익과 자본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는 할인율을 제한하라고 규제

▶ 2017년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54%이며 2022년까지 보급률 100%, 가입자 9,9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

그림 _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전망

[출처] Buddecomm(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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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 14%에 해당하는 수치
• 성장의 주요 원인은 4G 도입 및 확산에 따라 가입자들의 증가가 예상됨

▶ Google Analytics에 의하면 80%의 웹사이트들이 모바일 버전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모바일 보급률,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에 비하여 모바일 웹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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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베트남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협회(VINASA)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규모는 2010년
20억 달러에서 2015년 30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소프트웨어 매출은 10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증가
• 베트남 정보보호 시장 역시 정부와 기업 양쪽에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매년 10%가 넘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해외투자진흥법 도입은 과거 20년 간 베트남 정보보호 시장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해 왔음
• 1996년 해외투자진흥법(Foreign Investment Law) 입법 이후 베트남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산하 해외투자국(Foreign Investment Agency)은 총 9,500건 이상(980억 달러)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
• 로컬 시장에서 집행된 투자 프로젝트는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 중인데, 특히 보안장비 분야에서 매우
높은 투자 유치율을 보이며 수혜를 받음
• 또한 과거 베트남의 보안장비 수입 관세는 30~35% 수준이었으나, 2006년 WTO 가입 이후 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진출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메리트로 부각

▶ 베트남 정보보호 시장에서는 글로벌 벤더들이 주축을 차지하는 가운데,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등
일부 사업영역에서 BKAV, CMC 등 현지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냄
• 베트남 정부는 정보보안 자주권 실현을 위해 자국 제품의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자국 정보보안
산업에 세금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 중

시장 규모 및 전망

▶ 베트남 정보통신부(MIC)가 발표한 “Vietna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hite Book
2014”에 따르면 2012년 베트남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2,8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3년 시장 규모는
3,364만 달러로 추산
• 베트남 정보보호 시장은 매년 약 15%씩 성장해 2016년에는 약 6,750만 달러로 증대될 전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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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체 중소기업 중 72.5% 이상이 경제 불황에 관계없이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응답하면서 향후 베트남 정보보호 시장은 매우 유망할 것

▶ 베트남 보안장비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경제 회복과 함께
공공과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수년 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됨
• 2016년 베트남 소방전시회(Secutech VIetnam)에 참가한 보안 기업들은 2016년 평균 15%의 매출
성장을 기대했으며, 이는 베트남 국민들의 보안 인식 제고와 함께 정부와 민간 분야의 지출 증대에서
기인
• 현지 SI 업체 Techpro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보안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기관들은 보안
인력에만 의존했지만 최근 신축되는 정부 건물들은 모두 비디오 감시와 접근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6Wresearch에 따르면 베트남의 영상감시 시장은 2016~2022년까지 12.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영상감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 재정부가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협정에 따라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서,
다양한 영상 감시 시스템의 부품가가 하락하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6Wresearch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아직까지는 저가의 아날로그 방식 영상감시 시스템 비중이 가장
높지만, IP 영상감시 제품이 매출액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엔드유저 사이에서
아날로그 HD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하이엔드급 아날로그 카메라 시장이 더욱 성장할 전망
• 2016~2022년 사이 IP 영상감시 시스템은 정부 및 교통, 은행과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이며, 그밖에 일반 사무실과 헬스케어 및 접객 산업 역시 향후 6년간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
• 특히 베트남 남부 지역은 상업 및 소매 산업의 핵심 건설 프로젝트 덕분에 베트남 영상감시 시장의
최대 매출원이 되고 있음

2. 분야별 현황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 베트남 물리보안 시장은 크게 출입통제, 탐지 및 화재 장비로 구분
• Barnes Report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보안시스템 매출 규모는 약 1억 9,600만 달러로, 이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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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시스템/서비스 매출이 1억 1,500만 달러, 화재 경보 시스템이 5,700만 달러, 안전 장비가 800만
달러, 구금시설 감시시스템이 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표 _ 보안장비군 별 유망 제품

보안장비군
출입통제 장비
탐지 장비
화재 장비

주요 유망 제품
도난방지, 침입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출입제어 및 감시시스템
수하물/신체 스캐너, 금속 탐지기
화재경보 시스템, 제어패널, 소화분무기, CO2 및 불활성 압축가스
시스템 및 가스 탐지 시스템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4년 베트남의 보안 소프트웨어 매출 규모는 1,6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성장으로 2015년에도 10% 대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산
• IDC는 베트남 기업들이 웹과 메시징 보안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보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2014년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이 정부기관 및 통신사들의 구입에 힘입어 12.4%
성장했다고 밝힘
• 웹과 메시징 보안 시장은 2014년 전년 대비 각각 2.3%와 1.2% 감소를 기록했으며, 식별/접근 관리
시장은 15.4% 성장했음
• 2013년과 비교해 보안 및 취약점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은 은행 및 통신 분야와 같은 핵심 엔드유저
층의 지출 둔화로 2% 감소를 기록
• 한편 2014년 하반기 공공 클라우드 상의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이 74%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유통업체들에게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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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2014년 베트남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별 성장률

[출처] IDC, Vietnam News, 'Businesses spend more on data security'(2015.6.13.) 재인용

▶ 베트남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콘텐츠 보안 및 위협 관리 솔루션(Secure Content and Threat
Management Solutions, SCTM)이 매출 면에서 시장 과점 중
• 이어서 통합 계정 및 권한 관리(IAM, Identity Access Management), 보안 및 취약성 관리(SVM,
Security and Vulnerability Management) 순

▶ 베트남에서는 26개 이상의 보안 벤더들이 활동 중이며 특히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는 SCTM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
• 벤더들은 각각의 제품군에서 다양한 가격대와 성능을 갖춘 신규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출시 중
• 또한 이들 기업들은 제품 개발 이외에도 마케팅이나 파트너십 활동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 향상 노력
• 최근 기업들은 엔드포인트 솔루션에만 국한하지 않고 가상화, 데이터센터, 모바일 기기,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보안 분야를 겨냥한 솔루션 개발로 시장 경쟁은 점차 다이내믹해지고 있는 상황

3. 주요 사업자 현황

시장 특성 및 경쟁 강도

q 정보보안 시장
▶ 베트남 정보보안 시장은 매출 규모 면에서 Symantec, IBM, McAfee, Cisco의 4대 메이저 보안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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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로컬 기업들의 비중은 10% 내외 수준
•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주로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나 기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은 반면, 로컬
기업들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일반 소비자 시장을 주요 매출원으로 하고 있음

▶ 베트남 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현재 Norton Antivirus(Symantec), Kaspersky, McAfee,
Trend Micro, Bit Defender, Avira 등의 유력 해외 브랜드들과 BKAV, CMC 등 자국 브랜드 및 신규 기업들
간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2009~2010년 사이 많은 안티바이러스 분야 국내외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으나, 상당수가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거나 제품의 치명적인 오류 등으로 인해 현재 10개 내외의
플레이어들만 시장에서 활동 중
• 현지 기업으로는 CMC와 BKAV 두 기업이 대표적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음

▶ 한편, 다수의 해외 정보보안 업체들은 베트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솔루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2013년 7월 미국의 스토리지 솔루션 기업 EMC는 베트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T 보안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하며 대기업 위주의 고객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
• Symantec도 최근 베트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터미널 서비스 보안, 온라인 사기 방지 및 이메일
안티바이러스 등 다양한 보안솔루션을 제공 중

▶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2013년 베트남 전역의 600개 정부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티 바이러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Kaspersky(47.6%)로 나타났으며,
BKAV(32.%), Symantec(14.7%), McAfee(13.3%)가 그 뒤를 이었음
• CMC와 함께 베트남의 대표적인 로컬 정보보안 업체인 BKAV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기준 베트남
내 컴퓨터 중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컴퓨터의 비중은 50% 미만
• 안티바이러스 시장은 글로벌 벤더들이 시장에 진입한 2010년 대비 역동성이 더욱 줄어들었으며, 이는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을 꺼리는 로컬 기업들 및 소비자들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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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베트남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브랜드별 사용률

[출처] MIC, 'Vietna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hite Book 2014'

▶ 방화벽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Cisco가 34.1%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나타냈으며, Fortinet(10.0%)와
Juniper(8.4%), Check Point(8.3%)가 그 뒤를 이었음

그림 _ 베트남 방화벽 소프트웨어 브랜드별 사용률

[출처] MIC, 'Vietna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hite Book 2014'

▶ IDS/IPS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Cisco를 사용하는 비율이 20.9%로 가장 높았으며, Check Point(6.8%)와
Juniper(4.4%)가 그 뒤를 이었으나, IDS/IPS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 비율이 37.9%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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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베트남 IDS/IPS 소프트웨어 브랜드별 사용률

[출처] MIC, 'Vietna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hite Book 2014'

▶ 베트남 모바일 보안시장에는 로컬 기업과 해외 보안 기업을 포함 총 10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활동 중
• 주요 사업자로는 해외업체로 Kaspersky, Trend Micro, Symantec, Bitdefender 등이 있으며 현지
업체로 BKAV, CMC가 대표적

q 물리보안 시장
▶ 베트남에는 약 1,000개 이상의 전자식 물리보안장비 및 서비스 업체가 있으며, 화재 안전 업체가
1,000~2,000개, 보안경비 업체가 약 700~800개로 추산
• 베트남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시스템 통합과 유통, 설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
• 베트남 보안 제품들은 대부분 수입 제품이지만, 최근 Vantech, VDTECH, Questek, Seavision, Escort
등 현지 업체들도 점차 부상하고 있으며, 현지 업체들은 가격 면에서 훨씬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음

▶ 보안장비 중 CCTV는 베트남 내에 생산 기반이 없어 해외 벤더들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분야로
중국/대만의 업체들이 높은 시장 장악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국내 업체(20~25%), 일본 업체(10%
내외) 순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 베트남 영상감시 시장의 주요 업체로는 Avigilon Corporation, Axis Communications, Bosch Security
Systems, Hikvision, Hanwha(구 Samsung) Techwin, Panasonic, Sony, Pelco by Schneider 등이 있음
• 비교적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CCTV 제품군의 특성 상 현지에는 300개 안팎의 IP 및 아날로그 CCTV
제공업체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

▶ 베트남 보안장비/시스템 시장은 95% 이상이 수입품일 정도로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로컬 제조업체들은 열쇠, 금고, 안전 장갑, 로프 등 로엔드 보안장비 제품 생산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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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베트남 로컬 업체들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공급 에이전트 역할에 치중
• 특히 IP 기반 CCTV 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 전자카드출입통제 시스템, 스마트카드 기술, 침입탐지
장비 등 하이엔드급 자동 보안 시스템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은 편

주요 사업자

q 정보보안 시장
▶ BKAV
• 베트남의 대표적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BKAV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베트남 정보보안
협회에 의해 5년 연속 가장 인기있는 제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고객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함
• BKAV 소프트웨어 제품은 1) 대부분 Tran Anh과 같은 유통 채널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거나, 2) Pico나
Nguyen Kim 같은 가전 매장을 통해서도 일부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는 BKAV
소프트웨어 제품이 Gia Long과 An Phat의 양대 유통 업체를 통해 공급
• BKAV의 구매층은 대부분이 정보 기술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학생이나 일반 가구로 구성되며,
하노이나 호치민 등의 대도시에서 매출의 80% 가량 발생
• BKAV는 베트남 내 26개 도시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스마트홈 시스템과 스마트폰
Bphone 제조도 하고 있음

▶ CMC
• 베트남의 대표적인 IT 기업으로서 자회사로 CMC SI, CMC Software, CMC Telecom, CMS, CMC
Infosec 등을 두고 있음
• 이 중 2006년 6월 설립된 CMC Infosec은 정보보안 솔루션 R&D에 특화된 기업으로, 개인 및 모든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보안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함
• 보안 관련 제품으로는 CMC Mobile Security, CMC Internet Security, CMC Endpoint Security, CMC
Antivirus 등이 있으며, 그 외 보안서비스 및 시스템통합 서비스 등도 제공
• 주요 고객사로는 HP, Honda, Dell, Cisco, Emerson, Acer, APC 등이 있음

▶ Symantec
• 안티바이러스 분야 해외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Security
Management 제품 및 솔루션 분야 공략 강화
• Thakral One, FPT, Ingram Micro 등이 베트남 내 Symantec 제품 유통 담당

2. 아시아 시장 - 베트남

▶ Kaspersky Lab
•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시장 진입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기업 시장으로 영역 확대
중이며, 2013년 4월 Kaspersky Lab과 베트남 유통업체인 Nam Truong Son Group은 기업 보안
솔루션(Kaspersky Endpoint Security for Business)을 새롭게 도입
• 同 솔루션은 IT 보안 관리를 단순화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고성능 보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모바일 보안, 디바이스 관리, 데이터 암호화 기능, 엔드포인트 컨트롤 툴, 시스템 관리,
안티 멀웨어 방지 등의 다양한 기술 제공

▶ IBM
• 정부, 국영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보안 솔루션을 중심으로 높은 기술력 과시
• 베트남우정통신공사(Vietnam Post and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 VNPT)의 데이터통신
자회사인 VDC(Vietnam Datacommunication Company)는 IBM의 SmartCloud Managed Backup
시스템(V-Backup)을 도입
• 해당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의 온/오프 사이트 기업 데이터의 보안성 강화와 관리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양사는 V-Backup 시스템이라는 브랜드로 베트남 내 중소기업을 위한 중저가 보안
서비스도 지원
• 현지 법인과 유통업체인 FPT를 통해 자사 솔루션 및 제품 판매

q 물리보안 시장
▶ AVer
• 2008년에 설립된 대만 소재 영상 기술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자사 제품 수출
• 감시 장비 분야에서는 ABM Distribution Vietnam을 베트남 유통 파트너로 두고 현지 시장 개척 중
• Maritime Bank, SeABank 등 금융 기관용 ATM을 중심으로 아날로그 감시 솔루션 업그레이드 사업
확장 중
• 아날로그 카메라와 IP 카메라를 단일 DVR로 연동시키기 위한 AVer hybrid DVR(HD NVR) 제품 시장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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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AVer HD NVR 구성도

[출처] AVer 홈페이지

▶ ACTi
• 대만 소재 IP 영상감시 전문 기업으로 하드웨어와 관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며, 베트남 Chinfon Cement Corporation에 25프레임 풀 D1(720x576) MPEG-4 IP 제품 공급
• 베트남 현지 협력 파트너인 LOIKHA를 통해 시장 진출

▶ Honeywell
• 빌딩, 가정 및 산업용 보안 통제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선도 업체로 2005년 하노이와 호치민에 법인
설립
• 정유(PetroVetnam), 항공(Vietnam Airlines), 빌딩자동화, 화학단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Honeywell 장비 채택하고 있으며, CCTV 시스템, 스캐닝 장비, 센서 등의 솔루션 제공
• 2010년 Honeywell의 베트남 매출은 3,000만 달러를 넘어섬

4. 주요 동향 및 이슈
▶ 2017년 사이버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액이 5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밝힘(2018.1)26

26 Vnexpress, “Vietnam loses $542 million to cyber viruses in 2017”,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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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보안 업체 BKAV에 따르면 2017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
• 2017년 5월 랜섬웨어 Wannacry의 글로벌 공격 당시 베트남은 1,900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됨
• 암호 화폐 채굴 멀웨어(cryptojaking)의 경우 23,000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킴
• 2018년에도 베트남을 향한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것이며, 보안이 아직 취약한 베트남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발표함

▶ 각종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베트남 (2018.7)27
• BKAV에 따르면 2018년 7월에만 BrowserSpy라는 스파이웨어에 56만대의 PC가 감염되었다는 것을
확인함
• 바이러스 감염의 주원인은 USB로, 80%의 베트남 USB들은 최소 1년에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밝혀짐
• 2018년 6월 BKAV는 120만대의 PC가 W32.XFileUSB 바이러스로 인하여 데이터를 잃어버렸다고
발표함
• 2018년 4월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전 세계 멀웨어 IP와 도메인을 방문한 1,300만개의 베트남 IP를
기록하였으며, 국제기구 블랙리스트에 38만개의 베트남 IP가 등록되어있다고 밝힘
• 응우옌 다이 부(Nguyen Dai Vu) 입법부 국회 부의장은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최종 사용자에 이르는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 정보 보안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베트남 호스팅 업체, 싱가포르 클라우드 보안 업체와 데이터 보호 파트너십 체결 (2018.6)28
• 싱가포르 클라우드 보안 기업 Dropsuite Limited와 베트남 호스팅 제공 기업 Mat Bao가 데이터 보호
파트너십을 체결함
• Mat Bao는 2002년에 설립된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며, 현재 베트남 최고의 호스팅 제공 업체임
• Dropsuite는 회사 정보를 백업, 복구, 보호를 주력으로 하는 클라우드 보안 기업으로, 베트남의 Mat
Bao 뿐만 아니라 100 개국 이상의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
• 베트남의 온라인 쇼핑 소비자는 약 3,500만 명. Mat Bao의 클라우드 백업 기술을 전면 도입함으로
베트남 사이버 보안이 안전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Mat Bao는 Dropsuite의 이메일 백업 서비스, Office 365의 문서보존 서비스를 베트남어로 현지화
하여 제공 할 수 있게 됨

27 Vnexpress, “Virus alert: 80 percent of USBs in Vietnam are infected”, 2018.6.14.
Vnexpress, “Spyware attacks half a million plus computers in Vietnam”, 2018.7.27.
28 PrWeb, “Dropsuite and Mat Bao Join Forces in Southeast Asia to Partner On Data Protection”, 20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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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금고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산 금고 (2018.6)29
• 베트남은 금고 사용이 매우 보편화된 시장
• 현금, 달러, 부동산 및 차량 소유증서, 은행 통장, 신분증 등 개인 중요 물품은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
• 대도시 인구를 제외한 다수의 베트남인들은 금융 서비스와 은행에 익숙하지 않은 점이 원인
• 소득 향상 및 귀중품의 증가로 인하여 금고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 중
• 한국 제품은 다양한 디자인, 컬러, 용량 등으로 현지에서 높은 인기와 인지도를 갖고 있으나,
수입관세가 다소 높은 것이 약점
• 현재 베트남 금고시장 점유율은 중국(61%), 한국(17%), 태국(13%) 순.
• 한국 제품은 베트남 소비자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서 이를 노린 모조품이 유통되기도 함
• 유통업자들은 품질 외에 기능, 보안, 보증기간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조언

29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금고시장 확대, 한국산 인기” 2017.10.12.
보안뉴스, “한국 금고, 베트남 찍고 아세안으로 고고”, 201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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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인터넷 정보보안법
• 베트남 국회는 2015년 11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인터넷
정보보안법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동법은 8장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터넷 정보 보호, 인터넷 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단체·개인의
권리와 책임, 인터넷 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표준, 인터넷 정보 보호 사업, 인터넷 정보 보호 사업에
종사하는 인재의 육성, 인터넷 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관할 관청의 관리 책임 등을 규정
• 동법에서는 인터넷에서 정보 전송을 불법적으로 방해·간섭하는 것, 정보 시스템의 활동을 불법으로
방해하여 이용자의 합법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 인터넷 정보 보호 시스템을 불법 공격하고
불법으로 탈취하는 것, 스팸 메일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것, 사기·위조된 정보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이용·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됨
• 또한 2장 제 31조 등에서는 테러 활동에 있어서 인터넷의 악용 방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사이버보안법(Law on Cybersecurity)
• 베트남 국회는 2018년 6월 12일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동법은 7장 4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이버 공격 예방, 보안사고 대응, 네트워크 보안 역량 강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책임을 규정함
•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반국가적 콘텐츠, 거짓 선전 선동을 담은 게시물은 제공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이러한 게시물들을 걸러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 사용자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되, 해당 사용자가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제공 기업은 당국과 협력하여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함
• 당국이 요청할 경우, 법령을 위반한 콘텐츠는 24시간 이내로 삭제해야 함
• 사용자 개인정보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은 특정 기간 동안 저장되어야 함
• 외국 업체가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지사 혹은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하며,
베트남 사용자의 정보를 베트남 현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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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략 및 정책

▶ 베트남 정부는 2016년 1월 ‘광대역 개발 계획’을 발표
• 광대역 인프라를 개선하여 2020년까지 인구의 4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60%의 인터넷 연결망 속도가 적어도 25Mb/s를 유지하는 것도 목표로 함
• 공공장소 인터넷 연결 속도는 최소 50Mb/s
• 모바일의 경우 95%의 국토에 3G/4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이 제시됨
• 도시 지역은 4Mb/s, 비도시 구역은 2Mb/s가 목표
•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재난 방지 같은 ICT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도 중점

▶ 베트남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Vietnam E-commerce Association)와
공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현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대해 'TrustVn' 라이선스를
발급
• TrustVn 라이선스는 APEC 회원국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베트남 기업들 중 개인정보보호 정도, 방문자
수, 체결된 계약의 모니터링 등의 결과를 기초로 발급
• 베트남 정부정보보안위원회(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Commission, GISC)는 정부 기관 간
온라인 거래 시 보안 강화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2015년까지 15만 건의 디지털 서명 제공을 발표
• 이를 위해 정부정보보안위원회(GISC)는 2,500~3,000억 동(1,200~1,440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

▶ MNP(번호이동)
• 2017년 도입 예정이던 번호 이동 서비스는 2019년 적용 예정
• 11자리 전화번호를 10자리로 변환하는 작업이 2019년 6월 30일까지 진행 중
• 번호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는 10자리 전화번호로 변환한 뒤에 서비스 이용 가능할 예정

2. 담당기관
▶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 공안부는 인민 공안군(People's Public Security Forces)의 산하 기관으로 국가 보안과 사회 질서
유지를 담당
• 인민 공안군은 인민 보안군(People's Security Force)와 인민 경찰(People's Police Force)로 구성
• 또한 공안부 산하 기관으로는 중심 운영 도시 담당 안보 부서, 지역 안보 사무실, 최소 행정구역 담당
안보 사무실 등이 있음

2. 아시아 시장 - 베트남

• 베트남 내 물리보안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며 당과 국가에 국가 안보 정책 건의, 사회 질서 및 안전
유지, 폭동 예방 및 각종 범죄 예방을 담당

▶ 베트남 컴퓨터긴급대응팀(Vietnam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VNCERT)
• 베트남 통신법 제 339항에 의해 설립된 베트남 컴퓨터긴급대응팀은 자국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컴퓨터 보호 업무 담당
• 2005년 12월 20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의 직속 산하
기관으로 설립
• 베트남의 네트워크 보안 경고, 컴퓨터 보안 기술 표준 개발 및 조정,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중앙
컴퓨터긴급대응팀 지원 담당
•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위험 감지 및 조기 경보 기능 수행,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컨설팅 업무 수행하며, 이외에도 외국 컴퓨터 비상 대응(CERT)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컴퓨터긴급대응팀 구축 담당
• VNCERT는 자국의 디지털 주권과 정보보안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국 제품의 점유율이 50%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국 정보보안 기업들에 Symantc, Kaspersky, McAfee 등 글로벌 벤더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 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

▶ 베트남 정보보안협회(Vietnam Information Security Association, VNISA)
• VNISA는 2011년 11월 17일, 정보보안 산업의 진흥을 위한 비영리 정보보안 기관으로 설립
• 협회 회원은 정부기관 책임자, 은행 및 재무 관련 회사 대표, 통신사 대표, 솔루션 제공업체, 정보보안
분야 종사자, 컨설턴트, 보안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 보안 인력 양성, 국가 단위 정보 보안 대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정보 보안 관련 설문조사 수행,
정보 보안 발전과 협력을 위한 기관 및 사업체간 회의 개최 등을 담당하며, 이외에도 정보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베트남 정부정보보안위원회(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Commission, GISC)
•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ce) 산하 특별 기관으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 정보
보호를 담당하며, 각 정부 기관에 전자 서명을 발행하는 유일한 기관
• 베트남 정부정보보안위원회(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Commission, GISC)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까지 15만 건의 디지털 서명을 발행했으며, 이는 정부 기관 간의 온라인 거래 시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 네트워크보안국(Department of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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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하노이에서 공식 설립된 기관으로, 네트워크 보안 관련
기관의 보안 기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3. 규제 및 인증제도
▶ 베트남 기업의 소프트웨어 및 보안 인증은 금융 및 IDC 분야에 국한 적용
•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자국 내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조차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한 필요성 절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
• 로컬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중 불과 1%만이 ISO 27001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은행, 금융기관 및 데이터센터에 집중

▶ 열악한 재무 환경과 보안 전문가 부재가 베트남 인증 확산의 주요 걸림돌
•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및 보안 인증 보급이 더딘 배경으로는, 인증 채택 시 수반되는 베트남 기업들의
재무적인 부담과 베트남 내 ISO 표준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상황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ISO 27001 준수를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

▶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현상 타개를 위해 ISO/IEC 27001:2005 표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착수
•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13년 2월, 자국 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ISO 27001 인증과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기준의 하나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1백만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 발표
• 향후 ISO 27001 적용 기업에게는 매 기업 당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 계획
•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14년까지 CMMI/소프트웨어 개발과 ISO 27001 인증 확산을 위해 각각
18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런칭할 계획으로, ISO 27001의 경우 40개 기업에 대해 인증 획득을 지원
예정

▶ 한편, 글로벌 인증 에이전시 SGS가 1989년부터 베트남에 진출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보안과
관련해서는 ISO 20000 기반의 인증 제도를 지원하고 있음
• ISO 20000(IT 전반에 대한 인증), ISO 22301(비즈니스 지속성 관리), ISO 27001:2005(정보보안 관리
시스템), ISO 28000(공급체인 보안 관리 시스템), ISO 31000(위기관리), ISO 50001(에너지 관리
시스템), ISO 9001(품질 관리 시스템) 등의 인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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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두는 베트남 전자정부 (2018.8)30
• 베트남 총리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은 전자정부의 IT 서비스 및 사이버 보안을 감독하는
프로젝트를 허가함
• 베트남 컴퓨터 긴급 대응팀(VNCERT)이 운영하는 국가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센터, 주요 지방과 도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2025년까지 보강하는 것이 프로젝트
목적
• 장관급과 지역구 책임자들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이버 보안 인력을 육성해야함
• 사이버 보안 위기가 발생할 경우 모든 부처들은 협력 및 정보를 공유하여 최고 책임자인 총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함
• 모니터링 시스템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할 예정
• 2018년 4월 23일에 발표된 Government’s Decree No61/2018/ND-CP는 행정절차를 다루는 단일 창
메커니즘의 이행에 관한 내용임. 각 부처, 부문 및 지역은 시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집중된 온라인 포털을 제공해야 함

▶ ASEAN-Japan 사이버 보안 훈련을 개최한 베트남 (2018.5)31
• ASEAN-Japan 사이버 보안 훈련에 100여개의 IT업체, 정부부서 등에서 온 300여명의 대표단과
기술진들이 참가함
• 정보 통신 부차관보 응우옌 탄 흥(Nguyen Thanh Hung)은 분산 서비스 거부(DoS/DDoS) 공격은

30 Vietnamnews, “e-Gov’t focuses on cyber security”, 2018.8.17.
31 VOV,“Vietnam hosts 2018 ASEAN-Japan cyber security”, 20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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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정보 보안 훈련이 정기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밝힘
• 이 훈련은 국제 기관, 국내 기관, 핵심 부서간의 공조가 목표이며, 이중 핵심 부서들이 직간접적인
공격을 제일 많이 받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

▶ 베트남의 새로운 사이버보안 법안 (2018.6)32
• 2018년 6월 12일 베트남의 새로운 사이버 법안(Law on Cybersecurity)이 국회에서 통과
• 2019년 1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해외 업체들에게 막대한 의무를
부과함
•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반국가적 콘텐츠, 거짓 선전 선동을 담은 게시물들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러한 게시물들을 걸러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 사용자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되, 해당 사용자가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베트남 당국과 협력하여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당국이 요청할 경우, 법령을 위반한 콘텐츠를 24시간 이내로 삭제해야 함.
• 사용자 개인정보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은 특정 기간 동안 저장되어야 함
• 외국 업체가 베트남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 베트남에 지사 혹은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함
• 해외 진출 기업의 데이터 저장소 및 사무실 설립 요구 조항과 베트남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베트남과 한국 정부, 전자정부 MoU 체결 (2018.5)33
• 2018년 5월 전자정부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MoU 체결
• MoU 체결에 앞서 전자정부 협력회의를 통하여 전자정부 인프라 정비, 국가 데이터센터 구축,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표준화, 사이버 보안 관련 경험 공유 등을 논의함
• 정부 청사 장관 마이 티엔 둥(Mai Tien Dung)은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전략과 해결책을 배우기를
원하며, 양측이 정보를 교환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힘

32 Tilleke&Gibbins, “Vietnam’s New Cybersecurity Law Will Have Major Impact on Online Service Providers”, 2018.6.18.
33 보안뉴스, “한국 전자정부, 베트남 시작으로 신남방지역 본격 진출”, 2018.5.25.
VOV, “RoK helps Vietnam build e-government system”, 2018.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