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태국

‘17년 GDP(십억달러)

455.2

'17년 인구수(천명)

69,037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태국은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과 국제 협력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 역량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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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관련 주요 지수
· 태국의 전반적인 ICT 발전 상황은 전 세계 중위권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표명

태국

한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5.67

78

8.85

2

접근(Access) 부문

5.48

91

8.85

7

활용(Use) 부문
기술(Skills) 부문

5.33
6.72

68
70

8.71
9.15

4
2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7)

0.684

22

0.782

13

UN 전자정부 지수(2018)

0.654

73

0.901

3

ITU ICT 발전지수(IDI 2017)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7년 말 기준)
· 태국은 유선통신 기반이 취약하나, 이동통신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910
4.2
유선전화
8,208
11.8
유선브로드밴드
121,530
176.0
이동통신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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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환경

▶ ITU가 2017년 1월에 발표한‘Global Cybersecurity Index(GCI) 2017’에 따르면 태국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0.684로 글로벌 순위는 2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남아 권역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를 기록
• 해당 지수는 법적·기술적·조직적 대응 및 역량강화, 국제협력 등 5개 부문의 지수를 종합한 것으로,
태국은 법적, 기술적,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비교적 높은 그룹에 속하지만 조직 부문에 있어서는 중간
그룹에, 그리고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낮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Symantac Internet Security Threat Report 2018에 따르면 2017년 사이버보안 위협 지수에서 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7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9위를 기록했던 2016년 보다 두 단계 상승한 것임

▶ 태국, 세계 2위 사이버 범죄 위험 국가로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알리안츠(Allianz Global)가
분석34
• BitDefender의 연구에 의하면 태국은 아시아에서 5번째, 전 세계적으로 11번째 사이버 고위험
국가(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다음)35로 분류
• 2016년 8월 1일부터 8일까지 악의적인 해커들이 정부저축은행(Government Savings Bank) 소유의
ATM을 공격하여 약 346,000달러를 탈취
• 디지털경제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산하 전자거래개발청(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 ETDA)36에 따르면 2015년에만 약 4,300회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약 87%의
기업이 데이터나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밝힘
• 사이버 범죄에 따라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된 약 20% 정도 기업의 경우, 손실이 1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에도 약 4% 기업 경우에는 약 1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남
• 인터넷 사용자와 모바일 이용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위험에 대한 대비 부족, 프로토콜에

34 Bangkokpost. 2016.6.8.
35 TECHINASIA, 2017.4.10
36 태국의 ICT,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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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의 부재 등으로 멀웨어를 포함한 각종 바이러스 노출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태국은 전 세계적으로 멀웨어 감염이 높은 25개국 중 하나로, Microsoft에 따르면 태국 컴퓨터의 약
35%가 멀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약 21% 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Microsoft SIR, 21호)
• 이 중에서 감염 빈도수가 가장 높은 악성 소프트웨어는 트로이 목마(25%)이며, 두 번째는
웜바이러스(7%)로 나타남
• 모바일 이용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이에 따른 결제 수단의 취약성도 사이버 보안의 문제점을
야기. 더불어 약 80%에 달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이러한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있음
• 다국적 사이버 보안 기업 Kaspersky에 따르면 태국은 2017년 2분기에 6만 4,000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태국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ThaiCERT)은 태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위 세 가지 사이버 위협을 발표함.
사기 461건 (37.9%), 침입 시도 457건 (37.6%), 침입-해커에 의해 운영 시스템 및 웹사이트가 제어됨
224건 (18.4%)
• 네트워크 보안 회사인 Palo Alto Networks에 따르면, 태국이 암호화폐 악성 멀웨어 마이닝 분야에
주요 국가임을 밝힘

물리보안 환경

▶ Economist의 UL Safety Index (2017) 기준, 태국은 물리보안 영역에서 글로벌 평가 49위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 물리보안 영역의 경우,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Thailand 4.0 계획과 연안동부지역 경제개발에 따른 스마트
시티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 수요 급증
• 태국 정부는 관광 도시 푸켓과 치앙마이를 스마트시티로 변모시키고, 동부회랑 경제특구(Eastern
Economic Corridor)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
• ▲도시 내의 첨단 IT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안정성 및 편의성 증대 ▲첨단 교통관제 시스템,
여행객들의 여행정보 검색 및 안전한 여행을 위한 인프라 증대 추진으로 향후 물리보안 시장 규모가
증가할 전망

▶ 통계 포털 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태국 물리보안 시장 규모는 약 800만 달러이며, 연 평균 60.2%씩
성장하여 2022년에는 시장규모가 4,600만 달러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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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국제 마케팅 조사업체 ‘We are Social’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총 6,911만 명의 태국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5,7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준
• 모바일 가입자 수는 5,556만 명으로 8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서 약 3% 증가한 것임
• 한편, 태국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대부분이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인구는 2017년에 2,600만 명, 2018년에는 5,458만 명 2020년경에는
2,93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림 _ 태국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인구 현황

[출처] We are Social (2018.1)

▶ 태국은 모바일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느린 국가 중의 하나
• Speedtest Global Index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태국의 다운로드 속도는 14.14Mbps로 전 세계
123개국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광대역 속도 측정에서 97위를 차지하여, 38.44Mbps로 20위를 차지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태국인들은 느린 인터넷 속도와 보안 문제로 전자상거래(e-Commerce)에 있어서 배달 후
현금결제(Cash-on-delivery)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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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디지털 경제 현황
• We are Social (2017)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는 태국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중요할 역할을 할 것이며,
2027년 까지 태국 GDP에 25%를 기여할 것으로 추정

▶ 디지털 경제 추진을 위한 투자 계획
• 태국 정부는 향후 10억 바트를 투자하여 국가 통신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며, 향후 3년 이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를 4천만 명까지 늘릴 목표
• 2015년 10월 CAT 텔레콤사는 태국을 2020년까지 동남아 디지털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국가인터넷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제안. 이 프로젝트의 핵심의제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국제적인 인터넷
게이트웨이(IIG)를 증가시키는 것임
• 디지털 시장 전망(digital market landscape),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structure), 디지털 혁신
생태계(digital innovation ecosystem)가 태국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요 투자 영역임

▶ 전자상거래 활성화 가능성
• 태국 국가통계국(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Thailand)의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 6세 이상의 국민
중 인터넷 사용자는 전체의 약 47.5%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접속 빈도측면에서는 일주일에 5~7일을
접속한다는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
• 또한 인터넷 접속기기 중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중이 90%에 달해 중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에
접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 모바일 거래(M-Commerce)가
전체 온라인 소비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

표 _ 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출처] Statista (2021년은 전망치임)

• 전자상거래 발전 기관(the 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에 따르면 2017년 태국의
전자상거래 총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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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태국의 전자상거래 총 수익은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는 늘어난 인터넷 및 휴대
전화 사용량뿐만 아니라 물류 및 전자 지불 시스템 개선이 큰 기여
• 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전자거래 지불 시스템 (e-payment) 구축
• 태국 정부는 P2P 거래와 세금납부, 복지수당 지급 등의 용도로 쓰일 e-Payment 시스템인 PromptPay
시스템을 2016년 8월부터 도입
• PromptPay 시스템은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은행 시스템 안에 통합하고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투명성을 확보겠다는 목표로 추진
• 등록된 고객들은 모바일을 통해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으며 사회보호,
연금, 세금 환급 등도 이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됨
• 태국 정부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영업체인 Alibaba와 협력하여 중국기업이 태국의 중소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거래 지불 시스템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작
• 한편, 태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태국 기간 통신사 CAT Telecom은 한국의 SK텔레콤, NHN KCP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e-Payment 관련 합작 사업을 시작
• 2018년 8월 기준, 일인 당 e-payment 평균 거래량은 50건이며, 태국 은행 (The Bank of Thailand)은
한 사용자 당 평균 e-payment 거래량이 15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PromptPay, QR 코드, electronic data capture (EDC) 사용의 증가로 태국 내 e-payment 거래량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e-payment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결제 채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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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태국의 정보보안 시장 규모는 아직 크지 않으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보보안 관련 정책 추진과
인프라 투자로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AES 그룹의 CEO, Henny Beeber에 따르면, 태국의 보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이 전과
비교해 다소 느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 Fit IT and Solution의 CEO인 Wissawat Chotbenjakul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프로젝트와 외국 투자가
적은 것이 태국 보안 시장의 하락의 이유라고 밝힘. 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규제 또한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힘

시장 규모 및 전망

▶ 태국 물리보안 장비 시장의 규모는 약 3억 달러 수준으로 동남아시아 전체 물리보안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30%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RNCOS에 따르면 태국의 CCTV 시장은 2013년~2017년간 연평균 2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하며, 태국 내 범죄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보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물리보안
시장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아울러 철도, 지하철 건설과 공항확장과 같은 인프라 건설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물리보안에 관한
수요가 점증

▶ MarketsandMarkets 조사에 따르면 태국의 2017년 보안 솔루션시장 규모는 약 37억 바트(약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며, 2018년에는 약 10~12% 성장할 것으로 추정

▶ 글로벌 시장 리서치 회사인, MarketsandMarkets에 의하면, 2017년 태국의 물리보안은 시장은 37억
바트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은 약 12%인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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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자 현황
정보보안 시장

▶ Trend Micro, McAfee, Check Point, Symantec, Sophos, Kaspersky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태국에서도 정보보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SafeComs, Nod32,
BitDefender, Panda 등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 태국의 정보보안 제품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유명 글로벌 기업의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가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신뢰가 낮은 편임

▶ Trend Micro
• 글로벌 보안 솔루션 기업인 Trend Micro는 동남아시아 주요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PC의 보안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Threat
Meter'를 제공 중

그림 _ Trend Micro 태국 홈페이지

[출처] TrendMicro.co.th

▶ Bitdefender
• 루마니아 태생의 글로벌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인 Bitdefender는 태국 내에 별도의 지사 없이 태국어
홈페이지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제품 유통업체인 Freelance Engineering을 통해 유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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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주요 제품군 및 서비스 : 안티바이러스, 안티 스파이웨어, 안티피싱, 안티스팸,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
등

그림 _ Bitdefender 태국 홈페이지

[출처] Bitdefender.co.th

▶ SafeComs
• SafeComs는 2004년 태국 방콕에 설립되었으며, 호주의 보안 관련 전문 인력들로 구성
• 주로 중소기업 대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약 90%가 태국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
소재한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지사
• 주요 제품군 및 서비스: 인터넷 보안 솔루션, 데이터 보안, 드라이브&데이터 복구, 보안 컨설팅 서비스

▶ Fortinet
• Fortinet은 태국 최대의 온라인 게임 프로바이더인 AsiaSoft의 안티바이러스 방화벽 시스템과
BAAC(Bank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에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제공 중
• 주요 제품군 및 서비스 : 안티 스파이웨어, 웹 보안, 안티바이러스 등

▶ Cyberoam
• Cyberoam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파트너 및 리셀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국 지역에서는 E-Rong
Consultant Co., Ltd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ITessential, Infrotonic 등의 리셀러를 확보하고 있음
• Cyberoam은 IDC, Gartner 등 IT 전문 시장조사기관이 주목하는 정보보안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Kaspersky Lab과 제휴를 맺고 바이러스 감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최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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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품군 및 서비스 :·방화벽, IPS,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 VPN 등 정보 보안 전 분야에 걸친 제품
라인업을 보유

▶ SIMENSE
• ISA-99, IEC62443, DHS, BSI 등 규격 획득에 대한 컨설팅 진행
• 통합 Portal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 보안과 시스템 통합에 관한 보안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에 대한 방화벽 및 VPN 채널에 대한 무단 침입보호서비스

▶ Fujitsu
• Fujitsu는 24시간 운용하는 보안운영센터(SOC)를 통해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
• 바이오 인식 기반 솔루션, PalmSecure ID Match 기술을 통한 물리적 출입관리 등의 솔루션 제공

▶ BAE Systems
• 보안운영센터(SOC)를 통한 보안관리서비스(MSS) 제공
• 오픈 소스를 통한 공격에 관한 정보를 자동 탐지하여 취약성을 평가하고 검색하는 서비스 제공

▶ HIP Global
• HIP Global은 태국 보안 시장의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공공 그리고
개인 고객 수가 2,000에 다다름
• 원스탑(one-stop) 서비스와 보안 상품은 지문, 얼굴 스캔, 주차, 접이식 게이트, 서스펜션 게이트,
개찰구, 플립 게이트 등이 포함됨

▶ Hanwha Techwin
• Hanwha Techwin은 구 삼성 테크윈으로서 CCTV 카메라 등 보안 기술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
• 아날로그 및 IP 네트워크 IP CCTV 시스템을 이용한 CCTV 제품을 제공

3. 주요 동향 및 이슈
▶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Thailand 4.0’은 정보화 사회로의 목표를 가속화시킬 것임
• 2016년 5월에 전격 개시된 Thailand 4.0은 디지털 태국을 위한 핵심 캠페인으로서 태국 정부는 중공업
기반에서 기술기반 국가로 점차 옮겨가고자 노력 중

2. 아시아 시장 - 태국

• Thailand 4.0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부분의 성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구조를 기술

지향적으로 변환시켜 기존 대비 4~5%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임
• 동 캠페인은 일련의 수퍼 클러스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전자부품, 전기/통신 클러스터,
디지털 클러스터, 친환경 화학 및 플라스틱 클러스터, 식품혁신센터(Food Innopolis), 우주항공
클러스터, 로봇 클러스터, 의학 클러스터 등의 산업이 이에 포함됨
• 아울러 태국 정부는 ICT 기술 발전을 통해 태국이 외국 기술의 소비시장이 아닌 자체적인 기술 및
서비스 시장을 보유한 국가고 발전하는 것을 추구함
• Thailand 4.0 하에, 태국 정부는 전국의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함. 이는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

▶ 사이버 보안 관련 인력의 부족
• 태국은 ‘Thailand 4.0’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이버 보안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고
있음
• 태국의 전자상거래개발청(ETDA)에 따르면 매년 사이버 공격이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으며, 멀웨어,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 인력은 태부족인 상황
※ 현재 태국에는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약 200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약
2,800여 명, 싱가포르의 1,600여 명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수준
• ETDA의 Surangkana Wauparb 청장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ISSP
전문가들이 적어도 800명 이상이어야 함
• 이를 위해 태국 정보보안협회(Thailand Information Security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새로운 IT 보안
전문가를 위한 훈련과 전문인증자 제도를 발전시키기로 하였으며, CISSP 전문가들을 2017년 말까지
약 500여 명, 2022년까지 1,000여 명을 확보할 목표
• 보안 전문가, 보안 인력 1,000명의 보안 능력 향상을 위해 ETDA는 Cisco Thailand와 협업, Cisco는
또한 보안 지식을 태국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ThaiCERT)에 제공하기로 함
• ETDA 산하의 ThaiCERT는 사이버보안 위협 경보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전 세계 포진되어 있는 Cisco의
인지, 교육, 가이던스 센터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

▶ 동남아시아 사이버 보안 센터인 아세안-일본 사이버 보안 능력 배양 센터 (The Asean-Japan
Cybersecurity Capacity Building Centre)가 태국에 2018년 9월 14일 자로 설립, 이는 아세안 국가에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지역을 돕기 위한 인력을 훈련시키기는 것이 목표
• 동남아시아 내 약 700명의 인력이 일본이 구상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사이버
디펜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악성코드 분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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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2018년 3월, 디지털경제사회부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에 의해 개정된 사이버 보안
법안이 공청회에 제출됨
• 이 법안은 사이버 환경에서 국가 안보, 군사 안보, 국내 평화 및 경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
• 또한 태국에서의 사이버 공격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사이버 보안위원회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설립 내용과, 비준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사이버 보안법이 부재할 때 태국 총리실에 의해서 발행된 국가 사이버 보안 준비 위원회 B.E
2560(2017)에 관한 규제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됨
• 모든 조직, 지사 또는 비영리 조직은 (해당 조직이 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수익을 얻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안의 적용을 받음

▶ 사이버 보안 법안 ‘Computer Crimes Act of 2007’ 개정
• 태국의회는 2016년 12월 16일 기존의 ‘Computer Crimes Act’를 개정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킴
• 정부 감시 절차와 법안의 광범위성에 따른 시민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이버 보안과 시민들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 지속
• 사이버 보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처명 변경: 주무부처를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서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로 변경
· 컴퓨터 정보나 이메일에 대해 상대방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데이터를 보내 수신자를 방해할 경우
20만 바트 이내 벌금형에 처함
·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거짓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국가의 안정이나 공공의 안녕, 국가적인 경제안정,
공공 인프라를 무너뜨리거나 공황상태를 야기할 경우, 최대 5년 이내 징역형이나 백만 바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이러한 것을 알고도 전달했을 경우도 같은 처벌
·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한 일에 협조하거나 묵인할 경우에도 공격자와 같은 처벌. 그러나 정부에서

2. 아시아 시장 - 태국

정한 절차에 따라 고지하고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처벌에서 예외
· 담당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데이터나 시스템을 압수할 수 있음
·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 사용자나 관련자를 소환하거나 컴퓨터 데이터를 복사하고 컴퓨터시스템을
압류가능
· 컴퓨터데이터 감시위원회(Computer data Screening Committee)를 설립하여 이곳의 공무원이
관련 자료로 법원에 청원하여 데이터의 배포를 금지시킬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들은 트래픽데이터를 적어도 90일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90일 이상 2년 이내에 트래픽 데이터를 보유하여야 함
• 비영리 디지털 권리와 시민의 자유기구 (Thai Netizen Network)는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수정안에
반대하는 30만 명의 서명을 제출한 바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제정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으로 명명될 예정인 이 법률은 기존에 개인 정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신 다른 여타의 법으로 보호되고 있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이 될
것임
• 초안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 정보의 축적, 보유,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예를 들어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단지 경영상의 목적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수집할 수 있음. 특히 개인의
민감한 정보(장애, 유전정보 등)는 수집이 금지됨. 개인 데이터의 배포는 국가안보의 목적이나 그
소유인의 동의하에서만 가능
· 어린이 보호에 관한 내용은 기존 어린이 보호법의 내용을 차용
· 개인정보 수집자들은 개인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정부나 법원의 명령은 예외)
·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한 수준의 보안조치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여야 함. 이것에 실패하면 인신구속이나 벌금형에 처함
· 누구든 불법적으로 제 3자의 컴퓨터 데이터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거나, 고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구금형이나 1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함
· 누구든 불법적으로 제 3자의 컴퓨터시스템의 작동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파괴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구금 형이나 1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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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략 및 정책

▶ 태국 정부는 현재까지 신기술 부문 발전을 위해 IT2010, ICT Master Plan(2002-2006), ICT Master Plan
Extended(2007-2008), ICT Policy Framework 2020(2011-2020, ICT2020), National Digital Economy
Policy and Plan(2016-2020) 등을 차례로 계획하여 실천해 오고 있음
• IT2010은‘Technology Achievement Index(TAI)’를‘dynamic adopters’에서 ‘potential leader’로 태국의
TAI 순위를 D.A에서 P.L로 올리는 것, 태국의 지식노동자들을 2010년까지 전체 노동력의 30%까지
확대하는 것, GDP의 50%까지 지식기반 산업에서 나오게 하는 것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부(MICT)에서는 향후 10년 간의 ICT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구상한 ICT2020을 발전시켰음

▶ ICT2020 전략은 현재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ICT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여러 가지 목표와 전략을
표방하고 있음
• IT2010 계획의 후속으로 태국의 정보통신기술부는 ICT2020 정책을 구상하여 향후 10년(2011-2020)의
정보통신정책 목표와 전략을 전개
• 동 전략의 원칙은 사회, 경제, 환경 차원의 균형 발전, ICT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 제공, 현대적인
사회 유지 및 함께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 능력에 맞는 개념을 고려, 지난 정책과의 연계성,
공공부문에의 민간 참여 등임

그림 _ ICT 2020의 비전과 목표

[출처] 정보통신기술부(M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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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는 ‘스마트 태국 2020(Smart Thailand 2020)’을 이루기 위한 기반 인프라가 될 것이며, 사회를
평등과 지속가능한 경제로 이끌 핵심 전력이라는 것이 ICT2020의 기본 프레임워크임
• ICT2020은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7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보편적이고 안전한 광대역 인프라 구축 : ICT 인프라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국가 기본 시설로서 세계적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무선 고속 네트워크 투자에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창조함
· 둘째, ICT 관련 인력 확대와 경쟁력 있는 ICT 노동력 확보 :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위한 기술 수준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을 마련함
· 셋째, ICT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세안 통합에 대비 : ICT 산업현장에서의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시장을 목표로 ICT 상품과 서비스 질을
발전시키고 브랜드를 개발. 특히 아세안 시장 통합과 관련하여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 태국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들과 상품 개발, 서비스 마케팅에 있어 상호 협력하도록
지원함
· 넷째, 스마트 정부를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서비스 혁신과 거버넌스를 개선 : 우선 전자정부를
책임질 중앙기관을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ICT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정부의 CIO
위원회를 강화하며 정부의 각 부서나 지방 정부에도 CIO를 설치. 또한 열린 정부 정책에 따라
e-서비스를 발전시키도록 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 및 정부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강화함
· 다섯째, 태국의 비교 우위의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과 창조성, 지식을 창조하는 추진력으로의 ICT
전략을 추진 : 기존의 제조업 강화를 위해 물류와 공급 망에 대한 ICT 기술 발전을 강화하고, 태국이
장점이 있는 서비스 부분에 대한 R&D 지원을 위한 책임기관을 설립함
· 여섯째, 사회 평등을 보장하는 ICT의 추진 : 정보 인프라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도시나 지방에서
모든 국민이 초고속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디지털 미디어도 모든 사람들이 매일 접근할
수 있으며, 교육 TV 지역 언어 방송에도 할당. 아울러 e-정부 서비스도 모든 사람이 매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공급. 어떤 경우에든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ICT를
제공하고 발전시킴
· 일곱 번째, Green ICT를 추진: 녹색경제와 녹색사회 발전 추진을 위한 ICT 발전전략을 추구하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의 수단으로서 ICT 사용 증진

▶ 2014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사정부도 ICT2020에 기초한 새로운 ICT 발전을 도모해 ‘경제와
사회를 위한 디지털 발전 계획’(Digital Development Plan for Economy and Society(2016-2020))을 추진
• 동 계획은 국가 디지털 경제 마스터플랜(National Digital Economy Master Plan)으로서 인프라 발전과
혁신, 정보기술 발전, 노동력 개발, 여타의 자원개발 등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사용토록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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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을 통한 국가경제 및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함
• 마스터플랜은 향후 20년간 디지털의 기초를 형성 및 활용하여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하고 궁극적으로
태국을“Digital Thailand”로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전략임
• 현재 동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경제관련 법안들도 과도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01년의
전자거래법에 관한 개선안, 사이버 범죄, 사이버 보호, 개인 프라이버시와 같은 것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음

정보보호 인증제도

▶ 태국 시장은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의 제품에 대한 국제 인증을 인정
• 태국 정부는 보안 제품에 대한 로컬 인증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태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국제 CC 인증을 취득하여 시장에 해당 제품의 공신력과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음

▶ CC(Common Criteria) 인증은 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세계 20개국에서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의
평가 기준으로, 최고 등급은 EAL 5등급임
• 외국 보안 업체는 CC 인증 취득을 통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를 자사제품의
공신력 및 기술력을 입증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담당기관

▶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MDES)
• MDES는 2016년 컴퓨터 범죄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Draft CCA 2016)에 의해 정보통신기술부에서
부서 명칭을 디지털경제사회부로 변경하여 설립된 내각부서
• MDES는 태국 내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태국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관리와 통신 인프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
•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의 활성화와 정부 내 디지털 거버넌스의 담당기관
• 또한 각종 법안과 규제를 통해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고 있음
• 산하에 전자상거래 발전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집행기관인 전자상거래개발청 (Electronic Transaction
Development Agency: ETDA), 전자정부 집행기관인 전자정부청(Electronic Government Agency:
EGA),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디지털 경제증진청(Digital Economy Promotion Agency:
DEPA) 등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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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개발청(Electronic Transaction Development Agency: ETDA)
• 2010년 정보통신기술부 산하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ETDA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과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담당
• EDTA의 주 서비스 영역은 전자상거래관련 정책 및 기획, 국가 전자상거래 통계 작성,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전자상거래 보안 및 표준화, 전사상거래 관련 핵심 인프라 개발 등임
• 또한 침해사고대응팀(ThaiCERT)이 ETDA 산하로 들어오면서 보안 관련 사이버 보안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 및 금융기관, 일반 기업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태국침해사고대응팀(Thailand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ThaiCERT)
• ThaiCERT는 태국 내 유일한 침해 사고 관련 긴급대응 공공기관임
• 2000년에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전자 및 컴퓨터기술센터(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에 설립되었다가 2011년에 ETDA 산하로 소속이 변경됨
• ThaiCERT의 주 업무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정과 필요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임. 정부, 민간단체, 학계 등과 연계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있으며, 보안사고
대응팀 포럼(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FIRST), 아시아태평양 컴퓨터
긴급대응팀(Asia-Pacifi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APCERT)에 참여하여 정보보안
체계에 관한 국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
• 또한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도 제공

3.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태국, 사이버보안 강화 위해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 설립 예정 발표37(2018.5)
• 2018년 5월, 태국의 IT분야 담당기관인 전자거래진흥청(ETDA)에 따르면 태국의 Prrayut Chan-ocha
총리가 처음으로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가 안전보장 회의를 주재
• 회의에서 총리는 사이버보안 대응 측면에서 태국이 세계 톱 20 국가에 진입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제시
• 또한 사이버보안 강국이 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언급
· 사이버보안 위협의 위험을 보호하고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의 중요성
강조

37https://www.opengovasia.com/thailand-plans-to-set-up-cybersecurity-agency-to-boost-cybersecurity-prepa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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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기반시설(CII)의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긴급 상황 처리를 위해 지침 및 표준 운영 절차(SOP)
작성: 태국은 CII로 ▲국가 안보 및 공공서비스 ▲운송 및 물류 ▲금융 ▲에너지 및 유틸리티 ▲공중
보건 ▲통신 6대 분야를 지정
· 사이버보안 인력 개발: 공공부문에서 1,000명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 사이버보안 문제를 조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책임을 맡을 사이버보안청(CSA, CyberSecurity
Agency) 설립: EDTA와 태국컴퓨터긴급대응팀의 인력으로 구성
• 태국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예산 3억 5,000만 바트를 디지털 경제 기금에서 마련할 계획
• 한편 태국 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태국 현지에 아세안-일본 사이버보안 역량 구축 센터
(ASEAN-Japan Cybersecurity Capacity Building Center)를 설립할 계획

▶ 태국과 호주는 사이버 범죄에 협력하기로 합의
• 2017년 6월, 호주의 사이버 범죄예방 대사인 Tobias Feakin은 태국의 왕립 경찰을 방문하여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는 협정을 맺음
• 호주 당국은 태국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발전된 경험을 전달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