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과테말라

‘18년 예상GDP(십억달러)

78.46

'18년 인구수(천명)

17,247

∎ 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과테말라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우리나라 대비 매우 낮으며 세계 중하위권 수준

2018

2017

전년대비 증감

국가명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과테말라

0.251

112

0.114

138

+0.137

+26

대한민국

0.873

15

0.782

13

+0.09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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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명
IMD 국가경쟁력지수(2019)

과테말라
점수
순위
-

IMD 디지털경쟁력지수(2019)

한국
점수
-

순위
28

-

-

-

10

UNCTAD 전자상거래지수(2019)

37.5

119

89.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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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1
0.538

112
81

0.873
0.901

15
3

∎ ICT 관련 주요 통계(ITU, 2017년 말 기준)
· 과테말라의 유선통신 보급률은 15%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 이동통신 보급률은 높은 편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인터넷 이용률

과테말라
가입자수(천 명)
보급률(%)
2,461
14.55
531
3.14
19,986
118.1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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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

정보보호 산업 개요
1) 보안 환경
정보보안 환경

▶ 과테말라의 정보보호 산업 환경은 후진적 구조
• 법적 및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
• 정보보호 수요는 증가 추세이나, 자체 기술 수준, 조직적 체계, 역량구축 면에서는 열위 수준으로 제대로
정보보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타 국가와 협력의지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나 아직은 무상원조 성격의 비대칭적 지원을 원하는 입장이라
원활치 못한 편

▶ ITU에서 평가한 글로버 사이버 보안 종합지수도 낮은 수준
• 중남미 역내 국가 중 9위 그룹에 머물고 있는 낮은 수준 기록1

▶ 향후 정보보호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 부패, 부적절한 사법 제도, 폭력과 빈곤 등에 의한 잦은 민생범죄 발생으로 정보보호 수요 확대 추세
• 공공기관 및 광공업 부문 등 대형 민간기업, 일부 부유층 주택 등 전통적인 중남미의 정보보호 수요층
확대추세로 향후 정보보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

전자상거래 및 결제 환경

▶ 2012년 중반 서비스를 시작한 선불업체 Movilway는 Banco Reformador 등 여러 은행과 제휴해 전자지
갑 서비스 제공
• 이 서비스는 공공 요금과 같은 기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운송 및 소매 서비스
에서도 이용 가능

▶ Tigo, 서유럽연합(Western Union)과 함께 국제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시작

1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5

과테말라

•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해외에서 직접 돈을 모바일 지갑으로 받아 Tigo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음

▶ 국제 마케팅 조사업체 ‘We are Social’의 Digital in 2019: Guatemala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과테말라
국민의 44%가 금융기관 계좌가 있으며, 신용카드 계좌는 국민의 6.6%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의 2.1%가 모바일 지갑이 있으며, 7.6%가 온라인 거래 혹은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_ 과테말라의 금융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이용률

[출처] We are Social, Digital in 2019: Guatemala

2) 인터넷 및 통신 환경
▶ 과테말라는 정부의 과소투자 등으로 인해 기반 시설이 열악한 상태
• 과테말라의 통신 기반시설은 주와 지방 정부의 수년간 과소투자 및 폭력과 빈곤, 부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고정 회선은 열악한 상태
• 특히 대부분 시골 지역은 유선 접속이 불가하며 모바일 서비스는 필요에 의해 채택되어지는
상황

▶ 과테말라는 통신 서비스 지수(TELECOM MATURITY INDEX, TMI) 11.7%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하위에 위치

과테말라

그림 _ 과테말라 통신 서비스 지수(TELECOM MATURITY INDEX, TMI)

▶ 도시와 시골 간 통신 환경 격차가 상당히 큼
• 과테말라 도심과 시골 간 통신 시설이 각각 34%와 4%로, 도심에는 비교적 현대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나, 시골 지역은 매우 열악한 상태며 높은 비율의 인구가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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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전화와 모바일 서비스를 합친 수익률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4.2%에 불과
• 1990년대 중반 시민들의 과테말라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 정부는 규제 당국인 통신 감독 기관 (Superintendencia de Telecomunicaciones, SIT) 창설 및
일반 통신법 제정

과테말라

▶ 통신 서비스 성숙도 대 1인당 GDP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하위권에 위치
그림 _ 라틴 아메리카 통신 서비스 성숙도 대 1인당 GDP

▶ 국제 마케팅 조사업체 ‘We are Social’의 Digital in 2019: Guatemala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총 1,758만 명의 과테말라 인구 중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78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의 약 45%에 해당
• 모바일 가입자는 2,043만 명으로 보급률은 117%이며 모바일 사용자의 740만 명인 43% 정도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18년 1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
으며 이는 모바일 가입자가 0.7% 증가한 것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과테말라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62%가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페이스북을 사용

과테말라

그림 _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비율

[츨처] We are Social, Digital in 2019: Guatemala

▶ 소셜미디어 통계사이트인 Social Media Stats Worldwide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은 Facebook 사용이 1위(62%)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Instagram 2위(13%), Linkedin 3위(7.5%),
Twitter 4위(3.3%) 등이 그 뒤를 따름

그림 _ 소셜미디어 서비스 이용자 비율

[츨처] We are Social, Digital in 2019: Guatemala

과테말라

▶ 2008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및 기업시장에서 소비전력의 감소는 과테말라 통신부문의 경기
침체로 이어졌으며, 유선전화 시장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과테말라의 이동통신 사업자로는 América Móvil’의 Claro, Telefónica의 Movistar, Millicom의 Tigo 3개사가
대표적이며, América Móvil은 자회사인 Claro를 통해 고정 회선의 약 83%를 지배
• Claro는 고정 전화 서비스에서는 우세하지만, A-Tel, Cablenet 등 소수의 지역 사업자들 또한 약 18%
의 시장 점유
• 콜럼버스 통신 그룹의 콜럼버스 비즈니스 솔루션(Columbus Business Solution, CBS)은 파나마, 온두라
스, 과테말라,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 여러 카리브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중앙아
메리카 사업 전반에 4억 달러를 투자 시작

표 _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가구의 비율

3) ICT 및 산업 환경
▶ 과테말라에서 사용되는 광대역 기술로는 DSL, 케이블 모뎀, 무선 등이며, 와이파이 서비스는 2004년
초에 등장

▶ 모바일 광대역 접속은 Tigo, Claro, Movistar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

과테말라

그림 _ 광대역 브로드밴드 가입 현황

[출처] BuddeComm based on ITU ad industry data (2019.05)

▶ ICT 교육 등 정보통신 투자는 대부분 민간 기업에 의해서 자금 조달
• 초기 아동 발달 센터 설립과 같은 디지털 포함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구를 위한 개발 프로그램 등은 운
영자 Tigo와 ALAS 재단의 협력을 통해 시행

▶ 광대역 브로드밴드 보급률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는 추세
• 과테말라는 정부의 과소투자 등으로 브로드밴드 통신망 확장 프로젝트 투자가 미흡해 현재도 중남미

과테말라

에서 통신망 보급상황이 하위권에 속하는 국가
그림 _ 라틴 아메리카 내 과테말라의 광대역 브로드밴드 현황

[출처] BuddaComm based on regulator and company data(2019.05)

▶ 3G
• 2008년 Claro와 Tigo, WCDMA 기술을 기반으로 3G 서비스 시작했으며 2009년 말 Movistar가 서비스 출시

과테말라

• 3개 사업자는 모두 화상통화, 멀티미디어 다운로드,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제공
• 2012년 말 과테말라 정부는 추가 비용 없이 기존 면허 양허를 20년 더 연장하는 법안 통과

▶ 4G (LTE)
• Movistar는 2014년 10월 1900MHz 대역을 이용해 LTE 서비스 시작했으며, 2018년 후반에는 최대
300Mb/s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LTEA 기반 서비스 개시
• Tigo는 2015년 중반 3년간의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과테말라 도심에 LTE 출시
표 _ 과테말라 이동통신 가입자 추이

과테말라

정보보호 시장 현황

1) 시장 규모
시장 개요

▶ 도미니카공화국-중앙미국자유무역협정(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n Free-Trade
Agreement, DR-CAFTA)으로 과테말라와 미국과의 무역 시장 개방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대부분 상업, 제조업, 전기, 은행 및 보험, 통신 등이며 정보 보호 시장의 규
모는 상당히 작은 편
• 과테말라의 경제 지표는 대부분 비공식적이며, 경제의 핵심 요소는 대부분 미국에 정착한 이주민으로
부터의 송금이 차지
• 치안상태가 최하위라고 평가되며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빈부격차로 인한 민생범죄와 마약관련
범죄, 피싱 및 절도 등 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등으로 인한 정보 보안 수요가 점차 증가

2) 분야별 현황
물리 보안제품 및 서비스

▶ 중국과 미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기업과 주택 소유자들은 경보, 감시 카메라, 조명 등 예방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중국 정부는 과테말라 보안 프로젝트에 대해 세제 혜택, 면제 및 무제한 자금 지원을 통해 카메라, 비디
오 레코더 및 기타 보안 장비 제조업체를 지원 중

▶ 주거용, 산업용, 사무용 보안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과테말라

표 _ 과테말라 시장(안전 및 보안 포함) 규모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추정)

총 수출

22,857

23,744

25,243

25,674

총 수입

616,253

623,574

634,657

632,728

미국에서 수입

312,294

314,088

322,554

327,667

[출처] 미국 상무부,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다양한 물리보안 제품 외에도 최근 들어 정보보안용 시스템, 단말기, 솔루션 등이 시장에 공급되고는
있으나 세관의 수입통계 분류 모호성으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장

3) 주요 동향 및 이슈
▶ 마약 밀매, 조직범죄, 사회적 격차, 빈곤과 관련된 보안 문제 끊이지 않고 직면
• 대부분의 심각한 범죄는 지역 폭력조직에 의해 일어나며, 유죄판결 부족 및 기소 불충분 등 비효율적이
고 불충분한 경찰력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 형편
• 미국 상무부(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2019년 8월 26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동
안 과테말라에서 안보 이슈의 초점은 시민 갈등의 폭력에서 더 높은 수준의 범죄로 바뀌었으며, 과테말
라의 약한 기관들, 주정부 기관이 없는 외딴 지역들 그리고 남미의 마약 생산국들과 미국의 소비자들 사
이의 국가의 지리적 위치로 과테말라를 마약 밀매업자들과 다른 조직화된 범죄 집단의 주요 표적으로 삼
았다고 발표
• 이로 인해 과테말라 시민들은 지방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으며, 이러한 전국적인 정서와 관련
하여, 2007년 과테말라 정부는 과테말라에서 유엔 과테말라 임피던트 방지 위원회의 도움으로 부패한 불
운함을 해결하고자 시도

▶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사적인 보안 수요 증가
• 기업과 시민들은 경찰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개인 보안
을 선호하며 고용된 개인 보안과 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13만 명의 사설 경비원이 있지만 현역 경찰관은 34,000 명 수준에 불과

▶ 심각한 살인율로 인한 민간 보안 부문이 빠르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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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는 2018년 10만 명당 22.4명의 살인 발생으로 살인율 현저하게 향상
• 2018년 3,881건의 살인 발생, 이는 2017년의 4,409건의 살인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살인율을
보임
• 이로 인해 과테말라의 민간 보안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반 회사 예산의 약 10-12%가 민간
보안에 투자

▶ 과테말라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과테말라 보안실뿐 아니라 보안 및 안전장비 수입업체와 지속적
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들은 현재 대부분 미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상황

과테말라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1) 관련 법령 및 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 일반전기통신법(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 새로운 규제 체계 수립 및 기술 주체로서의 전기통신 교육 창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농촌 및 도시
수준의 저소득 지역의 전화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 조성

2) 담당기관
▶ 통신위원회(Superintendencia de Telecomunicaciones, SIT)
•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통신 분야 규제 및 시장 자유화 감독 및 규제 기관
• 국가통신기반주택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Housing, CIV) 산하에 운영
• 무선 주파수 관리 및 감독, 전기통신 레지스트리 관리, 국가 번호 부여 계획 관리 및 제재
•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 타 기관과의 조정, 국제 전기 통신 기구의 회의 및 국제 통신 조약, 협정 및 협약 협상에 참가
• 일반 전기통신법의 제재 적용

3) 규제 및 인증제도

▶ 과테말라는 보안제품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및 인증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도미니카공화국-중앙미국자유무역협정(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n Free-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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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DR-CAFTA)으로 인한 과테말라와 미국과의 시장 개방
• 미국과 중앙아메리카 사이의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과테말라는 2003년 말에 서명
• 동 협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며, DR-CAFTA 회원국 및 미국 사업자 사이의 완전
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통신 시장을 개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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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시장 및 정책 동향
1) 융합보안시장 동향
스마트시티

▶ 과테말라는 Salcajá시에 과테말라 최초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착수
• 과테말라 수출업자협회(La Asociación Guatemalteca de Exportadores, AGEXPORT)는 2019년 9월 소
프트웨어 수출업체와 함께 영토 내 수출을 촉진하는 투자 촉진을 목표로 프로젝트 착수 진행 시작
• 과테말라는 1년 동안 기술 파트너 회사인 SIGEL을 통해 현지 상품을 전자상거래화할 것을 약속
• 또한 중소기업과 장인들의 네트워크를 디지털로 전환 지원, 기술 개발 이용 및 관리 예정
•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과테말라는 현지 고용 창출 및 자국민 이주 중단 등의 효과도 기대

블록체인(가상화폐 포함)

▶ 가상화폐는 2019년 들어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
• 미국에서 과테말라로 송금 시 추가 요금이나 세금이 부과되는 미국의 법에 따라, 과테말라에서는 암호
화폐로 송금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 일본 암호 화폐 거래소 과테말라에 서비스 제공
• 일본에 기반을 둔 암호 화폐 거래소 Bitpoint는 2019년 9월 과테말라에 암호 화폐 교환이 가능한 서비
스 제공 시작

핀테크 등

▶ 2019년 들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추세
• 과테말라 정부는 2019년 7월 18일 회사 설립 촉진을 위한 기업가 정신 강화에 관한 법률 통과
• 이 법에는 비록 벤처 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은 미포함되어있으나, 젊은 기업가들의 크라
우드 소싱 및 암호 화폐 지원 정책이 포함

▶ 온라인 결제 및 거래 애플리케이션 2019년 과테말라 시장 진출
• 과테말라 시장에 진출한 온라인 결제 및 거래 플랫폼 tPago는 2019년 9월 과테말라에 휴대전화를

과테말라

통해 온라인 서비스 결제, 금융 문의, 금액 이전 및 잔액 보충 등의 서비스 제공 시작

▶ 과테말라 핀테크 회사들의 과테말라 정부에 생태계 조성 및 가능한 규제 요청에 대한 수요 증가

2) 융합보안정책 동향

사물인터넷(IoT)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민 서비스 개선 시도
•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또는 공공 서비스기 기관이 대민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할 시민의 수와 서비스 수요가 증가
• 사물인터넷(IoT)은 일상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
공하는 대민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으로 작용
• 즉,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도로 차단이나 수리 등과 같은 대민 공
공 정보를 사전 혹은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
•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대민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지방세 과금과 같은 세금 혹은 공공 서
비스 요금 지불과 수금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음

핀테크 등

▶ 과테말라 핀테크 기업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테말라 중앙은행이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동향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
• 2017년 미주개발은행에 의하면, 2017년 12월 기준 과테말라 핀테크 기업 수는 4개에 불과했으나,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16개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과테말라 핀테크 기업의 증가로 인해서 과테말라 중앙은행(superintendency of banks guatemalan)은
핀테크 기업들의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과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고 하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