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엘살바도르

‘18년 GDP(십억달러)

26.057

'18년 인구수(천명)

6,420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엘살바도르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순위도 2017년에
비해 최하위권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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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감

국가명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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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0.124

142

0.208

108

-0.084

-34

대한민국

0.873

15

0.782

13

+0.091

-2

∎ ICT 관련 주요 지수
· 엘살바도르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해 있음

IMD 국가경쟁력지수(2019)
IMD 디지털경쟁력지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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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순위
-

점수
-

순위
28
10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19)

37.2

96

89.4

19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CI 2018)

0.124

142

0.873

15

UN 전자정부 지수(2018)

0.538

81

0.901

3

지표명

한국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7년 말 기준)
· 엘살바도르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유선통신 보급률에 비해 매우 높은 편

엘살바도르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915
14.33
유선전화
415
7.06
유선브로드밴드
9,478
148.37
이동통신
33.82%
인터넷 이용률
항목

한국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6,845
52.54
21,196
41.48
63,659
124.59
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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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 개요

1) 보안 환경
정보보안 환경

▶ 엘살바도르의 정보보호 산업 환경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
•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 수준의 정책이나 전략,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규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
• 최근 사이버 범죄 처벌을 위한 국가의 첫 번째 노력으로 사이버범죄 관련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전자 상거래 규제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나 2015년 의결된 전자 서명법이 존재
•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CIRT에 해당하는 SalCERT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조사부서
내 사이버범죄단이 UNODC의 지원과 함께 설립되어 운영 중임
• 엘살바도르 군대는 보호할 인프라의 위험과 중요한 영역을 식별했지만 공식 사이버 방어 정책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요한 국가 산업(Critical National Industry, CNI)의 보안을
관리하고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고 사이버 보안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한 위험 관리 실습을 계획함

▶ ITU가 2019년 3월 발표한 ‘Global Cybersecurity Index 2018’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0.124, 글로벌 순위는 142위, 아메리카권역에서는 27위를 기록하며 낮은 수준을 보임

그림 _ 엘살바도르 국가 사이버 보안 지수 이행률
(단위: %)

[출처] e-Governance Academy(2019)

▶ eGA(e-Governance Academy)의 국가 사이버 보안 지수(National Cyber Security Index, NCSI) 2019
자료에 의하면 엘살바도르는 전자 식별 및 신뢰 서비스 분야에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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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이버 교육,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기 관리 및
군사 사이버 운영 분야에도 노력을 보임
• 그러나, 사이버보안에 관련된 정책, 위협 분석 및 정보, 글로벌 기여, 디지털 서비스 방어 및 필수
서비스에 대한 방어, 개인 데이터 및 사이버 사고 대응 등 다수의 분야에 개선의 여지가 필요함
• 2002년 설립된 eGA는 에스토니아 정부, OSI(Open Society Institute) 및 UN 개발 프로그램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비영리 씽크탱크 및 컨설팅 기관으로 전자 거버넌스, 전자 민주주의, 국가 사이버
보안과 같은 디지털 혁신 분야를 조사하고 분석
• eGA는 국가 사이버 보안 지수(NCSI)를 2019년에 134개국을 조사하여 웹사이트(ncsi.ega.ee)에
게시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134개국 중 103번째 순위로 매우 낮음
•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전자 식별 및 신뢰서비스 분야에서 유능한 감독 기관, 고유한 영구 식별자,
전자 서명에서 이행률을 보이고, 교육 및 전문성 개발 분야에서 석사 수준의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 협회에서 이행률을 보임
• 또한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 분야에서 사이버 범죄 단위, 사이버 범죄의 범죄 인식에서 이행률을
보이고, 사이버 위기 관리 분야에서 국제 사이버 위기 훈련 참가를 하였고, 군사 사이버 운영
분야에서는 국제 사이버 훈련에 참여하였음
▶ 엘살바도르는 인터넷 보급률이 약 34% 정도이므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도 낮음
• 2016년 3월 기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캠페인은 실시된 바 없으며, 정부는 대학이
사이버 보안 교육 기회를 제공할 능력은 없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
• 반면, 민간 부문은 전자 상거래 서비스의 보안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사이버 보안 마인드를
개발하여 직원에게 사이버 보안 교육을 제공함
▶ 엘살바도르는 지속적인 치안 불안으로 2016년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신(新) 세계 살인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치안상황이 열악
• 엘살바도르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비교적 높은 주택
비용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범죄 발생이 잦음
• 재산 범죄(강도, 도난 등)는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일반적인 범죄이며, 2018년 보고된 모든 사고의
약 47%를 차지, 개인에 대한 범죄(폭행, 살인, 강간, 성폭행 등)은 보고된 모든 사고의 38%를 차지함1
• 특히 엘살바도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살인율은 인구
십 만명당 2016년 81명, 2017년 60명, 2018년 50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살인 사건은 2018년 보고된
범죄 사건의 14%를 차지함
• 또한 유명 레스토랑, 호텔, 주유소 및 소매점을 포함한 ATM/ 신용 카드 범죄에 대한 우려도 존재

1 U.S. OSAC, El Salvador 2019 Crime & Safety Report,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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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엘살바도르는 경쟁을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한층 개방
된 나라 중 하나에 속함
• 엘살바도르의 통신 분야는 1999년에 자유화되었고, 그 결과 유선통신뿐만 아니라 케이블 TV, 인터넷
및 기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국내외 민간 기업들이 생겨남
• 통신시장은 소수의 지배적인 다국적 사업자들(Millicom의 Tigo, América Móvil의 Claro, Telefónica
의 Movistar)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모든 통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
• 도매 광대역통신을 촉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DSL 시장은 선두 주자인 Claro가 사실상 인터넷 서비
스 제공(ISP) 시장에서 독점권 유지

▶ 통신산업은 엘살바도르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함
• LTE 망 기반의 광대역 이동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시장도 활발히 빠르게 성장 중
• 2019년까지 더 많은 신규 케이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유선 통신 산업 역시 발전할 것으로
예측

▶ 모바일 서비스 보급률은 낮지만 꾸준히 성장 중
• 광대역 이동통신 개발은 느린 주파수 할당으로 지연되어 왔으며, 3G는 널리 이용 가능
• LTE는 현대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14년 첫 개통되었으며, LTE 기술 적용 커버리지는 상당히 좁은 편

▶ 유무선통신 시장, 통신규제환경, GDP 등을 고려한 BuddeComm의 분석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통신
서비스 지수(Telecoms Maturity Index)가 31.7%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통신 시장 특성에 따라 리더, 챌린
저, 신생의 세 단계로 구분할 때 중간인 챌린저에 위치
• 엘살바도르의 유선전화 밀도는 모바일 전용으로 대체되어 중앙 아메리카 평균보다 약 5배 높고,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평균보다 5배 낮은 편임
• 엘살바도르 도심과 시골 간 통신 시설이 각각 34%와 4%로, 도심에는 비교적 현대적인 네트워크
가 있으나, 시골 지역은 매우 열악한 상태
• 그러나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높은 비율의 인구가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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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라틴 아메리카의 통신서비스지수에서 엘살바도르의 위치

[출처] BuddeComm(2019.5.)

▶ 유선통신
• ITU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는 88만 1,334회선을 기록, 2017년 91만
5,303회선 대비 약 3.7% 감소하였음
• 유선통신 보급률은 2009년 17.85%로 최고치를 보인 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010년 이후, 특히 2017년 이동통신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유선 전화 회선 수가 크게 감소 중
• 주요 유선통신 사업자인 Claro 및 Telefónica 외에도 트리플 번들(TPS)의 일부로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Tigo, VoIP 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GCA Telecom, 지역 및 장거리 전화를 제공하는 Salnet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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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o(América Móvil)는 엘살바도르의 주요 유선 사업자로 시장 점유율이 약 78%에 해당하며 América
Móvil이 95.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MOVISTAR(Telefónica)는 유선 시장에서 약 18%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어 Claro의 주요 유선 경쟁업체임

그림 _ 엘살바도르 유선통신 가입 회선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회선, %)

[출처] ITU Statistics DB(2019.6)

▶ 이동통신
• 2003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동통신 부문은 가장 역동적인 통신 부문
•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과 유선 서비스 신청 후 이용에 대한 긴 대기 기간도 이동통신 성장에
기여하였음
• 또한 유선통신 연결이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시골 지역에서는 성장이 빠르게 진행
• ITU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943만 2,925명을 기록하며 보급률이
146.91%로, 보급률은 2017년 대비 약 1.46% 감소하였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가입자 수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1.8%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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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엘살바도르 이동통신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2019.6)

• 전국의 전화선 중 6%가 유선전화인 반면 약 94%가 이동전화 네트워크로, 이동전화 보급률이
유선전화 대비 월등히 높으며, 또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평균보다도 약 3배 높음
• 엘살바도르의 이동통신 시장은 2018년 기준 5개 네트워크 사업자 Tigo, Movistar, Claro, Digicel,
Intelfon가 서비스를 제공함
• 경쟁 당국이 2019년 5월 Telefónica 그룹이 현지 사업부를 Claro 브랜드 하에 운영되는 América Móvil에
판매하는 것을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승인되면 모바일 부문은 더 통합되어 2019년 후반에 4개의
사업자로 줄어들며 통합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더 좋은 지배적 환경이 만들어 질 것임
• 규제기관은 2016년 말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85%의 인구 커버리지, 81.7%의 지리적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3G 네트워크는 인구 커버리지의 61%에 해당한다고 발표
• Claro는 2008년 초 엘살바도르에서 처음으로 3G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2017년 말 3G 가입자 수가
2G를 넘어 섰음
• 그러나 LTE 인프라의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려는 이동통신사(MNO)의 투자에 따라 LTE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단, 이동통신 서비스에 충분한 주파수 대역이 할당되지 않아 통신네트워크 사업자의 LTE 인프라 구축
속도가 느려, 엘살바도르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LTE 서비스 제공이 늦은 국가에 해당함
• Movistar는 2016년 11월 엘살바도르에서 LTE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으며, 공급업체로 Ericsson과
계약했음
• 2016년 연말 Tigo의 LTE 서비스가 이어졌으며, 2020년까지 LTE 서비스를 인구의 80%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를 위해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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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cel은 2017년말 LTE 서비스를 시작했음
• LTE 지원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가용성으로 LTE 가입자는 2017년 중반 약 30만 명으로 성장하였으며,
2017년 4분기 기준 엘살바도르의 LTE 커버리지는 44.7%에 해당함2

▶ 인터넷 이용 환경
• ITU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인터넷 보급률은 33.82%로, 2016년 29% 대비 4.82% 증가함
• 엘살바도르는 도매 브로드밴드를 홍보하는 규제가 없어 DSL 시장의 선두주자인 Claro가 사실상
독점을 유지함
•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크로스 플랫폼 경쟁은 소수의 케이블 사업자이며, 최근 몇
년간 시장 통합이 이루어져서 Telemóvil은 지역 케이블 TV 제공업체인 Caribena Cable을 인수하였음
• BuddeComm의 자료에 의하면, 엘살바도르에서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은 2018년 기준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반 이용자 수는 약 421만 명으로 보급률 61.9%에 해당하며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연평균성장은 17.7%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유선 브로드밴드 기반 이용자 수는 약 48만 1,000명으로 보급률 7.4%에 해당하며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연평균성장은 8.5%를 보임

표 _ 엘살바도르의 플랫폼별 브로드밴드 보급률(2018년 기준)
구분

이용자 수

점유율

모바일

4,210,000

61.9%

유선

481,000

7.4%

전체

4,691,000

100%
[출처] BuddeComm(2019.5.)

2 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The Digital Financial Services Ecosystem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FI Special
Report,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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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_ 엘살바도르의 플랫폼별 브로드밴드 보급률 추세
(단위: %)

[출처] BuddeComm(2019.5.)

• 주요 유선 브로드밴드 플랫폼은 DSL이며 그 외 케이블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자로는 DSL 접속을 제공하는 Claro, 케이블 접속을 제공하는 Tigo, 케이블 접속 브랜드 Integra를
제공하는 Telefónica, 자체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한 DSL 접속을 제공하는 Salnet이 있음
•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는 거의 전국적인 모바일 브로드밴드 커버리지를 제공함
• 2019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통신 분야는 이동통신과 브로드밴드로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대한
전망이 특히 유망함
•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3G 인프라에 오랫동안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LTE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음
• Tigo의 3G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엘살바도르 전역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Claro의
서비스는 San Salvador 및 인근 도시로 제한됨
• ITU의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보급률은 2017년 기준 33.82%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4.82%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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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_ 엘살바도르 인터넷 보급률 추세

[출처] ITU Statistics DB(2019.6)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및 결제시장 전문 조사기관 yStats에 의하면, 엘살바도르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7년 1억
2,000만

달러에서

2020년

2억

2,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연평균성장률(2017~2020)은 22% 이상으로 예상되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전자 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추정됨3
•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2017년~2020년)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32%)이며. 이후 콜롬비아(+27%), 멕시코(+25%) 순으로 나타나며, 이에
이어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22%)와 동일한 성장률로 예상됨
• AFI(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의 2019년 7월 자료4에 의하면, 엘살바도르의 온라인 인증 및 식별
시스템은 전자 상거래 개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미진한 수준
• 세계은행의 Global Findex Data 2017 자료에 의하면5, 엘살바도르는 2017년 기준 인구의 30%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청구서를 지불한
경우는 인구의 4%에 해당하여, 이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평균 11%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2017년 기준 휴대전화 금융 서비스의 보급률은 4.6%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평균 1.7%에 비해 전체
금융 서비스 사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갖춘 Aerocasillas는 2015년에 엘살바도르의 인터넷 판매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고객의 90%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주문한 반면 10%만이 물건을 주문하러 실제 매장을

3 “Global E-Commerce Intelligence, Latin America B2C E-Commerce Market 2018”, yStats, 2018.11.
4 The Digital Financial Services Ecosystem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FI Special Report, 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2019.7.
5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17, The World Bank: https://globalfindex.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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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였음
• 현지 신문인 El Diario de Hoy, 글로벌 소비자 조사회사인 Kantar Worldpanel의 데이터를 인용,
엘살바도르의 인터넷 사용자 중 7%만이 지역 평균과 같이 온라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구매는 영화표, 휴가 패티지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또는 라이프 스타일 상품이라고
보도(2016년 6월)
• 엘살바도르 국민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정보 공개와 같은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구매의 보안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보임
• 미국에 기반을 둔 물류회사인 Aerocasillas와 Trans Express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전자 상거래 시장은
사람들이 점점 더 미국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을 사용하게 되는 유망시장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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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엘살바도르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의 강한 성장으로 인터넷 접속과 전자화폐, 모바일 결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금융, 통신 분야 정보보안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됨

▶ 엘살바도르 전국 곳곳의 폭력조직이 벌이는 범죄는 현재 경찰 역량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6 이에
대한 CCTV, 치안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한국의 KOICA는 지난 2010년, 2017년 치안역량 강화 1, 2차 사업을 통해 CCTV 치안 시스템을
엘살바도르에 최초 설치(제1차 사업)하고 자체운영체계 수립을 지원한 적 있음
• 제1차 사업에서 수도 산살바도르 센트로 지역 우범지역에 방범 카메라 50대 설치, 2차 사업에
서는 시내 주요 차량 진출입로 17개 지점에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66대 설치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엘살바도르의 정보보호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에 대해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임

2) 분야별 현황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 2019년 5월 엘살바도르 외교부와 한국의 KOICA는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범죄예방 및 현지 경찰
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엘살바도르 치안역량강화 3차사업’ 협의의사록을 체결함7
•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50만 달러를 지원해 수도 산살바도르를 포함 광역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주요 내용은 CCTV 시스템 구축, 경찰청 911센터 내 CCTV 통합

6 KOICA, 코이카, 엘살바도르 주민 삶 개선 위한 치안 사업 추진, KOICA 보도자료, 2019.5.24.
7 KOICA, 코이카, 엘살바도르 주민 삶 개선 위한 치안 사업 추진, KOICA 보도자료, 20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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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 구축, 범죄예방 및 수사 교육과정 구축, 자체 교수요원 양성 등으로 관련된 물리보안 제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한국의 KOICA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수도와 인근 23개 곳에 차량번호판 자동인식카메라 80대 설치,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CCTV를 통한 치안 강화 효과를 높이고자 기존에 중복 설치된 CCTV 관제센터를 재정비하고 관제
인력을 통합시켜 실시간 범죄 추적 효율화에 힘을 쏟고자 함
• 또한 현지 우수 경찰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양성해 현지 상황에 맞는 자체 교육 확대, CCTV를 활용한
현지 경찰의 방범, 수사역량 강화를 계획함

3) 주요 사업자 현황
▶ Soluciones Seguras
• 중앙아메리카의 주요 사이버 보안회사로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외에 엘살바도르 San
Salvador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 Soluciones Seguras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문가들에게 업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제공함
•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및 통신 보안 관리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음
• 2019년 4월에는 사이버보안 지역투어 행사를 운영하여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모아 엘살바도르의
회사의 주요 취약성과 대응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지적함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solucionesseguras.com/
e-Mail : infosv@sseguras.com
Tel. : +503 2206-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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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사이버 범죄 관련
• 2017년 기준 엘살바도르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범죄 및 관련 권리에 대한 특별법(Special Law against
Cybercrimes and Related Rights)은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의 첫 번째 노력 중
하나에 해당함8
• 해당 법은 승인을 얻어 범죄 제제만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법이 불법으로 표시하는 행동은 다음의
예와 같음
- 피싱 사기
- 공공 및 민간 레지스트리의 조작
- 괴롭힘
-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 컴퓨터 시스템 등의 간섭 등

▶ 데이터 보호 및 공공 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 엘살바도르 입법부는 해당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자유에 대한 규범을 확립하고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함

▶ 시민 보안 및 공존법에 대한 특별 기금(Special Contribution for Citizen Security and Coexistence Law)
•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13%에서 18%로 인상
• 수입된 전자장비, 모바일 장치 구매, 데이터 전송 서비스에 대한 지불, 역 요금 통화 및 선불 서비스에
대해 5% 세금 부과

▶ 전자 서명법
• 엘살바도르는 전자 상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가 없지만 전자 서명법(Decree 133/2015)을 2015년 10월
의결함

8 Garcia & Bodan News, Cybercrimes in El Salvador, 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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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안을 통해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 MINEC)는 전자 서명을 규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개인 키를 얻기 위해 등록해야 함
• 고객신원확인제도(KYC, Know-Your-Customer) 적용 대상 단체에는 은행, 농업 신용기관, 연금기관,
보험회사, 환전소, 감사인, 회계사, 공증인, 게임센터, 자동차 딜러 및 증권 딜러가 포함됨
• 전자서명법은 총 7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함
- 기술의 중립성
- 개인의 데이터 처리방식
- 전자서명의 법적 가치
- 사용자들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공급업체 허가 관련 내용

주요 전략 및 정책

▶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 전략 및 정책
• 2015년 ITU의 자료에 의하면9 사이버 보안에 대한 확립된 국가 전략 또는 정책은 없지만 개발 중인
것으로 조사됨

2) 담당기관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ecurity)
• 엘살바도르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국가 기관에 해당함
• 정보 도구 및 통신 전략을 만들고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이버 보안 정책을 정의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예방, 사건에 대한 관심, 인식 및 교육 워크숍을 관리하고 수행하기 위한 CSIRT의 생성을 강조하여
사이버 보안 집행 기관을 위한 제도적 전략 추진
• 2016년 기준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개발 중이지만 완성된 초안을 발표하지 않았음

▶ 엘살바도르 컴퓨터침해사고대응센터(SalCERT)
• 엘살바도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다른 지역 대응팀과 협력하는 국가 CIRT인 SalCERT를 유지함
• SalCERT는 위협을 성공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하지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역량이 제한되었음

9 ITU, CYBERWELLNESS PROFILE REPUBLIC OF EL SALVADOR, 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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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경찰의 조사부서 사이버범죄단(Cybercrime Unit, Division of Investigation)
•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와 엘살바도르 경찰에
의해 서명된 양해각서의 틀 안에서 설립되었으며 국가 경찰 소속임
• 사이버범죄단에는 디지털 법의학 연구소가 없지만 SalCERT의 기술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음
• UNODC와 함께 사이버 범죄 부서의 미래를 형성하고자 컴퓨터 범죄 그룹, 검사 및 경찰 요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조사 기업에 대한 교육도 실행되었음
• 사이버범죄단은 UNODC의 기술적 지원과 함께 어린이, 청년, 부모, 교사 등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 시 직면하는 위협에 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사이버 범죄 발생과 관련된 건설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강화하는 훈련을 이행함

3) 규제 및 인증제도
▶ 엘살바도르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제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엘살바도르 공공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사이버 보안 국제 협의체인 CAMP
회원으로 새로 가입(2019.4)10
• KISA는 중남미 권역의 사이버보안 협력 확대를 위해 코스타리카 과기부와 중미경제통합은행과 함께
글로벌정보보호센터(GCCD) 역량강화 세미나 및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CAMP)* 제 5차
지역포럼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2019년 4월 25일~26일 개최했음
* CAMP(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는 한국 주도의 사이버보안 논의를 위해 KISA가
운영중인 국제협의체로 2019년 4월 기준 43개국, 57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
• 엘살바도르 공공안전부는 CAMP 제5차 지역포럼에서 CAMP 회원으로 새로 가입하여 자국의 사이버
보안 현황을 공유했으며 역내 회원들과 더불어 중남미 지역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과제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엘살바도르에 정보접근센터를 개소함(2018.12)11

10 인터넷진흥원, 중남미 권역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보도자료,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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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사카테콜루카에 위치한 한-엘살바도르 정보접근센터 개소식에는 현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차관, 정보접근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중미기술훈련원 원장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
• 해당 정보접근센터는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이며, 기존에 구축하였던 정보화 교육장 세미나실, 사무실 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전용
인터넷 라운지 구축, 콘텐츠 제작실을 구축함

▶ 엘살바도르 교육부는 UNODC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실행 (2018.10)12
•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엘살바도르의 학교에서 사이버 범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사를 위한 전문교육, 학교를 위한 시청각 자료 및 인쇄물 개발
및 설치 등을 수행함
• 학교를 위한 시청각 자료 및 인쇄물은 사이버 괴롭힘, 인터넷 프라이버시, 사이버보안 등의 주제영역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스스로를 즐기면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의 부분으로 개발됨
• 해당 캠페인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이버 범죄를 알리고 예방하며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교육자료는 UNODC와 Telefónica El Salvador의 지원으로 카타르주의 재정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음

5) 정보보호 스타트업 관련 정책동향
▶ 엘살바도르는 정보보호 스타트업 관련 정책 내용이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됨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중미 엘살바도르에 정보접근센터 개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2018.12.20.
12 인터넷진흥원, 중남미 권역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보도자료,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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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시장 및 정책 동향

1) 융합보안 시장 현황
핀테크

▶ 엘살바도르 시장에서 기능적으로 운용되는 두 가지 주요 전자화폐(e-Money)는 Tigo Money와 MoMo
이며, 이 두 회사의 고객들 간의 전자화폐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Tigo와 Momo는 3,000명 이상의 에이전트와 1백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방 자치
단체와 성인 인구의 90%와 16%에 해당함
• 사용자는 현지 송금, 방송 구매. 국제 송금 및 기타 거래를 수행할 수 있음
• 이동통신 사업자 Tigo는 2011년 말 Western Union과 제휴하여 국제 모바일 송금 서비스인 Tigo Money를
시작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의 고객은 해외에서 직접 모바일 머니
지갑으로 돈을 받고 Tigo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음
• Tigo Money는 2017년에 5억 달러의 거래를 보고 했으며, 이는 가족 송금 6억 4천5백만 달러를
포함하고, 전기 청구서의 25%를 포함하며, 또한 송금 중에서 90%는 미국에서 왔음
• Tigo Money의 거래 대부분은 전자 지갑(e-Wallet)과 마찬가지로 지불 및 송금을 포함하여 무료임

▶ Banco Agrícola은 셀카 찍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을 출시13
• 엘살바도르의 주요 은행인 Banco Agrícola는 비은행 고객을 위해 Mobbeel의 신원확인 기술인
Mobbscan을 은행의 모바일 앱에 통합하여 수행
• MobbScan을 사용하면 DUI (Documento Único de Identidad)나 주민 카드와 같은 신분 증명서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하고 안면 생체 인식을 통해 고객을 식별할 수 있음

2) 융합보안 정책 현황
핀테크

13 VIA News, Take a Selfie and Open a Bank Account in El Salvador, 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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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중앙 준비 은행(Central Reserve Bank, BCR)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무리함
• 이동통신네트워크사업자(MNO)가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신용충전, 현금인출 및 예금, 청구서 지불 등
다양한 모바일 지불(m-payment)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

▶ 금융포용법(Financial Inclusion Law)은 전자 화폐(e-money)를 엄격하게 규제함
• 법인이 제공하는 전자화폐는 법에 의해 100% 보증되며 중앙 준비 은행(BCR)에 예치금으로 보유됨
• 단일 거래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거래는 1,200 달러로 제한됨

▶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14, 엘살바도르는 핀테크를 위한 감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음
• 엘살바도르 규제 당국은 금융거래에 대한 불균형 세금을 제거하고, 고객이 원격으로 개설할 수 있는
간단한 은행 계좌를 만들었음
• 2015년에 엘살바도르 정부는 금융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공공, 민간 및 국제
행위자와의 조정을 위해 수행된 후속 노력은 e-money 제공업체, 전자 임금 지불(electronic wage
payments) 및 보다 큰 에이전트 네트워크의 도입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했음
• 2019년 11월, 엘살바도르 대법원은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이전에는 금융
거래에 관한 세금법 No. 764/2016에 승인되었음)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음
• 전자 금윰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2018년에 DaviPlata는 엘살바도르에서 최초의
온라인/모바일 저축예금 계좌를 사용자가 원격으로 개설하고 제어할 수 있게 했음
• EIU가 해당 보고서를 통해 5개 범주와 55개 국가에서 재정적 포용환경을 평가하였으며 엘살바도르의
경우 강점인 내용은 제품 및 판매점 영역의 금융 판매점으로 에이전트, 판매자 및 전자 채널이 포함됨
• 반면,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안정성 및 통합성 영역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 소비자 보호 영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범죄 보호가 포함됨

14 Economist Intelligence Unit, Global Microscope 2019: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financial inclus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