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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서구보다 인터넷 기술 표준이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이버
공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을까? 또 중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자국의 인터
넷 기술 표준을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로 확장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중국
이 서구 주도의 사이버 거버넌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규명했다. 사이버 거버넌스 자체가 인터넷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개념이기에 사이버 공간의 표준을 채택하고 표준화 과정에서 누가 주
도권을 잡았는지에 따라 사이버 세계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일
국이 사이버 공간의 기술 표준을 확보하면, 그 자체로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를
장악할 수 있어 정보화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해 중국은 기존의 미국이 구축했던 사이버 공간의 자원 할당과
같이 근본적인 사이버 거버넌스에 경쟁하기보다 5G 같은 새로운 사이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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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사이버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
고 저비용 고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자국의 사이버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해
표준화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주제어

사이버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기술 표준,
도메인 네임 서버, 자원 할당

※ 이 성과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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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17년 12월 3일 저장성(浙江省) 우전(烏鎭)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인터넷대회(世界互联网大会)에서 시진핑(習近平)은 모든 국가는
자국 내 사이버 주권(Cyber Sovereignty)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주권을 강조했다. 여기서 시진핑은 중국이 세계 인터
넷

관리와

사이버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사이버

거버넌스

(Governance)를 주도할 뜻을 내비쳤다.1)
그간 중국은 정보화가 개인 영역과 시민사회의 주요 동력일지라
도, 민간 주도로 정보 설비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 국가 전
체의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동력이자 토대로 여겨 발전해 왔으며, 정
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대응해 왔다.2) 이 배경에는 중국이 2001년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압력에 직면해
급진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중국정
부는 국영 네트워크 기업보다 화웨이(华为), ZTE(中兴通讯股份有限公
司) 같은 대규모 민간 사업자를 양산했으며, 국외 투자 자본과 광범
위하게 교류하며 자국의 인터넷 환경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
과 중국은 텅쉰(腾讯), 알리바바(阿里巴巴), 바이두(百度) 같은 초국적
인터넷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으며,3) 2000년대 중국은 급속한 인
터넷의 성장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1) Jun Mai, “Xi Jinping renews ‘cyber sovereignty’ call at China’s top meeting
of internet minds,” South China Morning Post, 3 December 2017; World
Internet Conferrence. "Report on World Internet Development 2017
Overview," (2017), pp.1-3.
2) Greg Austin. Cyber Policy in China, Polity Press, 2014, pp.1-2; Weizhi Qu,
China's Path to Informatization. Cengage Learning Asia, 2010.
3) Hong Shen, “China and global internet governance: toward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9, Issue 3
(2016), p.312.

224 국가정보연구 제12권 2호

한편, 인터넷 발전으로 도래한 정보화 사회는 세계 곳곳을 국경
없는 사이버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국가 간 군사, 경제, 개인 영역이
얽혀 있다는 맹점이 발생한다.4) 그래서 일국의 사이버 공간 규제와
제한은 필연적으로 타국의 주권과 이익에 영향을 미쳐 불가피한 갈
등이 유발된다. 가령, 국가 간 루트(Root) 서버(Server)의 분배, 네트
워크 기반시설(Infrastructure) 구축, 도메인 네임(Domain Name)
설정, 인터넷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흐름으로 파생되는 갈등은 필연
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다.5) 즉 사이버 공간을 누가 주도해 자원을 할
당하고 어떤 기술 표준으로 통제하는지에 대한 사이버 공간의 표준
구축 문제가 대두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거버넌스는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편화되면
서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2000년부터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논의
와 토론이 전개됐음에도,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공통된 합의는 도출
되지 못했다.6) 사이버 거버넌스 자체가 인터넷 기술발전과 함께 진
화하는 개념이기에 사이버 공간의 표준을 채택하고 표준화하는 과정
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았는지에 따라 사이버 세계의 권력 구조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7) 그래서 일국이 사이버 공간의 기술 표준을
확보하면, 그 자체로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를 장악할 수 있어 정보화
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는 사이버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네트워
크 기술 안보의 불균형을 초래해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4) Austin, op.cit., p.155.
5)

Xinbao Zhang, "China’s Strateg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yberspac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Issue 3 (2017),
p.378.

6) 人民日报海外版, "中国为全球网络治理发声," 2015年12月16日.
7) Scott Kennedy, “The political economy of standards coalitions: Explaining
China's involvement in high-tech standards wars,” Asia Policy, Vol. 2
(2006),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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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겨,8) 사이버 안보를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에서 전통 안보(Traditional Security)로 확장하고 있다. 바로 기존
의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
이버 거버넌스를 구축해 세계 표준으로 확장해야 미국의 사이버 패
권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 출범 전까지 중국의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
개념은 정보통제(Information Control)에 가까워 사실상 대외적인
사이버 전략은 부재했으며, 사이버 공간의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았
다.9) 또 중국이 역량을 집중해오던 사이버 공간의 통제는 시민사회
의 위협을 제한할 수 있지만, 외부 위협에 대항해 국가의 방어 능력
이 약화된다는 맹점이 있다.10) 때문에 중국은 2017년 3월 1일 ‘사
이버 공간의 국제 협력 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발표하기 전
까지 공식적으로 사이버 문제와 사이버 공간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
다.11) 이것은 중국이 ‘칼 빛을 숨기고 가만히 힘을 기르라’는 덩샤오
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韬光养晦) 외교정책을 사이버 안보에 견지해왔
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잉크스터(Inkster)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정보 네트워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통제받고 있기
에 이들의 안보 영향을 탈피하기 위해 자국 기준의 사이버 거버넌스

8) Jing Zhang & Zhongliang Guan, "Research on technology environment imp
rovement of related industries based on internet governance," Journal of Ph
ysics, Vol. 887, conference 1 (2017), p.2.
9) Fahad Nabeel, "International Cyber Regim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China-Russia Approaches," Stratagem, Vol. 1, No 2 (2018), p.16, 러시아
역시 사이버 공간을 정의하지 않은 채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전자전 심리적 및
정보 운영을 포괄하는 사이버 작전만을 규정했다
10) Jon R Lindsay, “The Impact of China on Cybersecurity: Fiction and
Fric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3 (2015), p.14.
11) 新华社, "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 2017年3月1日.

226 국가정보연구 제12권 2호

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2) 나아가 지로우(Gierow)는 중국의
첨단 정보기술 제품 및 소프트웨어는 글로벌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킬 잠재력이 있기에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이 위협적이란
입장이다.13) 그러면 시진핑 지도부는 이런 부정적 시각에도 무엇 때
문에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공언했을까?
그것은 세계 인터넷 관리 체제가 순전히 기술적, 자율적, 비정파
적인(Apolitical) 메커니즘이 아니라, 압도적인 미국의 지배와 위계적
국제 구조(Hierarchical International Structure)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14) 그래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항해
인터넷 거버넌스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또 사이버 공간 자체가 미국
을 비롯한 서구의 기술로 조성됐기에, 중국은 생래적으로 사이버 공
간의 취약성 역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개발한 인터넷 기반의
도메인 네임과 아이피(IP, Intetnet Protocol) 주소 할당, 네트워크
프로토콜(Protocol) 표준, 소프트웨어 규격을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
용하며 뒤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국은 기존의 사이버 공
간의 구조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중국은 인터넷 기술 표준이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사이버 공간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까? 또 중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자국의 인터넷 표준을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로 확장
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런 의문을 바탕으로 중국이 미국 지배의
사이버 거버넌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이버 거버
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규명하겠다.
12) Inkster, Nigel. China's Cyber Power, Routledge New York, 2016, p.9.
13) Hauke Johannes Gierow, "Cyber Security in China: Internet Security,
Protectionism and Competitiveness: New Challenges to Western
Businesse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Issue 22 (2015), p.2.
14) Rex Hughes. “A treaty for cyberspace,” International Affairs, Vol. 86, Issue
2 (2010), pp.5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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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중국 사이버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다음으로 집약된다.
우선

리우(Liu)는

사이버

공간의

자원

할당(Resource

Allocation), 즉 도메인 할당을 아이칸을 통해 미국이 장악하고 있지
만,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아이칸의 정당성 유지가 어렵다고 주
장한다.15) 또 그는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기술 역량과 이용자 잠
재력이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한 사이버 공간의 자원
배분의 투쟁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장(Zhang) 역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와 경제 규모를 비춰보면, 인터넷 태동기에 미국이
규정했던 사이버 거버넌스 기술에 중국이 관여할 순 없지만, 사이버
거버넌스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16) 상기 연구는 인
터넷 초기 미국이 규정했던 인터넷 자원 할당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에 한정했을 뿐, 새롭게 부상하는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
의 전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션(Shen)은 중국정부가 2002~2009년까지 ZTE와 화웨이
와 같은 민간 기업을 통해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 모색에 선택적으
로 참여했지만, 2010년에 접어들어 중국정부와 기업이 중국식 사이
버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중국이
자국 기업을 이용해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17)
한편, 미아오(Miao)와 주(Zhu), 천(Chen)은 중국정부가 국내 사
이버 거버넌스 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사이버 거
15) Yangyue Liu, "The Rise of China and Global Internet Governance," China
Media Research, Vol. 8, Issue 2 (2012), p.51.
16) Zhang, op.cit., p.385.
17) Shen, op.cit., pp.3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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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는 ①중앙 주도 모델, ②전문 모델(Specialty Model)에 의해
주도되는

중앙

Management

주도형,
Model),

③다면
④인터넷

관리

모델(Multi-Pronged

거버넌스의

중앙재집중화

(Recentralization) 모델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18) 또 자오(Zhao)
는 중국이 본질적으로 국가이익을 지향하며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경제
적 이익을 지향한다고 주장한다.19) 상기 연구는 중국이 어떻게 국내
표준을 규정하고 이것을 통한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로 구축으로
이어지는지 대한 분석이 결여돼 있다.
셋째 위에아이우(岳爱武)와 위안팡장(苑芳江)은 중국의 일방적인
사이버 거버넌스 관리 모델을 제시하며 다자 참여로서 정부와의 상
호 작용 및 협력의 인터넷 통치 모델 구현이 중국 사이버 거버넌스
에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20) 동일 선상에서 션
(Shen)은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주장
해온 사이버 주권을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강조한 사이버 주권에 대
해 서구는 정치 통제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정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대안 모델을 권한 있는
(Power-Holders) 다국적 국가 기관과 기업 간 다각적 상호 작용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기 연구는 중국이 다자
간 협의를 통해 사이버 거버넌스를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이 지향하
18) Weishan Miao, Hongjun Zhu, & Zhangmin Chen. "Who's in charge of
regulating the Internet in China: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China's
Internet regulatory agencies," China Media Research, Vol. 14, Issue 3
(2018), pp.1-8.
19) Yuezhi Zhao, "China’s Quest for Soft Power: Imperatives, Impediments an
d Irreconcilable Tensions?," Javnost-The Public, Vol. 20, Issue 4 (2013), p
p.17-29.
20) 岳爱武, 苑芳江. "权威管理到共同治理: 中国互联网管理体制的演变及趋向: 学习习近平关
于互联网治理思想的重要论述," 行政论坛 5期 (2017),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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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버 거버넌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설명이 결여돼 있다.
마지막으로 리우(Liu)는 중국이 기술, 제도, 사회 규범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심지어 역행하고(Overturning) 있다
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정치, 경제, 기술 부상이 세계 사이버 거버
넌스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거
버넌스의 세 가지 측면인 기술 표준화, 자원배분,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이 중국의 부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21) 동일 선상에서 휴
렐(Hurel)과 산토로(Santoro)는 중국과 브라질은 미국의 사이버 거
버넌스 지배를 거부하며 논쟁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유엔 체제
를 옹호하고 있다며 사이버 거버넌스 협상에서 중국과 브라질을 비
교․분석했다. 이들은 보안, 개인정보(Privacy), 감시를 포함해 양국이
미국에 대항해 전개하고 있는 사이버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
악했다. 특히 이들은 중국이 브라질과 함께 사이버 거버넌스 논쟁의
중요한 세계적 주체가 되었고, 비판적인 안건을 가진 개발도상국 사
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2) 상기 연구는 중국이 미국 중심
의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항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중국이 순
응과 협력, 그리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중국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는 공
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경쟁과 한계,
그리고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실제
중국이 기존 기술에 경쟁하기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어떻게
자국의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에 접근

21) Liu, op.cit., pp.46-55.
22) Louise Marie Hurel & Maurício Santoro. “Brazil, China and Internet
Governance: mapping divergence and convergence,” Journal of Chin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6, No 1 (2018), pp.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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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Ⅲ. 중국 사이버 거버넌스의 생래적 한계
사이버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보편적인 사이버 거버
넌스의 정의를 알아보고,

사이버 공간의 자원 할당(Resource

Allocation) 문제 분석을 통해 중국 사이버 거버넌스의 생래적 한계
를 규명하겠다.

1. 사이버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인 영역과 가상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물
리적 부분은 컴퓨터, 서버, 라우터(Router), 인공위성, 케이블, 프로
세서, 스위치로 수백만의 네트워크 정보와 통신기술을 만들거나 가능
하게 한다. 가상 부분은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전자
식으로 연결해 송수신되는 공간을 의미한다.23) 사이버 공간은 2013
년 미·러 사이버 보안 협약(Cybersecurity Pact)에서 정보를 생성,
전송, 수신, 저장, 처리 및 삭제하는 전자 매체로 정의한 바 있다.24)
여기서 사이버 거버넌스는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영역의
표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관련 행위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재구성된
권위 있는 규칙을 의미한다.25) 또 거버넌스의 정책 목표는 법률과
23) Jayson M. Spade, China's Cyber Power and America's National Security,
Army War Coll Carlisle Barracks PA, 2011, p.6.
24) Fahad Nabeel, "International Cyber Regim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S-China-Russia Approaches," Stratagem, Vol. 1, No 2 (2018),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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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시행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화, 사회적 관행 및 규칙에 따라
활동을 조직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성취된다.26) 그래서
로제나우(Rosenau)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모든
수준에서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의 체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27)
상기 개념에서 나아가 사이버 거버넌스란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사이버 공간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제정한 표준으로 사이버 공간
의 규범, 의사 결정 절차, 인터넷 이용과 발전을 조성하는 기준을 의
미하며 규제(Regulations)보다 광범위한 조정(Coordinations)의 성
격이 강하다.28) 이에 대해 드나르디스(DeNardis)는 인터넷을 계속
운영하고 이 기술을 둘러싼 실질적인 정책 제정과 여기에 필요한 기
술 설계와 관리로 본다.29) 또 뮬러(Mueller)는 사이버 거버넌스 자
체를 인터넷이 어떻게 조정·관리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지에 대
한 지속적인 분쟁과 숙의(Deliberations)로 특징지었다.30)
한편, 급속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거버넌스 개념
역시 진화해 왔으며, 다양한 조직이 사이버 거버넌스의 정의를 규정
해왔다. 사이버 거버넌스는 1990년 중반 인터넷 상거래가 시작된 이
25) Thomas J. Biersteker. Global governance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security studies, Routledge, 2010.
26) Julia Black. "Forms and paradoxes of principles-based regulation," Capital
Markets Law Journal, Vol. 3, Issue 4 (2008), pp.425-457.
27) James N. Rosenau.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Vol. 1, No. 1 (Winter 1995), pp.13-43.
28) Château De Bossey.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2005), p.4; Robert Baldwin, Martin Cave & Martin Lodge.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岳爱武, 苑芳江., op.cit., p.64.
29) Laura DeNardis. The global war for internet governance, Yale University
Press, 2014, p.6.
30) Milton Mueller, Networks and states: The global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MIT press, 201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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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대중에게 공개됐으며, 도메인 네임 및 IP 주소의 글로벌 동기화
및 관리와 관련된 제한된 정책 문제에 한정됐다. 2005년 세계정보사
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에서 사이버
거버넌스를 정부,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가 각각의 역할에서 공유
원칙, 규범, 규칙, 의사 결정 절차, 인터넷의 진화와 사용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라 정의했다. 이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공공 정책 이슈가
출현함에 따라 이 개념은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 자원을
관리하는 데 집중됐다. 그러나 인터넷이 모든 유형의 정보를 통합한
매개체가 됨에 따라 사이버 거버넌스의 정의 역시 확대되고 있다.31)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이버 거버넌스는 국제 정치의 국제 레짐
(International Regimes)처럼 국제 사이버 레짐으로 구현되지 못하
는 것일까? 이에 대해 나빌(Nabeel)은 국제 사이버 레짐을 구축하기
에 다음의 문제점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제 사회는 사이버 레
짐을 감독 및 집행(Enforcement)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없다.
둘째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사이버 협약(Convention) 체결을 협의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셋째 국가 간 사이버 협약은 급속한 기
술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넷째 사이버전이 지배하는 국제 사이버
협약이 협의되는 과정에서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역사적으로 신무
기 기술을 지배하는 조약은 기술이 한동안 사용된 후 규정되었다. 다
섯째 느슨한 규범과 자발적인 지침에 의존하는 사이버 안보의 특성
상 정식 조약(Formal Treaty)은 국가들을 매우 속박할 것이다. 여섯
째 오직 매우 헌신적인 국가만이(Committed States) 공식 조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32)
한편, 인터넷 발전은 네트워크 기술 안보의 불균형 같은 새로운
31) Jonathan Masters. "What Is Internet Governan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3 April, 2014.
32) Nabeel, op.cit.,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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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했다.33) 중국은 본질적으로 국가이익을
지향하며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장려하고 있다.34) 기실 중국
의 사이버 거버넌스는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과 연관이 있다. 중국 지
도부는 1989년 텐안먼(天安門) 사건 이후 당-국가(Party-State) 체제
의 정당성 위기 극복을 위해 초국적인 자본과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 그 결과 중국정부는 세계 시장 통합에 부합
하기 위해 현대화된 통신 서비스와 첨단 정보 통신망을 요구하는 기
업을 양성했다. 이 기간에 중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 주도의 수출 지
향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중국 경제의 한 축으로 삼으며 기초 인터넷
기술을 개발했다.35)
특히 중국은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자국의 열악한 인터넷 기
반 시설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서구 중심의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
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중국정부는 2002~
2009년까지 ZTE와 화웨이와 같은 민간 기업을 통해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 모색에 선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접어들어
중국정부와 기업이 핵심 토론과 정책 결정 플랫폼을 통해 중국식 사
이버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36) 이후 중국
은 2012년 말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실
감하며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 확립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 사이버 공간의 자원 할당과 중국
33) Zhang & Guan, op.cit., p.2.
34) Zhao, op.cit., pp.17-29.
35) Hui Wang. China's new order: Society, politics, and economy in
trans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Yu Hong. Labor, class
formation, and China's informationized policy of economic development.
Lexington Books, 2011, pp.31-32; Yu Hong. "Repurposing telecoms for
capital in China: System development and inequality. Asian Survey," Vol.
53, No. 2 (2013), pp.319-347.
36) Shen, op.cit., pp.30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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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중국은 자체 실험을 통해 독일 대학에 ‘만리장성을 가로
질러 세계 모든 곳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송에 성공
했다. 이처럼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터넷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 접속을 다소 지연시켰기 때문에 타국보다 늦게 인터넷을 이
용할 수 있었다.37)
후발주자인 중국은 1990년 11월 독일 칼스루에(Karlsruhe) 대
학에 서버를 만들어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네임(ccTLD, country
code top-level domain name)인 .cn을 등록했다.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TLD, Top-Level Domains)은 .com과 .cn이 있다. 이 대학
의 베르너 조른(Werner Zorn)과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의 왕윈펑
(王云峰)은 중국 인터넷 정보 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를 통해 .cn
도메인 네임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중국에서 완전한 인터넷
연결을 달성될 때까지 독일에서 .cn 루트 서버를 유지 관리했다. 이
후 1994년 5월 21일이 되어서 중국과학원의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센터(计算机网络信息中心)가 최상위 도메인 네임 .cn 서버를 국내에
구축해, 중국내에서 완전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했다.38)
여기서 문제는 중국의 기술 부족이 아니라 미국의 동의가 중국
인터넷 개통의 관건이었다.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의 수출 승인하에 시스코(Cisco)의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라우터가 베이징대 도달한 후, 중국은
글로벌 인터넷에 완전히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39)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 참여는 개혁·개방 이후 국제 체제로의 재
37) Liu, op.cit., p.47.
38) Séverine Arsène, "Internet domain names in China: Articulating local
control with global connectivity," China Perspectives (2015/4), p.28.
39) IDG News Service. “China celebrates 10 years of being connected to the
Internet,” PC World, 17 Ma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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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중국 지도부의 강한 의지와 복잡, 신속하
게 변하는 지정학적인(Geopolitical) 경제적 힘의 구조가 상호 연관
돼 가능했다.40) 비록 중국이 1994년부터 미국의 승인 아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자원 할당권한, 즉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 또 다시 사이버 공간에
서 중국을 옥죌 수 있다는 맹점이 잠재하고 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미국이 1984년 만들었으며, 인터넷 주소
알파벳에 조응해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터넷 주소 할
당, 저장 및 검색 기능 때문에 이 시스템을 누가 지배하는지가 사이
버 공간의 정치 권력의 중요 원천이자 전략적 문제가 됐다.41) 여기
서 문제는 인터넷 원천 기술을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도메인 주
소 역시 제한적이며, 통제권을 미국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적으로 아이피 주소만 확보하더라도 인터넷이 가능하지만, 이에 상응
하는 도메인을 부여받지 못했을 시, 사실상 알파벳을 입력하는 일반
적인 방법으로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자국의 지위를 이용해 루트(Root) 서버 최상위 단계의 도메
인을 배제해, 중국의 인터넷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다.42) 중국이
1990년대 아태지역 네트워크 정보센터(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IPv4 주소 취득 후, 2017년 7월 무렵
3억3천8백만 개의 IPv4 주소를 획득해 세계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
다.43)
40) Shen, op.cit., p.308.
41) Monika Ermert & Christopher R. Hughes. What’s in a name? China and
the domain name system. China and the Internet: Politics of the digital
leap forward (2003), p.127.
42) Inkster, op.cit., p.117.
43) Chinese Academy of Cyberspace Studies. China Internet Development Rep
ort 2017, Springer, 2018, pp.11-12. 2017년 12월 기준 중국은 338,704,640의
IPv4 주소를 갖고 있지만, IPv6(blocks/32) 주소는 23,430개에 불과하다(China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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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초기 10년 이상 미국의 두 독립된
기관이 장악했다. 남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 대학 교수가
이끌고

있는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기관(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이 인터넷 주소에 중복되지 않게 번호를 할당
했고, cn 같은 국가 코드를 할당했다. 또 하나는 미국 민간 기업인
‘네트워크 솔루션즈(Network Solutions Inc.)’가 com, org, edu와
같은 국가 코드 이외에 특정 ‘최상위 수준 도메인(gTLD, generic
top-level domains)’ 할당 및 등록을 맡아왔다. 그래서 이 두 조직
은 미국이 인터넷 자원 관리를 독점한다는 이유로 국제 사회의 치열
한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이후 클린턴(Clinton) 행정부는 1998년 국
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인 아이칸(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을 설립해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했다.44)
1998년 미국 상무부가 설립한 아이칸은 우선 국가별 인터넷 주
소를 의미하는 kr, cn, jp와 회사 혹은 조직을 뜻하는 com, net,
org과 같은 최상위 도메인 생성 여부에 관여한다. 그리고 도메인 네
임 서버(DNS, Domain Name Server) 감독과 분쟁 조정에 관여한
다. 여기서 도메인 네임 서버는 네트워크에서 영문 도메인 네임을 아
이피 주소로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이용자는 도메인 네임 서
버 주소 입력 후 해당 아이피로 연결된다. 가령, 구글 도메인 네임
‘www.google.com’을 입력 하면 해당 아이피 주소로 연계돼 구글에
접속된다. 만일 아이칸이 도메인 주소를 정확히 아이피 주소에 연결
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2018, p.14). IPv4는 중국 전역에 보급돼 있
지만, IPv6는 중국에 광범위하게 보급돼 있지 않다. 또 중국의 1인당 IP 자원은 낮
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중국인은 인터넷 이용자의 수처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수
준, 인터넷 소비 능력, 네트워크 서비스 질을 기대하고 있지만 IP자원이 인터넷의 발
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Chinese Academy of Cyberspace Studies, op.ci
t., pp.11-12).
44) Liu, op.cit.,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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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타사이트에 접속된다. 마
지막으로 아이칸은 전 세계 아이피 주소를 총괄해 대륙별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피는 도메인
네임과 달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인터넷상 컴퓨터 간 데이터를 주
고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Protocol)로 일종의 통신 규약이다.
문제는 아이칸이 근본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미국에
설립됐으며 상무부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에
있다는 점이다.45) 미국은 아이칸 체제의 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
국이 지배하면서 비정치적 행위자가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구조
체제를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주요 정책 결정 기능을 사유화
하고 국제화했지만, 아이칸의 계약자 역할을 하며 도메인 네임 시스
템의 루트 영역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을 자체적으로 확
보했던 것이다(Mueller, Mathiason, & Klein 2007 240).
원래 미 국방부가 1969년 아르파(ARPA,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네트워크를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도메인 네임
서버의 원천 기술을 관리해 왔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아이칸을 소유
한 미국이 타국보다 도메인 네임 서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46) 또 도메인 네임은 원래 라틴어 스크립트 주소로 제한되
어 있기에 비라틴 문자 도메인을 원하는 영어권 이외의 국가의 비난
을 받아왔으며 동시에 이 통제권을 얻는 것이 사이버 공간의 지배로
여겨졌다. 그래서 2000년에 미국 베리사인(VeriSign)은 중국어를 사
용하는 도메인 네임을 포함하여 비라틴어 도메인의 등록 개시를 발
표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미국에 자국 도메인 네임을 위임할 것을 강

45) Liu, op.cit., p.50.
46) Barry M. Leiner, Vinton G. Cerf, David D. Clark, Robert E. Kahn, Leonard
Kleinrock, Daniel C. Lynch, Jon Postel, Larry G. Roberts, Stephen Wolff.
Brief History of the Internet. Internet Society, 2009,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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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히 요구했다.47) 그 결과 중국은 아이칸으로부터 한자 도메인의 관
리 승인을 성취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한자 도메인을 도입했을지라
도, 중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도메인 보급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미
중국어의 병음(拼音)과 유사한 숫자로 이것을 대처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아이칸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국제 이사회의 지침
을 받는다. 또 이사회는 110개국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
언을 받는다.48) 여기서 뮐러(Milton Mueller)는 미국이 아이칸을 감
독하지만, 초국가적이며 개인과 기업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의 지배를
받기에 전통적인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존 정부 간 기구의
역량이 낮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49) 하지만 다음의 미·중 도메인
내임 분쟁 사례는 미국의 아이칸 지배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1년 미국 버지니아(Virginia) 법정은 홍콩과 상하이(上海)에
지사를

두고

있는

마야(Maya)에게

CNN의

도메인

내임인

CNNews.com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99년 우젠
핑(吳建平)

칭화대

교수가

아이칸의

주소

지원

기구(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 이사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공업정보화
부(工业和信息化部)

부국장이

아이칸의

정부

자문위원회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회의에 개입할 수 있었지
만,50) 미국에 결정에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은 중국이 절차에
따라 도메인 네임 등록 승인을 받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51) 마야와
47) Ermert & Hughes, op.cit., p.135.
48) Masters, op.cit.; www.internetsociety.org/resources/doc/2017/brief-historyinternet
49) Masters, op.cit.
50) CNNIC. “The Internet timeline of China 1986-2003,” (2012); 邬贺铨 吴建平.
"缔造下一代互联网," 中国科学报, 2014年8月22日.
51) Shen, op.cit.,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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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의 분쟁, 아이칸의 등록 승인과 무관하게 글로벌 인터넷의 도메
인 네임은 미국의 관할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52)

3. 중국의 세계 도메인 네임 점유 확대와 한계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평화적인 국제 환경을 경제 현대
화의 필수 요건으로 보았다. 중국 지도부는 사이버 도메인을 다음 단
계의 현대화 과정의 주요한 매개체로 여겨, 외부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국식 글로벌 사이버 환경의 확보를 원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
는 사이버 안보의 증가하는 힘과 영향력을 알고 있기에 도메인 네임
확보를 통한 사이버 공간의 전략적 기회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53)
이를 반영하듯, 2014년 여름 다보스(Davos) 경제 포럼에서 국가인
터넷정보판공실 주임 루웨이(鲁炜)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국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이 시기부터 중국은 미국보다 사이버 도
메인 우위를 점유하기 시작했다.54)
이렇듯 중국은 미국 주도의 아이칸의 영향력을 탈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국 도메인을 확대하는 전략을 전개했다. 1997년 cn 도
메인 네임 시스템을 관리·등록하는 중국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
信息中心)가 설립된 이래,55) 중국은 2008년 7월 1,200만 개를 달성
해 단번에 세계 일위가 되었다.56) 2017년 12월 기준 중국은 전체
3,800만 개의 도메인이 있으며, 이중 cn은 2,000만 개로 모든 도메
인 네임의 54.2%를 점유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중국의 도메인 수는
52) Ermert & Hughes, op.cit., p.134.
53) Inkster, op.cit., p.109.
54) Inkster, op.cit., p.15.
55) Ermert & Hughes, op.cit., p.133.
56) Chinese Academy of Cyberspace Studies, op.cit., Chinese Academy of Cyb
erspace Studies, op.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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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0%식 감소하는 추세지만, cn 도메인만은 매년 1.2% 증가하
고 있다. 또 순수 한자 도메인 ‘中国’은 190만 개 정도며 매년
299.8%의 성장을 하고 있다. 전체 점유율은 2016년 1.1%에서
2017년 4.9%로 증가했다.57)
중국은 영어 도메인 네임으로만 구성된 인터넷 주소 체계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한자를 도메인 네임 사용에 성공했으며,
2010년 국가 도메인 ‘中国’을 루트 도메인 등록에 성공했다. 이후
2012년 새로운 상위 도메인 네임 어플리케이션이 열린 이후 网络,
公司, 公益, 政务가 루트 도메인이 됐지만, 여전히 전체 중국 도메인
중 한자 도메인의 점유율은 미비하다.58) 아래 <표 1>의 중국의 항목
별 도메인 수와 점유율 보면, 도메인 ‘中国’ 4.9%와 기타 4.1%를 제
외한 91%의 도메인이 영문 기반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중국
도메인의 급속한 성장에도, 여전히 영문 도메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세계 인터넷 공간에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또 다른 이유
는 중국어가 자국 이익의 국가에서 주요 언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
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중국어 사용 인구는 많지만, 중국어는
전체 웹사이트의 1.7%에 불과할 뿐 53.9%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
다.59)

57)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Statistical Report on Internet
Development in China, 2018, pp.14-16.
58) Chinese Academy of Cyberspace Studies, op.cit., pp.12-13.
59) Jinghua Lyu, “What Are China's Cyber Capabilities and Intentions?”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Global Observatory, 1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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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중국의 항목별 도메인 수와 점유율
도메인 네임

수

비율

CN

20,845,513

54.2%

COM

11,307,915

29.4%

中国

1,895,745

4.9%

NET

1,288,239

3.3%

INFO

1,170,601

3.0%

ORG

253,819

0.7%

BIZ

154,322

0.4%

기타

1,564,201

4.1%

전체

38,480,355

100.0%

출처: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2018. Statistical report on Internet

development in China, 16.

이렇듯 중국에 허가를 내주며 인터넷 자원 관리에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아이칸이지만,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어 중국과 협력이
절실한 시기에 이르렀다. 바로 세계 인구 1/5의 인터넷 이용자가 중
국인임을 고려하면,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아이칸의 정당성 유
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기술 역량과 사용
자 잠재력이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한 사이버 공간의
자원 배분의 투쟁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60)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
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와 중국 네트워크 경제(Network Economy)
규모에 비춰보면, ‘이제는 인터넷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보
다 중국이 인터넷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61)

60) Liu, op.cit., p.51.
61) Zhang, op.cit.,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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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은 어떻게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축하나?
앞서 중국이 사이버 공간의 자원 할당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우선 중국이 기존에 미국이 구축해
놓은 인터넷 자원 할당과 같은 사이버 거버넌스와 경쟁하기보다 자
국의 새로운 사이버 기술 표준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규명하겠다. 이
어서 중국이 자국 정보통신 기기의 세계 점유율 확대를 통해 어떻게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지 분석하겠다.

1.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 과정
매티슨(Mathiason)은 사이버 거버넌스의 기능을 세 가지로 집약
했다. 첫째로 사이버 거버넌스는 기술 표준화(Standardization)로 기
본 네트워킹 프로토콜에 대한 결정,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및 데
이터 형식 제공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도메인 네임 시스템’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자원 할당 및 배정
(Resource Allocation and Assignment)’을 주도할 수 있다. 셋째
로 당사국은 자국 기준의 사이버 정보 정책을 시행해, 인터넷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와 서비스 이용과 연관된 공공 정책의 분쟁
해결을 해결할 수 있다.62)
사이버 거버넌스는 정부, 엔지니어, 비영리 단체, 로비스트 및 개
인들이 참여하는 복수 이해당사자 모델을 통해 형성된다. 대다수의
정보 정책 전문가들은 사이버 거버넌스 자체가 제도적 계층 구조의
산물이기보다 세계 수많은 민간 부문 주체의 분산된 상향식 조정에
서 유래됐다고 본다. 네트워크 및 서버 사업자, 도메인 네임 등록 업
62) John Mathiason, Networks and states: The global politics of Internet
governance. MIT press, 2010,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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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아이피 주소, 기술 표준화 단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개
별 사용자를 포함한 이해 상관자, 시민 사회, 정부가 함께 기술 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63)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사이버 거버넌
스를 구축하고 있을까?
현재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국내 사이버 기술 표준
화 과정을 거쳐 국외 사이버 거버넌스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며 국가
주도형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표준 선정 과정은 미국, 유럽, 일본처럼 민간 주도의 자발적
인 절차와 달리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방식을 전개하고 있
다.64) 중국 국가표준체계는 2001년 10월 설립된 국무원 산하의 국
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로
관리된다.65) 국내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중국
식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中国互联网
络信息中心)를 인터넷 표준화의 최전선으로 배치했지만, 정부 주도로
제정된 기술 표준으로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을 창출하기엔 역
부족이었다. 그래서 화웨이와 같은 민간 기업이 그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중
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2장 10조의 표준제정(标准的制
定)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은 의무적으로 국가 표준을 담당하는 관련
행정 부서 프로젝트 초안 작성, 자문 및 기술 검토를 할 수 있어 강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66) 이처럼 중국 산업 부처는 표준 설정
63) Masters, op.cit.
64) Stephen Ezell & Robert D. Atkinson, "The Middle Kingdom Galapagos
Island Syndrome: The Cul-De-Sac of Chinese Technology Standard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1 December 2014,
pp.1-35.
65) 人民日報. "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成立," 2001年10月11日.
66)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第二章, 标准的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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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강력한 국가 개입을 지지하지만, 한편으로 이 자체를 국가
명령이 아닌 시장 세력에 종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기업이 국
제 표준에 포함되기 전,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환경이 필
요할 때 국가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67)
중국은 1994년과 2004년 1건, 2006년 3건의 RFC(Request
for Comments)를 발행했으며, 2007년 2건, 2008년 6월말까지 6
건, 2009년 6월 중 4건이 표준 트랙에 도달했다.68) 2017년 11월까
지

중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표준 관련 500개의 문건을 제출했다.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1996~2008년 7개의 인터넷 기술 작업을 완료하고 2013년에서
2017년 10월까지 185개의 기술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있다. 특히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의 주요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69) 그 결과 중국이 아직 글로벌 사이
버 거버넌스 구축에 미흡하지만, 시진핑 시기 이후 내수에 그쳤던 기
술력을 성공적으로 전환해, 사실상 국제 표준에 접근하고 있다. 이를
테면, 중국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규격으로 치(氣) 방식을 세계무선충
전협회(Wireless Power Consortium)가 제안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만들었다.
현재 중국은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다중이해관계자
67) Dan Breznitz & Michael Murphree. “The rise of china in technology
standards: New norms in old institutions,” Prepared for the US-China
Economic & Security Review Commission, 16 Jan 2013
68) Shen, op.cit., p.312, RFC는 인터넷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아우르는 연구 문건으
로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RFC의 일부를
인터넷 표준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69) Chinese Academy of Cyberspace Studies, op.cit., p.18; www.ituchina.cn;
www.rfc-edit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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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takeholder) 방식보다 국가 중심적인(State-Centric) 다자
모델(Multilateral Model)을 지지하고 있다. 또 중국은 러시아와 함
께 정부 주도의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옹호하며, 사이버 거버넌스
문제를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하며 경계없이 개방하자는
서구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70) 특히 중국은 사이버 활동 규칙을
만드는 주체가 사이버 거버넌스 역시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하고 있다. 중국은 아이칸의 본질적인 설립 목적은 물론 비국가적 행
위자에 의해 국가 중심적인 거버넌스 모델이 관리되는 것을 반대하
고 있다.71)
무엇보다도 중국은 국가 주도의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 강화를 통
해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는 민간 부문 주도의 사이버
거버넌스 모델의 영향력이 약화되기를 원한다. 중국 지도부는 사이버
거버넌스가 서구 기업들과 시민 사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여긴
다. 그래서 그들은 정보 기술을 규제하고 사이버 공간을 위한 글로벌
규칙을 규정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72) 또 중국
지도부는 유엔이 사이버 거버넌스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 기술을 규제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글로벌
규칙을 형성하는 데 큰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73) 그래
서 중국은 사이버 주권을 장려하고 선택적인 사이버 거버넌스의 세
계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
고 미국과 유럽을 배제하는 지역 협약을 발전시키길 원한다.74)
70) Nabeel, op.cit., p.18.
71) Dean Cheng. ber Dragon: Inside China's Information Warfare and Cyber
Operations, Praeger, 2016, p.61.
72) Adam Segal. "When China
(September/October 2018), p.12.

Rules

the

Web,"

Foreign

Affairs

73) Segal, op.cit., pp.10-18.
74) Adam Segal. "Chinese Cyber Diplomacy in a New Era of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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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술 표준을 담당하는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와 도메인 네임 체계를 관리하는 아이칸
을 미국과 서방의 패권을 지지하는 도구로 보고 있어 비판적인 입장
을 취하고 있다. 대안으로 중국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을 정부 간 기구로 만들어 유엔 책임 하에 두
고 싶어 한다. 이런 사실은 2010년 중국 인터넷 현황(中国互联网状
况) 백서(白皮书)에 드러나는데, 중국은 유엔관리체재를 사이버 거버
넌스 담당의 이상적인 틀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전
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책임을
부여해 사이버 거버넌스 정책을 조정하고 정의하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75)
내부적으로 중국은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질서를 우선하는 권위주
의 정치 문화를 사이버 거버넌스에 반영하고 있다. 인터넷이 중국의
전 분야에 깊숙이 침투해 보급돼 있지만, 보안이 필요한 기업과 시민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할 수 없기에, 중국인은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76) 이를 방증하듯, 2016년 중국
50개 도시 전문대(专科) 이상의 학력 12,600명 중 98.1%의 응답자
가 국가 주도의 사이버 안보에 상응하는 사이버 거버넌스 틀을 지지
한다는 견해가 도출됐다.77) 중국정부 역시 사이버 공간이 국경처럼
경계가 필요하며 국가 주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래서
사이버 안보가 비전통 안보와 연관이 있더라도, 중국은 전통 안보로
Hoover Institution, Aegis Paper Series No. 1703 (2017), p.18.
75) Nabeel, op.cit., p.19.
76) Cuihong Cai, "Global Cyber Governance: China’s Contribution and
Approach,"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04, No.
1 (2018), p.649.
77) 零点集团互联网研究中心. "民调显示 98.1%国内网民拥护习近平总书记提出的中国治
网主张," 2016年03月0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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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 그것을 비영토적 위협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며 국가 안보
와 연계한다.78) 급속한 사이버 기술 발전은 소국이 대국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기 때문이다.79)
중국은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중요한 역
할을 해왔고 국가와 자본의 획일화된 범주를 각 국가 기관과 사업
단위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중국 사이버 거버넌스 정책은 국가 기관
및 사업 단위를 초월한 초국가적 차원의 권력 보유자 집단 간 다각
적인 권력 상호 작용의 결과로 발현된다.80)
중국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민간기업과 함께 역동적인 정보통신 산업 육성을 성공한 결과, 차이
나 텔레콤(中国电信), 차이나 유니콤(中国联通), 차이나 모바일(中国移
动通信) 같은 국영 통신사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그들의 결정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승인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이 개발될 것인지를
결정하며, 산업과 규제의 기본 조건을 규정한다.81) 즉 중국 정보통신
기업은 정부의 긴밀한 협조 아래 ZTE, 레노버(联想), 따탕(大唐)과 같
은 모바일 기기 제조 업체와 자체 기술 표준 구축을 시도한다.82)
아래 <그림 1>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중국 사이버 거버넌스 결
정의 주요 행위자는 공업정보화부, 국무원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
室)을 포함한 정치 및 이데올로기 단위,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주도하
78) Divya Srikanth.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in the 21st century: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and Conflict 4 (2014),
pp.60-68; Nur Azha Putra & Kevin Punzalan. "Cybersecurity: Non-Traditional
Security in Asia,"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13), pp.267-289.
79) Nabeel, op.cit., p.26.
80) Shen, op.cit., p.307.
81) Ernst, Dieter and Naughton, Barry (2008). ‘China’s emerging industrial
economy: insight from the IT industry’, in: McNally, Christopher A. (ed.)
(2008). China’s Emergent Political Economy – Capitalism in the dragon’s
lair, 39–59.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82) Gierow, op.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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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부가 있다.83) 이들은 2014년 4월 15일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
央国家安全委员会) 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이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
보(总体国家安全)의 일환으로 다음 세 가지를 네트워크 국가 안보
(Network National Security)에 준용하며 사이버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정보의 무결성, 기밀성, 네트워크 데이터의
가용성 유지하는 정보보안이다. 둘째 외부의 공격, 침입, 간섭, 파괴,
불법 이용으로부터 안정된 인터넷 보안 유지다. 셋째 정치적 사고로
부터의 사이버 공간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84)

<그림 1>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
출처: Hong Shen. “China and global internet governance: toward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9, Issue 3
(2016), p.307.

한편, 위 <그림 1>을 보면, 기업으로 대변되는 이익 집단 역시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준다. 세계 최대에 온라인 쇼
핑몰 알리바바(阿里巴巴)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화웨이와
같은 통신 장비 제조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같은 네트워크 운영자 및
83) Shen, op.cit., p.307.
84) Zhang, op.cit., 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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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네트워크 사용자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는 국가와 자본의 한 축만 강조하기보다 갈등과 협력의 다
면적인 성격으로 구축했으며,85) 크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단체의
이해 관계는 중국 사이버 정책 수립에 영향을 준다.86)
주목할만한 사실은 중국의 전자통신 기업이 자국의 사이버 거버
넌스 구축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전 세계 영향력 확
대를 위해, 모든 종류의 국제 인터넷 조직에 가입하고 있다. 이 중
화웨이는 국제 인터넷 표준화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의 표본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2016년 12월 백신 업체 치후(奇虎)의 360은 표준
기구, 산업 연맹, 공개 소스 커뮤니티 등 300개의 중요한 국제 조직
의 역할을 맡았으며, IEEE-SA, WFA, OneM2 M, OMA and
OASIS의 이사회 일원이다.87) 그래서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는 위
의 <그림 1>처럼 중국과 교류하는 국가와 초국적 기업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사이버 기기의 암호화 같은 민감한 표준 제정을
시도할 때 미·중 간 힘의 상호 작용으로 발현된다. 가령, 2014년 중
국 대테러법(反恐怖主义法) 초안에 백도어(Backdoor) 설치와 암호화
키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2015년 3월
오바마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 회사들이 "그 서비스의 모
든 사용자를 속이고 추적할 수 있는 중국정부의 메커니즘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정부가 미
국과 거래를 기대한다면 그들이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88) 이

85) Shen, op.cit., p.307.
86) Lindsay, op.cit., p.18.
87) Chinese Academy of Cyberspace Studies, op.cit., p.138.
88) “Exclusive: Full Text of Reuters Interview with Obama,” Reuters, March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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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국 대테러법 최종안에는 암호 솔루션과 기술 인터페이스를 위
임하는 조건에서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에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으로 대체됐다.89)

2. 중국의 사이버 공간 장악력 확대를 통한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
(1) 기술 표준의 힘: 인터넷 통신 기술과 '메이드 인 차이나
(made in China)'
과거 미국의 대중국 정치·경제 압력은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곤
했지만, 안보와 기술 민족주의 우려의 범위(Parameters)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미 안보 위기
는 고조됐으며 미국의 압박 역시 강해져 정책 조정의 범주가 크게
좁혀져,90)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 화웨이 네트워크 보안 문제로 촉발된 미·중 갈등은 중국
의 미래 사이버 기술 패권을 향한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대응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후 트럼프는 중국의 화웨이 제재 방침을
번복했지만, 중국의 국외 공급 의존 우려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제재
가 발표된 직후 시진핑은 핵심 기술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최고 과학자들의 모임을 주재하기도 했다.91) 시진핑은 사이버

89)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已被修订). en.pkulaw.cn/display.aspx?cgid=261788
&lib=law.
90) Segal (2016), "China, Encryption Policy, and International Influence," Hoov
er Institution, Beyond Privacy and Security series paper, No. 1610 (2016),
p.2.
91) Segal (2018), op.cit.,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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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개별 국가의 권리’로 간주하며 사이버 개발, 사이버 규제 모
델, 인터넷 공공 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선택하고 동등한 기반에서 국
제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92) 그래서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반대하여 사이버 주
권 확립을 명분으로 중국 주도의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2010년 국무원신문판공실은 인터넷 백서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
한 경제 성장은 국가 경제 정보화를 촉진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 유
형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국의 사이버 거버넌스의 능력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됐다(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2010). 이런 배경은 중국인의 사이버 공간 참여가 폭발적
으로 확대되면서 과도하게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같은 미국의 인터
넷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종속적인 구조를 중국 지도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다.93)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자국의 인터넷 회사들이 기
업의 힘을 매개로 사이버 공간의 주요 행위자로 국제 사회에 진출하
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
의 혼합된 접근을 장려하고 있다. 또 중국은 기존의 사이버 거버넌스
체계를 묵인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도메인 네임 서버 통
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94) 대안으로 중국은 정부보다
기업 단위로 타국과 상호 교류하며 자국의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축
하기 시작했다. 가령, 2003년 중국정부가 와피(WAPI, WLAN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를 무선랜 표준으로
선정해 국내는 물론 국외 점유율을 확대를 시도했지만, 현재는 화웨
92) Segal (2018), op.cit., p.11.
93) Jon R Lindsay & Tai Ming Cheung, Derek S. Reveron, eds. China and
cybersecurity: Espionage, strategy, and politics in the digital doma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3.
94) Shen, op.cit.,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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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글로벌 통신 기업이 주도해 5G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 지도부는 인터넷과 기존 산업을 더 밀접하게 융합하
고 경제 모델의 구조전환을 위해 ‘인터넷 플러스(Plus)'를 국가발전전
략의 핵심요소로 부각했다. 2017년 중국 인터넷 플러스 지수에 따르
면, 징동(京東), 띠디(滴滴), 세청(攜程)의 디지털 경제가 22.77조 위안
(元)에 달해 중국 국내총생산의 30.61%에 이른다.95) 때문에 중국은
정부가 사이버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임을 옹호하지만, 암묵적으로
민간기업이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할 것을 장려했
다.96) 바로 국가 주도의 사이버 거버넌스 확립을 원하는 중국과 다
원주의 관점의 서구 가치관의 충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접근은 다자간 다원주의
(Multilateral Pluralism)로 볼 수 있다. 국제 협상과 제도 구축 과
정에서 중국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주권 수호와 국가 안보 보장을 원한다. 이어
서 중국은 사이버 거버넌스에서 국가 주도의 역할 옹호한다. 끝으로
중국은 사이버 거버넌스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민주, 투
명성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원한다.97) 이런 사실은 중국이 다자간
사이버 공간의 협력체를 구성해 일방적인 미국의 지배력을 회피하려
는 의도로 파악된다. 실제 중국은 2001년 자발적으로 아이칸의 정부
자문위원회(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를

탈퇴하고

2009년까지 합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민사회, 개인 참여자들이
지속해서 참여했다. 이후 2015년 마윈(馬雲)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
95) 腾讯研究院. "2017 中国 '互联网+'指数报告," 2017年4月20日.
96) Tristan Galloway & He Baogang. "China and Technical Global Internet
Governance: Beijing's Approach to Multi-Stakeholder Governance within
ICANN, WSIS and the IGF,"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2, No. 3
(2014), pp.72-93.
97) Cai, op.cit., p.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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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연합위원회(Global Internet Governance Alliance Committee)
에서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의 유일한 개인 대표로 선출됐다.98)
그러면 중국은 자국 기업을 통해 어떻게 사이버 기술 표준화에
도전하나?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서구보다 정보통신 장비와 기술이
취약한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통해 기존의 거버넌스
를 극복을 원한다. 이미 2000년 장쩌민(江澤民) 시기 중국 지도부는
중국을 세계 수준의 정보 사회로 만들려는 비전을 표출한 바 있
다.99) 하지만 사이버 원천 기술이 부족한 중국은 미국 기술을 차용
해 자국 기술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진국과 균형을 맞춰왔다. 중국
지도부는 2000년대 가파른 경제 성장과 인터넷 상거래의 융합이 중
국의 인터넷 기술 발전에 동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자국이 주도하
는 인터넷 원천 기술의 필요를 체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중
국이 국가 주도로 독자적인 정보통신 기술 제정의 결과, ‘시분할 연
동코드분할

다중접속(TD-SCDMA,

Time-Division

Synchronus

Code-Division Multiple Access)’ 이동 통신 기술과 와피를 개발했
지만, 세계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내수에 머물렀다.
특히 2003년 12월에 중국정부는 무선랜 인증 및 개인 정보 보
호 인프라 암호화 기술, 와피가 세계 무선랜 표준이 될 것을 기대했
다.100) 중국정부는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던 802.11 와이파이
(WiFi)를 국가 안보 우려로 금지했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무선 제품의 외국 특허비용을 줄이고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차선책이었다. 이후 미국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
98) Galloway & He, op.cit., pp.72-93.
99) Austin, op.cit., p.1.
100) Ping Gao, "WAPI: A Chinese attempt to establish wireless standards and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hat resisted,"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Vol. 23, Article 8 (2008),
pp.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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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국제표준화기구의 반대로 중국은 와피 전용
정책을 포기했다.101) 당시 중국 판매량을 우려한 애플은 결국 와이
파이와 와피를 모두 지원하는 3GS 아이폰 모델을 내놓았다.
중국은 와피의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표준 영향력을 국외로 확
대했지만, 기존의 세계 표준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대
체 무선랜 제품을 개발한 중국은 서구 기술의 라이센스 비용을 낮추
는 데는 다소 효과를 보았다. 이 시기 중국의 인터넷 기술은 애플과
삼성, 노키아 등을 모방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지도부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사이버 공간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중국의 사
이버 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1999년 이후 매년 평균 20%씩 증가했
고, 2018년에는 세계 연구개발 지출의 약 20% 해당하는 2,330억
달러에 이르렀다. 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 학
위를 취득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미국을 앞질렀다. 그 결과 오랜
기간 중국의 연구 결과를 무시해왔던 서양 과학자들은 현재 점점 많
은 수의 중국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 추세다.102)
현재 중국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를 병행하며 표준을 개
발하고 있다. 또한 IT 분야에서 중국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
암호화 표준과 운영 체제를 개발하고 경쟁력 있을 앱 스토어를 배정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절한 품질 규제는 인터넷 보안에 위협이 되고
있다.103) 그래서 중국은 국내 규제, 기술혁신, 대외정책을 통해 난공
불락(Impregnable)의 사이버 방어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101) Peiyan Zeng, “Letter from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to Beijing
Protesting Wi-Fi Encryption Standards,” Bloomberg, 15 March 2004.
102) Segal (2018), op.cit., p.13.
103) Gierow, op.cit.,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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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선 세계 수준의 기업 양성 후, 세계 첨단 기술을 선도하려는 전
략을 세우고 있다.104) 이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사이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기존의 기술과 경쟁하기보다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주도하고 점유율을 높여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에 이
르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사실 이런 전략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비디오
테이프 표준(Video Tape Format) 경쟁을 연상케 한다. 당시 소니
(Sony)와 마쓰시다 전기(松下電器)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VCR,
Video Cassette Recorder,) 표준 경쟁을 했다. 소니는 베타맥스
(Betamax) 방식의 가정용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세계 최초로 출
시해 자사 표준을 강요해 원천 기술을 움켜줬지만, 마쓰시다는
VHS(Video Home System) 방식을 내놓고 주변국에 기술을 공개하
는 전략을 펴, 기술적인 열세에도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기술 표준
이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은 높은 통신기기 점유율은 물론 인터넷 기
술

역시

선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림

2>를

보면,

2013-2018년 전 세계 중국의 통신 기기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광대역 접속(Broadband Access), 아이피 전화(Carrier IP
Telephony), 마이크로파 전송(Microwave Transmission), 이동 백
홀(Mobile Backhaul) 네트워크, 광전송망(Optical Transport), 서
비스 공급자 라우터(Service Provider Router)와 캐리어 이더넷 스
위치(Carrier Ethernet Switch). 광역 사물인터넷(Wide Area IoT),
무선 패킷 코어(Wireless Packet Core), 무선 접속 네트워크(Radio
Access Network), 통신 설비투자(Telecom Capex)를 포함했다. 특
히 중국 정보통신 기기를 대표하는 화웨이의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

104) Segal (2018), op.cit.,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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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은 2013년 이후 8% 증가해 29%에 이르렀다. 비록 미국의 2분
기 영업 정지 조치로 인해 10%대를 유지했던 ZTE의 점유율이 2%
하락했지만, 중국은 세계 통신기기 시장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
다. 동시기 에릭슨과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모두 2018년까지 연평
균 1% 가량 하락했다.105)

<그림 2> 2013-2018년 세계 통신 기기 시장 점유율
출처: www.delloro.com/delloro-group/telecom-equipment-market-2018

(2) 중국의 제3세계 영향력 확대와 사이버 공간의 지배력 확대
1960년대 마오쩌둥(毛澤東)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같은 패권
국을 제1세계, 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유럽, 일본, 캐나다와 같은 제2
105) Stefan Pongratz, "Key Takeaways-Worldwide Telecom Equipment Market
2018," Dell’Oro Group, 4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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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제국주의에 의해 정치
적 관여와 경제적 착취를 당해온 130여개의 개발도상 국가를 일컫는
제3세계로 구분했다.106) 현재 중국은 제3세계 국가의 사이버 기술의
영향력 확대 통해 압도적인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기보다 제3세계 국가의 소
프트 파워(Soft Power) 영향력 확대를 통해, 미국과 사이버 세력 균
형(Balance of Power)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당분간 군사
력과 같은 전통적인 힘을 이용해 미국과 세력 균형에 이르기 어렵지
만, 사이버 공간의 미·중 격차를 점차 줄이면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중국의 가장 두드러진 제3세계 국가의 영향력은 아프리카 국가에
인터넷 통제 시스템의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아프리카
지도자는 중국의 통제 시스템을 현지에 그대로 적용해 인터넷을 통
제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부룬디(Burundi),

카메룬

(Cameroon), 차드(Chad), 콩고(Congo), 에티오피아(Ethiopia), 가
봉(Gabon), 감비아(Gambia), 말리(Mali), 우간다(Uganda), 짐바브
웨(Zimbabwe) 등 10개의 아프리카 국가는 인터넷 서비스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인스턴트 메시징 또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차단했
다.107) 이 과정에서 중국은 거대한 자본력을 내세워 아프리카 같은
제3국을 포섭해 중국 통신 기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국식 사이버 통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 거버넌스 후발 주자 중국이 기존의 미국 중심으로
구축된 사이버 거버넌스와 경쟁하고 충돌하기보다, 미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제3국을 비롯해 일대일로 대상국을 포섭해 자국의 첨단

106) 郑建邦. 国际关系辞典 , 中国广播电视出版社, 1992.
107) Yarik Turianskyi, "Balancing Cyber Security and Internet Freedom in
Africa," 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Occasional Paper
275 (2018),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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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국제 표준화하는 전략이 향후 미·중 간 사이버 경쟁에서 유리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 중국이 우위에 있는 5G 네트워크 통신
을 이들에게 개방하고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다
면 향후 사이버 거버넌스의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Ⅴ. 맺음말
이 연구는 중국이 서구보다 인터넷 기술 표준에 뒤처져 있는 상
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사이버 공간의 주도권을 확보해 글로벌 사이
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규명했다. 중국은 기존의 미국이 구
축했던 사이버 공간의 자원 할당과 같이 근본적인 사이버 거버넌스
에 경쟁하기보다 5G 같은 새로운 사이버 기술 표준 개발에 몰두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사이버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고 저비용
고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자국의 사이버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해
표준화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중국은 현재의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
하기보다 기존의 서구 중심의 사이버 거버넌스 체계에 순응하면서
풍부한 자본력과 서구와 좁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원한다. 이에 대해 린드세이(Lindsay)는 중국 중심
의 사이버 거버넌스 체재 재편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현상 유지
(Status Quo)에 머물 거라고 전망한다.108) 바로 중국은 현재의 사이
버 거버넌스 체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서도 사이
버 주권의 규범(Norm)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결여돼 있기
108) Lindsay, op.cit.,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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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 시 정부가 기업 혹
은 이익집단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며 자국의 사이버 기술 표준을
시험, 구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정보통신 기업은
글로벌 통신 기업, 네트워크 이용자 및 운영자와 상호작용하며, 자국
의 사이버 거버넌스를 전 세계에 확장하고 있다.
기실, 2000년대 접어들어 중국의 급속한 인터넷 발달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서구 기술이 중국 사이버 공간을 잠식했기
에 중국 지도부는 자국 기술로 대체하길 원했다. 그러나 중국은 인터
넷 원천 기술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와 주변국의 부정적 인식으로,
자국의 정보통신 제품을 내수 시장 유통에 머물러야만 했다.
대안으로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국 시장을 정보 통신
기기의 시험장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국외 기기를 모방
한 제품을 출시해 경쟁과 실패를 거듭하며 내수 시장에서 자국 기기
의 경쟁력을 높여갔다. 중국은 설사 자국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더라
도, 기꺼이 내수 시장에 투입해 판매를 유도했으며 외산 기기와 가격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기술 재투
자로 이어져 가격과 품질을 모두 갖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을 거쳐 중국산 제품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규모 면에서 사이버 대국이지만,
사이버 강국이 아니라는 치명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
지하고 있다. 바로 중국이 사이버 공간의 기술 표준, 즉 사이버 거버
넌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서구의 표준에 상응하는 정보통신 기기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구축해 놓은 사이버 거버넌스와 경쟁하기보다 5G 같

260 국가정보연구 제12권 2호

은 새로운 기술 표준을 선점해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자국이 구축한 사이버 거버넌스에 상응하는 통신
기기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의 보안 우려 해소가 선행 과제로 남아있
지만,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좁혀진 기술 격차로 주변국은 물론 미
국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화웨이의 5G 장비 보안 논란으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사
이버 거버넌스 경쟁은 경제 문제가 안보 영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에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한·중 경제적
상호작용이 한·미가 구축했던 안보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산 장비 검증을 한국 자체 기준이 아
닌 미국 기준에 맞춰 양국 간 신뢰를 유지하고, 중국에는 한·미 관계
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안 문제가 없는 자국의 정보통신 제품 사용을
장려하겠다고 확신을 줘, 기존 정·경 분리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이
다. 이를 통해 미·중 사이버 거버넌스 논란에 한국이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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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China Approach Global Cyber
Governanc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to China's Cyber Governance

Kim, Jinyong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China

is

responding

to

the

Western-led cyber governance and establishing Chinese-style cyber
governance. Since the notion of cyber governance evolves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t affects the power structure of
the cyber world, depending upon the adoption of cyberspace
standards and who took the lead in the standardization process.
Under these circumstances, China concentrates on developing new
cyber technology standards, such as 5G, rather than competing with
the existing cyber governance, like the resource allocation in the
cyberspace built by America. Through this attempt, China is
establishing a strategy in which it strengthens the dominance of the
cyberspace and spreads and standardizes its cyber technology over
the world based on the competitiveness of low cost and high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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