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라오스

‘17년 GDP(십억달러)

16.9

'17년 인구수(천명)

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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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명

라오스

한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91
3.47

139
140

8.85
8.85

2
7

활용(Use) 부문

1.90

132

8.71

4

기술(Skills) 부문

3.78

136

9.15

2

0.392
0.305

77
162

0.78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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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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는 유선통신 기반이 취약하나, 이동통신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라오스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1,125
16.4
유선전화
27
0.4
유선브로드밴드
3,711
54.1
이동통신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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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보안

▶ 미국 해외안보자문위원회(Overseas Security Advisory Council, OSAC)의 ‘2018년 라오스 범죄 및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의 치안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무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의 발생 확률은 희박함
• 이처럼 안정적인 치안 환경으로 인해 보안 장비에 대한 수요는 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라오스는 연평균 6% 후반대의 빠른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소득 증가와 함께 치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전망
• 라오스 현지의 보안 제품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개인의 보안장비 수요는 적은 편이나, 일부
소비자들이 스마트 홈이나 보안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점진적 성장이 예상됨

정보보안

▶ 국제 사이버 정책센터(International Cyber Policy Center)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이버 성숙도
2017(Cyber Mat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7)’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의 사이버 성숙도는
30.3점으로 전체 25개국 중 19위로 하위권
• 동 조사는 거버넌스, 사이버범죄, 군사, 기업 활동, 사회의 5개 방면에서 성숙도를 평가한 것으로
라오스는 2016년에는 23개국 중 20위로 2017년과 비슷한 순위를 유지
• 라오스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할 기관 및 금융과 관련된 사이버범죄 법제 면에서 5점 만점에 1점을
받았으며, 사이버보안과 사이버정책에 있어 군의 역할 면에서도 1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사이버 문제와 관련된 정부 조직과 사이버 이슈에 관한 법제/규제, CERT와 같은 사이버보안
지원기관의 존재 여부 등에서는 각각 4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사이버 문제에 관한 정부와 기업 간의 교류 현황에서는 4점을 받았으며, 사이버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의 비중은 각각 3점을 기록

▶ 라오스 침해사고대응팀(LaoCERT)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라오스의 사이버 침해사고 유형은 웹
변조(48%)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악성코드나 취약점 공격의 비중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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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2017년 라오스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출처] LaoCERT(2018)

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국제 마케팅 조사업체 ‘We are Social’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총 691만 명의 라오스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40만 명으로, 보급률은 35% 수준
•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인구 대비 보급률은 91%를 기록
• 이동통신 가입자 중 선불제 가입자의 비중이 97%에 달하며, 3G와 4G 인터넷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가입자 비중은 42%임
•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220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90%가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는 9%, 태블릿 이용자는 2%로 나타남
• 전체 인구 중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비중은 32%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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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라오스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 인구 현황

[출처] We are Social(2018.1)

▶ 라오스의 이동통신 시장에는 Lao Telecom, ETL, Beeline, Unitel 등 4개 사업자가 있으며, Unitel이 시장
점유율 45%로 1위 사업자이며, Lao Telecom(38%)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BuddeComm에 따르면 라오스의 이동통신 시장은 2022년까지 완만한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며,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시장 발전이 제한되고 있음

▶ 라오스의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 보급률은 2012년 0.1%에서 2017년 0.4%로 매우 미미하게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성장세는 이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보급률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
• 반면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4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
• BuddeComm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라오스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12만 명을 기록했으며, 향후 5년 간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
• 라오스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은 2017-2022년까지 24.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보급률
43%에 가입자 수 339만 명을 기록할 전망
• 이동통신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와 통신사간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및 4G 서비스 보급에 따른
속도 향상이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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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라오스의 정보보호 시장은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낙후되어 있으며,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도 부재하여 단기간 내 국가적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은 제한적
• 라오스의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은 ASEAN 국가 중 캄보디아에 이어 최하위로 평가되며, 주변 국가들
대비 인구수도 적어 해외 보안업체들도 라오스에 직접 지사를 개설하기보다는 현지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

▶ KOTRA 라오스 현지 무역관에 따르면 라오스는 보안 소프트웨어나 CCTV 등의 보안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없고 IT 유통업체들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수입함
• 물리보안 시장의 경우 낮은 소득과 안정적인 치안 환경으로 인해 개인 소비자는 보안장비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지 않으며, 주로 기업과 기관,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보안장비 수요가 형성
•

개인은 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며, 기업이나 정부는 첨단 기술제품과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

▶ 2016년 10월 라오스 우정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라오스의 ICT 관련 기업은 총 398개로 이중 ICT
보안업체로 분류된 업체는 단 한 개에 불과했으며, ICT 리셀러가 234개, ICT 설치 업체가 9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주요 사업자 현황

▶ TTiT-Solutions
•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 위치한 TTiT-Solutions는 글로벌 보안 시스템 업체 Robert Bosch Limited의
공식 딜러로서 CCTV 시스템, 접근통제 시스템, 화재 경보 제품과 시스템, 빌딩관리 시스템 등을 취급
• Bosch 제품 외에도 중국 보안업체 Dahua의 접근통제 시스템과 CCTV, 삼성전자의 CCTV도 함께 취급
• 물리보안 제품 외에 엔드포인트 보안, 방화벽과 VPN, 침입방지시스템, 이메일 보안 등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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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제품도 취급

▶ Kerberos Security
• 2006년 설립된 라오스 현지의 보안 전문업체로 안전 시공, 보안 감시와 설계, 보안 컨설팅, 시스템
통합 등의 영역에서 활동
• Kerberos Security는 라오스 프랑스 대사관의 CCTV와 접근통제, 통신 시스템 시공과 미국 대사관의
차량 출입통제 시스템 등을 수주한 바 있음
• Kerberos Security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으로는 펜스 시스템, 접근통제와 신원관리, 아날로그 및
고해상도 디지털 CCTV, 침입 탐지 및 경보 시스템, 빌딩 자동화, 화재 경보 시스템, 차량 모니터링과
보호 시스템 등이 있음

▶ Trivico Computer Sole Co., Ltd
•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의 IT 종합 유통업체로, 보안 관련 제품으로는 중국 업체 Hikvision의 CCTV와
Kaspersky 및 Trend Micro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경보시스템 등을 취급

3. 주요 동향 및 이슈

▶ 2016년 10월 라오스는 국제공항에 첨단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첨단 승객처리시스템(Advance Passenger Processing system, APP)’라는 명칭의 새로운 시스템은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라오스
이민경찰국은 태국의 국가보안 시스템 업체 SOMAPA IT와 MOU를 체결
• 시스템 상에서 수집된 승객 정보는 라오스 내 이민경찰국과 승객이 향하는 목적지의 이민관리국에
곧바로 전송되어 테러 예방에 효과적
• 또한 동 시스템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승객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승객이 수속하는 경우 잠재적
보안 위험을 차단 가능
• 시스템을 구축할 SOMAPA IT에 따르면 동 시스템은 아세안 국가 중 미얀마와 태국에 이어 라오스에
세 번째로 도입되는 것으로, 태국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테러와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해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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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Law on Prevention and Combating Cyber Crime)
• 라오스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이 2015년 7월 발효되었음
•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은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시스템,
컴퓨터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원칙과 규제, 대응 조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 법의 적용 대상은 라오스 국경 내에서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 데이터 및 정보를 운영 및 처리하는
국내외 기업과 개인임
• 동 법의 주요 원칙은 아래와 같음

표 _ 라오스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의 주요 원칙

주요 원칙
1. 국가 정책과 법률, 전략 계획 및 사회경제 계획에 부응
2. 국가 문화와 전통, 국가 안보와 평화, 사회질서를 준수
3. 국가 및 조직, 개인의 기밀 보호
4. 통일성과 안전성, 신속성과 공정성을 보장
5. 법률과 규제에 의거해 서비스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와
컴퓨터 데이터 및 정보를 보호
6. 사회의 참여를 보장
7. 라오스가 참여하는 국제협약 및 조약의 준수
[출처] Law on Prevention and Combating Cyber Crime, LaoCert

•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은 비인가 컴퓨터 접속 및 시청각 자료의 비인가 편집, 컴퓨터 정보의
비인가 탈취와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피해 유발, 음란물 유포, 컴퓨터 시스템 간섭, 컴퓨터 데이터
및 정보의 위조와 파괴 등을 불법으로 규정
• 또한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통지 및 긴급대응 계획을 규정하고, 우정통신부가 사고를 통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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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우정통신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관련 당국과 인원의 훈련,
긴급사고 모니터링과 사이버범죄 관련 통계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등을 실시해야 함
•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법은 또한 라오스 침해사고 대응팀(LaoCERT)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LaoCERT에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규제방안의 연구개발과 컴퓨터 시스템 보안 인력의
개발과 훈련, 사이버보안 사고의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

▶ 전자 데이터보호법(Electronic Data Protection Law)
• 라오스 정부는 2017년 5월 12일 전자데이터보호법을 발효했음
• 동 법은 전자데이터를 출처를 밝힌 한 누구나 회람 및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데이터, 그리고 소유주의
허락 없이 회람될 수 없으며 국가 정보와 개인/민감 정보를 포함하는 특정 정보로 분류

주요 전략 및 정책

▶ 제8차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8th Five 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 라오스 정부는 ICT 약소국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 ICT 분야의 발전과 관련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1-2015년 제7차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인터넷, 통신, 우정 사업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 2016년 발표된 제8차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더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강조하면서 ICT 발전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기초 통신 및 전자정보 인프라 개발 촉진, 서비스 부문의 현대화 지원을 위해 고속·고품질 서비스
제공, 전자상거래 촉진, 사회경제개발 강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ICT 발전을 위한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통신환경 업그레이드

표 _ 제8차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ICT 주요 목표
달성 기간
2016년

주요 내용
국가인터넷서비스코드(la.)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완료
북부 및 중부지역에 인터넷 백업센터 구축

2018년

라디오 주파수 관리센터 2곳 설립 및 해외 위성 대신 라오스 위성 사용 장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전자기록 취합을 위한 국가 데이터 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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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기간

주요 내용
정부기관, 구역 및 마을의 50%를 연결하는 인트라넷 및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
정부기관의 50%에 대한 전자 관리 및 서비스의 점진적 개발
ICT 기술응용학습센터를 마을 규모 단체에 2곳, 구역 규모 단체에 2곳 설립

2020년

e-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일환으로 공중 및 지하 광섬유 네트워크를 1만 킬로
확장하여 전국적으로 각 시당국과 수도 비엔티엔에 연결
고품질·고효율·저비용 3G 및 4G 송수신국 확장으로 전 지역 서비스
연간 GDP 성장률 8% 달성 위해 우정통신 분야의 매출 확대
[출처] 라오스 기획 투자부(2016.6)

▶ 2030년을 향한 ICT 비전 (ICT Vision 2030)
• 2015년 10월 라오스 우정통신부는 ICT 환경 조성을 위해 7가지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7가지 세부 목표는 인적 자원 개발, 우편 부문 현대화, 사이버보안 강화, ICT 산업의 발전, 전자정부
구축, ICT 혁신 등임
• 우정통신부의 Thansamay Kommasith 장관은 2018년 비엔티엔에서 열린 라오스 ICT 엑스포
개회식에서도 2030년까지 라오스를 디지털 사회로 변모시키겠다는 비전을 다시금 확인했음
• 라오스는 그밖에 전자정부 개발계획 2013-2020, 2025년을 향한 ICT 전략 계획, 국가 ICT 정책
2015-2025 등을 추진 중

2. 담당기관

▶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PT)
• 2007년 10월 우편 및 정보통신 정책 추진을 위해 총리실 직속 기구로 설립된 라오스 국가
우정통신청(National Authorit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이 2011년 9월 우정통신부로
기관명을 변경함
• 우정통신부는 라오스의 우편 및 정보통신, 방송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사업 실무
추진, 정보통신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주로 담당
• 우정통신부는 2017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통신국을 폐지하고 라오스 통신규제청(L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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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munication Regulatory Authority)과 무선주파국(Department of Radio Frequency)를 신설함
• 또한 산하의 연구소(Institute of Research)를 폐지하고 ICT 증진센터(ICT Promotion Center)를 신설

그림 _ 라오스 우정통신부 조직도

[출처] 라오스 우정통신부

▶ 라오스 침해사고 대응팀(Lao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LaoCERT)
• LaoCERT는 2012년 9월 라오스 우정통신부 산하 국가인터넷센터(Lao National Internet Center,
LANIC)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6월 LANIC에서 독립되어 우정통신부 직속기관이 되었음
• LaoCERT는 아시아태평양 CERT(APCERT)의 멤버이자 2016년 5월 카네기멜론대학으로부터 CERT
명칭의 사용을 정식으로 허가받았음
• 2018년 현재 LaoCERT의 직원 수는 총 32명으로, 조직 구조는 관리 및 국제협력국, 연구개발국,
사고처리국, 네트워크모니터링국의 4개로 구성되어 있음
• LaoCERT는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국가 사이버 전략의 수립 및 ICT 분야의 발전을 위한 법제
수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고 처리와 대응, 경보발령, 네트워크 취약점 스캐닝, 기술 조언,
보안 의식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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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LaoCERT 조직도

[출처] LaoCERT

3.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국제연합 마약범죄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라오스와 사이버범죄에
대한 첫 번째 원탁회의 개최
• UN 마약범죄국은 2018년 8월 라오스 각 정부부처 및 기관들과 국가 사이버범죄 원탁회의를 개최
• UN 마약범죄국은 노르웨이 정부의 자금 후원을 받아 동남아시아 지역 내 사이버범죄와 온라인 플랫폼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 그 일환으로 라오스 경찰의 디지털 범죄과학 실험실 설립과 디지털 증가의 분석과 검사를 위한
HW/SW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특별히 고안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포렌식 장비 운영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계획
• 라오스는 사이버범죄 대응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러 건의 사이버범죄가
법집행당국에 보고되었으나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라오스 우정통신부, 전자상거래 발전계획 추진
• 2018년 3월 라오스 우정통신부는 향후 10년간 핵심적인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 발전을
제시
• 우정통신부는 2025년까지 정보통신기술 기초 인프라의 구축을 완료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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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
• 정보통신 인프라와 법제가 완비되면 국내외 기업들은 온라인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될 전망
• 우정통신부는 또한 현재 대부분 ASEAN 국가들보다 비싼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
• 라오스 인터넷 사업자들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주변국으로부터 대역폭을 구매하기 때문에
요금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협상을 통해 비용 절감 필요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CLMV) 아세안 4개국 사이버보안 관련 워크샵 개최
• 2016년 12월 스위스 ICT 평화재단의 지원으로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CLMV 국제 사이버보안
정책 및 외교 워크샵에서 CLMV 4개국은 사이버보안 규범과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협의
• 각국은 사이버보안 협력을 통해 광케이블 백본망과 글로벌 은행 간 결제네트워크 등의
주요정보기반시설 보호 및 아세안 커뮤니티의 성장 지원을 꾀할 방침
• 라오스 우정통신부의 Thansamay Kommasith 장관은 라오스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ICT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
• 그는 또한 ICT가 많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사이버 공격 등의 보안 위험성도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국제적 보안 의무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