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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국 당국의 자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해 반독점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중국 당국
의 인터넷과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의 복합적
함의가 있는 행태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당국의 규제가 대내적
으로는 4차 산업시기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장기 집권을 준비중
인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장애물 제거라는 정치적 목적까지 함께 추구하는 이

57

58 국가정보연구 제14권 2호

중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외적으로는 인터넷의 초국경성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중국, 시진핑, 인터넷 규제, 반독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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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은 중국 당국은 어떤 목적으로 자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그들을 처벌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검
열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도 강화하였
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한다
는 외부의 정치적 비판을 받았다. 정치적인 비판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도 당국의 이러한 규제 강화에 타격을 입어 기업들의 이윤 손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미국과 첨예한 기
술 경쟁을 벌이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이
이처럼 예민한 시기에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자국의 대표 인터
넷 기업들을 상대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
하고, 나아가 강화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 당국의 인터넷과 인터넷 기업 규제 강화 조
치가 단순히 검열통제와 기업들 길들이기 차원 이상의 정책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한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
화가 해당 규제를 받는 기업들과 중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인터넷과 인터넷 기업 규제
상황에 시진핑 주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 초기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관점을 취해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시진핑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입
장과 정책변동 과정을 통해 시진핑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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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내와 대외, 두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Ⅱ. 중국 인터넷 산업계 동향
2020년은 중국 정보기술(IT) 산업계에 격변의 시기였다. 한편으
로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굴기’에 힘을 실어주는 호재들
이 이어졌다.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
금을 조달한 것이다. 6월 중순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의 양대 전자상
거래 업체인 징둥(京东)닷컴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주당 226홍콩달러
가격에 1억330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총
297억7천만 홍콩달러(약 4조6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였다.1)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중신궈지(中芯國
際·SMIC)는 7월에 ‘중국판 나스닥(Nasdaq)’인 커촹반(科創板) 상장을
통해 최대 53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
하였다.2) 징둥닷컴의 자회사인 JD헬스는 12월 초 홍콩증권거래소에
서 IPO로 미화 34억8천만달러(한화 약 3조8천7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2020년 홍콩 증시에서 최대 IPO 규모를 기록했다.3)
1) Naomi Xu Elegant, "JD.com’s $3.9 billion Hong Kong IPO sees another
Chinese giant diversify away from U.S. markets," Fortune, June 17, 2020,
https://fortune.com/2020/06/17/jd-com-ipo-hong-kong/ (Retrieved on Oct.
2, 2021).
2) Yuan Yang and Nian Liu in , "SMIC scores mainland China’s biggest listing
in a decade," Financial Times, July 16, 2020,
https://www.ft.com/content/6a87d390-fdad-43c7-8ff9-c99f3b94294c
(Retrieved on Jun. 4, 2021).
3) Arjun Kharpal Evelyn Cheng, "JD Health shares close 56% higher on their
market debut in Hong Kong," CNBC, December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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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IT 업계에 막대한 자금들이 유입되는 호재가 잇따른 반
면, 대형 악재도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격변의 시작은 2020년 10
월, 알리바바 그룹 마윈 전 회장의 상하이 와이탄금융서밋 기조연설
이었다. 그는 연설 도중에 당국의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4) 그리
고 채 열흘이 되지 않아 홍콩과 상하이증시의 ‘중국판 나스닥
(Nasdaq)’인 커촹반(科創板)에 동시 상장할 예정이었던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중단되었다.5) 앤트그룹 IPO 불
발에 이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소식
이 전해졌다.6) 이로인해 중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알리
바바, 텐센트, 메이퇀, 징둥의 시가 총액은 2020년 11월 9일에서 11
월 20일 사이에 약 1조4955억 홍콩달러(한화 약 216조원)이 감소하
는 손실을 입었다.7)
2021년 8월에는 중신궈지(中芯國際·SMIC)가 조세피난처인 영국
https://www.cnbc.com/2020/12/08/jd-health-hong-kong-ipo-shares-surge-on
-debut.html (Retrieved on Jun. 4, 2021).
4) Ash Jurberg, "The Speech That Cost Jack Ma 37 Billion Dollars Who will
win the battle of business versus politics?," Entrepreneur's Hand Book,
January 8, 2021,
https://entrepreneurshandbook.co/the-speech-that-cost-jack-ma-37-billiondollars-5ad42393c9ba (Retrieved on Jun. 4, 2021).
5) Anshuman Daga, "Abrupt halt of Ant Group's mega-IPO leaves investors
guessing," Reuters, November 4,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ant-group-ipo-investors-idUSKBN27J2FN
(Retrieved on Jul. 14, 2021).
6) Reuters, "China to crank up anti-trust heat on Big Tech after
unprecedented fines," The Hindu, December 16, 2020,
https://www.thehindu.com/sci-tech/technology/china-to-crank-up-anti-trust
-heat-on-big-tech-after-unprecedented-fines/article33342907.ece (Retrieved
on Jul. 11, 2021).
7) 강현우, “中 빅테크 4인방 시총…열흘간 200조원 증발,”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2266901(검색일: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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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케이맨제도에 법인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의해 상
하이·홍콩거래소 교차매매 시스템인 후강퉁 종목에서 퇴출조치를 당
하였다.8) 이로 인해 상하이 STAR마켓(커촹반)과 홍콩거래소에 중복
상장된 SMIC의 주가는 각각 6%, 4% 하락하는 등 중국 대형 IT 기
업들의 주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9)
악재의 단초가 된 중국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정책의 원인과
파장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왔다. 분명한 것은 중국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와 함께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안전법 등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원인
과 파장은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이해
하기 위해서는 경제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우선 중국 당국이 그동안 취해온 인터넷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강화 과정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중심으로 살
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Ⅲ. 시진핑 정권 출범과 중국의 인터넷 산업 규제
2012년 집권한 중국의 시진핑은 집권 초부터 인터넷과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에 많은 관심을 밝혀왔다.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
8) 최헌규, “중국 유력 반도체기업 중신궈지 후구통 지수산출서 제외, 주가 휘청,”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15000141 (검색일: 2021. 3. 23.)
9) Liu Caiping and Han Wei, “SMIC Plunges in Shanghai as Regulator
Removes It From Stock Connect Index,” Caixin Global, August 14, 2021,
https://www.caixinglobal.com/2021-08-14/smic-plunges-in-shanghai-as-regu
lator-removes-it-from-stock-connect-index-101755144.html (Retrieved on
Oct.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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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인터넷을 규제하고 감독할 방법에 대해 구체화된 구상을 제시
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공산당이 2013년 발표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의 전면심화개혁에 관한 일련의 중요문제에 관한 결정(이하 중요문
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은 시진핑 주
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건이다.10) 본 문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국
가 인터넷과 정보보안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첫째, 인터넷 관련 법률
을 제정하고, 둘째, 감독체계를 개편하며, 셋째, 관련 체계와 전략도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후 ‘중요문제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식
적으로 제시하였다.11) 그는 사이버와 정보보안이 “국가안보 및 사회
안정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성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
이 직면한 종합적인 도전과제”라고 설명하였다. 시진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아직 인터넷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시진핑은 따라서 시민의 정당한 권
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법과 규제의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인터넷
정보 컨텐츠 관리와 중요 정보 인프라 보호 및 기타 법률과 규정을
완성시키며, 법에 의해 사이버 공간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 의사가 공식적
으로 있은 뒤 중국 당국은 본격적으로 인터넷 관련 규제와 감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2014년 2월 27일 제1차 ‘중국공산당

10)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http://www.gov.cn/jrzg/2013-11/15/content_2528179.htm (Retrieved on
Oct. 4, 2021).
11) 中國共產黨新聞，「關於《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的說明」,
http://cpc.people.com.cn/xuexi/n/2015/0720/c397563-27331312.html
(Retrieved on Oct.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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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영도소조’(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
化领导小组)가 만들어져 회의가 열렸다. 중국언론은 이 회의에 시진
핑 총서기, 리커창 국무원 총리,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고 보도하였다.12) 영도소조는 시진핑 총서기가 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았으며, 리커창 국무원 총리 및 류윈샨 중앙정치국
상임위원(선전 담당)이 부 소조장을 맡고, 공안, 선전, 군, 외교, 금융,
정보보안 부처 책임자들이 조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인터넷에 대한 정책이 기존의 부처급 업무에서 이제는 국가 지
도자들이 직접 개입하는 중요한 업무로 격상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
여주는 조치였다.
2014년 7월 BRICS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시진핑은 브라질 의회 연설에서 국가 주도하에서 인터넷 공간의 발
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터넷의 전 지구적인
특성이 각국의 정보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보안을 수호하고, 자국의 안보이익을 빌미로 타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 주권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마음을 모아 평화롭고, 안전하고, 열려있고, 협력을
추구하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13)
이러한 시진핑의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개입 확대 정책 기조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되었다. 2016년 4
12) 习近平,"习近平:把我国从网络大国建设成为网络强国," 新华网, 2014年02月27日,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4-02/27/c_119538788.htm
(Retrieved on Oct. 12, 2021).
1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Xi Jinping
Delivers Important Speech at National Congress of Brazil-Carry Forward
Traditional Friendship and Jointly Open up New Chapter of Cooperation,"
July 17, 2014,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176214.shtml (Retrieved
on Oct.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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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일 중국공산당의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영도소조 판공실은 시진
핑 총서기의 주재로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어서 2016년 10월 9일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6차 집
단 학습 회의 석상에서 시진핑은 인터넷 주권 수호를 강조하면서 인
터넷 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중국의 발
언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4)

Ⅳ.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1.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과정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마오쩌둥
의 시대가 저물고 개혁개방으로 역사적인 노선전환이 일어나면서이
다. 이 시기 덩샤오핑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국가 경제 운용 방식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리고 경제 운용방식의
전환에 맞춰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반독점에 관한 논의
도 이뤄졌다. 국무원은 1980년 10월 ‘사회주의 경쟁의 전개와 보호
에 관한 임시규정’의 공표를 통해 반독점에 관한 정부당국 최초의 언
급을 한다.15) 국무원은 임시규정에서 “경제생활 중에서 국가가 지정
한 관계부문과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14) 中华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人民日报署名文章：迈出建设网络强国的坚实步伐——习
近平总书记关于网络安全和信息化工作重要论述综述," Oct. 18, 2020,
http://www.gov.cn/xinwen/2019-10/18/content_5442109.htm (Retrieved on
Sep. 21, 2021).
15) 조동제, 김복해,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소고”, 동북아법연구 제2권 2호(2008),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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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점하여 독과점 경영을 할 수 없다.”고 독점 행위에 대한 제한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 정부의 독점을 실질적으로 규제하
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
서 국무원의 임시규정은 정부 당국의 반독점 규제의 의지를 표명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위한 제도화를 시도한 것
은 임시규정을 발표한 지 7년여가 지난 1987년 8월이었다. 국무원
은 법제국을 통해 반독점법 초안기안작업을 시작하여 반독점 규제의
법제화를 시도하였고, 이듬해인 1988년 ‘독점 및 부정당경쟁 금지에
관한 임시조례 초안’을 공표하였다. 1993년 9월에 개최된 제8차 전
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중화인민공
화국 반부정당경쟁법’을 통과시키고, 반독점법 입법을 이듬해인 1994
년의 공식 의사일정에 포함시켰다. 또 반독점법 입법은 제8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진전을 이루
지 못하였다.
다시 4년이 흐른 뒤 1998년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
에 반독점법 입법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입법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2003년 12월, 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반독점법’ 입법
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때에는 상무위원회가
‘반독점법’을 “제10회 인민대표대회가 실시해야 할 중요 경제입법 계
획”으로 선정하고 2004년 국무원 입법계획으로 포함시켜 마침내 반
독점법이 입법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입법화는 이뤄지지
못하였다.
반독점 규제를 위한 입법이 다시 시도되었던 것은 4년 뒤였다.
중국 정부는 2007년 8월 30일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경쟁법인 ‘중화인민공화국반농단법(中华人民共和国反壟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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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반독점법)’을 제정⋅공포하여 반독점 규제의 첫 발을 떼었다.16)
반독점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총 8장 57조항으로 구
성된 반독점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도
한 경제력 집중(기업결합), 행정력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등 경쟁법
집행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였다.
이후 중국 당국은 독점법의 표준화와 세분화를 추진해 규제를 심
화, 확대하려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은
2015년 4월 중국 최초의 지재권 남용 관련 반독점 법규를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1월에 열린 '중국 경쟁정책
법률회의'에서 반독점당국은 관련 부처들과 함께 법률체계 정비를 강
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
다.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총괄 아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 관
련 반독점행위를, 공상행정관리총국은 가격 이외 반독점행위를, 상무
부는 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규제기능을 각기 행사해왔다.
이처럼 권한과 기능이 분산되다 보니 관리감독 시스템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경제운영제도
의 비용이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2018년
3월 13일 제13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 개
혁방안(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으로 대대적인 국무원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반독점 문제를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
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场监督管理总局, 이하 ‘시장총국’)이 출범되
었다.17)
16) 國家市场监督管理总局, 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
http://gkml.samr.gov.cn/nsjg/fgs/201908/t20190819_306107.html
on Oct. 12, 2021).
17) 中华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印发《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Retr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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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직속기구로 출범한 시장총국은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역
할 강화, 시장감독・관리를 기구의 주된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기존
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업무 중 출입
국검역을 제외한 부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
회의 업무 중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 법집행 기능, 상무부의 기업
결합과 반독점 법집행, 국무원의 반독점위원회 등의 기능을 결합시킨
포괄적 반독점 기구의 성격을 가졌다.
시장총국은 2019년 9월 1일부터 ‘독점협의금지 임시규정(禁止垄
断协议暂行规定)’18),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禁止滥
用市场支配地位行为暂行规定)’, ‘행정권력 남용과 배제, 제한 경쟁행위
를 제지하는 임시규정(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暂行规定)’
의 3개 반독점법 관련 시행규칙을 시행하였다. 이는 반독점법 관련
법체계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시장총국의 반독점 규제 조치는 2020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2020년 1월 시장총국은 반독점법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08년에 제정된 이후 12년 만의 일이었다. 개정작업에는 전통산업
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인터넷 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11월 초에는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
(<反垄断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稿)’과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
라인(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반독
점위원회 2021년 2월 7일 동 법안들을 확정발표하고 당일부터 시행
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http://www.gov.cn/zhengce/2018-03/21/content_5276191.htm#1
on Oct. 12, 2021).
18) 國家市场监督管理总局, 禁止垄断协议暂行规定,
http://gkml.samr.gov.cn/nsjg/fgs/201907/t20190701_303056.html
on Oct. 12, 2021).

(Retr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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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총국의 규제 성과로는 2020년 12월 14일, 알리바바 인베스
트먼트(阿里巴巴投资), 위에원그룹(阅文集团), 펑차오(丰巢)에 대한 벌
금 부과 조치를 들 수 있다. 시장총국은 세 기업이 인수, 합병 과정
에서 관계 기관에 지분 인수 신고를 하지 않아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 50만 위안(한화 약 8,435만원)의 벌금을 부과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시장총국은 알리바바 인베스
트먼트 등 3개 기업 외 게임방송 플랫폼 후야(虎牙)와 도우위(斗鱼)의
합병 등 변동지분실체(Variable Interest Entity, 이하 VIE)구조에
관한 경영자 집중 신고 안건을 심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행보는 시장총국이라는 통합 기구를 출
범시킨 데 그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다.
12월 16일~18일 열린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플랫폼 대기
업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2021년 중요한 경
제 시책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1년 1월 10일, 중국 정
부는 ‘법치중국건설계획(2020~2025년)(法治中国建设规划(2020~2025
年), 이하 ‘법치계획’)’을 발표하였다.19) 이는 전면적인 법치국가 건설
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치계획은 정보기술 분야 입법도
추진해 디지털 경제·인터넷 금융·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컴
퓨팅 등 관련 법률제도를 즉시 검토하고 단점 보완에 힘쓴다는 내용
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반독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공유제 기업이 행정 권력에 의탁하여 기타 비(非)
공유제 기업을 독점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19) 中华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印发《法治中国建设规划(2020－2025年)》,
http://www.gov.cn/zhengce/2021-01/10/content_5578659.htm (Retrieved on
Oct.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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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 인민은행은 ‘비(非)은행결제기관조례(의견수렴안)
(非银行支付机构条例 征求意见稿)’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하였
다. 의견 수렴 조치시행에 앞서 열린 인민은행 연례 공작회의에서 중
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 반 독점 강화 △ 자본의 무질서
한 확지 방지 △ 금융발전 및 금융 안전의 종합적인 고려에 관한 정
책 수립을 강조하였다. 또 반독점 강화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해 조례
에 결제업무 규정을 명시하고 반독점 관련 조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
시켰다.

2. 플랫폼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여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판단할 때 온라인 사업
영역 경영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 네트워크 효과, 규
모의 경제, 자물쇠 효과, 관련 데이터 장악·처리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애초 2008년 발표된 ‘반독점법’
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때 “관련 시장 내 시장 점유율 및 경
쟁 상황, 판매시장 또는 원재료 구매시장 통제능력, 재력 및 기술 조
건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전통산업의 경
우에 적용이 용이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상거래 행위에서 사업
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온라인에서는 시장 점유
율이나 경쟁 상황과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는 조건들의 가
변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표된 플랫폼 반독점법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여 온라
인 환경에 맞는 기준을 제정하였다. 그 중 중요한 기준사항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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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선 네트워크 효과를 들 수 있다. 온라인 사업에서 네트워크 효
과란 한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생기
는, 다시 말해 수요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플랫폼 반독점법
에서는 이 효과의 정도를 측정하여 시장지배 지위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자물쇠 효과를 들 수 있다. 자물쇠 효과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을 다른 경쟁제
품으로 대체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때문에 기존의 제품을 계속 사
용하도록 하는 사업 전략을 말한다. 자물쇠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는
사실상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온라인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면 자물쇠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보고 있다.20)

세 번째는 사업

자의 재력과 기술 조건인데, 중국 당국은 플랫폼을 운용하는 주체의
자산규모와 투자자 상황, 수익창출과 투자유치 능력을 통해 사업자의
재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 조건의 측면에서는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현황,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 장악
능력과 처리능력, 기술혁식과 응용 능력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
다. 규모의 경제는 플랫폼 서비스가 얼마나 소비되는지를 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 조회 수, 이용자가 머무는 시간, 시장 점유율 지속기간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된다. 아울러 시장 경쟁 상황은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 등
을 고려할 것으로 밝혔다.

20) 안일태, 강준모, 디지털 경제에서의 약탈적 경쟁행위에 대한 재조명(연구보고 01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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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플랫폼 반독점법의 시장 지배적 지위 규정 주요 내용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는 요소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과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

주요 조항 내용
①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수·조회 수·사용시간 등 각종
지표와 시장 점유율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산정
② 플랫폼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시장 경쟁 상황을 분석

플랫폼의 시장 통제
능력

전·후방 시장통제능력, 시장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 비즈니스
모델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

플랫폼의 재력과 기술
조건

플랫폼의 투자자 상황·자산규모, 수익 및 투자유치 능력, 기술혁신
및 응용 능력, 지식재산권 보유·관련 데이터 장악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

기타 플랫폼의 해당
플랫폼과 거래에 대한
의존도

기타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 간 거래 관계·거래량·거래 지속기간·자
물쇠 효과·이용자 충성도 등을 고려

기타 플랫폼의 관련
시장 진입 난이도

플랫폼 규모의 효과, 자금 투입 규모, 기술 장벽, 데이터 획득 비
용, 이용자 습관 등을 고려

기타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토대로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
기타 요소를 고려

*Media Issue & Trend_Vol.41(2021.1) p.8의 표를 수정 인용

2) 변동지분실체(Variable Interest Entities) 기업결합 규제
플랫폼 반독점법은 “반독점 조사 범위에 변동지분실체(Variable
Interest Entities, 이하 VIE) 구조를 가진 기업결합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인터넷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VIE
구조란, 기업이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해외 증시 상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중국 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과 관계 계약을 맺고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
는 사업 운용 방식을 뜻한다. 중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VIE 구조를
통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특정 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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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비율을 제한한 중국 법률을 피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중국에 설립된 기업의 해외 상장 시 각종 제한을 피하기 위
한 목적이다.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은 VIE 구조를 이용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알리바바, 넷이즈(Netease), 징둥 등 중
국 주요 인터넷 대기업들은 VIE 구조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후, 중국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합병(M&A)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인터넷 대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을 발판 삼아, 시장을 장악하는 지배
자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을 통해 VIE 구조
를 가진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더 이상 지배적 사업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에 대한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강화
플랫폼 반독점법은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지위 남용 행위의 대
표적 사례로 ‘양자택일’을 들었다. 양자택일 행위란 플랫폼에 납품하
는 업체에게 다른 플랫폼에는 유통하지 못하게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 다른 지위 남용 행위의 사례로는 ‘빅데이터를 활
용하여 기존 고객으로부터 부당 이득 취하기’가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에
게 제공하는 가격을 차별화하여 기존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차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동 법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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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며 이를 앞으로 처벌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알고리즘 담합 규제
사업자간의 담합은 시장에서 대표적인 부정행위이다. 그런데 온
라인 환경에서 사업자들의 담합은 문서와 통화 기록 등 흔적이 남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빅데이터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뤄지므로
당국이 적발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온라인 사업자
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Ⅴ. 중국의 인터넷 산업 규제의 대내외 정책 함의
1. 대내정책 함의
1) 대내 경제정책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산업과 기업들에 대
한 규제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특히 플랫폼 산업 분야에서 반독점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 강화와 함께 그 폭도 넓혀가겠다는 뜻도 확
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플랫폼 산업의 반독점 규제를 강
화해 나가는 까닭은 대내와 대외로 나눠 살펴보아야 한다. 대내적으
로는 먼저 경제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들 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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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표 2> 온라인 사업 영역별 시장 점유율 상위업체
주요 사업 영역

1위(점유율,%)

2위 (점유율,%)

3위 (점유율,%)

점유율합(%)

전자상거래

알리바바(58.2)

JD닷컴(16.3)

핀둬둬(5.2)

79.7

클라우드

알리바바(43.0)

텐센트(12.3)

차이나텔레콤(7.3)

62.6

검색엔진

바이두(76.4)

소우거우(11.4)

sm.cn(4.7)

92.5

모바일 결제

알리바바(53.6)

텐센트(39.5)

이치엔바오(1.3)

94.4

*세계경제 포커스,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20년 3월 31일 Vol. 3 No.
10, 8-9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2>에서 보이듯이 중국의 온라인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 형태
는 1, 2위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규제의 틀을 넘나들며 사업의 확장을 이뤄왔다. 이들이 급속 성
장하는 동안 중국 당국은 IT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탈법과
편법을 넘나들며 빅데이터 수집과 시장지배력 확대를 해온 데에 대
해 사실상 '묵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지
금 이들의 영향력이 법과 제도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IT 산업의 건
전한 성장도 저해할 수준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불공정 가격, 거래
제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 씌우기, 부당 끼워팔기 등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지침’이 제시한 규제 대상 목록은 대형 IT
기업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의 방식을 적
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적 까닭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지분소유 구조와 관련된 중국
당국의 정책 변화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의 중국 인터
넷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제받고 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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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이 VIE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중국 인터넷
기업에 투자해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해외
자본 뿐 아니라 중국 자본도 당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VIE를 활용해왔다.
이 방식을 활용하여 당국의 규제를 피해왔던 대표적인 중국 기업
이 알리바바이다. 알리바바그룹의 지주회사인 알리바바 홀딩스는 케
이먼 제도가 설립지이며 타오바오, 티몰 등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사
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지분이 아닌 계약관계에 의해 알리바바 홀딩
스의 통제를 받는다. 알리바바도 기업공개에서 “계약상 협의된 VIE내
용은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의 제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리라고 여긴
다”고 사실상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가 중국 정부의 규정
이행에 따라 소유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로서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
로 보인다.

2) 대내 정치적 함의
대내적인 측면에서 반독점 규제 강화 행보의 배경으로 정치적 해
석도 제기된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세계 주요 언론
과 씽크탱크들은 앤트그룹의 IPO 불발과 관련된 정치적 배경을 보도
한 바 있다.21) 보도는 앤트그룹의 모기업인 알리바바의 마윈 전 회
장의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IPO 불발의 배경으로 지목하였다. 그 근
21) Lingling Wei, “China Blocked Jack Ma’s Ant IPO After Investigation
Revealed Likely Beneficiaries,” The Wallstreet Journal, February, 1 2021,
https://www.wsj.com/articles/china-blocked-jack-mas-ant-ipo-after-an-inve
stigation-revealed-who-stood-to-gain-11613491292?mod=searchresults_pos2
&page=4 (Retrieved on Jul.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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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마윈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손자 장즈청(江志成)과 사업상 긴
밀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22) 장즈청은 2012년 마윈
과 협상하여 미국 인터넷 기업 야후가 보유하고 있던 알리바바 지분
의 절반을 인수하였다.23) 그리고 2년 뒤 알리바바 주식이 뉴욕증권
거래소(NYSE)에 상장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그는 다시 2016
년 앤트그룹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장쩌민의 정치적 동지인 자
칭린(賈慶林) 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협 주석도 우회적인 방
법으로 앤트그룹의 지분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24) 따라서
앤트그룹이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하는 경우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경쟁세력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25)

22) Howard Gold, "China’s favorite sons will score big in Alibaba IPO,"
Market Watch, Sep., 18, 2014,
https://www.marketwatch.com/story/chinas-favorite-sons-will-score-big-in
-alibaba-ipo-2014-09-18 (Retrieved on Jul. 12, 2021).
23) Ananth Krishnan, "Political links’ led to China blocking Jack Ma’s record
IPO," The Hindu, February 17, 2021,
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political-links-led-to-china-b
locking-jack-mas-record-ipo/article33863706.ece (Retrieved on Jul. 12,
2021).
24) Stephen Aldred and Irene Jay Liu, "Special Report: The princeling of
private equity," Reuters, April 10, 2014,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privateequity-special-report-idUS
BREA3900D20140410 (Retrieved on Jul. 12, 2021).
25) Katsuji Nakazawa, "Why is Beijing hounding Jack Ma and Alibaba again?,"
Nikkei Shinbun, April 15, 2021,
https://asia.nikkei.com/Editor-s-Picks/China-up-close/Analysis-Why-is-Beiji
ng-hounding-Jack-Ma-and-Alibaba-again (Retrieved on Jul.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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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정책 함의
대외정책의 관점에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관련 규제는 대
외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을 비롯하여 외국 기업들의 중국 인터넷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이미 오래전부터 견제해왔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4차 산업이 세계 주요 경제 영역이 되고 인터넷 기업들이 빠른 속도
로 경제를 주도하는 행위자로 자리잡아 가면서 해외 기업들의 중국
인터넷 시장과 4차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
꼈다. 특히 중국이 견제하고 있는 대상은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강자
로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다.
인터넷 지배력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중국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데스크탑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모
바일 기기를 모두 더한 중국의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 기업
인 바이두가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7.64%를 차지한 중
국 기업 소우거우가 따르고 있다. 그런데 3위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사(社)의 빙(bing)이, 그리고 5위는 구글이 각각 3.45%와 2.14%를
차지하고 있다.2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색엔진 시장에서 인터
넷 기업들의 활동을 분석하면, 중국 토종 기업과 미국 기업들이 사실
상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 기업인 바이두가 압도
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인
터넷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을 기기 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6) Statcounter Gloabal Stats, Search Engine Market Share China,
https://gs.statcounter.com/search-engine-market-share/all/china, (Retrieved
on Oct.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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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데스크탑 컴퓨터 사용자의 경우 검
색엔진 시장 점유율을 보면 1위, 바이두, 2위 소우거우, 3위 빙, 5위
구글로 순위의 변동은 없다.27) 그런데 점유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바이두의 점유율은 40.07%, 소우거우는 29.64%, 빙은 13.89%, 구글
은 7.84%이다. 태블릿 컴퓨터의 경우 바이두가 89.6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위와 3위를 미국 기업인 빙과 구글이 차지
하고 있다.28)
이처럼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용 기기별로 보면 바이두의 시장 점
유율은 모바일과 태블릿에서 압도적이며, 데스크탑 컴퓨터 사용자들
을 대상으로 한 시장 점유율의 경우, 다른 기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을 대상으로 한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는 기기별로
검색엔진 사용자의 유형이 달라진 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모바일과 태블릿 컴퓨터의 경우 개인 사용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반
면, 데스크탑 컴퓨터는 기업 종사자들이 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활동 관련한 검색엔진 활용에 미국 검색엔진들의 점유율 합계
가 21%를 상회하고 있으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 당국
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결과이다.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은 인터넷을 이윤 창출 활동 기반으로
삼는 기업들이 활동하는 영역 중의 하나이며, e커머스 등 인터넷 기
반의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시대에
국가 경제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27) Statcounter Gloabal Stats, Search Engine Market Share China,
https://gs.statcounter.com/search-engine-market-share/desktop/china,
(Retrieved on Oct. 12, 2021).
28) Statcounter Gloabal Stats, Search Engine Market Share China,
https://gs.statcounter.com/search-engine-market-share/tablet/china,
(Retrieved on Oct.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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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경이 없는 인터넷
의 특징에 의해 다국적 기업들 또는 초국적 기업들의 국경을 넘나드
는 영향력 확대 역시 예정된 수순이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현상이
중국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 인터넷
을 장악하여 이윤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생성된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중국의 국가이익이 침해되는 상황까지도 우려하는 것
이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과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상
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외정책이자 안보정책의 함의가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은 중국 시진핑 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 정책이 지닌 정
책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시진핑 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기업들의 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이뤄지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시진핑 정부의 정책 행보를 이해
하기 위하여 첫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취임 초기부터 최근까지 인터
넷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관점을 취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과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시진핑 주석의 관점과 당국의 규제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과 인터넷 기업들
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함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
문은 시진핑 정부가 대내정책 목적과 대외정책 목적을 가지고 인터
넷에 대한 규제와 자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하며 그들을 처벌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대내정책은 다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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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으로 나뉜다. 경제적 목적은 그동안 중국의 인
터넷 기업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과도하게 시장을 독점하여 건전
한 시장활동이 저해를 받아왔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 국가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인터넷 기반 경제활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VIE를 통
해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의
규제와 감시를 벗어나 있는 왜곡된 경제활동을 단속하겠다는 목적도
함께 있다.
정치적인 목적은 현재 중국 인터넷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의 성장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주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 시기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하
였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정치적으로 잠재적 반대세력들의 영향력 확대와 동일시된다. 그러므
로 이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마윈으로 대표되는 기업 총수들의
2선 후퇴 조치 등으로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3선 연임을 노리는 시
진핑 주석의 잠재적 경쟁세력을 제거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외정책 목적이다. 중국은 4차 산업 혁명의 시기
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주요국들과 첨예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은 초국경의 속성이 있으며, 이는 권
위주의 국가이자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에게는 국가안보에 대
한 위협을 발생시킬 잠재성이 크다. 따라서 4차 산업 시기 외국기업
들의 중국내 활동을 미리 규제할 수 있도록 미리 강화된 규제를 시
행하여 중국과 공산당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시진핑 정부의 반독점 규제정책을 통해 시진핑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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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분석한 대상은 인터넷과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이며, 이
를 통해 시진핑 정부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목적과 함의를 도출하
였다. 본 논문을 통해 분석한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인터넷과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진핑 정부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
인지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처한 대내외 정책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그간 이어져
내려온 중국 정치 관행을 깨고 주석직을 연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 중 하나가 잠재적인 정적들을 제거하고,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국 경제 발전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의
미를 지닌다. 이전 시기의 발전은 성장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이제
는 분배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치 엘리트들의 후광을
업고 성장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인터넷 기업들은 시진
핑에게 대내정치·경제적 도전과제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심화되어가
는 미중 경쟁, 그 중에서도 앞으로 국제질서의 영향력을 좌우하는데
큰 요소인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과 대비라는 과제를 상징하기
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는 향후 중국의 정치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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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Implications of PRC’s Regulation over
Internet and Internet Corporations:
The Cases of Antitrust Regulation
Kim Young Jo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demarcation between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politics is blur in the 21st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same can
be said about the demarcation between the economic policy and
the political policy. China’s internet industry policy is a good
example of such change. This paper looks into China’s two internet
industry policies. One is an antitrust policy and the other is the
data safety policy. This paper draws thre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execution of both policies. First, for
domestic economy, the regulations aim to set sound rules and
norms of internet corporate activities. Second, Xi, who aims to
cease the power for another term, intend to eliminate the potential
political competitors. Lastly, facing pierce techno competition with
foreign

internet

corporations,

China

intend

to

prepare

its

endogenou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official for the expansion
of the influence of foreign corporations over Chines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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