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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계 형성요인 및 그 구성요소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해

를 제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이 정보화시대와 지능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안전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의 핵심 내용인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및「사이버 안전법」의 주요내용 그리고 사이

버 안전 관련 기구의 종류와 기능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분

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 형성과정은 중국이 국제 인터넷에 접속

한 1994년 후 초기단계에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화에 주력하다가 2000년대 들어 중국사회의 정보화가

확산되고 정보안전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03년 8월 중국의 국가

정보안전 보장과 관련한 최초의 綱領性 문건인「정보안전 보장업무

를 강화할 데에 대한 의견」(당중앙 판공청 발표 27호 문건)을 발표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이버 안전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8년 중국의 국무원 기구 개혁으로 국가정보화영도소조의 판공기

구로 정보화와 사이버 안전업무를 관장해 오던 국무원정보화 판공

실이 해체되면서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는 분권 및 분산시스템으

로 운영되다가 2012년 시진핑 총서기 취임과 이듬해 발생한 스노우

든 사건이후 2014년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출범,

2016년 11월 사이버 안전법 제정, 2016년 12월 사이버 안전전략 발

표 등으로 중국 특색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이버 안전체제로 구축

하였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인터넷 정책과 달리 중국 공산당의 체제유지



차원에서 인터넷에 유포되는 정보의 통제와 미-중간 대립이 중국

인터넷 정책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관리에 관여하

는 기관이 15개로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며, 사이버공간 안전전략,

사이버 안전법은 이를 반영하여 사이버 주권강조, 사이버 공간 자주

관리, 미국 주도의 국제 사이버 공간질서 개편 등 중국특색의 중국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방어 및 공격의 핵심 기관인 중국군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개편된 인민해방군 구조개편을 통해 과거 총참 3부와

4부는 물론 총참모부의 정보화부와 사이버, 전자 관련 작전 및 정보

분야도 신설된 독립 軍種인 전략지원부대로 통합한 것으로 보여 미

래 미국과의 사이버전에 대비한 방어 및 공격 능력 향상에도 정책

적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는 사이버 주권과 영토

내 사이버 공간 자주관리 원칙하에 첫째, 사이버 공간 유통 정보에

대한 강력한 통제, 둘째, 사이버 위협을 새로운 핵심 국가안보위협

요소로 인식, 셋째,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 넷째, 강력

한 통합적 사이버 정책결정기구 설립 및 조정능력 보유, 다섯째, 새

로운 국제사이버 질서 형성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의 이러한 특징은 1978년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중국의 현재 국력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G2 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중국식 정치 제도, 중국식 국가 및 사회관리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중국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 성공개최 이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시진핑 시대에는 과거의 韜

光養晦 정책에서 有所作爲(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것

에만 최소 개입)와 積極작위(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것에 광범위하게 개입)로 전략을 바꾸고 대국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어 : 사이버안전, 안전전략, 안전체제, 네트워크안전, 정보안

전, 사이버관리

학 번 : 822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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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계 형성요인 및 그 구성요소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해

를 제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이 정보화시대와 지능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안전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의 핵심 내용인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및「사이버 안전법」의 주요내용 그리고 사이

버 안전 관련 기구의 종류와 기능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분

석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유용함을 주고 있다. 하

지만 국경이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해킹을 통하여 타국의 정보

를 도용하고 금융기관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침해사고와 사이버 테

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이버 공격에 따른 침해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게

된다(이완수, 2014). 특히,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인공 지능 등 사이버 물리시스템 기반 지능정보사회의 초연결 산업

사회로 진화하면서 사이버 보안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 및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김병운, 2016).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은 2012년 초연결 사회를 글로벌 의제

화(WEF, 2012a, b)하고, 2014년 산업 아젠다 ‘커넥티드 세상’에서

2017년에는 초연결성으로 30억 명이 스마트 폰으로 통신할 것이며,

2025년에는 기계간 접속으로 새로운 자동차의 90%가 통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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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통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WEF, 2014).

또한 2015년 글로벌리스크에서도 초연결(불확실, 복잡성)이 개인·

산업·정부의 의사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

험 요인으로 사이버 공격을 지적하였다(WEF, 2015) 이에 따라 최근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은 지능사회 및 초연결시대

의 사이버 위험을 중요한 국가 안보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전략과 연계한 나름대로의 국가 사이버 안전

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의 국가 사이버 안전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국가안보, 경제안보 도전으로 간주하고 사이버 개선을 위한 행정명

령을 내렸다(The White House, 2013). 그리고 2015년 2월 연방기관

사이버 보안계획 수립과 실행, 민관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체계 구

축, 국가 사이버 정보 통합센터 기능강화, 연방정부의 사이버 보안

인력수요 평가관리 등을 규정하는 신(新)사이버 보안법을 승인하였

다(Congress, 2015).

유럽연합은 2015년 12월 회원국 간 기간설비 분야 사이버 보안

강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지침에 합의하고,

국내의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사이버 공격을 당하거나 보안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EU, 2015).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회원국

내 기업들의 사이버 공격 및 데이터 침해사건 보고, 기반 시설에 대

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공동대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新)

사이버 보안법을 승인하였다.

일본은 2014년 11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주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 공공단

체의 책무, 컨트롤 타워로서 사이버 보안 전략본부 설치, 사이버 보

안센터 개편 등을 포함하는 신(新)사이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

리고 2015년 1월에는 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내각 직속의 사이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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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략본부, 내각 관방조직령에 근거하여 사이버 보안센터를 설치

하였다

중국은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이미 G2 국가로 성장한데다가

1994년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한 이래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면에서

도 일부영역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

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정보통신 기

술이 향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각종 진흥책을 추진하면

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안보적 위험도 중시

하여 사이버 안보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핵심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

후 미-중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협조할 경우 중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

을 고려해오던 중 2013년 발생한 스노우든 사건으로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계는 후진타오 주석 재임기간까지는 각 기

관이 각자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는 ‘분산형 또는 분권형 사이버 안

보체제’였으나1)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부터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시진핑 주석은 총체적 국가안전관에 입각하여 사이버 공간의 안보

를 영토, 영해 영공, 우주의 주권 수호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먼저 공산당 중앙 직속으로 시진핑을 주임으로 하는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를 결성하여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를 총괄하면

서 사이버 안전에 획기적인 정책적 우선성을 부여하였다.

뒤이어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 발표 및 “사이버 안전법” 제정

을 통해 사이버 주권을 강조하고 사이버상 유통되는 정보 내용에

1) 중국은 2011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지시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를 위한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했다. 또한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양

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 사이버전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미 시작된 사이버 전쟁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 환경 구축 시급.

자유마당 201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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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 강화,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에 대한 기술 자주화, 국제협

력을 통한 새로운 사이버 국제질서 추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

특유의 사이버 안보체제를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의 국력부상과 정치적·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안보적 측

면에서 우리에게 기회와 함께 여러 가지 도전을 주고 있다. 향후 국

가 간 전쟁이 물리적 전쟁보다는 사이버 공격이나 전쟁의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에게 사이버

수단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도전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계(특히 사이버 공격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계 형성요인 및 그 구성요소

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에 주는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문제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계 형성요인 및 그 구성요소의 특징을 통해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사이버 안전 체계는 우리의 사이버 안보와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보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접근과 종합적인 분석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경제·문화·사회적

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협력과

갈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며 북한 핵문제와 THAAD 배치문제를 둘러

싸고 상호 대립, 충돌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안보의

개념이 사이버 안보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계(특히

사이버 공격분야)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사이버 안전 체계구축 과정이나 사이버 안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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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전법 그리고 중국의 사이버 관련 기구의 구체적인 임무나

활동내용은 중국 정부의 자료 공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세한 내용

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 구성요소와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를 통해 중국의 사이번 안전정책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은 물론

중국의 대내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이해 및 우리의 대응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중국정부도 사이버 안보체제를 구축하면서 초기단계에는

정보화 기술발전에 주력하였고, 어느 정도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사

이버 안전문제를 중시하였다. 특히 인터넷 매체를 통한 외국의 서구

사상 유포 증대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위협 증가 및 스노우든

사건 발생이후 통신기술의 자주화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는 인식

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이버 안전체

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 사이버 안보체제의 특성,

중국의 안보전략 및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는 내용면에서 정치이념, 체제, 사

회 관리방식,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과의 관계 면에서 우리와 상당

한 차이가 있어 직접적 활용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정보화

를 추진하면서도 사이버 안전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의 균형성,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 부여, 그리고 관련부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등은 정치권의 관심 부족 및 인식 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우리의 체

계적인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이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1994년 세계 인

터넷에 편입된 이후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현재와 같은

집권적·통합형 사이버 안전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다.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서방과는 다른 중

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의 특수성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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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① 기술적 요인(미국과의 기술적 격차 현저),

② 제도적 요인(중국 정치 안정을 위한 인터넷 유통 내용 통제 강화

와 외국의 간섭 배제를 위한 사이버 안전 및 사이버 주권에 대한

중국식 개념화), 그리고 ③ 미래 전략(중국의 국력성장과 대국화(大

國化)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추구 등 대외정책 변화)과도 관

련이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계의 특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사이버안보에서 중국의 기술적, 제도적, 미래전략 측면들에 대한 시

사점이 앞으로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주는 학문적·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둘째,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사이버 공간 안전전략

(2016. 12)과 중국의 사이버 안전법(2016. 11)의 주요내용과 중국의

인터넷 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와 연구 및 지원기구에 대한 심

층 분석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런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 특징이 한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에 주는 학문적·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제3절 연구범위

이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계 형성요인 및 그 구성요소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해

를 제고하려고 한다. 또한 중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의 핵심 내용인

중국의「사이버 안전전략」및「사이버 안전법」의 주요내용 그리고

사이버 안전관련 기구의 종류와 기능들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한

국의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

2) 사이버 안보체제는 사이버 안보와 체제의 복합개념이다. 그리고 체제는 “어떤

정해진 목적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구성요소 혹은 부분이 전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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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 안전체계는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직면하고 있

는 사이버 안전위협에 대한 대응체제로서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

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체계와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대응체제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어떤 특징

이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초기 정보화 주력단계

에서 분권형·분산형 사이버 안전 체제를 거쳐 최근 집권형과 통합형

사이버 안전체제로 변화한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계를 분석한다.

제4절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중국

사이버 안보체계의 구성과 특징이 한국 사이버안보 체계에 주는 학

문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계 구성과 특징

에 대한 국내·외 연구논문, 인터넷 관련 사이트 검색, 관련 기관의

각종 학회자료와 연구자료, 신문기사 등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뿐

만 아니라 중국의 사이버 공간 안전전략(2016.12)과 중국의 사이버

안전법(2016.11) 등의 법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경우 공개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 접근에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정확성이 있는 중국 정부의 공식발표 및 해설자료와 중

국 사이버 관련 기관 홈페이지, 국내 및 미국, 중국학계의 관련 논

문 등 문헌 연구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관련

자 인터뷰와 저자의 장기간의 중국 현지근무 경험도 보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3)

기적으로 관련되어 조화롭게 기능하는 관계의 집합 내지 단위”라고 정의한다(교

육학 용어사전, 서울대 교육연구소). 또한 조직이론에서는 투입→전환→산출 과

정에서 사물과 이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의 일반적 속

성은 ① 목표 지향적이며, ②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전체로서 기능하고, ③ 투입에 대한 산출, 또는 효과를 강조하며, ④ 결

과의 평가가 다시 재투입되는 환류(feedback) 기능을 가진다.

3)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를 논의함에 있어 이론적 면에서는 조직이론의 분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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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논의

1. 사이버 안보의 일반적 개념

사이버안보(Cyber Security)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

게 대두된 개념으로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전 등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안보의 경우 국경이 없어 국제

적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개념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사이버 안보

개념과 범의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다(신동만, 2016).

“사이버”라는 말이 인프라나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적 층위나 논

리적 층위를 지칭하면 컴퓨터 보안, 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 등에

서 보이는 것처럼 안전(安全, safety)이나 보호(保護, protection) 등

과 같은 중립적인 뉘앙스를 갖는다. 지식, 이념, 정체성과 같은 콘텐

츠 층위 또는 국내정치나 치안의 뉘앙스를 갖는 보안(保安) 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며, 대외적 차원의 네이션과 만나면 안보의 의미

로 구성되기도 한다(2014,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보보호, 정보통신망보

호, 정보통신기술안전 등 특정영역에 대한 보호개념에서 벗어나 폭

넓은 사이버 공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안보대상을 확장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다 더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개념이 나타나

고 있다(신동만, 2016).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사이버 안보를 ‘민간 및 군사영역의 사이

버 공간을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 및 정보기반시설과 관련되거나

집권형 이론과 정책결정 이론의 합리형 모델과 점진형 모델을 참고하였다. 중국

의 사이버 안전체계는 분산 분권형에서 통합 집권형 구조로 변화했으며, 체제

확립과정은 합리형 모델보다는 점진형+합리형에 가깝다고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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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모든 형태의 정보의 안전과 정보가 저장·접근·

처리·전송되는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직적 행동으로 범죄 공격 사보타지 ·간

첩행위·사고 및 실패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예방 을 포함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사이버 환경과 조직

체 및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양한 도구· 정책· 기술을 모

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이버안전 관리규정’에서 사이버 안전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

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정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위기’는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저

장되는 정보를 유출·변경·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는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

능이 훼손·정지되는 등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중국의 사이버 안전 및 주권 개념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계를 이해하려면 우선 중국이 사이버 안보

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

국 당국의 공식적인 사이버 안전개념은 사이버 안전법 제 7장 부칙

전문용어의 함의에서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사이버 안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침입, 방해, 파괴와 불법

사용 및 의외의 사고를 방지하고, 네트워크가 안정된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완결성, 비밀 유지성, 유용성 능력 보

장을 지칭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이해는 표면적으로 보면 서방국



- 10 -

가나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

국의 사이버 안전 개념에 대한 이해는 중국적 특색이 있다.

첫째, 중국은 사이버 안전 관련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하나는 정보안전(新息安全, Infomation Security)이고,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안전(網絡安全, Network Security)이다.4) 정보안전은 인터

넷에 유포되는 내용의 안전을 중시하고, 네트워크 안전은 기술적인

네트워크 안전을 더 중시한다. 중앙 사이버 안전 영도소조의 자문기

구 전(前)의장은 정보안전을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IT 발전에 필수적

이며, 국가안보체제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정보안전 강조는 기술적 기준이나 집행 메카니즘

을 조정하기보다는 검열과 감시 인프라(the Great Firewall of

China) 구축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중국은 사이버 경제범죄나 외국 정보기관의 기술적 침투보다는 테

러, 극단주의, 분리주의에 대한 상상된 위험에 대한 방어를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Lindsay, 2015).

둘째, 안전과 연결시키고, 정보화 발전과 연결시켜 이해한다. 따

라서 <사이버공간 안전전략>에서 사이버 안전 없이 국가안전 없고,

사이버 안전 없이 정보화 발전 없다고 규정한다.

셋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민들의 급속한 커뮤니케이션 증대, 신

속 대량의 정보 전달이 중국 공산당의 정치제체 유지에 심각한 문

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사이버 안전전략 및 사이버 안전법

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넷째, 스노우든 사건으로 촉발된 인터넷 핵심 정보기술의 미국

의존이 중국 국가 안전과 사회주의 도덕 및 문화에 대한 심각한 위

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본질을 이루고 있다(Swaine, 2013).

4) 중국은 정보화 초기 및 2013년 이전에는 정보안전(新息安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네트워크 안전(網絡安全)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

보안전(新息安全)이라는 용어가 인터넷상 정보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

이 있고, 최근 중국 정부의 관심이 사이버 안전을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인식

하는 변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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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서방국가에서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 사이버 공

간은 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서 소통의 통로이고, 표현의 자유 등으

로 사이버상 유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간섭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이나 사이버 안전법상에는

중국 체제수호 및 국가안전 보장차원에서 사이버상에 유통되는 내

용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전파를 촉진하고(사이버안전법 제6

조)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안보 위협, 테

러리즘과 극단주의 선양, 사회주의 제도 전복, 국가 분열 선동, 국가

통일 파괴, 폭력 전파, 음란 정보, 날조, 거짓 정보 전파 등을 금지하

고 있다(사이버안전법 제12조).

사이버 주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중국 사이버 안전법 제 1조는 사

이버 공간 주권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 사이

버 안전전략에서도 사이버 주권 수호를 명시하고 있다.

즉, 사이버 공간 주권은 ① 침범될 수 없으며, ② 각국이 자주적

으로 선택한 발전의 길, 네트워크 관리 방식, 국제 네트워크 공간

관리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하고, ③ 각국의 주권

범위내의 네트워크 사무는 각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④ 자신의

국가 상황에 근거, 유관 네트워크 공간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 영토내의 사이버 활동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사이버 상에는 인위적 국경이 없다는 입장

이지만, 중국은 영토에 국경이 있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경

은 있으며, 사이버 영역이라도 중국내에서는 중국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이러한 인식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강력

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사이버 안전체계가 구축되는 기본적 배

경이 되었다.

중국 당국의 사이버 주권 개념 사용은 중국내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통제 명분과 함께 인터넷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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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핵심기술이 미국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

사이버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효과적

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중동에서 오렌지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셜 네

트워크에 의한 영향력과 스노우든 사건으로 미국의 사이버 공격 능

력을 인식한 이후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가치관, 문화를 훼손하는 사이버 공간 내 유포되는 내용에 대해 외

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의 관변학자들은 ‘인터넷의 기능에 필수적인 이른바 13개의

핵심 루트 서버 중 10개가 미국에 있고, 세계 인터넷 데이터 전송과

처리의 80%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 모든 루트 서

버가 미국의 인터넷 주소관리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하면

서 ‘인터넷 기술과 사이버 기반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통제

는 불공정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사이버 시스템의 불안정과 잠재

적 위험의 근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인터넷 전문가 후엔핑(胡延平)은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미국의 손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중국 인민해

방군 소장 우젠궈는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패권을 휘두

르고, 타국의 인터넷 정보 공유를 박탈하며, 소프트웨어에 백도어를

심어 해킹에 이용하고, 열악한 마이크로 칩을 수출하고 있다“고 비

난하였다(Swaine, 2013).

한편, 시진핑 총서기 등장 이후 중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의 키워

드는 총체적 국가안전관 정립과 대국 외교(미국 등 주요국가와는 신

형대국관계로, 한국 등 여타 중소 국가와는 이해관계 충돌 시 경제

적 압박 등 강국 외교로 표현됨)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 자리

에서 “국가안전 형세 변화의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추세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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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총제적 국가안전관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국가안전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총체적 국가안전관’이라는 새로운 개

념을 제시하였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핵심 내용은 외부안전과 내부안전, 전통적

안전과 비전통적 안전, 국토안전과 국민안전을 모두 중시하고, 현재

중국이 보호해야할 안전으로 정치안전, 국토안전, 군사안전, 경제안

전, 문화안전, 사회 안전, 과학기술 안전, 정보(사이버)안전, 생태 안

전, 자원안전, 핵 안전 등 11개 분야의 안전을 명시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총체적 국가안전관 발표에 앞서 2013년 3월 17일

중국 공산당 18대(大) 3중 전회의 결정으로 당중앙에 시진핑을 주임

으로 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23일 중

국 공산당 정치국은 ‘國家安全戰略綱要’를 심의·통과시켰으며, 2015

년 7월 1일에는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

다.

특이한 것은 총체적 국가안전관이 제시한 11개 분야별 국가안전

중 사이버 안전 분야만 별도로 2014년 2월 27일 당중앙 직속의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를 결성하여 시진핑 총서기

가 직접 주임으로 취임하고, 후속 조치로《국가 사이버 안전 전략》

을 별도로 발표하였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사이버 안전법’

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 공간의 안전

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5)

시진핑 총서기 취임이후 중국이 중앙집권형 사이버 안전체계 수

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지능사회의 진전으로 국가가

초연결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정보화와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가

향후 국력의 주요 지표가 되는 등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중

5) 시진핑 총서기 취임이후 중앙집권적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 관련 동향은 Rogier

Creemers, The Pivot in Chinese Cybergovernance-integrating internet Control

in XI Jjiping’s China, 2015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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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 지는데다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안전 유지 및 시진핑

주석 취임이후 총체적 국가안보관 확립, 신형 대국관계 이론에 따른

대국외교, 중화제국 부흥 등 미래 발전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판단된다.

3. 중국의 사이버안보 관리체제 형성요인 및 구성요소

현재 중국의 중앙집권형 사이버안전체제 형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과 같은 주장들이 있다. 첫째, 중-미간의 대립구조 속에서 기술, 제

도, 미래 비전 등 3가지 변수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이론이다. 예를

들면, 중미 간 인터넷 기술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넷 관련

정책과 제도, 그리고 21세기 패권을 노리는 두 나라의 비전 제시라

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표준 경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김상

배, 2014).

둘째, 중국이 국가 통제적이고, Top-down 방식의 규제형 사이버

안전체제를 형성한 요인과 관련하여 중국이 사이버 관련 핵심기술

의 미국 의존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미국의 사이버 공

간의 군사화 및 사이버 전력에서의 압도적 우위 추구, 사이버상의

자유에 대한 이중 기준, 현재의 글로벌 사이버 시스템에서 패권유지

를 구실로 중국 자신의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을 확장시키고, 사

이버 주권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

라는 연구도 있다(Swaine, 2014).

셋째,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 강화 모색관련 일부에서는 상이한

안보담론을 가지고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안보화(securitization)의 게

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미국의 담론이 주로 물리적 정보 인프라로

서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프라, 지식정보 자산, 지적재산권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중국의 담론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즉 정치적 담론이나 이념의 내용에 주안점을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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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담론이 민간의 프라이버시 보호, 보편적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의 담론은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인터넷

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강조 한다. 미국의 담론이 글로벌 패권의 자

유주의적 담론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중국의 담론은 반(反)패권주

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국가주권의 안보담론이다(김상배, 2016).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 변화 요인과 관련해서는 상기와 같이 기

술적 요인, 제도적 요인, 미래비전 요인 등을 중심으로 상기 요인들

이 새로운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의 사이버 안보 전략 및 사이버

안보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야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 및 사이버 안전법이 제정되었

기 때문에 이론적 차원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의 사이버 안전 전략의 특징을 파악하는 이론적 모델로는 윤재석

(2016)이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수립과 개선을 위한 참조 모델 개발

논문에서 제시한 ① 국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② 국가 사이버보

안 프레임워크, ③ 주요 기반시설 보호, ④ 침해사고 대응, ⑤ 연구

개발 역량배양, ⑥ 인식제고, ⑦ 법적체계 구축, ⑧ 국제공조 등 8개

항을 참조하고자 한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는 기능면에서는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사이버 방어(Cyber defence), 구성면에서는 전략(사이버공

간 안전전략)과 제도(사이버 안전법+사이버 안전 관련기구), 조직면

에서는 전략 및 정책 결정기구+집행기구+연구지원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사이버 안보체제의 구성 분류 중 구성 및 조직면 에서의 구

성 요소별 상세내용은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사이버 공격

(Cyber attack)과 사이버 방어(Cyber defence)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방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사이버

방어는 상당부분 공개되며, 사이버 안전전략이나 사이버 안전법, 기

타 사이버 안전 관련기관의 임무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은 군(軍)이나 정보기관 또는 공안기관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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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스노우든 사

건이나 위키 리스크 등의 경우처럼 노출될 경우 해당 국가에 엄청

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중국은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로

서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주권 수호차원에서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

하고 있으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중국은 모든 해킹과 어떤 형

태의 사이버공격에 반대하며, 사이버 공격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중국 국방부의 2012년 국방백서에서는 “우주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하면서 “우리는 공격받지 않으면 공

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면 확실히 대응공

격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사이버 공격 문제는 그 자체로서 비밀성이 있고, 일반인의 접근

도 어려운데다가 사이버 공격 자체가 “초국가성, 익명성, IP 어드레

스 우회 등을 통한 기만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

자가 공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국가안전을 목

적으로 비밀리에 사이버 방어 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및 필요시 관련 임무를 비밀리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 버지니아

에 본사를 둔 정보 보안회사 맨디안트는 2013년 2월 “상하이 주둔

중국군 61398부대가 2006년 이후 20개 주요 산업분야에서 대규모

해킹을 141차례 감행했으며, 그중 115차례가 미국을 표적으로 삼았

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의 사이버 활동

은 누구나 다하는 것이지만 중국과 같이 경제적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은 국제범죄라는 입장이다.6)

6) 멘디안트社 폭로이후 미중간 사이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 미중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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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신은 맨디안트의 발표는 “상업적인 쇼”이

며, 뒤에서 백악관이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중국은 안보적

목적이든 경제적 목적이든 사이버 공격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다.7) 미국은 국가안전을 위한 사이버 감시, 침투와 사이

버전 능력 발전을 위해 사이버 공격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

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기관 및 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사이버 안전

관련 집행기구로 사이버 공격 관련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민해방군

총참 3부와 4부 설명 시 상세 설명하고자 한다.

4.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국제규범 및 질서형성 문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하나의 국가 차원

에서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협과 공격 자체

가 초국가적이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 해법도 국가

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사이버 안보분야에 어떠한 규정이나 법규범을 적용할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의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 다자적 차원에서 또는 글

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려는 모색이 진행되고 있

는데, 현재 크게 세 가지의 프레임이 경합 중이다.

첫째, 전통적인 국제법과 유엔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2013년

3월 NATO의 CCDCOE(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이버 갈등 관련 근본적 입장 차이를 문의한데 대해 주중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이다 .

7) 2014년 5월 미 법무부는 미국 내 기관들에 대해서 해킹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한

중국군 61398부대 장교 5인을 기소하였다.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비밀스러운 정

보작전을 벌이기는 마찬가지였다. 2013년 6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

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 이메일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감청해 온 것으

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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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가 발표한 사이버 전쟁의 교전수칙인 <탈린 매뉴얼>

(Tallinn Manual)과 2013년 6월 유엔 군축 및 국제안보 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관련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이

하 GGE)에서 합의해서 도출한 최종 권고안이다. 이 권고안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존의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의되었다

(Schimit, 2012; 장규현․임종인, 2014; 장노순, 2015; 김상배, 2016에

서 재인용).

둘째,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을 마련하려는 서방 선진국들의 국

제협력 움직임으로 사이버공간총회와 유럽 사이버 범죄협약(일명 부

다페스트 협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이버 공간총회는 2011년 런

던에서 첫 총회가 열린 이후, 부다페스트(2012년), 서울(2013년)을

거쳐 2015년 헤이그에서 제4차 총회가 열렸다. 유럽 사이버범죄협약

은 2001년 조인되었으며, 여러 나라의 사이버 범죄 조목을 일관되

게 규정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공격당한 국가가 범죄자

가 있는 국가에 이를 고발하면 해당 국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이다.

셋째, 사이버 안보의 글로벌 거버넌스 모색 움직임이다. 현재 우

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기본골격은 미국에 활동기반을 두는 민간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이른바 ‘다중이해당사자주의

(multistakeholderism)’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초창기부터 인터넷을 관리해온 미국 캘리포니

아소재 민간기관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다(Mueller, 2002, 2010).

이러한 미국과 ICANN 주도의 인터넷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최

근 구(舊)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개도국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인터넷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간주의

(inter-governmentalism)’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전통적인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규범과 질서문제와 관련 미국과 서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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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개방, 신뢰 등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면서 개인·기업·시민사회 및 정부기관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세계질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변되는 진영은 사이버 공

간은 국가주권의 공간이며 필요시 정보통제도 가능한 공간이므로

기존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해 온 서방 진영의 주장처럼 민간

중심의 이해당사자주의에 의해서 사이버공간을 관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김상배, 2015).

중국은 기존의 미국이 지배하는 사이버 공간 국제질서를 평화발

전과 협력상생의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로 변화, 발전시킨다는 목

표 하에 유엔을 통한 국제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규범, 질서 형성을

주장해 왔고, 독자적인 세계 인터넷 대회 개최, 사이버 안보 관련

다자 및 양자 외교를 통해 동조 세력을 규합중이다. 또한 중국은

2017년 3월 1일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을 통해 사이버 공간 국제

협력 추진 관련 최초로 중국의 주장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

한《사이버 공간 국제협력 전략》을 발표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사이버안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

가의 사이버안보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가 있다. 채재병(2013)은 한

국이 비록 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이버공격의 주요대상 국가로 떠오르면서 안보적으로

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고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사안보적으로 대치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이 강력한 비대

칭 사이버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

버안보가 현재의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

보기 위해 우선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사이버안보환경, 그리고 사

이버안보개념 논의를 통해 포괄적 사이버안보를 제시하고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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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국의 사이버안보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신재현·김용현(2016)은 최고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사이버공격, 사

이버테러리즘, 사이버범죄, 사이버선동 등에 따른 사이버 안보위협

에 대하여 청와대 내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두는 국가 사이버안보

비상 시스템개선을 제시하였고, 장기적 사이버위협 대응계획, 사이

버안보법 제정,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사이버안보 위협세력

분석을 통한 대응, 현실적인 국제공조의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

이완수(2014)는 국가 사이버 안보 구축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외국의 사이버 안보 법제 동향과 외국 정보기관 및 사이버부대

운영 실태, 사이버위협의 사례와 대응 문제 및 사이버 사태의 대응

법제 문제를 소개하고, 사이버 안보 관련법제 강화, 사이버 안보 강

화 대응방안, 정보보호 전문 인력 확충 및 국민의식 홍보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고한석(2015)은 사이버전 사례분석 연구를 통하여 사이버전의 이

론적 배경과 사이버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이버전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가 사이버전 수행체계 및

사례와 한국의 사이버전 피해사례 및 수행체계와 관련법규 그리고

국가차원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요구조건과 국가 사이버전 수행

상의 문제점 그리고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김진성(2014)은 국가 사이버안전체계의 발전방향 연구를 통하여

영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의 사이버안전체계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국내의 사이버안전체계와 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활동과

미국과 국내의 사이버안전체계를 비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컨트

롤타워 구축과 민관군 통합 정보공유센터 구축 등의 국내 사이버안

전체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노순·조성권(2017)은 국가는 사이버안보와 사이버 공간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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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와 공격 이후의 복원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식으

로 기존의 통합방위법을 적용하기에 사이버 안보위협의 성격이 다

르다는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대외 안보전략 역시

억지전략이나 선제공격전략 등 기존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기

에 장애 요소들이 많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안보의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국내 조직, 법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대외 안보전략 차원에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고 한

미 안보협력을 위한 호혜적인 관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있다. 예

를 들면, 신동만(2016)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사이버 역

량과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인식과 사상, 국가전략

등 시스템적 측면, 공조체계 등 네트워크적인 측면, 인력과 기술 등

지원적 측면에서 한국의 사이버 안보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민경(2016)은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

하여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사례와 특징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안전

관련 집행체계와 법률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소니 해

킹사건과 이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안전 관련 대응체계와 NATO의

에스토니아 및 그루지야 사건에 대한 사이버 안전 관련 대응체계를

소개하면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국내 사이

버 위협정보 공유, 국제사법기체 활용, 국가 간 사이버위협정보 공

유와 사이버 범죄 협약 등의 사이버공격에 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조성렬(2013)은 사이버공간이 가진 낮은 진입장벽과 익명성, 취약

성의 비대칭적인 특징 때문에 북한이 사이버공간에서 하드파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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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

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해 소극적 방호를 넘어 적극적

방호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논의와 아울러 국제 논의에 발

맞춰 이와 관련된 국내 법규범을 제정 내지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정영도·정기석, 2016)

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체계를 위한 법제방

향에 대한 연구(정준현, 2016), 그리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김윤영, 2016) 등에 대

한 연구가 있다.

셋째,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적 비교와 접근에 대한 연구가 있

다. 김상배(2015)는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킹이나 테러

또는 공격의 문제를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에서

사이버 안보 세계정치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고, 사이버 공간의 비

대칭 전쟁에 임하는 국가전략의 실천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출현할 ‘과잉 안보담론(hyper security discourse)’의 가능

성도 경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배영자(2017)는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논

의 가운데 특히 부다페스트협약, 탈린매뉴얼, UN GGE, 사이버스페

이스총회, 상하이협력기구에서 진행 중인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논의

의 특성을 프레임과 조직 플랫폼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강대국들의

사이버안보 국제규범에 관한 입장과 전략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영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들은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기획자로서 자국의 이해에 부합 되는 기존 조직플랫

폼을 활용하거나 새로 만들어 왔고 사이버범죄, 사이버작전, 사이버

안보, 정보안보, 인터넷 거버넌스 등 다소 차이가 있는 프레임을 가

지고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이버공간의

국가주권인정 및 기존 국제법의 적용 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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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미국·서방국가 측과 러시아·중국 측이 상호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김상배(2015)는 국제안보 분야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securitization)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현재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사이버 안보의

미중관계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이버

위협의 성격을 인식함에 있어서 미국이 주로 중국의 해커들에 의한

미국의 지식정보 자원에 대한 공격을 비난한다면, 중국은 미국 IT기

업들의 기술패권을 중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사이버 안보의 대상과 주체라는 점에서 미국이 주로 물

리적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와 개인의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중국의 담론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콘텐츠

의 정치안전과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권리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세계질서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담론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델을 강조한다면 중국은 국가 행위자가 주도

하는 전통적인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러한 사이버 안보담론의 차이에 내재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

계는 앞으로 양국이 사이버 안보의 국내외 질서를 구성하는 경쟁

과정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임채성(2016)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의 균

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8)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리더십 부재 속에서도 규범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속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강대국들의 이해와 인식이 상호 재구성되며 일

정부문, 특히 사이버공간의 국제법 원칙 적용이나 국가의 책임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온 성과에 주목하게 된다. 여전히 강대국들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조만간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는 사이버안보 국

제법이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이버위협의 실질적인 증가 상황에서 양

측 모두 사이버공격을 일정부분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

력과 규범의 발전 과정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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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가 사이버 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고, 테러 관련 법

률이 갖는 문제점과 미국, 독일, 일본의 해외의 법제적 대응을 소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균형과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 수립, 테러단체 및 테러위험인물 재설정, 정보 수

집 및 삭체 요청 절차 명시, 인권담당부서 설치 등을 제언하고 있

다.

넷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동희(2017)는

융합시대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사이버보안 조정관, 국토안보부(DHS), 국방부(DoD)와 한국

의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인 청와대,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경

찰청, 국방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를 통하여 융합환경에서의 사

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상돈(2016)은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안보 위협사태를 예방 · 대

응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국

가적·사회적 요구의 실행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올바른 사

이버안보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

요하고,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동시에 정부와 민간의 협

력적인 활동도 함께 요구된다. 향후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사이버안

보 분야를 다루는 법률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공법적

고찰이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조화순·김민제(2016)는 사이버테러, 해킹 등 다양한 종류의 사이

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안보의 국제레짐에 관한 국가들의 논의 및 협력은

다양한 사이버 안보 이슈를 포괄하지 못한 채 주제별 혹은 지역별

로 분산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레짐의 제도화 수준도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securitization) 논의를 중심으로 위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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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의 주체에 대해 대립하는 국제사회의 안보화 담론을 통해 사이

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살펴보고, 사이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안보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구도, 패권국가의 경쟁과 인식의 갈등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이

글로벌 사이버안보에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김현정(2016)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논의와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이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 정책 대응 영역 및 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가 진행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재난과 위험에 관한 대응

분류의 관리모델 분석틀’을 통해 사이버테러의 대응 체계가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와 같은 돌발적이며

인위적인 복합 유형의 위기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모델인 정부

간 국제협력형 모델의 구축을 위해 EU의 대응정책에 관해 분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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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형성과정

중국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형성 과정은 1994년 중국이 국제 인

터넷망에 접속이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 국가의 사이버 안

전체제는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정보화에 수반

하는 국가 내외부로부터 각종의 사이버 안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체제로 보기 때문이다.

시기 구분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첫째, 정보화와 사이버 안전 중 어느 것을 중시하였는가와 둘째, 사

이버 안전을 통할하는 중앙기구의 존재 여부 및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의 통일적 유기적 결합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9)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는 1994년 이

후 2002년 장쩌민 총서기 집권기까지의 초기 정보화 도입 및 주력

기와 후진타오 주석 취임이후 2003년부터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

까지 정보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사이버 안전도 중시하기 시작한 분

산·분권형 체제, 그리고 시진핑 주석 취임이후 현재까지 사이버 안

전을 정보화의 동일 또는 상위개념으로 두면서 강력한 중앙 정책

및 조정 기구 설립 및 사이버 안전법 제정, 사이버 공간에 대한 중

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사이버 안전전략 발표 등으로 통합·집권형

체제를 구축한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절 정보화 도입 및 주력기: 1994-2001년

중국은 1994년 국제 인터넷 체제에 편입된 이후 2000년까지는 등

소평의 개혁, 개방 노선에 따라 서방의 정치제도를 제외하고는 경제

9) Feng Yang & Milton L.Mueller는 2014년 발표한 Internet governance in

China(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Volume 7, Issue 4)에서 인터넷 관리

와 관련된 법률, 행정명령, 규정 등의 공표(발표) 건수 및 발표기관을 시계열적

으로 분석하였다. 상기 논문도 중국의 사이버안전체제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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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체 내용

1995년 10월
중국 공산당

14기 5중전회

- 국민경제 정보화의 가속화에 대한

건의 제출

- 정보화와 공업화를 결합해 정보화

발전 추진

- 산업구조의 조정 및 업그레이드

2000년 10월
중국 공산당

15기 5중전회

- 정보화를 통한 공업화 추진에 관한

21세기 전략 제출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

- 정보화 추진을 21세기 경제건설과

중국공산당 개혁의 중요 임무로 설정

- 전자정부 추진을 행정관리

체제개혁의주요 내용으로 확정

발전에 필요한 서방의 각종 선진기술과 제도를 왕성하게 받아 들였

다.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에 따라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이라면 서방의 제도와 기술을 가장 폭넓게 수용하여 중국내부 개혁

을 단행한 시기였다. 따라서 정보화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측면보다

는 중국사회를 현대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순수한 기술적 측면

을 더욱 중시했다. 또한 중국정부의 관심도 서방의 선진기술인 정보

화 관련기술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습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시기 중국 IT 산업발전의 중요한 정책들은 1990년대 말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정부주도 ‘정보화’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과 추진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중국 정보화 초기단계 주요정책

당시 중국의 정보화 업무는 국가정보화업무판공실, 정보산업부

(MII), 중국정보산업협회(CIIA), 중국정보화추진연맹(CFIP), 국가정

보화평가센터(CECA) 등을 주축으로 추진되었다. 중국의 IT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장기적 전략인 중국 정보화프로젝트와 단기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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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1993년 이전

- 중앙 및 지방 당정기관을 중심으로 사무자동화(OA)사

업추진, 각종 종·횡적 사무 네트워크 수립

- 1992년 컴퓨터 보급 및 사용 촉진을 위한 국무원 판공

청의 전국 정부 행정기관장 업무 의사결정 서비스시스

템 수립에 관한 통지발표, 전국 정부시스템 정보화건

설 촉진

초기단계

1993년 ~

1997년

- 1993년에 국무원 정보화업무 지도그룹(작업반)은 ‘국가

정보화 9.5계획 및 2010년 장기 목표(요강)’작성,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촉구

- 1993년 말 중국은 정식으로 국민경제정보화 초기사업

인 ‘삼금사업(三金工程: 金橋, 金關, 金카드)’)’ 중심으로

정부정보화를 위한 주요 부문의 시스템 구축 추진

- 1996년 1월 국무원 정보화작업영도소조를 설립, 국가

주도하에 전국적 정보화 작업 착수

추진단계

1997년 ~

2000년

- 국무원 정보화작업 영도소조는 국가정보화의 정의와

국가정보화체계 6대 요소를 확립

- 1999년 정부 웹사이트 등록사업 발기, 정부 정보화 자

원의 공동이용 및 정부 각 부문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기업 및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하는 네트워크 사회 형성

발전단계

2001년 ~

2002년

- 정보화를 공업화·현대화 실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21세기 경제건설과 개혁의 중요 임무로 결정

- 정부기관의 IT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 추진, S/W 산업

진흥, 정보보호 강화, 정보자원 개발·이용 강화, 전자

상거래 발전 등 정보화 발전의 명시적 성과 달성

- 핵심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유 및 주요 기업의 국

제 경쟁력 제고에 주력

략인 11.5 규획을 들 수 있다. 중국 정보화프로젝트는 국민경제, 사

회, 정부, 과학교육, 문화, 보건위생 등의 부문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부정보화, 도시정보화, 기업정보화시범, 정보자원 개발·이용, 전자

상거래시범, 재무·세무·금융·무역, 온라인교육, 지리공간정보시스템

등 8개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다(유은재, 2006).

<표 2> 중국의 초기 정보화 추진단계10)

10)郭 誠 忠 ( 2 0 0 2 ) , “ 中 國 信 息 化 發 展 歷 程 和 基 本 思 路 ” , 8 月 2 日 ,

http://industry.ccidnet.com/art/14/20020731/20953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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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중국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기구인 영도소

조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보면 중국정부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

보화 업무를 지휘하는 영도소조의 격도 점차적으로 높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 12월 10일 국무원은 정보화 업무를 지도하는 기구로『국

가 경제정보화 연석회의』를 설립하고 당시 부총리인 조우쟈화(鄒家

華)를 의장으로 하여 정부의 경제영역 정보화 업무의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다. 1996년 4월에는 기존의 『국가 경제정보화 연석회의』

를 『국무원 정보화업무 영도소조』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 영역

이외 국무원 전체의 정보화 업무를 조정토록 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에는 기존 영도소조의 명칭을 국무원이 아닌 국

가급으로 격상하여 『국가 정보화업무 영도소조』로 변경, 참석 규

모를 당(黨)과 군대(軍隊)까지 확대하였으며, 별도의 판공기구는 두

지 않고 실무업무는 국무원의 신식공업부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국가 정보화업무 영도소조』의 구성을 보면, 조장(組長)은 당시

원쟈바오 부총리, 副조장은 당시 정보산업부 부장 우치주안(吳基傳),

組員으로는 과학기술부 장관, 국가 계획위 부주임, 국가경제무역 부

주임, 공안부, 안전부, 정보산업부, 재정부, 대외경제무역부, 광전총

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차관급과 당 선전부 부부장, 보밀국(保密

局) 부국장, 총참 통신부 부부장 등 13개 부서의 장차관급이 포함되

었다.11)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에 중국 사회의 전반에 걸친 정보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은 2001년 8월 기존의『국가 정보

화업무 영도소조』의 명칭을『국가 정보화 영도소조』로 변경하고,

책임자도 부총리에서 총리로 격상하였다. 격상된『영도소조』는 조

장에 주롱지 총리, 부조장에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가 부주석 후진

11) 중국 국무원 판공실 발송 1999년 103호문건(12월 23일),, 信息技術, 2000년 제 1

期, http://www.ixueshu.com/document/3fb47ae7fdcb2f4d318947a18e7f93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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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명칭 책임자 및 주요 임무

1993년12월 국가 경제정보화 연석회의

조장 : 부총리(鄒家華)

임무 : 정부내 경제영역 정보화

업무 조정

1996년 4월
국무원 정보화업무 영도소

조

조장 : 부총리(鄒家華)

임무 : 전국 정보화 업무 총괄 조정

1999년12월 국가 정보화업무 영도소조

조장 : 부총리(吳邦國)

임무 : 임무는 동일하나 국가급

격상 판공 기구를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신식공업부가 담당

2001년 8월 국가 정보화 영도소조

조장 : 총리(朱鏞基)

임무 : 국가의 정보화 업무 정책,

조정 총괄

특색 : - 부조장에 정치국 상무위원

2명, 정치 국원 2명을 포함

영도소조의 권위 제고

- 별도의 판공기구인 국무원

정보화업무 판공실 및

자문기구 설립

타오, 정치국원 상무위원 겸 부총리 리란칭, 정치국원 겸 부총리 우

방궈, 정치국원 겸 선전부장 딩관건 등으로 1999년 영도소조와 비교

시 부(副)조장에 정치국 상무위원 2명과 정치국원 2명이 포함되어

규모가 확대되고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실무 판공부서로『국무원 정보화업무판공실』12)이 별도로

설립되고, 정보화 전문가(경제, 기술, 공공관리, 법률 등 전문가 61명

과 특별 초청 5명)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등 국가차원의 정

보화업무 추진 영도기구 및 관리체제가 초보적으로 완비되었다.13)

<표 3> 중국의 정보화 추진 영도기구 변천

12) 국무원 정보화업무판공실은 2008년 국무원 기구개혁으로 공업정보화부에 흡수

될 때까지 국가정보화영도소조의 실무기구로 장관급인 주임 1명과 부주임 3명,

산하에 국장급 조직으로 종합조, 정책규획조, 응용확산조,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조, 전자정부조, 정보화전문가자문위 비서처 등을 두고 활동하였다.

13) 汪玉凱, 2014, 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的由來和其影向, 信息安佺과 通信

祕密, 2013(3),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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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 추진정책으로 2000년대 들

어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가 점차 진전됨에 따라 중국 공산당

도 정보화에 따른 사이버 안전 위협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2000년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 15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국

민경제 및 사회발전 10차 5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 제 4장 국민경

제 및 사회의 정보화 가속화 부분에서 처음으로 “정보 네트워크의

안전보장 체계 강화” 부분을 포함하는 등 정보화에 따른 정보안전에

대해 당(黨)과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의 사이버 안전 문제는 주로 미시적 차원의

개인 및 조직의 컴퓨터 내 정보보호 기술이 주요 관심사였고 당(黨)

과 정부의 지도자들도 정보화 발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

에 국가차원의 거시적 사이버 안전 문제는 크게 중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보체제는 형성되지 않았

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분산·분권형 체제(2002-2012년): 정보시스템 안전

보장위주

1.『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조소조(協調小組)』운영

후진타오 주석 집권시기인 이 시기는 2000년 이후 중국 사회의

정보화 진전에 따른 각종 보안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

에서 정보시스템 안전의 중요성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차원의

정보안전보장 체계를 수립한 시기이다. 정보시스템 안전보장은 “정

보시스템의 전체적인 생명주기중 정보시스템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상응하는 안전보장 방법, 즉 기술, 관리, 공정, 인원 등 방면에 안전

보장 요구를 제시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완전성, 가용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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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안전위험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01년에서 2002년간 중국의 네트워크와 정보안전 사건이 빈발했

고, 사고의 성격도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IP 전화통신기술이 악의적

으로 남용되었고 자료의 불법거래, 전화간섭 행위가 창궐하여, 정부

의 일상적인 업무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인터

넷에는 음란·유해 정보내용이 넘쳐흘렀다.

중요 정보시스템에는 많은 안전위험요소가 존재하였고, 위성통신

고장은 달러와 홍콩달러 간 환율 이상을 초래하였으며, 중국내 최초

사이버 외환투기분쟁을 초래했다. 심천 주식거래소가 시스템 붕괴로

반나절간 정지되어 직접적인 경제손실과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정보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백 개 항공편이 연착하였으며, 수만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정보안전사건의 빈발은 중국의 정보안전상황에 대한 인식

을 변화시켰다. 중국이 직면한 정보안전 문제는 더 이상 국부적 기

술적 문제가 아니라 여러 영역과 부문에 걸치는 종합적 안전문제가

되었다. 또한 국민 경제와 민생에도 영향을 주었고 국가안전과 사회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2003년 국가주석 교체

등 지도부 변동으로『국가 정보화 영도소조』가 다시 구성되면서

후진타오 주석 지시로 동 정보화 영도소조 산하에 네트워크 및 정

보 안전 협조소조가 성립되었는데, 중국이 정보안전 보장업무는 이

때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조소조(協助小組)』는 조장이 부

총리로 공안부, 정보산업부, 국가안전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국가광

전총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등 15개 기관으

로 구성되었으며, 지방 및 주요 대도시에도 관련 기구가 설립되었

다. 또한 2004년 8월 산하 협조기관으로『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

전 통보센터』를 운영하였다.

정보안전통보센터는『정보안전 협조소조』와 공안부의 이중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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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으며, 국내 민감한 시기나 중대 정치활동, 중대 사이버 안전사

고의 정보통보 업무를 맡았다. 동『정보안전통보센터』에는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영도소조』의 구성단위 15개 기관이외에 중국

인민은행, 철도부, 민항총국,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중국 증권감독

관리위원회, 국가전신망공사 등 11개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 주관부

문도 참여하고 있다.14)

2.「정보안전 보장업무를 강화할데에 대한 의견」(27호 문건)

『국가정보화 영도소조』는 2003년 8월 26일 국가 정보화 발전

의 객관적 요구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업무의 현실적 수요에 근거

하여「정보안전 보장업무를 강화할 데에 대한 의견」(당중앙 판공청

발표 27호 문건)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국가정보안전 보장과 관련

한 최초의 綱領性 문건을 발표하였다.15) 동 문건은 “적극 방어, 종합

예방”이라는 국가 정보안전보장업무의 방침을 명확히 하였고, 정보

안전보장 업무의 총체적 요구와 원칙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정보

안전 보장업무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공중 이익 및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정보화 건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 의견을 발표

하였다.

동 《의견》은 2016년 12월 중국이《국가 네트워크 공간 안전전략》

을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 역할을 해온 중요한 문

건이다. 핵심 임무를 살펴보면 ① 정보안전 등급 보호실시, ② 자주

적인 암호기술 및 정보시스템 신뢰 구축, ③ 정보안전 사고 발생 시

응급처리 능력 향상 및 통보제도 확립, ④ 정보안전 핵심기술 자주

화 및 정보안전 산업 발전, ⑤ 정보안전 법제화 및 표준화, ⑥ 정보

안전 인재배양 및 국민 안전의식 고양, ⑦ 정부의 재정지원 및 업무

14) 중국 월간 《网络安全技术与应用》2005年10월호에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

전 통보센타』를 소개하면서『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영도소조』내용을 소

개하였다. http://www.ixueshu.com/document/803eb847d6d6ce99.html

15) https://wenku.baidu.com/view/bdfba07271fe910ef02df886.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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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정보안전

등급 보호

실시

▲ 기초 정보망과 국가 안전, 경제 동맥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시스템 중점 보호 및 정보안전 등급 보호제도 확립

▲ 정보안전 위험도 평가업무 중시 및 분석평가를 진행하고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의 중요성, 비밀과의 관련 정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관리.

▲ 국가비밀을 포함된 정보시스템은 비밀규정에 따라 보호

암호기술 및

네트워크

신뢰

체계건설

강화

▲ 암호 관리 법규를 더욱 완비하고 정보화 발전에 건전하게

순응하는 암호관리체제 수립

▲ 신분인정, 권한부여 관리, 책임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네트워크 신뢰체계 건설 강화

▲ 기초정보 네트워크 운영단위와 각종 중요 정보시스템의 주관

부문 또는 운영단위의 정보안전 감독 통제체제를 수립 및

네트워크 공격, 바이러스 침입, 비밀 절취 예방 능력 제고와

유해 정보 전파 방지

▲ 국가는 국가정보안전 감독 통제체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정보내용 안전관리 강화, 위법 범죄 조사 처리, 사이버 공격,

바이러스 침투, 사이버상 비밀 절취를 예방하는 기술적 지원

정보안전

응급

처리업무

중시

▲ 정보안전 응급처리 협조기제 완비, 정보안전 통보제도 건립,

정보안전 사건의 응급처리 업무 강화

▲ 각각의 기초 정보 네트워크와 중요 정보시스템 건설시에는

정보안전 응급처치 대비책 강구

▲ 자원 공유를 통해 서로 백업. 정보안전 응급서비스 조직

건설강화, 사회 역량이 재난 백업시설 건설에 참여 유도

정보안전기술

연구개발

강화 및

정보안전

산업발전

추진

▲ 정보안전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을 강화, 자주 혁신 능력 제고

▲ 바이러스 예방, 네트워크 감독 관리, 검사 측정, 응급처리

정보안전 테스트 평가, 증거 확보, 위성 공격 방어 등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강화

▲ 정보기술 제품 도입에 대한 안전통제 가능 기술 연구 강화,

▲ 정보안전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기초 정보 네트워크와

지도 강화와 기관별 관리책임제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는 1994년 이후 중국이 정보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직

면하였던 문제들과 중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정보안전 보장업무 강화할데에 대한 의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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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시스템의 자주적 통제 가능한 설비로 교체

▲ 국가 예산 사용 정보화 사업은 국산 소프트 웨어, 설비 구매

▲ 정보안전 제품 측정 평가와 인증 업무 강화

정보안전법제

건설 및

표준화 건설

강화

▲ 정보안전법의 연구와 초안 작업과 정보안전 법률제도를 완비

▲ 국제 정보네트워크 규획 제정 및 국제 사법 협조에 적극

참여

▲ 정보안전 법집행기구 건설 중시 및 유해 정보를 전파하고,

공중이익과 국가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활동 단속 강화

▲ 정보안전 표준화 업무를 강화, 국제표준에 맞는 중국 특색의

정보안전 표준체계 형성

정보안전

인재 배양 및

公民

정보안전

의식 제고

▲ 정보안전학과, 전공, 훈련기구 건설 및 인재 배양 가속화

▲ 높은 수준의 정보안전 관리 및 기술 인재 흡수 및 채용,

정보안전 선전 교육 및 사이버 문명 건설 강화

▲ 정보안전의 기초 지식 보급 및 각급 영도 간부의 정보안전

교육 훈련 중시

▲ 全 사회,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정보안전 교육 및 법률,법규

교육을 전개, 전 공민의 정보안전 의식 고취

정보안전

자금 보증

▲ 정보안전은 반드시 정보화와 함께 계획하고, 정보화 추진시

정보안전 및 관련 설비의 운행, 유지 비용을 동시에 고려

▲ 국가는 정보안전보장체계 핵심기술연구에 자금 투입 증가

정보안전

업무 지도

강화 및

정보안전

관리 책임제

수립

▲ 각급 黨위원회와 정부는 정보안전 보장업무를 고도로 중시

하고, 이에 대한 영도를 강화

▲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영도 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부문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 정보안전관리책임제 수립

- 신식산업부와 국가 광전총국은 각각 공용 통신망, 라디오

텔레비전 송신망의 안전 관리는

- 주관부서와 운영단위는 중요 정보시스템 안전 건설 및 관리

- 공안, 국가안전부문은 기 정보네트워크 파괴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해정보 전파, 공중이익과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각종

위법 범죄활동에 대한 조사 처리 및 단속

▲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조 소조는 국가정보안전

보장의 종합적인 협조 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구와 부문은

현지 사정을 반영하여 실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집행

▲ 군대의 정보안전보장 업무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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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국가 정보화영도소조』의《의견》발표 이후 2003년에서

2008년까지는 중국의 정보안전보장체계 건설이 심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보화 건설도 신속하게 발전하

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초 정보네트워크는 초보적으로 규모

를 갖추었고, 금융, 세무, 해관, 에너지, 교통, 국방 등 영역에서도 중

요 정보시스템을 갖추었다. 전자 상거래와 전자 정부가 신속히 발전

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다.

또한 정보안전보장 업무면 에서도 2003년『국가 네트워크 및 정

보안전영도소조』가 구성된 이래 2004년 1월 9일과 10일 2일간에

걸쳐 베이징에서 “전국 정보안전보장 업무 회의” 개최에 이어 연례

적으로 전국(全國)차원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앙행정부처는 물론

각 지구, 각 부문에서도 회의 정신과 27호 문건의 요구를 착실히 이

행하였다. 각 성(省)과 유관부문도 연이어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

조소조를 결성하여 정보안전보장업무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연구, 제정하였다.

국가 정보화업무 판공실과 국가발전개혁위,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정부, 정보산업부, 광전총국, 신문출판판공실,

국가인증감독위원회, 보밀국 및 군대 유관 단위들도 동(同) 협조소

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 문건과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였다. 은행과

전력, 철도, 해관, 세무, 증권, 민항 등 중요 정보시스템의 주관 부문

도 전문적으로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자신들의 정보안전보장 업

무를 강화하고 개선하였다.

또한 정보안전 등급보호, 정보안전 위험도 평가, 네트워크 신뢰체

계 구축, 정보안전제품 인증 인가 업무, 정보안전 표준제정, 정보안

전 감독 통제와 정보안전 응급처치 등의 업무에 적극적인 추진과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정보안전보장체계

의 기초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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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6-2020년 국가정보화 발전전략』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은 2006년 5월 “정보화가 세계

발전의 추세이며, 경제사회 변혁의 중요한 역량”이라는 인식하에 중

국의 정보화 발전의 기본 형세와 향후 중국 정보화의 지도사상 및

발전 목표, 전략 중점, 전략 행동, 보장조치를 포함한 『2006-2020년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서도 전략 중

점 제 8항에서 국가정보안전보장체계 건설을 강조하였다.16)

그 주요 내용은 이른바 27호 문건의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국가정보안전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국가정보안전보장 능

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 정보안전보장체계 건설은

정보화와 정보안전의 내재 규율을 탐색 및 파악하여 주동적으로 정

보안전 도전에 대처하고, 정보화와 정보안전의 협조 발전을 도모하

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가안전보장체계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보안전 등급보호제도 확

립, 기초정보시설 및 국가안전, 경제동맥, 사회 안정에 관련된 중요

정보시스템 보호, 암호 기술의 개발 이용 강화, 정보안전 위험도 평

가업무 강화, 정보안전 감시통제 체계 및 정보안전사고 대응 및 회

복, 유해정보 차단 능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국가정보안전 보장능력은 국제 정보안전 선진이론, 기술, 발전 동

향을 철저히 연구하여 정보기술 제품의 결점을 찾아내는 연구를 진

행하고, 핵심 안전 기술을 장악하여 핵심 설비 장비 능력을 제고하

고, 중국의 정보안전기술과 산업의 자주적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

과 정보안전 인재 배양과 국민의 정보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요

구하였다

또한 2009년 발표한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0-2015)부터 본격적

으로 정보 보호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고, 2011년 12월 발표된

16) 중국의 『2006-2020년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구체 상세 내용은

http://www.hebi.gov.cn/szhb/739344/739352/739400/1286794/index. 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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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산업 12차 5개년 발전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중국

사이버 보안 산업 규모를 670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연평균 30% 이

상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정보산업 내 비중을 높일 것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4.『국무원 정보화업무 판공실』해체와 공업정보화부 신설

그러나 후진타오 주석 집권 2기 후반인 2008년 3월 중국 국무원

의 편제를 대부제(大部制)로 개편하면서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무원 조직 개편에서 중국정부는 정보화 사회

에 흐름에 맞추어 기존의 정보산업부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국

무원 정보화 판공실, 국가연초전매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공업부

문의 직능을 통합하여 중국에서 가장 큰 부서중 하나인 공업정보화

부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영도소조』의 판공기구로 2003년 이후 중

국의 정보화와 정보안전 보장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던 국

무원 정보화업무판공실이 해체되었고, 동(同) 판공실 산하에 있으면

서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조소조』의 업무를 지원하던 네트워

크 및 정보안전組도 신설된 공업정보화부로 이관되면서 공업정보화

부내 정보안전협조司(우리나라의 국(局)에 해당)가 정보안전 보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17)

신설된 공업정보화부의 정보안전협조사의 주요임무는 국가정보안

전보장체계 건설, 정보안전보호등급 등 기초적 업무와 정부부문 및

핵심 산업의 중요 정보시스템과 기초 정보네트워크의 안전보장 업

무에 대한 감독, 정보안전 응급 협조 업무, 중대사건 처리 협조 등

과거『국가정보화영도소조』내『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조 소조』

17) 국무원 정보판공실 해체이후에도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조소조』의 활동이

가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아 해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업

정보화부 신설이후 2013년 『중앙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가 설립될

때까지 『국가 정보화 영도소조』가 개최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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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당했던 업무를 담당하였다.

비록 신설된 공업정보화부가『국가 정보화영도소조』의 실무기구

로서 정보화 추진과 정보안전보장 업무를 모두 맡게 되었으나, 국무

원 직속의 별도의 통합 조정기구 아닌 정부의 1개 부처로서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 가는 정보화 업무의 총체적 조정 및 협조와 중국

의 사이버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었다. 또한 공업정보화부는 본질적으로 정보화와 산업을 다루

는 부서로 사이버 안전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정보화 추진에

밀리게 되었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부 내 다른 기관에 대한 조

정도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이후 중국의 사이버 안전문제는『국가정보화영도소조』의

영도아래 공업정보화부가 주관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업정보

화부, 공안부, 국방부, 보밀국, 문화부, 광전총국, 국무원 인터넷 정보

판공실 등 여러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형

태가 되었으며,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 업무

를 처리하는 형식으로 변모되었다.18)

5.『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설립

공업정보화부로 사이버 안전관리 문제가 이관된 이후 몇 년간 중

국의 사이버 안전정책은 중국 지도부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공

업정보화부가 본질적으로 정보화 추진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또 당시 중국 지도부의 최대 관심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안전개

최와 2009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처하는데 관심이 집중되

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 사회의 정보화가 점점 고도화되고 인터

넷의 정보매체 성격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인터넷에

18) 汪玉凱 (2014). 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的由來和其影向, 信息安佺과 通

信祕密, 2013(3),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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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되는 대(反)중국, 테러, 분리주의, 극단주의 등과 사이버 사기,

음란물 등 인터넷 유포 정보 단속 및 인터넷 매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2011년 5월

국무원 직속으로『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설립하면서 다시 사이

버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때까지의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의 핵심 관심은 중국체제

를 보위하기 위한 인터넷상 유포정보 통제 및 외국의 중국 정보시

스템에 대한 국가 안보 및 산업관련 비밀 절취방지 등 정보안전에

중점을 두었고, 2012년 권력 교체에 따른 당내 권력투쟁으로 사이버

안전관련 본격적인 개혁은 이루어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은 높아진 국력과 국제무대에

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후진타오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관점에서

사이버 안전을 정의하고, 중앙집권적 사이버 안전체제 형성 및 국가

안전과의 밀접한 관련성 강조, 미래 사이버전에 대한 대비 등을 고

려하여 정보안전보다 네트워크 안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이버 안

전체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제3절 통합·집권형 체제(2013-현재): 정보안전이외 네트워크

국가안전 강조

1.『중앙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설립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

출되었다. 시진핑은 총서기 취임을 전후하여 보시라이 사건 등으로

심각한 당내 권력투쟁을 거쳤으나, 이 과정에서 뜻밖에도 장쩌민 세

력(상해방)과 후진타오 세력(공청단파)이 모두 약화되는 행운을 안

아 총서기 취임 후 강력한 권력기반을 같게 되었다.19)

이에 따라 시진핑 총서기는 취임 후 엄격한 당 관리(從嚴治黨)와

19) 미네무라 겐지, 2015, 13억분의 1의 남자, 레드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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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이라는 슬로건 하에 대내적으로

는 전반적인 개혁심화와 대외적으로는 G2로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

로 공세적인 대국외교를 추진하였다.

시진핑 총서기가 추진한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 중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부패척결과 국가안전 강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중국 공산

당은 2013년 11월 국가안전위원회(주석: 시진핑, 부주석: 리커창 총

리, 장더쟝 전인대 위원장)를 설립하였고, 2014년 4월 발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에서는 사이버 안전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다. 그리고 2014년 2월에는 당중앙 직속으로 『네트워크 안전 및 정

보화 영도소조』(조장 :시진핑, 부조장, 리커창 총리,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를 설립하면서 중국 내부는 물론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20)

『중앙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는 과거 정보화 영도

소조와는 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주임으로 직접 취임

하고, 부주임에 총리와 정치국 상무위원 등 3명과 정치국원 6명이

포함된 조직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 강국

(强國)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동 영도소조의 설립은 중국이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사회로

진화하면서 국가안전,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있어서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 그간 정보통제 중심으로

분산, 분권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로는 변화

된 국제형세와 중국의 내부 발전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

이버 안전 없이는 정보화도 없고, 정보화 없이는 현대화도 없다”는

인식하에 획기적인 통합·집권형 사이버 안보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20) 시진핑 총서기 취임이후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설립이전인 2013

년 7월 국무원 판공청 명의로 《정보화 발전 적극 추진 및 정보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데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은 국가 정보화 영도소

조가 2003년 발표한 27호 문건, 2006년 5월 발표한 『2006-2020년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2011년 12월 발표된 《정보 보안산업 12차 5개년 발전 계획》이후

변화된 사이버 안전 현실을 반영하여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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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안전법 제정 및 사이버 안전전략 발표

중국은『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라는 중앙집권형 의

사결정 및 조정기구를 설립한 후 사이버공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사이버공간 안전전략 및 사이버 안전법 제정 등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4월에는 사이버 안전을 11개 영역의 국가안

전중 하나로 명기하고, 사이버 안전이 국가안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규정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국회인 전인대는 당 중앙의 요청에 따라 2015년 6월 24일

전인대 12기 15차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안전법 초안을

심의하였고 당중앙 정책연구실 등에서는 사이버 공간 안전전략 내

용 검토에 들어갔다. 2016년 7월에는 당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

명의로「국가정보화발전전략강요」를 발표하여 건국 후 100년이 되

는 2050년에 맞추어 정보화를 통한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정보

기술 자주화를 통해 글로벌 정보화 발전분야를 선도하는 역량을 갖

추겠다는 목표 하에 3단계 중점전략으로 제시하였다.21)

또한 2016년 11월과 12월에는 향후 중국의 사이버 안전정책의 방

향과 사이버 안전업무 처리의 법적기반이 되는 사이버 안전법 제정

및 사이버 공간 안전전략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사이

버 안전체제를 구축하였다.

3.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전체제 구축배경 분석

시진핑 총서기 취임이후 사이버 안전 관련 상기와 같은 통합집권

형 체제가 마련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사회 전반에 걸친

21) 중국이 발표한 「국가 정보화 발전전략 강요」상세 내용은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6-07/27/c_1119291902_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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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가속화이다. 2014년은 중국이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한 20

주년으로 그간 중국의 인터넷은 기회를 잡아 신속하게 발전하였으

며, 성과도 뚜렷하였다.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말 현

재 중국의 네티즌 규모는 6억 명을 돌파하였고, 그중 핸드폰으로 인

터넷에 접속하는 네티즌이 80%라고 하였다. 핸드폰 사용자는 12억

을 넘었으며, 국내 도메인 총수는 1,884만개, 사이트는 400만개, 세

계 10대 인터넷 기업 중 중국기업이 3개라고 하였다. 2013년 기준

인터넷 구매자가 3억에 달하고, 전국 정보소비 전체 규모는 2조 2천

억 인민폐로 동기 대비 28%가 성장하였으며, 10조 인민폐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한 사이버 대국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중국의 인터넷 기술 낙후 문제이다. 중국은 급속한 정보화

의 진전으로 이미 사이버 대국이 되었으나 사이버 강국의 목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고, 핵심 정보기술의 자주혁신측면에서 여전히 상

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또한 중국이 직면한 네트워크 안전방면에서 있어서의 임무와 도

전도 날로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있었다. 중국은 사이버 공격의 주

요 피해국으로서, 2013년도에만 외국의 트로이 목마 또는 강시(僵

尸) 바이러스가 중국내 단말기를 통제하는 것이 90만개 주(主) IP가

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

는 위법행위가 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중국의 네트워크 관리체제 문제이다. 중국은 역사적 원인으

로 인해 아홉 마리의 용이 물을 관리22)하는 형국이었다. 시진핑 총

서기는 2013년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 《결정》의 설명 중에서

“인터넷 기술과 응용의 신속한 발전에 직면해서 현행 관리체제에는

분명한 폐단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 부문에서 관리하고, 직능이 중

복되며,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효율도 높지 않다. 동시에 인터

22) 九龍治水, 황하의 물을 관리하는데 아홉 마리의 용이 관여하다 보니 하나도 되

는 것이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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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의 매체 속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인터넷 매체관리와 산

업관리는 형세발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

였다.

2013년 이래 중국 정부는 일련의 중대조치를 취해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발전의 강도를 강화해 왔다.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

<결정>은 적극 이용, 과학 발전, 의법 관리, 안전 확보의 방침을 견

지하여, 법에 의거한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관리 영도

체제를 완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미국 등 사이버 대국과의 경쟁 문제이다. 2014년 현재 이미

40여개 국가에서 사이버 공간 국가안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40여건의 문건을 발표하였으며, 백악관에 사

이버 판련 사무소를 설치하고, 또한 수석 연락관을 임명하여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사이버 안전 대응 체

제를 수립하였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의 독자적인 인

터넷 건립 문제를 검토키로 하였으며, 유럽연합 3대 기구도 2014년

말에 유럽 데이터 보호개혁방안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일본은

2013년 6월《사이버 안전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안전 입국을 명

확히 제시하였다. 인도는 2013년 5월《국가 사이버 안전 전략》을

발표하고, 완전히 믿을 만한 인터넷 환경을 목표로 하였다.23)

한편, 중국은 미국 등 사이버 대국간의 경쟁과 관련하여 현재의

사이버 공간에 대해 “인류생존의 신공간이자, 발전의 신동력이며, 안

전의 새로운 영역이자, 대국의 국가이익 확산과 이데올로기의 수출,

전략적 우위를 확립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사이버 공간이 “대국간 경쟁의 새로운 고지가 되었

으며, 중국도 경쟁 상대국으로 이러한 대국간 경쟁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과거 기술, 전술적인 측면에서 정치, 전략측면으로 상

23) 전반적 배경은 신화사 보도내용을 참고하였다. 2014年02月27日 20:25:46 来

源： 新华网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2/27/c_119538719.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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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되었고, 중국 사이버 안전 및 전체 국가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급

격히 상승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미국 등 대국의 움직임과 사이버 공간의 중

요성에 맞게 새로운 사이버 안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사

이버안전 이념, 사이버안전 대응수단, 사이버 안전 능력, 사이버안전

관리 등 4개 요소가 관건적이라고 하였다.24)

다섯째, 2013년 6월 발생한 스노우든 사건으로 촉발된 중국 지도

부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위기감 고조이다. 스노우든 사건 발생 전

중국은 미국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회사 맨디안트의 “상

하이 주둔 중국군 61398부대의 미국 정부 및 주요 핵심 산업분야에

대한 대규모 해킹” 폭로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스노우든이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 NSA도 세계 각

국 특이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에 대

해 광범위한 감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스노우든 사건을 계기로 일방적 수세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는 미

중간에 발생한 상호 사이버 공격 관련 마찰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미·중간 <전략 안정대화 > 기제 속에서 사이버 안전 문제를 별도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

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중요 인터넷 기초기술이 미국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중요정보 안전 확보는 물론 미래 사이버전

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견고하고 신뢰할만한 국가 사이버 안전

체계 구축은 중국이 반드시 해야 할 필연적 선택이었다. 시진핑이

총서기 취임 후 국가안전보장 및 사이버 안전 체제와 관련한 일련

24) 王桂芳. (2017). 大国网络竞争与中国网络安全战略选择, 国际安全研究 ,Journal of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 Editorial E-mail ,2017(02)军事科学院军事战略

研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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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치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 우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이버 주권 개념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이해 당사자주의 대신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에 기반을 두고,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전통적인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 새로운 사이버 공간의 국

제질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상기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국내적 요인으로는 중국사회이 전반

적인 정보화 가속화와 정보화 핵심 기술의 낙후, 그리고 중국의 네

트워크 관리체제 문제이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 일본 등 국제

사회의 사이버 안전 중시 정책 추진 및 스노우든 사건으로 촉발된

사이버 안전 위기감과 미래 사이버 공간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라

고 할 수 있다. 중국 관방이나 학자들은 스노우든 사건으로 인한 위

기감이나, 미래 사이버 공간이 패권을 둘러싼 경쟁 부분은 공개적으

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전체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중국의 사이버

안보 관리체제 강화 요인은 김상배(2014)가 설명하는 중-미간의 대

립 구조 속에서 기술, 제도, 미래비전 등 3가지 변수의 네트워크 세

계정치 이론으로, 중미 간 인터넷 기술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넷 관련 정책과 제도, 그리고 21세기 패권을 노리는 두 나라의

비젼 제시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표준 경쟁이론이나

Swaine(2013)의 사이버 공간의 우위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론과

도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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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중국 사이버안전 체제의 구성요소

한 국가의 사이버 안보체제는 기능면에서는 사이버 공격기능과

사이버 방어기능으로 구성되며, 구조적으로는 사이버 안전전략, 사

이버 안전법제, 사이버 안전 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조직면에서는 전략 정책 결정기구와 집행기구, 연구 지원기구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이버 안보체제가 분산·분권형인지 또는 중

앙 집권형인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 중국의 사이버 안전정책의 방

향성, 지도성을 갖는 사이버 안전 전략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이버 안전법,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사이버 안전관련 기구들을 정

책 결정기구, 집행기구, 연구, 지원기구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임무를

알아본 뒤, 전체적으로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

중국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2016년 12월 27일『당(黨) 중앙 사이

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의 비준을 거쳐《국가 사이버 공간 안

전전략, 이하:《전략》)을 발표했다. 동 안전 전략의 발표는 그간 미

국 일본 등 서방국가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전략 형

태로 밝혀온데 비해 그간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중국으로서

는《사이버 안전법》제정에 이어, 중국 네트워크 안전 영역의 또 하

나의 이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사안으로 전(全) 세계를 향해 중국의

사이버 공간 발전과 안전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체계적이고 명료하

게 밝힌 것이다. 또한《전략》은 중국 국가안전 전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향후 중국의 사이버 안전 관련 정책이나 계획을 지도하게

될 것이다.25)

《전략》은 서문, 기회와 도전, 목표, 원칙 4개항, 전략 임무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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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국내와 국외”, “발전과 안전” 겸비, 적극 방어로 유효 대처

및 평화· 안전· 개방· 협력· 질서 추진으로 사이버 강국 건설

4대 원칙

① 사이버 공간 주권 존중 및 보호

② 사이버 공간 평화 이용

③ 법에 따른 사이버 공간 관리

④ 사이버 안전과 발전의 동시 추구

9대

전략

임무

① 사이버공간 주권 보위

② 국가안전 수호

③ 중요 정보기반시설 보호

④ 사이버 문화 건설 강화

⑤ 사이버 테러 및 불법 범죄 단속

⑥ 사이버 관리 체계 고도화

⑦ 사이버 안전 기초 내실화

⑧ 사이버 공간 방어능력 제고

⑨ 사이버 공간 국제협력 강화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26)

<표 5> 사이버 공간 안전전략 핵심내용

1.《전략》의 발표배경 및 현재 사이버안전 형세분석

《전략》은 서문에서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이버 공간의 안전이

“인류 공동의 이익과 세계 평화와 발전, 그리고 각국의 국가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중국의 小康社會 건설과 전면 심화 개혁,

依法治國,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라는 전략적 배치, 그리고 2개의

100년(2021년 중국 공산당 성립 100년 및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

립 100년을 의미) 분투 목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보장”임을 강조하였다.

25) 중국 국가네트워크 공간안전 전략의 특색, 王軍, 光明網,

2017.1.5http://www.cqvip.com/QK/71338X/201701/671154580.html

26) 중국의《국가 네트워크 공간 안전전략》全文은 아래 신화사 보도내용 참조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12/27/c_11201964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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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전략》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첫째, 중국의 사이버 안전

관련 중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 향후 중국의 사이버 안전

업무를 지도하고, 국가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전략》은 중대한 기회로 ① 정보전달의 신통로, ② 생산

및 생활의 신공간, ③ 경제 발전의 신엔진, ④ 문화번영의 신매체,

⑤ 사회관리의 새로운 플랫폼, ⑥ 교류협력의 새로운 유대, ⑦ 국가

주권의 신영역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엄준한 도전으로는 ① 네트

워크 침투가 정치안전을 저해, ② 네트워크 공격이 경제안전을 위

협, ③ 네트워크 유해 정보가 문화안전을 침식, ④ 사이버 테러 및

불법 범죄가 사회안전을 파괴, ⑤사이버 공간의 국제경쟁 미해결을

제시하였다.

2.《전략》의 목표와 4가지 원칙

《전략》의 목표는 국내와 국외라는 2개의 대국(大局), 발전과 안

전이라는 2개의 大事를 모두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유효

하게 대처 및 사이버 공간의 평화, 안전, 개방, 협력, 질서를 추진하

여 사이버 강국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

다

또한《전략》은 각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공통 인식을 확대하며,

협력을 심화하여 적극적으로 全세계 인터넷 관리체계 변혁을 추진,

네트워크 공간의 평화와 안전을 공동으로 지켜나가자고 제안하면서

아래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이버 공간 주권 존중 및 보호 원칙이다. 사이버 공간 주

권은 침범될 수 없으며, 각국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의 길, 네트

워크 관리 방식, 국제 네트워크 공간 관리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 각국의 주권 범위내의 네트워크 사무는

각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본국 영토내의 사이버 활동을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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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본국 사이버 공간에 유해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예방 및 저

지할 수 있으며, 어떤 국가도 사이버 패권을 행사하거나, 이중 기준

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타국의 국가안전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종사하거나,

사주 또는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이 사이버 안전전략 첫 번째 원칙으로 사이버 주권을 선언한

것은 중국영토 내에서의 사이버공간 관리는 중국의 제도와 기준으

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방세계의 비판에도 불구 중국의 인

터넷에 유포되는 정보 내용에 대한 통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

을 천명한 것이다.

둘째, 사이버 공간의 평화 이용 원칙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

엔 헌장을 준수하여 사이버 공간의 군비경쟁 억제 및 충돌을 방지

하고, 상호존중 및 신뢰와 상호이익과 중대관심을 존중하여 조화로

운 사이버 세계 구축추진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안전을 구실로 기

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타국의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을 통제하고,

타국의 데이터를 수집, 절취하는 것을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안전

을 희생하여 자신의 절대 안전을 모색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고 강

조하였다.

이는 미국의 절대적 기술우위(優位)위에 구축된 현재의 사이버

공간 세계질서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과 힘을 협력하여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셋째, 법에 따른 사이버 공간 관리 원칙이다. 사이버 공간의 법치

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인터넷이 법치 궤도위에서 건강하게 운

영되도록 한다. 법에 따라 양호한 사이버 질서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간 정보를 보호·유통하고, 개인프라이버시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

되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자기의 사이버상의 언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화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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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고, 중국내 많은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자의적 지배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중국 공산당도 의법치국이

라는 이념을 내세워 법에 의한 통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에 제정된 사이버 안전법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자의적 해석

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으며, 개인이나 조직의 권리보다는 책임

과 의무가 강조되는 중국식 법치주의라는 한계가 있다.

넷째, 사이버 안전과 발전의 동시 추구 원칙이다. “사이버 안전이

없으면 국가안전도 없고, 정보화가 없으면 현대화도 없다.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는 한 몸의 양 날개이며, 동력의 양 바퀴”라고 하고,

“안전이 발전을 보호 하고, 발전이 안전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원칙은 중국의 큰 장점으로 제도적 결함 속에서도

중국이 문제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3.《전략》의 9가지 전략임무

《전략》은 “중국의 네티즌 수(數)와 네트워크 규모는 세계 1위

로 중국의 사이버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全)지

구 사이버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대한 의의가 있

다“고 하고 ” 사이버 공간 주권, 안전, 발전이익 보호와 사이버 공간

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공동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아래 9가

지를 전략 임무를 제시하였다.

1) 사이버공간 주권을 확고히 보위

사이버 공간 주권 보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 법규에

근거한 중국주권 범위내의 사이버 활동관리와 중국의 정보설비와

정보자원 보호와 경제, 행정, 과학기술, 법률, 외교, 군사 등을 포함

한 일체의 조치“라고 하여 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였다”. 또한

“사이버를 통한 중국 국가정권 전복 및 국가주권을 파괴하는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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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반대한다”고 천명하였다.

2) 국가안전을 결연히 수호

국가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를 이용한 매국, 국가 분열, 반

란, 人民民主專政 정권 전복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사이버를 이용

한 국가 기밀 절취, 누설 등 국가안전 위해 행위”와 “중국 국경 밖

의 세력이 사이버를 이용한 침투, 파괴, 전복, 분열 활동”을 명기하

고 국가는 이들 행위를 예방, 저지하며,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

하였다.

3) 중요 정보기반시설 보호

국가 중요 정보기반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중요

정보기반시설을 “국가안전과 국민경제 및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시설로, 일단 자료가 유출되거나, 기능이 파괴, 상실될 경우 국가

안전 및 공공이익에 엄중한 위해를 가져오는 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통신, 라디오, 텔레비전 등 기초 정보통신 설비뿐만 아

니라 에너지, 금융, 교통, 교육, 과학 연구, 수리, 공업제조, 의료 위

생, 사회보장, 공용사업 등 영역과 국가기관의 중요 정보시스템, 중

요 인터넷 응용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이들 중요 정보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나 중요 데이터

가 공격이나 파괴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

고, 관리·기술·자금·인재확보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요 정보기반 시설의 보호는 정부·기업·전(全)사회의 공

동책임으로, 주관 및 운영단위는 법규와 제도 표준에 따른 안전조치

와 “선평가 후사용”, 위험도 평가 강화, 특히 정부 및 보안전문업체

와 기업 간 유기적인 공유체제 확립 및 사이버 안전심사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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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였다.

4) 사이버 문화 건설강화

사이버 문화건설 강화문제는 중국사회가 정보화 및 지능사회로

빠르게 이전함에 따라 과거 선전 수단 매체인 신문·방송·라디오 보

다 사이버상 매체가 인민들의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된데 따른 조치이다.

관련기관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배양 및 실천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컨텐츠 건설사업을 적극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 상 신업무 개척과 신작품을 창작하여, 시대정신을 구현한 문

화명품을 만들고, 사이버 문화산업 규모를 부단히 확장하고, 중화

우수문화의 사이버 전파사업, 우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디지털

화, 사이버화와 중국과 외국의 사이버상 문화교류를 통해 인류문명

의 진보를 촉진한다고 규정하였다.

5) 사이버 테러 및 불법범죄 단속

사이버상의 대테러, 대간첩, 비밀절취 차단능력을 강화하고, 사이

버 사기, 사이버 절도, 총기 마약판매, 개인정보침해, 음란물 전파,

해커공격,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범죄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을 요

구하였다.

6) 사이버 관리체계 고도화

사이버 관리제체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안전법, 미성년자 사

이버 보호조례 등 법률 및 법규를 제정하여, 사회 각 방면의 책임과

의무 및 사이버 안전 관리 요구를 명확히 하고, 법률 규범, 행정관

리, 업계 자율, 기술 보장, 시민 감독, 사회 교육을 결합한 사이버 관



- 54 -

리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며, 사이버 사회조직 관리의 혁신을 통해 기

초 관리, 내용 관리, 업계 관리 및 범죄 단속 등 업무 연동 기제를

완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7) 사이버 안전 기초 내실화

사이버 안전 기초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내 핵심기술

과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혁신과 응

용, 사이버 안전 표준화 및 인증 인가 업무를 강화할 것과 등급보

호, 위험도 평가, 허점 발견 등 기초적 업무와 사이버 안전 감시 측

정과 예보, 응급 처치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사이버 안전 인재 양성, 사이버 안전학과 개설, 일류의 사이

버 안전 대학 및 혁신지구를 설치, 인재 양성과 창업환경을 조성할

것과 사이버 안전 선전주간 활동, 사이버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실

시, 전 사회의 사이버 안전의식과 방어 기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

였다.

8) 사이버 공간 방어능력 제고

“사이버 공간은 국가 주권의 신(新)영토”로 규정하고, 중국의 국

제 지위에 어울리고, 사이버 강국에 맞는 방어 능력건설과 사이버

안전 방어수단을 크게 발전시켜 즉시 사이버 침입을 발견하고 제압

해야 한다고 하였다.

9) 사이버 공간 국제협력 강화

사이버 공간 국제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사이버 공간의 대

화 협력을 강화하여 전(全) 세계 인터넷 관리 체제의 변혁을 추구하

며, 인터넷 주소와 루트 도메인 서버 등 기초 자원 관리 국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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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국제연합의 주도적 역할지지와 각 사이버 공간 국제규칙,

사이버 공간 국제 대테러 공약 제정추진 및 사이버 범죄 단속 사법

협조 시스템 개선과 정책법률, 기술혁신, 표준 규범, 응급조치, 핵심

정보 기초시설 보호 등 영역에서의 협력심화와 개발도상국 및 후진

국의 인터넷 기술 보급과 기초 설비건설의 지원을 강화 등을 주장

하고 있다.

《전략》내용은 윤재석(2016)이 제시한 “① 국가 사이버 보안 거

버넌스, ② 국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③ 주요 기반시설 보호, ④

침해사고 대응, ⑤ 연구개발 역량 배양, ⑥ 인식 제고, ⑦ 법적 체

계 구축, ⑧ 국제 공조” 등 8개항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내용이 포

함되어 있어 형식적인 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치 한다.

그러나 구체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국가적 현실에서 출발하여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사이버상 유통되는 정보내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 사이버 주권 개념 강조, 새로운 국제 사이버 관리체제 변혁

추구 등 중국의 특색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 안전이라는 영역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소강

사회(小康社會) 건설과 전면 심화 개혁, 의법치국,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라는 전략적 배치, 그리고 2개의 100년(2021년 중국 공산당

성립 100년 및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년을 의미) 분투 목

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보

장”임을 강조하고, 총체적 국가안전관, 중국의 창조와 혁신·협조·녹

색·개방·공동향유라는 5대 발전이념 등 국가 미래 발전전략과 긴밀

히 연계되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략》내용의 중국적 특색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27)

첫째, 사이버 공간도 국가 주권이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간이 국

제 공역인지 아니면 국가의 영토·영해·영공과 같은 신(新)영역인지

현재 국제적으로 쟁론이 있는 부분이다.

27) 국가 사이버 공간 안전전략의 중국 특색, 王軍, 중국 신식안전, 20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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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전략》에서 사이버 공간도 주권이라는 원칙을 천

명하였다. 이는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지의 문제는 국가의 내

부 사무이고,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를 어떻게 허용할지, 필요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이를 규제할지, 그리고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해 어떤 심사를 할 것인지 등은 모두 한 국가의 주권 행사 방

식으로 다른 나라는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이버 공간 안전과 국가의 정치 안전과의 밀접한 관련성

이다. 《전략》은 사이버 공간이 직면한 5대 도전 중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정치제도를 공격하며, 사회 혼란

을 선동하고,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를 최고의 국가안전 위협행위로

보았다. 한 국가의 정치안전은 경제발전과 국민행복의 기본 전제이

고 어떠한 국가도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유포하거나 강

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전략》임무의 제 1항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중국 국가정권을 전복하거나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하였고,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상 간첩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 국가안전법, 대테러법,

반간첩법, 사이버 안전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

셋째,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핵심 기술장비, 제품, 서비스는 모두

통제 가능하고 믿을 만해야 한다.《전략》은 핵심기술 장비의 안전

과 통제가능을 제시하였고, 제 7항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을 확산할 것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제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보기술 영역에 있어서 여전히 선진국과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이버 안전심사, 등급보호, 위험도 평가, 허점발견 등 안전

제도 및 시스템 확립 문제이다.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 방어체계 건

립은 일련의 제도와 시스템이 확실히 갖추어야한다. 《전략》은 사

이버 안전심사 제도와 중요정보 시스템 보호제도, 연례적인 사이버

안전 검사로 대표되는 평가시스템, 사이버 안전의 근본적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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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위한 허점 발견시스템 등 업무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유사

개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계속된 실천은

이미 중국의 특색을 형성하였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은 평화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국제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전략》은 평화를 사이버 공간 발전 5대 목표 중

첫 번째로 전 세계 인터넷 관리체계 변혁을 2번째 원칙으로 제시하

면서 사이버 공간이 전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군비경쟁과 타국 정보시스템의 통제나 자료 절취 등을 반대하고 중

국의 지위에 걸맞은 방어능력 구축과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기업의 책임의식과 혁신 발전을 고취하고 있다. 기업은

중국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혁신의 중요 주체로서《전략》은 기업의

상업비밀도 사이버 안전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대규모 정보와

사이버 자원을 장악한 중앙기업은 마땅히 정부와 함께 국가의 관건

적 정보기초 설비를 보호하는데 책임을 다해야하며, 동시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 핵심기술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은 또한 사이버 안전 기업을 대규모화하여 국가 사이버 안

전의 충실한 산업기초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도록 장

려한다.

일곱째, 관건적 정보기반시설의 보호를 강조한다.《전략》에서는

관건적 정보기반시설의 범주로 14개의 범주를 설정했다. 즉 공공통

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에너지, 금융, 교통, 교육, 과학연구, 수

리, 공업제조, 의료 위생, 사회보장, 공공사업, 국가기관, 중요 인터넷

응용(타오바오, 웨이신, 바이두 등)이다.

《전략》은 일체의 조치를 취해 관건적 정보기반시설을 보호하도

록 하였고 이와 함께 사이버 안전심사제도와 빅데이타 안전 관리

제도, 선평가 후사용 제도 등을 별도 수립토록 하고 사이버 안전법

에서 국무원이 관건적 정보기반시설에 대한 방법을 강구토록 한 것

도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여덟째, 사이버 안전 기초를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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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기초면에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 정책 환경을 창조

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기초이론, 중대 문제 연구 등을 강화하

고 표준화, 인증 인가, 문제 탐지, 예방, 응급처지 등 기제를 완비하

고, 사이버 컨텐츠, 중화 우수문화 전파, 사이버 인재 양성 등 선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4.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전략

2017년 3월 1일 중국 외교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사이버

공간 국제협력전략》(이하 ‘전략’)을 별도로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2016년 12월 27일 발표한《사이버 공간 안전전략》의 전략 임무에

서 이미 입장을 밝혔지만 사이버 공간 국제협력문제에 대해 별도로

발표한 것이다. ‘전략’은 중국의 사이버 공간 국제 교류와 협력 참여

를 지도하는 전략적 문건으로 중국의 기존 국제 사이버 질서 재편

을 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략’은 평화발전과 협력 상생을 주제로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여 사이버공간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대해 최초로

중국의 주장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해 글로벌 사이버공간

관리 난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략’은 평화·주권·공동 관리·보편적인 혜택의 국제협력 추

진 4가지 기본 원칙으로 각국이 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확

실히 준수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안전보장, ② 주권 평등을 견지하

고 사이버 패권 불추구 및 타국의 내정간섭 금지, ③ 사이버공간 국

제 규칙 제정으로 다자·민주·투명한 글로벌 인터넷 관리체계 개혁,

④ 사이버공간의 공동발전 추진과 ‘디지털 갭(Digital Gap)’을 보완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전략’은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건설의 관건은 행동에 있다고 하

고 국제 규칙 제정을 통한 사이버 공간 평화와 안전 촉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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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동반자 관계 확대, 세계 인터넷 관리체계 개혁, 대테러 및 사

이버 범죄 단속, 프라이버시 등 인권보호, 세계 정보기반시설 건설

강화 및 보호, 사이버 문화교류 촉진 등 9개 분야에서 행동계획 등

중국의 방안을 제시했다.28)

제2절 중국의 사이버 안전법

1. 중국의 사이버 안전법 제정과정

중국의 사이버 안전법 제정은 중국의《사이버공간 안전전략》 발

표에 앞서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은 1994년 세계 인터넷에 편

입된 이래 사이버 공간을 규제할 법이 필요하였으나, 중국 공산당의

통치 특성상 법률 보다는 국무원의 행정명령에 의해 사이버 공간을

규제, 관리해 왔다.

그러나 2014년 10월 중국 공산당이 <전면적으로 依法治國을 추

진하는 것과 관련한 약간의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법에 의한

통치는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중대 정치이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안전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조속히 진

행되었다.

중국 전인대는 공산당 중앙의 총체적 국가 안전관 및 의법치국의

요청에 따라 2015년 7월 먼저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는데 동 법(法)

에도 사이버 안전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동법 25조는 “국가는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보장 체계를 건

설하며,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보호 능력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및

정보기술의 혁신연구와 개발 응용을 강화하며, 네트워크 및 정보의

핵심기술과 핵심 기초설비 및 중요 영역의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과 통제 가능을 실현해야한다.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고, 네트

28) 중국의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 全文은 2017. 3.1 중국 신화사 보도 참고

http://news.xinhuanet.com/2017-03/01/c_11205527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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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공격, 침입, 절취, 위법 유해정보유포 등 범죄행위에 대한 예

방·저지·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사이버공간 주권과 안전 및 발전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이 중국의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최초의 총론적 입법이다.

그 후 전인대는 사이버 안전 분야의 체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2015년 6월 24일 전인대 12기 15차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

로 사이버 안전법 초안을 심의하였다. 전인대는 사이버 안전법의 중

요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1

년 뒤인 2016년 6월 12기 전인대 21차 회의에서 2차 초안 심의를

진행하였다. 2차 심의에서는 국가의 책임 및 공민과 조직의 의무를

강화하고, 핵심 정보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와 사이버 안전과 발전의

동시 추구, 국가 사이버 주권 보호와 안전과 발전의 이익을 강조하

였다.

전인대는 2차 초안 심의이후에도 관계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2016년 10월 31일 12기 전인대 24차 회의에서 3

차 초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였으며, 2016년 11월 7일 전인대 상무

위원회 결의로 최종 법안을 발표하였다. 다만 시행시기는 2017년 6

월 1일로 하였다.

전인대 법률공작위원회 경제법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발표하면

서 사이버 안전법 제정 배경과 관련하여 첫째, 국가의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실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둘째, 사이버 대국인 중국이

직면한 엄중한 사이버 안전 위협에 대한 객관적 수요에 부응하고,

중국의 많은 인민들의 절실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

였다(中国网, 2016年11月7日 14:24).

중국어로 정식 명칭은 ‘网络安全法’ 이다. ‘网络’는 네트워크를 지

칭하는 용어로 한국에서 ‘사이버 안전법’, ‘인터넷 안전법’, ‘네트워크

안전법’, ‘인터넷 정보 안전법’ 등 여러 명칭으로 번역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이버 안전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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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대상, 국가의 역할, 국민의 책무등

제2장 네트워크

보안 지원 및

촉진

- 국가 네트워크 보안 전략 수립, 주무부처 사이버

보안 계획 실행

- 표준 제정 및 시행, 기술개발, 교육 훈련,

인재양성 등 촉진정책

제3장 네트워크

운영 안전

제 1절 일반규정

-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제도의 시행

- 네트워크 보안제품 및 서비스의 국가표준에 대한

부응

제 2절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운영보안

- 국가의 핵심정보기반시설 운영자에 대한 중점적

보호 의무

- 핵심정보 시설관련 정보의 국내 저장 원칙

제4장 네트워크

정보 보안

-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의 관리

- 불법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자의

의무

제5장 모니터링

경보 및 긴급

대응

- 네트워크 보안정보 수집,분석, 통보관련 협조체제

구축

-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경보 및 긴급 대응체제

구축

제6장 법률적책임 - 금지 행위 위반시 처벌 규정 등

제7장 부칙 - 법안에 사용된 용어 해설

2. 중국 사이버 안전법 주요내용 및 특징29)

중국의 사이버 안전법은 총 7장 69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한 1장 총칙, 2장 네트워크 보안지원 및 촉진, 3장 네

트워크 운영 안전, 4장 네트워크 정보 보안, 제5장 모니터링 경보

및 긴급대응, 6장 법률적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중국 사이버 안전법 핵심내용

1) 사이버 안전의 기본 원칙 천명

첫째, 사이버 공간 주권 원칙 천명이다. 사이버 안전법 제 1조는

29) 중국 《사이버 안전법》 중국어 전문은 아래 참고

http://www.miit.gov.cn/n1146295/n1146557/n1146614/c5345009/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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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안전 보장, 네트워크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 공공이

익 수호,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및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사이버 공간 주권

수호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제 2조는 본법의 적용범위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 사용 및 네트워크 안전의 감독 관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여 중국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할

권을 명시하였다.

2) 정부 부문의 직책권한 명확화

사이버 안전법은 현재 유효한 사이버안전 감시체제를 법제화하여

네트워크 정보 부문과 기타 관련 사이버 감시 부문의 책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제 8조는 국가 네트워크 정보부문(국가 인터

넷 정보 판공실)이 사이버 안전 업무와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전반

적으로 협조하고, 국무원 전신주관 부문(공업정보화부), 공안부문과

기타 유관기관이 법에 의거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사이버 안전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3) 네트워크 운영 안전 강화

사이버 안전법은 제 76조에서 네트워크 운영자를 ‘네트워크 소유

자 및 관리자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네트

워크 운영자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확장될 수 있다고 보며, 네트워

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 및 기

관, 즉 전통적 통신회사, 인터넷 회사, 네트워크 운영자는 물론 은행,

보험회사, 보안회사와 사이버 안전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

사,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회사

도 포함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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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네트워크의 안전 운행 보장, 안전 사고에 대한 효율적 대응, 불법

범죄 활동 방지 및 네트워크 데이터의 완결성, 비밀 유지성, 유

용성 유지 의무

21조

- 내부 안전관리제도와 운영규정 제정, 네트워크 안전책임자 지

정

- 바이러스와 네트워크 공격 등 안전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 안전사건의 기술 조치를 검사, 기록 및 네트워크 일지 최소 6

개월 보존

- 데이터 분류, 중요 테이타 백업과 비밀 번호 설정 조치

22조

-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의 악성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안전 결함, 취약성 등 위험 발견시 즉시 보완조치 및 이용자에

게 고지하고, 유관 주관부문에 보고

-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 공급자의 지속적인 안전 유지 제공 의무

및 중도 안전제공 중지 금지

사이버 안전법은 이러한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강한 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 관련 주요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중국 사이버 안전법: 네트워크 운영자 의무부여

4) 핵심 정보기반시설 중점 보호

사이버 안전법 제 3장 2절은 특별히 핵심 정보기반시설의 운영

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사이버 안전법은 ‘핵심 정보기반시설은

공공통신과 정보 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 서비스, 전

자정부 등 중요 산업과 영역,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 일단 파괴, 기

능상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국가안전, 국가경제, 국민생활, 공공

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분야로 구체적 범위와 보호방법

은 국무원이 제정하도록 하였다’(제31조).

또한 핵심 정보기반시설 운영자에게 보다 많은 안전보호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국가의 안전 심사, 중요 데이터의 강제적인 중

국내 보존(제37조) 등 법률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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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크 사업자 및 정보 제품 사용에 대한 통제 강화

사이버 안전법은 네트워크 사업자 및 정보제품 사용에 대한 통제

를 대폭 강화하였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통신망 가입 수속, 정보 공

개, 메신저 서비스 제공 등의 경우 이용자의 정확한 신원정보를 요

구(제24조)토록 하였으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구가 법에 따라 활동

할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협조 제공 의무(제28조)를 규정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핵심 장비와 네트워크 안전 전용 제품은 자격 있

는 기관의 안전 인증 합격 또는 안전 검측 기준에 부합해야 판매

또는 제공이 가능(23조)토록 하였다.

6) 모니터링 경보와 응급조치 제도화 및 법제화

사이버 안전법 제 5장은 모니터링 경보와 응급조치를 제도화, 법

제화하여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 모니터링 및 정보통보제도와 네트

워크 안전 위험도 평가와 응급업무 기제를 마련할 것을 명확히 하

였으며, 네트워크 안전 응급사건 매뉴얼 제정 및 정기 훈련을 실시

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조항들은 네트워크 안전 위험도 보고, 정보 공유, 연구 판

단 및 조치 기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네트워크 안

전 방호체계를 심화하고, 전천후 전방위적으로 네트워크 안전 태세

를 감지하는데 법률적인 보장을 하였다.

7) 개인 정보보호 강화

사이버 안전법은 교육, 건강, 공공 교통, 금융 등 모든 영역의

online to offline 거래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정보화 사회에

서 기업이나 이와 관련된 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네트워크 정보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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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제22조).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사용은 법률, 법규,

사용자 동의에 근거해야 하고(제41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누설, 수정, 파괴할 수 없으며(제42조), 네트워크 운영자

가 법조항 위반 시 개인은 운영자에게 개인 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

리를 부여하였다(제43조). 또한 사이버 감독 책임기관은 획득한 모

든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제45조).

8) 네트워크 안전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강화

사이버 안전법은 원래 각종 법규, 규정에 산재된 네트워크 운영

자 등의 의무와 책임을 법률적 의무와 책임으로 전면적으로 규정하

였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는 준법 의무, 사회도덕 준수, 상업도덕,

신의성실 의무와 함께 네트워크 안전보호 의무, 감독 접수 의무, 사

회 책임 부담의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 안전, 네트워크 정보안전, 모니터링 경보와

응급처지 등에서도 더욱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법률 책

임 부분에서는 위법 행위의 처벌 표준을 상향시킴으로써 처벌 강도

를 강화하였다, 사이버 안전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터 휴업,

영업허가증 취소, 사이트 폐쇄, 치안관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와 담당자 모두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

다.

3. 중국 사이버 안전법에 대한 서방의 반응 및 평가

중국의 사이버 안전주권 수호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중국의 사이버 안전법 통과에 대해 미국 등 서

방의 반응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쌓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매우 비판적,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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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내 인터넷 운영자는 범죄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컴퓨터 장비에 대한 강제적인 검사 및 인증을 받도

록 한 것이다. 만약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회사들은 중국

정부 조사관들에게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야만 한다.

중국은 스노우든 사건 폭로이후 중국 IT 시스템에 대한 방어를

점점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사회 내 공적 토론이 위챗과 같

은 온라인 포럼으로 이동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활동에

열중이다. 외국 회사들의 우려는 데이터를 현지에 보관하고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로컬 중국 기업이

마이크로 소프트나 시스코와 같은 외국 경쟁자들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James Zimmerman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은 “중국 정부

의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이 법은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없으며, 무역과 혁신에 장벽을 쌓은 것이라고 비판하

였다.”30)

둘째, 사이버 안전법의 많은 용어의 개념들이 광범위하고, 내용이

공허해서 법 집행자들이 필요할 경우 개념을 임의로 확장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안전법 제 2조는 본법의 적용범위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 사용 및 네

트워크 안전의 감독 관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홈페이지·웹

페이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시스템, 공장 라인

을 가동하는 MES(Manufacturing Executing System, 생산관리시스

템), 유통·물류를 관리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

망관리시스템) 및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

리시스템)뿐만 아니라 CCTV를 관리하는 VMS(Video Management

System, CCTV 영상통합관제시스템)과 IoT(Internet of Things, 사

30)https://www .bloomberg .com/news/articles/2016-11-07/china-passes-

cybersecurity-law-despite-strong-foreign-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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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터넷)까지 포함된다.

현재 거의 모든 회사의 업무시스템이 IT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

을 고려하면 비단 IT 기반의 B2C 사업을 하는 기업뿐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이 사이버 안전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주요 항목들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 서비

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한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도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자도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

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법 자체가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매우 광범

위하게 적용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연결된 서버, DB,

애플리케이션 등 IT 장비를 운영하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

이 된다. IT 시스템의 운영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인원이 포함되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개인정보, 인터넷 침해 행위 유포 등)는 사용자

도 포함된다(한동훈, 2016).

셋째, 인증에 관한 요구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한 것처럼

안전당국이 네트워크 기술 회사들에게 소스코드와 암호 또는 다른

핵심 지재권을 제공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안전법은

중국내에서 수집된 중국 시민에 대한 데이터는 중국내 서버에 저장

되어야 하고 허가 없이 국외에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러한 규정은 자유로운 정보이동의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다

국적 기업들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서방의 비판적 견해에 대해 중국 인터넷 정보판공

실 사이버안전국장 자오저량은 중국의 사이버 안전요구가 무역장벽

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시안 교통대학 정보안전법 연

구소장 마민후도 사이버 안전법은 중국의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

한 것으로 외국 회사들의 이익과 정상적 운영을 해치지 않을 것이

라고 전망하였다. 중국이 사이버 안전법의 문제 규정들을 어떻게 적

용할지는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정하는 관련 규정들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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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의 사이버 안보 관련 기구

1. 정책결정기구

1)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中央網絡安全和信息

化領導小組)

중국 공산당은 2014년 2월 27일 당 중앙 직속으로 중국의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업무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를 결성하고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주임으로 취

임하였다. 영문 명칭은 Central Leading Small Group for Network

Security and Informatization(약칭:CLSGNSI)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의 영도소조는 당(黨)이 중시하는 특정 업무 분

야의 국가적 방침, 전략,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레벨의 테스크

포스(Task Force)로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 조직하는 중

국의 특이한 제도이며, 국가적으로 매우 중시하는 분야는 시진핑 총

서기 겸 주석이 해당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이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것은 상기 중

앙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이외 외교안보 분야의 대(對)대

만공작영도소조, 外事工作영도소조, 경제분야의 中央財經영도소조(과

거 총리가 조장을 맡았으나, 시진핑 취임이후 총서기로 변경), 체제

개혁분야의 中央全面深化改革영도소조(부조장: 리커창 총리,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 장가오리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 국가안전위

원회(부조장: 리커창 총리, 장더쟝 전인대 위원장)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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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직 책 비 고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조장

리커창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 부조장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중앙 서기처 서기(당무 관장) 부조장

쉬린(徐麟)
선전부 부부장, 中央網信辦주임,

국가인터넷판공실주임

판공실

주임

마카이(馬凱) 정치국원 겸 부총리

왕후닝 정치국원 겸 당중앙 정책연구실 주임

류치바오 정치국원 겸 선전부장

판창롱 정치국원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

멍젠주 정치국원 겸 중앙정법위 서기

리잔수
정치국원 겸 중앙판공청(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사)

주임

양징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실 주임

조우샤오촨 정협 부주석 겸 중국 인민은행장

왕이 외교부장

팡펑휘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로우지웨이 재정부장

차이우 문화부장

웬구이런 교육부장

먀오웨이 공업정보화부장

궈성쿤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

시샤오스 국가 발전개혁위 주임

왕즈강 과학기술부장

차이푸차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장

<표 8> CLSGNSI 구성 및 직책

중국 공산당이 2014년 들어 중앙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

조를 발족한 배경은 제 3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2013년 발생한

스노우든 사건에 따른 중국 지도부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감

증가와 중국사회 전반의 정보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 대국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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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수요, 중국의 역사적, 제도적 원인에 의한 사이버 안전 관리

체제의 분권화와 비협조성, 비효율성,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인도 등 경쟁국의 사이버 안전 중시 정책 추진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진핑 총서기는 2013년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 <결

정> 설명 시 사이버 안전은 국가안전 및 사회 안정과 밀접히 연관

되어 있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종합적 도전이라고 하면서 인터넷

기술 및 응용의 신속한 발전에 직면하여 현재의 인터넷 관리체제는

명확한 폐단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 핵심은 여러 부문의 관리, 직능

중복,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효율 저하로서,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산업 관리가 새로운 형세 발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서 인터넷관리 영도체제 완비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설립된 동 영도소조는 당(黨)·정(政)·군(軍) 등

주요부서 핵심 지도자가 포함된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장은 시

진핑 총서기, 부조장은 리커창 총리와 중국 공산당 당무를 관장하고

있는 류윈산 서기처 서기 등 정치국 상무위원 3명이 포함되었으며,

당의 핵심조직인 선전부와 정책연구실, 판공청 주임과 정법위원회

서기 그리고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국무원의 부총리 등 국가 영도급

예우를 받는 정치국원 6명을 포함하는 등 권위 있는 조직으로 출발

하였다.

영도소조에 참여한 당, 정, 군 기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黨)에

서는 핵심정책을 연구하는 당 정책연구실, 중국 공산당의 체제유지

를 위한 이념과 선전을 담당하는 선전부, 당무를 처리하는 당 판공

청, 공안·안전·검찰·법원을 총괄하는 정법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군(軍)에서는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여하였으나, 우리나 미국과는 달리 군사문제 대외 교류를 주로 담

당하는 국방부는 배제되어 있다.

국무원(國務院) 부서에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외교부, 공안부,

재정부, 문화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 신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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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광전총국, 교육부 등 10개 부서이다. 하지만 사이버 안전업무 집

행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부와 국가보밀국, 국가암호국

등은 빠져 있다

이러한 인원 구성으로 볼 때 향후 중국의 미래 사이버안전 및 정

보화의 주요임무와 노력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의 급속

한 확장에 따라 사이버 안전이 국가 안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

었으며, 총체적 국가안전관에 따라 국가안전의 개념과 범주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과학기술, 금융, 의식형태 등 각 분야로 크게 확대

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다른 측면에서는 인터넷이 이미 공업, 금융, 통신 등 산업

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국민경제의 중요한 기둥이며, 그 자신 이

미 방대한 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정보화와 공업화를 심도 있게 융

합하는 것이 당 중앙의 확정된 발전 대전략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발전개혁위원회, 중앙은행,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등 책임자

가 영도소조에 참석한 것은 향후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관련 투자,

재정세무, 금융 등의 방면에서 인터넷 및 정보화산업에 대한 지원역

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의미한

다.31)

이런 영도소조는 표면적으로 보면 1990년대에 설립하였던 국가

정보화 영도소조의 구성과 비슷해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

은 중대한 변화가 있다.

첫째, 새로 조직된『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는 국

가차원이 아닌 당 중앙에 설치된 고위층 영도기구이자, 의사 협조기

구이다.32)

둘째, 조장을 맡은 사람이 과거 국무원 총리가 아니라 당의 총서

기라는 점이다. 이는 과거 국무원 총리가 조장을 맡았던 『국가정보

화영도소조』로서는 근본적으로 국무원의 권한 밖인 당중앙, 중앙군

31) http://www.guancha.cn /politics/ 2014_ 02_28_209672.shtml 참조

32) 중국은 당(黨)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당(黨)이 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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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원회, 전인대 등을 조정하기 어려운 폐단을 고칠 수 있어 동 영

도소조의 전면적인 총체 계획과 고위층 협조 능력을 대대적으로 제

고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동 영도소조는 정보화보다 사이버 안전을 보다 중요한 위

치에 두었다는 점이다. 2003년 조직된『국가정보화영도소조』밑에

별도로『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조소조』를 설립하였으나, 이러한

형태의 설치는 사이버 안전 협조와 정보화 영도 업무가 서로 분리

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에 설치된『중앙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 국가정보화 전체 전

략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어떤 의미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동 소조 1차 회의에서 제시한 ‘

사이버 안전 없이 국가안전 없고, 정보화 없이는 현대화도 없다’는

말은 왜 당 중앙에 총서기를 조장, 총리를 제 1부조장으로 하는

『전면개혁 심화 영도소조』와『국가안전위원회』를 동시에 설립하

였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준다.33) 이 세 개의 영도소조는 모두 국가전

략의 전면성과 관련된 것으로 조직 구조상 반드시 총괄적으로 협조

하고, 전체적으로 계획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영도소조의 임무는 중국의 사이버 강국 건설의 역사적 진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중국의 전반적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안전과 장기발전에 착안하여 집중통일의 영도를 발휘하여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및 군사 등 각 분야의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화

관련 중대 문제를 전반적으로 협의·조절하고, 네트워크 안전 및 정

보화 발전전략, 거대계획을 연구·제정하며, 국가네트워크 안전 및 정

보화를 위한 법제 마련을 추진하여, 안전보장 능력을 부단히 증강시

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는 한 몸의 양 날개이

며, 수레의 두 바퀴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통일

적으로 배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33) 汪玉凱 http://theory.people.com.cn/n/2014/0303/c40531-24511030.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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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영도소조의 판공기구는『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판공실』이며, 구체 직무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담당한다.

2. 집행기구

1)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은 2011년 5월 4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다. 영문 명칭으로는 과거에는 State

Internet Information Office (약칭: SIIO)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약칭 : CAC)를 사용한다. 2014

년 2월 27일 당 중앙 직속기구로『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

소조』가 결성된 이후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동 영도소조의 실

무 집행기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관련 정부

내 권한과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다.

중국은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체제로서 당 조직과 국가조직이 구

분되어 있으나, 일부 책임자는 겸임하고 있다. 당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의 사무국에 해당되는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

화 영도소조 판공실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책임자도 동일인이

겸직하고 있으며 사실상 동일 기관이다. 2017년 현재 국가 인터넷정

보 판공실 주임은 장관급으로 당 선전부 부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徐麟이다.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의 핵심임무는 중국내 인터넷, 특히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는 각종 정보를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 대한 통제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담당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공식적인 임무는 인터넷 유포 정보의 전

파방식과 관련된 방침, 정책과 인터넷에 유포되는 정보와 관련된 법

령 제정, 인터넷 유포 정보 내용에 대한 관리 강화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와 협조, 인터넷 매체에 대한 심사 허가 및 감독, 유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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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터넷 게임, 동영상, 출판 등 인터넷 문화 영역 업무의 배치

와 규획, 인터넷 문화 진지 구축, 뉴스 제공 사이트의 규제, 인터넷

선전업무 조직 및 법규를 위반한 사이트의 폐쇄 등의 조치를 한다.

또한 전신 운영기업, 서비스 접수 기업, 도메인 관리 및 서비스 기

구 등의 도메인 등록, IP주소 분배, 사이트 등록 업무 등을 지도한

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13년 8월 인터넷 검열의 기준으로 소

위 일곱 가지 기준(七條底線)을 제시하면서, 대대적인 인터넷 정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일곱 가지 기준은 ①법률·법규 위반, ②

사회주의 제도 훼손, ③ 국가이익 저해, ④ 공민 합법권익 침해, ⑤

사회공공질서 혼란, ⑥ 도덕 풍조, ⑦ 정보 진실성 없는 경우 등이

다 인터넷 운영자는 일곱 가지 기준에 위반하는 내용을 발견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를 해서 악의적으로 위법 불량한 정보

는 즉시 삭제하고, 제보자에게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그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구체적 활동을 보면 2014년 9월 베

이징에서 전국 사이버 신고공작회의를 소집하여, 신화망, 인민망, 신

랑망, 수호망, 등신망, 백도망 등 전국 100개 포털, 웹사이트 운영자

들로부터 적극 제보활동 전개 승낙서를 받고, 24시간 제보전화 운영

을 발표하였다. 2014년 9월 11 현재 중국 인터넷 위법 불량정보 신

고센터가 네티즌으로부터 접수한 신고건수는 68만 여건이고, 800여

명에게 인민폐 20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불하였는데, 이중 9,000여건

이 테러와 관련된 것이었다.

2015년 1월과 2월에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업정보화부, 공

안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합동으로 보이스 피싱 등 인터넷 사

기, 결혼중재 사이트, 인력 고용 사이트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주의 도덕에 맞지 않는 사이트를 대거

폐쇄하였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선전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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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네티즌들이 중국의 외국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화벽

Great Firewall을 우회하는 외국 VPN 차단 및 중국의 유명한 소셜

미디어인 WeChat 내에 위협으로 감지되는 계정 모니터링 및 폐쇄

와 Great Firewall을 우회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검열 반대조직

인 GreatFire.org에 대한 해킹 공격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중국의 사이버 안전법상 사이버 안전에 대한 주무기관으로 지정되

어 있어 사이버 검열에 대한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34)

2)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는 2008년 중국 국무원의 대부제(大部制) 기구개혁

의 일환으로 새로 성립된 부서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정보 기술 발

전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산업부를 모태로 하여 국

가발전개혁위원회의 공업관리 유관 직책과 국방과학공업위원회의

핵발전소 관리업무 이외의 직책, 국무원 정보화업무 판공실의 업무

를 공업정보화부의 업무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국가정보화 영도소조의 판공기구 역할까지 맡아 일시적으

로 동 영도소조 산하에 있던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조소조

의 업무까지 흡수하여 국무원의 정보화 관리업무를 모두 처리함으

로써, 미국 국토안보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업정보화부내 정보화추진司는 정보화 추진관련 부처 간 조정

업무를 맡았으며 국가정보화 영도소조의 구체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정보안전 협조司(최근 정보안전관리司로 개칭)는 국가 정보안

전보장체계 건설, 정보안전등급보호 등 기초성 업무와 정부 및 중점

업종의 중요 정보시스템 및 기초 정보네트워크의 안전보장 업무, 정

보안전응급 조사업무와 중대사건 처리 협조 등 과거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조소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업정보화부가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협조소조의 역할을

34) Mikk Raud,2016, China and Cyber, CCD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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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하였지만 사이버 안전 관련 그의 영향력은 2008년 이래 약화되

었다. 특히 2014년 2월 신설된 중앙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

조의 판공기구가 공업정보화부가 아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되

었는데 이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 개념이 기술적 네트워크 방어보다

는 정보 통제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결성이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영문으로는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사이버 안전 영역에서 지도적 역할보다

는 운영적인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5)

공업정보화부는 산하에 공적인 컴퓨터 시스템 감염 등 사고시 일

차적으로 긴급 대응을 하고 중국의 인터넷 공격 피해에 대해 연례

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국가 인터넷 응급센터(國家互聯網應急中心)를

두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악성 IP와 도메인 네임 제공자를 발견하

여 국가인터넷 응급센터가 바이러스 및 취약점 데이터 베이스를 구

축토록 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공업정보화부는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의

검열지침에 따라 자신들의 네트워크상의 정보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 역할을 하는 중국의 여섯 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s)도

관리한다. 또한 국방 과학·기술·공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정책, 법

률 및 법규를 초안하는 국방과학기술공업국도 관리하고 있다.36)

3) 공안부

공안부는 국무원 산하 부처로 범죄활동을 예방, 저지, 단속하여

국내 치안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소방, 출

입국, 변방관리 등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업무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다. 국내 치안유지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있어

35) Jon Lindsay,2015, China and Cyber Security
36) Mikk Raud, 2016, China and Cyber, CCD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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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내 위상이 매우 큰 부처이다. 공

안부장은 국무원 소속 부처 장관 중 국방장관과 함께 부(副)국가급

영도자 예우를 받는 2명의 국무위원 중 1명이며, 당 중앙 정법위원

회 부서기도 겸임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안전과 관련 공안부는 산하 11국인 네트워크 안전

보위국을 통해 보이스 피싱 등 경제사기 범죄와 테러, 분리주의자,

극단주의자 등 정치성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 사이버범죄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안부는

중국내 인터넷상에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해로운 내

용이 유포되는 것을 감시하는 방화벽 the Great Firewall of China

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정보 수집활동도 하고 있다.

공안부 산하 제 3연구소는 공안부내 정보 및 네트워크 안전 등

사이버 관련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으로 1978년 설립되었

으며 상하이에 소재하고 있다. 연구 인력도 1,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연구소이다. 연구소 산하에 컴퓨터 침투방지 및 바

이러스 예방 연구소, 네트워크 안전 기술개발 연구소, 공안부 정보

안전등급보호평가센터 등을 두고, 정보안전등급보호제도와 국가정보

안전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기술 연구를 하고 있다.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과 긴밀히 연계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단속 및 사법

처리 활동을 하고 있다. (동 연구소 소개자료)

4) 국가안전부

국가안전부는 국무원소속으로 국내적으로는 반간첩 및 정치보위

를 임무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련된 국외정보

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이다. 반간첩 및 정치보위 임무와 관련해서는

체포 등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국무원에 소속되어 있지

만 실질적으로는 당 정법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사이버 안전 문제

와 관련 국가안전부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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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국가안전부는 사이버 문제에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전

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외 정보 수집 활동에 사이버 수

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정보기술안전연구센터(中國信息安全測評中心 ,Ch i n a

Info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enter, 약칭 :

CNITSEC)는 국가안전부와 밀접히 연관된 연구센터로서 주로 정보

시스템의 취약점 테스트와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13년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소스코드를 CNITSEC에 넘겨주었다. 국가안전부의

윈도우 코드에 대한 접근이 중국의 사이버 침투활동을 도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37)

정보기술안전연구센터는 1997년 설립되었으며 국가정보안전보장

체계의 중요시설중 하나로 국내 일류의 정보안전 루프홀(구멍) 분석

인원 및 측정기술 평가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산하에 루프홀 기초연

구, 응용 소프트웨어 안전, 제품안전 검측, 시스템 흠결 분석, 측정

장비 연구 개발 등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당정 기관 및

기초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당중앙 및

유관부처의 평가가 매우 높은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동 센터 소개자

료).

한편, 국가안전부가 중앙 외사영도소조, 국가안전위원회 등 국가

안전 관련 중요기구에 성원으로 참여하면서도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영도소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이한데, 이는 국가안

전부의 상급 기관인 당 정법위원회 멍젠주 서기가 성원으로 참여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인민해방군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시진핑

37) Jon Lindsay,2015, China and Cyber Security,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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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은 변화된 21세기 정보사회 국제환경과 미래 사이버전, 전자전

등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계 일류 강군(强軍) 건설을 목표로 2015년

12월 31일 새로운 군종(軍種)인 로켓부대와 전략지원부대 창설을 시

작으로 2016년 1월 과거 중앙군사위 산하 4대 총부(총참모부, 총정

치부, 총장비부, 총후근부)를 15개 부서로 개편하고, 7대 군구(軍區)

를 5대 전구(戰區)로 개편하는 획기적 국방개혁을 단행하였다. 시진

핑 주석의 이러한 국방개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의

압도적 우세인 전자전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중국이

전략적 선택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2014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당중앙군사위 명의로 <군대의 정보

안전업무를 더욱 강화할 데에 대한 의견>을 통해 군대내 사이버 안

전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5년 발표된 중국의 국방백서에는 ‘미래

정보화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보화된 군대 건설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이나 러시아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일관되

게 사이버 공격을 부인하고 있다. 2013년 국방백서에서도 중국은 자

신의 국가안전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먼저 공격받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마오저뚱

의 적극 방어 개념을 이어 받은 것으로 방어와 공격을 교차 사용하

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38)

인민해방군 내 사이버 관련 조직 및 기구는 과거 총참모부(현재

연합참모부) 3부와 4부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군, 그리고

인민해방군과 밀접히 연관된 민간 해커부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986년 핵심 전략산업에서 서방을 따라 잡고, 서

방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는 이른바 <863 공정>이래 군대의

기술 발전 및 정보화를 통한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총참

38) Mikk Raud, 2016, China and Cyber, CCDCOE,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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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휴민트, 외국 무관 및 흑색 요원) 또는 3부를 통해 서방의 군사

무기 기술, 산업기술 등을 수집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대국 외교 추진으로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방어하는 공세적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심리전을 사용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군사적 비밀 자료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였다는 사례는 여러 곳에서 주장되고 있

다.39)

최근 중국의 국방 개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관련 조직

인 과거 총참모부의 3부와 4부가 총참모부의 후신인 연합참모부소

속인지 아니면 신설된 전략지원부대(Strategic Support Force, 약칭:

SSF) 소속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래 사

이버전에 대한 대비 및 그간의 정보화를 통한 군 현대화 노력을 볼

때 3부와 4부가 신설 전략지원부대로 통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40)

(1) 총참모부 3부

총참모부 3부는 미국의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과 유사한 기관으로 신호정보(signal intelligence, SIGINT) 수

집을 주요임무로 하는 기관이며. 인민해방군의 CND(Computer

Network Defence) 책임도 맡고 있다. 인터넷시대의 도래로 최근 그

역할이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SIGINT에서의 전통적 경쟁력,

광범위한 조직, 컴퓨팅 및 암호화에서의 높은 능력, 최고 수준의 외

국어 구사능력자 보유 등으로 여전히 인민해방군 내 정보기구의 중

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총참모부 3부는 본부가 베이징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국과 과학

39) Inkster.Nigel, Chinese Intelligence in the Cyber Age, p50

40) Mikk Raud, 2016, China and Cyber, CCDCOE,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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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명 소재지 대외 명칭 주요 임무

56

연구소

강소성

우시
江南電氣科技연구소

-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컴퓨터 보유

- 컴퓨터 기술 연구 개발

57

연구소

사천성

청두

西南전자전신기술연

구소

- 통신 절취 및 신호처리

시스템 개발

- 우주통신 기술 연구

58

연구소

사천성

멘양
西南자동화연구소 - 암호 해독 및 정보보안기술

기술장비국, 정치부, 후근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장비

국 산하에 컴퓨팅과 센서 기술, 그리고 암호화를 각각 담당하는 56,

57, 58 연구실을 두고 있으며, 중국 전체의 CND를 위해 인민해방군

통신기요국, 인민해방군 정보안전평가인증센터(信息安全測平認證中

心), 국가정보안전기술연구센터(國家信息技術安全硏究中心), 정보안

전연구소(信息安全硏究所), 국가정보안전공정기술연구센터(國家信息

安全工程技術硏究中心) 등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표 9> 총참모부 3부 산하 기술연구소

이외에도 총참모부 3부 산하에 12개의 운영국이 있는데 12개 중

8개는 베이징에 있으며, 2개는 상하이, 나머지 2개는 각각 칭타오와

우한에 있다. 이들은 각자 무선 및 위성 통신 감청, 암호 해독, 외교

통신, 외국 군사, 경제 단체, 교육제도 및 기타 감시할 가치가 있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한다. 이중 2국과 12국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2국은 상하이에 소재하고 있는데, 위장 명칭으로 61398부대

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타겟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군사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이 부대는 미국의 보안정보회사 맨디안트의

폭로로 알려진 부대로 컴퓨터와 영어에 능통하고 산업 전문가가 포

함된 수백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발전에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20여개 산업의 141개 조직의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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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재지 주요 임무

1국(61786부대) 베이징
무선 및 위성통신 암호 해독 및 내부 배포시

암호화

2국(61398부대) 상하이
미국, 캐나다의 정치,경제,군사 관련 정보

수집

3국(61785부대) 베이징 중국 국경지역 통신 감시

4국(61419부대)
산동

칭따오
일본 및 한국 관련 정보 수집에 주력

5국(61565부대) 베이징 러시아와 관련된 임무

6국(61726부대)
호북

무한
대만, 동남아지역 정보 수집

7국(61580부대) 베이징
임무 불명확, 사이버 공격 및 방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

8국(61046부대) 베이징
서부 및 동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지역

정보 수집

9국 전략정보 분석 및 데이터 베이스 관리 추정

알려졌다.

맨디안트의 폭로이후 또 다른 보안정보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

크사는 역시 상하이에 소재한 12국, 일명 61486부대가 중국의 우주

감시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위성 통신감청과 우주에 기반을 둔 신호

정보 수집 임무를 맡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

의 보고에 따르면, 12국은 2007년 이래 유럽과 미국에서의 우주 산

업을 타켓으로 하여 정부, 국방, 연구소, 기술 분야를 말웨어가 포함

된 위장 메일을 발송하여 집중 공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폭로에 의하면 중국은 불법으로 획득된 지적 재산을 자신

의 우주 관련 발전을 촉진하고, 한편으로는 실제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적국의 위성 취약점을 이용하려는 전략적 관점에서 사이버 공

격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밖에 인민해방군 각 군구에는 총

참모부 3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기술정찰국(Technical

Reconnaissance Bureaus, 약칭: TRB)이 있다(Stokes et al, 2011).

<표 10> 총참모부 3부 산하 12개 운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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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61886부대) 베이징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원격 미사일 추적 및

핵실험 탐지)

11국(61672부대) 베이징
러시아 관련 임무 수행 추정(원래 본부가

흑룡강성 자무스)

12국(61486부대) 상하이 위성통신 수집 및 우주 기반 신호정보 입수

(2) 총참모부 4부

총참모부 4부는 1990년 설립되었으며, 전자 대항 및 레이더부를

지칭한다. 총참모부 3부와 달리 과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조금은 과장된 사이버전의 위험 때문에 널리 알려지게된 조직이다.

총참모부 4부는 전통적으로 전자전, 즉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재밍

등을 담당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前 총참모부 4부

부장이었던 다이칭민(戴淸民)이 주장한 사이버전과 전자전의 유기적

통합인 이른바 “통합 네크워크 전자전”(INEW), 즉 공격적인 정보전

교리 채택으로 사이버 공격(CNA)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총참모부 4부의 임무는 방어적 전자전이나 순수한 정보수

집이라기 보다는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공

격은 서비스를 방해하는 DoS 공격이나, 웜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

등의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4부는 전자방해기술(ECM)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적 요소와 정보 및 전자 기반 임무의

상호 연결을 강조하는 군사 훈련에서 전자 방해기술 부대가 언론에

종종 거론되고 있다.

총참모부 4부 산하에는 새로운 전자 방해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

는 54 연구소가 있다. 54연구소는 총참 4부에 대한 공학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국전자기술회사 산하의 29연구소(사천성 청두), 36연

구소(절강성 쟈싱), 38연구소(안휘성 허페이) 등과의 연계를 주선하

고 있다. 또한 산하 신입 요원들을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 안휘성

허페이에 해방군 공정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총참 4

부 산하 연구소들이 미국의 C4ISR에 대항하기 위해 GPS 재밍,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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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전술정보 분산시스템 대항조치, 종합적인 레이다 재밍 등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참모부 4부와 3부의 상호관계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정보수

집, 합동 사이버전 훈련시스템 등에서는 중복되는 것 같다. 그러나

총참모부 4부 작전의 공격성이라는 점에서 총참모부 3부와 구별되

며, 이로 인해 총참모부 4부는 사이버전에 관한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다만, 총참모부 3부는 사이버 전쟁보다는 보다 가시적인 사이

버 간첩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연구자들에게 더

욱 관심을 끌었다.

향후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 부대의 다음 목표는 2015년 발표된

13.5 규획에 나타난 중점 사업들인 녹색 에너지 개발, 전기차, 컴퓨

터 반도체, 헬스 캐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

국의 사이버안전 위협이 자주 과장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3) 전략 지원부대

2015년 12월 31일 창설된 전략지원부대는 현재 정확한 구조와 기

능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국 관찰자들은 전략 지원부대가

미래 정보화전에서 중국의 적극적 방어전략 개념의 중심이며, 그 실

행의 핵심세력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전략지원부대가 인민해방군

의 우주 및 사이버 작전에 대한 통제를 맡게 되고, 2015년 국방백서

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핵심 영역인 핵, 우주, 사이버 군의 삼총사 중

2개 영역을 관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략지원부대의 구조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중국 군사전

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주군(위성 인식 및 운영), 사이버군(공격

및 방어 해킹), 전자전군(레이더 및 통신 재밍 및 방해)으로 구성되

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해군 준장은 항공우주, 우주, 사이버, 전자전에서 목표

추적, 정찰, 위성 운행, 사이버 및 전자공간에서의 공격과 방어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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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군대의 현지 우세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 전략지원부대가 중국 인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민간 인프라를 수호하는 책임도 맡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보화가 가져오는 중국 현 체제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감안

한다면 민간분야와의 동화는 중국의 사이버 야망을 실현하는데 필

수적인 것 같다.

2016년 진행된 중국군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

아 전략지원부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는 추가확인이 필요하나,

상기 외국 관찰자와 중국내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총참모

부 3부와 4부는 물론 총참모부의 정보화부와 사이버, 전자 관련 작

전 및 정보 분야도 전략 지원부대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사이버 관련 작전, 즉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과 방어, 기술 정찰, 간첩, 전자 대항, 정보는 물론 통신과 정보

관리의 상당 부분을 하나의 사령부가 통제함으로써, 효율성이 상당

히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지원부대의 창설은 중국이 미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정보화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명확한 표

시이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

기들의 통제를 육군이 아닌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앙군사위원

회로 이동시켜, 시진핑 총서기의 軍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4) 해커조직과 의용군

중국 사이버 공간에는 인민해방군 사이버 부대이외 다양한 다른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2012년 Jeffery Kwong의 연구에 의하면 공

개적으로 확인된 사이버 공격의 대다수는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독

립적인 해커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비록 그 연구가 1990



- 86 -

년에서 2012년까지의 오래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지만 흥미있는

이론을 제시한다. 즉,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해 위협을 하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커부대는 잘 통제되지 않고, 정부보다 더 민족주의 성

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

우 국내적으로 소요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이

들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이중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중

국 정부가 공격 대상에 대해 너무 온건한 입장을 취할 경우 해커

부대는 불만을 중국 정부에 돌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 중국정부가

이들 해커조직을 방치한다면 다른 국가와 양자 간 갈등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현재 이러한 해커조직을

관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이들이 확보한 대량의 정보 때문에 심지

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41)

이러한 해커조직의 예로 홍커연맹(紅客·Red Hacker Alliance)이

있다. 애국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은 1998년 인도네시아 화교 폭력 사

태를 시작으로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미국 공군기

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사건을 계기

로 2000년 연맹을 결성했으며, 매년 만주사변 발생일에는 일본의 주

요 웹사이트에 대해 디도스(분산형 거부공격: DDoS)을 가하는 것으

로도 알려졌다.

현재 홍커연맹 등록 회원 수는 1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42) 한-중

간 사드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인 2017년 3월 22일 홍커연맹은 자신

들의 웹 사이트에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 사이트 공격에 참여

하자는 글을 올리고 이르면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격을 감

행하겠다고 공언한 후 실제로 한국 외교부 등 17개 웹사이트에 대

41) 총참 4부, 전략지원부대, 해커조직과 의용군 부분은 Mikk Raud 2016, China

and Cyber, CCDCOE, 참조

42) 머니 투데이, 중 해커 집단, 이르면 24일 韓 사이버 총공격, 20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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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격을 한 바 있다(머니 투데이, 2017.3.28.)

이러한 해커조직과 약간 다른 조직으로 이른바 “사이버 의용

군”(Cyber Militias)가 있다. 이들은 해커, IT 회사, 과학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외국어 전공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주요 임무는

국가 긴급훈련의 일부로서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들은 전투원 지위나 활동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사이버 의용군은 민군 협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2006년의《정보화발전 15년 계획》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도 추론된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사이버 의용군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며,

인민해방군의 사이버전에 관련된 요원이나 연구를 위한 훈련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의용군은 최대 800만 명으로 추산되

는데 이들의 관리나 사이버 전사와의 관계, 정부나 인민해방군에 대

한 책임성 등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6) 외교부

중국 외교부는 사이버 안전 관련 외교 활동 및 국가인터넷정보판

공실 등 유관부서의 사이버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국 외교부는 2013년 6월 외교부내에 네트워크사무판공

실(網絡事務辦公室)을 설립하여 사이버 업무관련 외교활동을 전개하

고 있으며 유엔의 틀 내에서 사이버 공간 관련 국제규범과 규칙 제

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국제 인터넷에 접속한 이래 20여 년간 신속한 발

전을 하여 2016년 6월 현재 네티즌 수 7억 1천만 명, 인터넷 보급률

51.7% 세계 인터넷 10대 기업 중 4개, 30대 기업 중 10개가 중국 기

업일 정도로 성장한 인터넷 대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그간

의 인터넷 건설 및 발전, 그리고 관리에 대한 ‘중국식 방안’에 대한

자심감을 갖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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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중국식 방안은 사이버 주권 제창, 각국의 사이버 발전,

관리 및 정책의 자주 선택권과 국제 사이버공간 관리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사이버 패권 및 타국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 반대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외교부는 국제연합, 상하이협력기구, G20,

브릭스, APEC 등 국제기구와 다자기구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

편,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인터넷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있

다. 또한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클라우드,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 안전 등 핵심 기술 및 중요 영역에서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43)

또한 미국과는 미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의 틀 내에서 사이버 안전관련 실무그룹(Cyber Working

Group)을 운영하면서 상호 갈등 확대 방지를 위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2017년 4월 7일과 8일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트럼프와 시진

핑 간 정상회담에서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미중간 전략경제대화를

재정비, 정상들이 종합대화를 주관하고, ▲외교안보 ▲ 전면경제 ▲

법집행과 사이버 안보 ▲인문과 사회교류 등 4개 분야 대화 채널로

재편하였는데 사이버 안보 분야가 별도의 대화채널로 격상되었다.

이는 미중 양국이 사이버 안보 문제를 양국간 중요한 현안으로 인

식하고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44)

7) 기타 관련 기관들 : 국가보밀국(保密局), 국가암호관리국,

교육부(教育部), 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보밀국은 정부 내부의 문서, 자료, 컴퓨터 등 방면의 보안을

43) http://theory.people.com.cn/n1/2017/0424/c40531-29230617.html 참조

4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8/2017040801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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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정부기구로서 중앙 보밀위원회의 판공실 역할도 하고 있

다. 과거에는 주로 문서보안 주였으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컴

퓨터네트워크 안전관리의 비중이 높아졌다. 국가보밀국은 <보밀법

> 규정에 따라 비밀과 관련된 컴퓨터 정보시스템의 심사 비준과 연

례적 심사, 통신 및 사무자동화에 대한 보안유지 기술검사,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 및 시공단위에 대한 자격 심사 권한이 있다.

국가 암호관리국은 국가기관 및 국유기업이 사용하는 암호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앙 암호공작영도소조판공실도 겸하고

있다. 산하 암호분서 평가센터와 집적회로 실험실을 통해 암호 및

암호설비의 분석, 검측, 종합 평가 업무를 하며, 집적회로 실험실을

통해 각급 영도 및 당정기관이 사용하는 암호를 개발, 지원하고 있

다.

교육부는 사이버 안전학과 개설과 사이버 안전 인재 배양 업무를

맡고 있다. 사이버 공간 안전학과 및 박사학위 과정 개설, 사이버

안전학과 내 사이버 공간안전, 정보안전, 정보대항기술, 비밀관리 등

전공을 개설 중에 있다. 또한 우수 사이버 안전 엔지니어 육성 차원

에서 베이징 우전대학, 상하이 교통대학 등을 시범대학으로 지정,

인재 배양중이다.

신문출판광전총국은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 잡지, 서적, 방송 등

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관리와 이들이 발행하는 매체의 내용에 대

한 감시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이들

전통 매체에서 방송 또는 방영된 내용들이 인터넷상에서도 미리 또

는 다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시청각 프로그

램 내용에 대한 감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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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및 지원기구

1) 국가 정보기술안전연구센터(國家信息技術安全硏究中心)

국가 정보기술안전연구센터는 중앙 편제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2005년 설립된 정부기구이며, 영문명은 Nation Research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이다. 정보안전 핵심 기술연구를

통해 국가의 정보안전 업무를 보장하는 과학연구 부서로서, 주로 정

보기술 제품·시스템의 안전성 분석 및 연구, 국가 기초 네트워크 및

중요 정보시스템의 안전보장 임무, 자주적인 지적 재산권이 있는 정

보 안전 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즉, 국가 정보화 시스템

의 안전보장 업무와 독자적인 정보안전 기술의 연구 개발이라는 막

중한 업무를 이중으로 담당하고 있다.

동 센터는 국가가 인정한 정보안전 위험도 평가 및 전담 처리 기

구이자, 공안부가 지정한 정보안전 보호 측정 및 평가 단위이고.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사건 응급 계획》에 포함된 응급 처

치 기술지원 기구이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국가 보밀국(保

密局)이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 전자 정무공정(政務工程) 건설’ 항목

중 비밀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정보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측정 평

가기구이며, 국가 IC 카드 유심칩 안전 검측센터이다.

이 센터에는 총체 기술연구, 시스템 안전 검측, 네트워크 침투 검

측, 제품 안전 검측, 선로 검측, 통제 기술 연구, 정보안전 발전 연

구, 상하이 기지 등 업무부서와 암호안전분석, 하드웨어 해부 분석

실험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센터는 국가와 주관 부문의 관심과 지도하에 매년 개최

되는 양회(兩會)45), 중국 공산당의 18차 당 대회, 베이징 올림픽, 상

하이 세계박람회, 건국 60주년 경축행사, 광조우 아시안게임 등 국

45) 매년 3월 초경 개최되는 전인대 및 정치협상회의 회의를 지칭하며, 한해 중국

의 정치와 경제 등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최대의 정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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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중대 행사의 정보안전 보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가 기초

정보 네트워크와 중요 정보시스템 그리고 사회 각계에 수천 회에

걸쳐 정보안전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큰 기여를 하고 있다.46)

2) 국가 인터넷 응급센터(國家互聯網應急中心)

국가인터넷 응급센터의 정식명칭은 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응급기

술 처리 협조센터이며 2002년 9월 성립된 비정부·비영리 사이버안전

기술센터로서 중국의 인터넷 안전 응급체계의 핵심 협조기구이다.

영문 명칭은 National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Team/Coordination Center of China이고 약칭은 CNCERT 또는

CNCERT/CC이다.

국가급 응급센터로서 CNCERT의 주요 책무는 ‘적극 예방, 즉시

발견, 신속 대응, 최대 회복’의 방침 하에 인터넷 네트워크 안전사건

의 예방, 발견, 경보예고, 협조처치, 네트워크 안전검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통해 국가 공공인터넷 안전, 기초 보 네트워크 중요 정보시

스템의 안전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CNCERT는 중국 31개 성(省), 자치구, 직할시에 지부를 두고 있

으며, 사이버안전 기업, 학교, 민간단체와 연구기구를 조직하고, 핵심

네트워크 운영단위, 도메인 사업기구, 기타 응급조직과 협조하여 중

국의 인터넷안전 응급체계를 구축, 각종의 인터넷 중대 네트워크 안

전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한다.

동시에 CNCERT는 중국의 비정부측면에서 사이버안전 사건의

국제적 처리 및 협조를 하는 중요 창구로서 네트워크 안전 국제협

력을 전개하고 국제 사이버 안전 사건의 신속한 대응 및 협조처리

기구이다. CNCERT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FIRST(국제 컴퓨터 침해

사고 대응협의회)의 정식 회원이자 아태지역 응급 조직인 APCERT

의 발기인중 하나이다. CNCERT는 2015년 현재 66개국 및 지역의

46) http://www.nitsc.cn/CenterIntroduc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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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개 조직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47)

3) 중국 정보안전평가센터(中國信息安全測評中心)

중국 정보안전평가센터는 중국의 정보기술안전의 평가 테스트와

위험도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기구이다. 영문 명칭은 China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Center이며 약칭은 CITSEC이다.

평가센터의 중심업무는 정보기술 제품 및 시스템의 안전결점 분

석과 정보통보, 당·정 기관의 정보 네트워크, 중요 정보시스템의 안

전 위험도 평가, 정보 기술제품, 시스템, 사업 건설의 안전성 측정

시험 및 평가, 정보안전 서비스 및 전문 인력의 능력평가 및 자질심

사, 정보안전 측정 및 평가이론 연구 및 기술개발, 표준연구 등이다.

평가센터는 중국 정보안전 보장체계의 중요 기반시설의 하나이

다. 국가의 집중지원이라는 지지 하에 국내일류의 안전결점 분석자

원 및 측정 평가 기술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결점기초연구, 응용

소프트웨어 안전, 제품안전 검측, 시스템의 숨겨진 결점 분석 및 측

정 장비 개발 등 전문 실험실이 있다. 또한 당정기관, 기초 정보네

트워크 및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위험도 평가를 하는

국가의 전문 기구이다.

평가센터는 1997년 창립 이래 600여개의 제품, 130여개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2,000여명의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 평가와 20여개 부

처, 10여개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평가 등으로 당 중앙 영

도 및 유관부처 사회로부터 충분한 긍정과 호평을 받았다.48)

4) 중국 정보안전인증센터(中國信息安全認證中心)

중국 정보안전인증센터는 중앙 편제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2006년

47) http://www.cert.org.cn/publish/main/34/index.html

48) http://www.itsec.gov.cn/export/sites/itsec/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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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으며, 국가의 강제성제품인증, 정보안전관리 법률·법규에 따

라 정보안전 인증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기구이다. 정보안전인증센터

는 국가 질검총국의 직속사업단위이며, 영문 명칭은 China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Center이며, 약칭은 ISCCC이다.

이 센터의 주요 임무는 1)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인증 업무 수행, 2) 정보안전 인증과 관련된 표준 및

검측 기술과 평가 방법 연구 개발, 3) 정보안전 기술 개발 및 인증

요원 교육 훈련, 4) 정보안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등이다49)

49) http://www.isccc.gov.cn/zxjs/zxjs/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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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중국 사이버 안보체계의 특징 및 함의

제1절 중국 사이버 안보체계의 특징

지금까지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 형성과정과 사이버 안보체제를

구성하는 사이버 안전전략, 사이버 안전법, 사이버 안전관련 기관들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는 사이

버 공격, 사이버 테러 및 범죄 등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를 보호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여타 국가와 공통점도 많으나

중국의 정치체제나 외교정책 등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전 전략이

나, 사이버 안전법, 제도 등의 구체 내용면에서도 미국 등 서방국가

와 구별되는 중국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1. 사이버공간 유통정보에 대한 강력한 통제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이나 사이버 안전법에 나타난 중국 사이

버 안전체제의 특징 중 서구사회와 가장 구별되는 것은 사이버 공

간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강력한 통제이다. 또한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고,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한 당 국가(黨國家:

party state)이기 때문에 사이버 안전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국가차

원에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개인의 권

리는 이번에 제정된 사이버 안전법에서 나름대로 강화되기는 하였

으나 상대적으로 여전히 경시되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와 인터넷

사용자는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처벌에는 벌금과 사업폐

쇄, 허가취소, 심지어 구금까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

제의 구조는 “강력한 정부, 약한 사회‘인 것이다(Feng and Milton,

2014).

중국의 사이버안전 전략이나 사이버 안전법상에는 중국 체제 수

호 및 국가안전 보장차원에서 사이버 상에 유통되는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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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고 엄격한 통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전파를 촉진하고(사이버 안전법 제6조),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네트

워크를 이용하여 국가안보 위협,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선양, 사회주

의 제도 전복, 국가분열 선동, 국가통일 파괴, 폭력전파, 음란정보,

날조, 거짓정보 전파 등을 금지하고 있다(사이버 안전법 제12조).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통제를 하는 동기와

목적은 국내적으로는 의심할 것도 없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지속

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사이버전에 대한 대

비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내적으로는 정치·사회적 소요를

억제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軍현대화를 통해 국가안

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장 제임스 클래퍼도 2014

년 1월 상원 정보위원회 증언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작은 중국 지도

부의 경제성장, 정치안정, 군사적 대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50)

또한 국제적으로는 미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 전쟁에 대

비한다는 차원과 미국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 사이버 안보질서를 중

국의 발언권이 중국의 국력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가 현재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의 기저에는 중국 공산

당의 정권 유지 및 공고화와 미국과의 미래 사이버전에 대한 대비,

그리고 국제 사이버 안보질서의 재편이 숨은 목적이자 동기인 것이

다

중국은 사이버 안전법 제정 과정에서 일부 서구 국가들이 주요

정보기반 시설 운영업체의 핵심자료의 중국내 서버보관, 소스코드

제공, 안전검사 의무화 조항을 강력 반대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

하였다. 또한 중국의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을 수용하지 않는 구글,

50) Amy Chang, Warring State: China Cybersecurity Strategy, 2014,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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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페이스북 등의 중국 진출 및 접속을 불허하고 일부 자유주

의 사조를 유포하는 블로그 차단, 엄격함 실명제 실시 등 강경입장

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단순한 표현 및 기업의 자유문제로 보기보

다는 중국 공산당의 체제유지와 미래 사이버전 발생 시 국가안전에

미칠 영향과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사이버 위협을 새로운 핵심 국가안보위협 요소로 인식

중국 공산당은 2014년 2월 27일 당중앙 직속으로 중국의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업무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를 결성하고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주임으로

취임하여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에 대한 정책의 우선성과 권위성, 통

합성을 부여하였다. 동 영도소조의 명칭에서 정보화보다 사이버 안

전을 앞에 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2003년 확대 개편된『국가 정보화영도소조』에는 사이버 안

전이라는 명칭이 없었으며,『국가정보화 영도소조』내에 별도 사이

버 안전 관련『협조소조』를 구성하였으나 이번 명칭에는 사이버

안전이 포함되고, 순서도 사이버 안전을 앞에 두었다.

또한, 2014년 4월 15일 개최된 제 1차 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

서 시진핑 주석은 정치, 국토, 군사,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사

이버, 생태, 자원, 핵 등 11개 영역이 포함된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안전을 포함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과거 신호 정보를 담당했던 총참모부 3부와 사

이버 방어와 공격을 임무로 하는 4부를 흡수하여 우주, 사이버, 전

자전을 전담하는 독립 군종(軍種: 육해공군과 동일 지위)으로 전략

지원부대를 신설하는 등 사이버 안전을 중시하는 국방개혁을 단행

했다. 이것은 미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

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2016년 12월 27일 발표된《국가 사이버 공간 안전전략》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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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의 도전으로 ① 네트워크 침투가 정치안전을 저해, ②

네트워크 공격이 경제안전을 위협, ③ 네트워크 유해 정보가 문화안

전을 침식, ④ 사이버 테러 및 불법 범죄가 사회안전을 파괴한다고

명시하여 사이버 안전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전과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일련의 움직임은 사이

버 위협을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핵심 국가안보위협 요소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3.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

중국은 사이버 안전 개념을 독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국가안전’과 연결시키고, 정보화 발전과 연결시켜 이해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 안전전략>에서도 “사이버 안전 없이 국가안전

없고, 사이버 안전 없이 정보화 발전 없다”고 규정하였다.

중국도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화가 가져오는 편의성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우선순위가 정보

화에 집중되었으나, 2000년 이후 빈발하는 정보안전사고로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 27호 문건으로 불리는 <정보안전

보장 업무를 강화할 데에 대한 의견> 발표를 통해 사이버 안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보안전 보장체계와 관련된 조치들이 이루

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강조점은 정보화에 있었으며 2008년 대부제(大部

制) 정부 기구개편 이후 정보화를 주관하는 공업정보화부가 사이버

안전 업무를 주관함에 따라 15개나 되는 사이버 안전 관련기관들이

각자 자기의 입장에 따라 총체적 조율 없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보화 진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각종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스노우든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지

도자들은 인터넷 핵심 정보기술이 미국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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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국가 안전과 사회주의 도덕 및 문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2014년 2월 『중앙 사이

버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를 결성한데 이어, 2016년 12월 사이

버 안전전략에서 ‘사이버 안전 없이 국가안전 없고, 사이버 안전 없

이 정보화 발전 없다’ 원칙을 규정,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이버 안전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강력한 통합적 사이버 정책결정기구 설립 및 조정능력 보유

시진핑 총서기는 2014년 2월 결성된 『중앙 사이버 안전 및 정보

화 영도소조』에 직접 조장(組長)으로 취임하고, 정치국 상무위원 3

명, 정치국원 6명 등 당·정·군 고위 간부 22명으로 소조를 포함시켰

다.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초고위급 영도소조를

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사이버 안전 및 정

보화에 대한 강한 정책적 의지를 알 수 있다.

중국 및 외국학자들의 평가대로 적어도 향후 상당기간은 동 영도

소조의 결정에 따라 중국 당·정·군은 물론 전인대, 정치협상회의, 법

원, 검찰과 사회 각 분야의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관련 정책조정과

집행은 과거보다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안전 위협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고 있고 사회 각 분야는 물론 정부와 민간, 민간과 국방

등 각 영역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정부나 군대 등 어느 한 분야

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정·군 핵

심간부가 참석하는 당 중앙 영도기구를 통해 그간 분산적으로 이루

어지던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관련 정책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계

기가 되었다.

특히 중국의 사이버 안전 전략과 사이버 안전법은 사이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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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버 주권 및 자주 관리 원칙 천명, 핵심기술의 자주화, 핵

심정보인프라 보호, 정부관련 기관의 직무 명확화, 네트워크 운영자

및 사용자의 의무강화,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

의 등급 및 심사제도 완비, 사이버 안전 관련 인재육성 및 대국민

홍보강화, 민관군 협조체제 구축 등 종합적·체계적인 대책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만, 과거 중국의 경험으로 볼 때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계속

강할 경우에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나 지방의 이견을 누르고, 강력한

조정과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약화될 경

우에는 관련기관 및 중앙과 지방간 이해 충돌로 다시 분권화될 가

능성도 있다.

5. 새로운 국제사이버 질서형성 추진

중국은 사이버 주권 개념과 관련 사이버 안전법 제 1조에 사이버

공간 주권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 사이버 안

전 전략에서도 사이버 공간 주권은 ① 침범될 수 없으며, ② 각국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발전의 길, 네트워크 관리 방식, 국제 네트워크

공간 관리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하고, ③각국의

주권 범위내의 네트워크 사무는 각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④ 자

신의 국가 상황에 근거, 유관 네트워크 공간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 영토내의 사이버 활동을 관

리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안전 전략과 사이버 안전법에는 사이버 공간의 국

제협력을 전략임무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사이버 공간

의 국제협력전략을 발표하는 등 현재의 미국주도 국제 사이버 질서

변화를 공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사이버 주권 개념 사용은 중국내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통제 명분과 함께 인터넷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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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핵심 기술이 미국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미국 중심

국제 사이버 질서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진핑 총서기 등장이후 중국의 높아진 국력 및 국제위상

을 바탕으로 중국식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기존의 미국 서양

중심의 국제질서를 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외교(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경제

(AIIB, 브릭스 은행, 일대일로), 문화(공자학원) 등 각 방면에서 추진

중이다. 중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형성 추진도 이

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중화제국 부흥 등 미래 국가발전 전략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 중국의 사이버정책 결정의 이해

(1) 정책내용 측면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계 수립과정을 보면,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

제 관련 정책 결정도 시진핑 주석 취임이후 중국 대외정책의 두드

러진 특징이 반영되고 있다.

즉, 중국의 사이버 안전 정책도 초강대국 미국과는 대결과 충돌

을 피하려는 신형 대국관계에 따라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양자

간 사이버 갈등을 처리, 투키티데스 함정을 피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여 미국의 사이버 공간상의 패권

적 지위를 부정하고 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수립한 후 종국적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의 틀 안에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사이버 안전전략, 사이버 공간 국제협력

전략 및 사이버 안전법에서는 사이버 공간상의 평화유지를 위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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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국제적 규범과 규칙 제정을 위해 국제적 연대 및 유엔, G20,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등에서의 협력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등

새로운 사이버 국제질서 형성을 적극 시도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

동조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및 사이버 안전법에는 그간의 개혁

과 개방성과에 따른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감(制度自信), 그

리고 서구적 가치가 아닌 중국적 가치에 의한 독자적인 대내 정책

결정 및 국제적지지 유도,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언론 자유로

중국 공산당 정치체제 변화 가능성 사전 차단 필요성 등이 강력 작

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계의 이러한 핵심 내용들은 서구사

회의 강력한 비판이 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 변화될 가능성은 적

어 보이며 지속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형성 절차 측면

중국은 당(黨)과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중앙집권적, 권위주

의체제이고, 시민사회에 대한 매우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사이버 안전체제 형성관련 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결정

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목표와 방향에 반하는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는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의 사이비안전 체제구성과 관련하여서도 총체적 국가안

전관, 정보화와 사이버 안전 동시 고려 등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가

전체 또는 상위정책과의 관련성,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전체성, 종합성(大局의식)을 견지하면서 부문의 정책을 결

정하는 점은 중국체제의 커다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공산당 국가로 주요 정책이 탑다운(Top-Down)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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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이버 안전법 제정 과정에서 보

듯이 서구사회의 반발을 의식하여 2년에 걸쳐 2차의 공개 의견 청

취 절차를 거치고 관련기관, 싱크탱크 등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의

견수렴을 거쳤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2. 한국의 사이버 안보체계 수립에 주는 시사점

한국과 중국은 정치이념과 제도,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사이버안보체계를 전반적

으로 활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아래 내용은 한국

의 사이버 안보체제 수립에도 참고 또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첫째,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부분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정경분리 정책 및 사유경제의 비중증가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목표 설정-전략(현 상황 분석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임

무 분석) 등 상층부 설계는 전적으로 당과 국가가 하고 있다. 개혁

개방이후 현재까지의 중국의 성장은 여기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국가의 발전전략 수립은 국가

가 독점적,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라도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일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정부와 국회, 정당이 관계 전문가 및 이해 당사

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국가발전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

정하는 일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은 보다 활

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중국은 스노우든 사건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이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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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사업을 통해 전 세계를 감청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사이

버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 주권 강조, 사이버 안전 관리

기구 격상, 사이버 안전전략 마련, 사이버 안전법 제정 등 종합적이

고, 강력한 사이버 안보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사이버 안보체제 구축은 미국과의 대결, 국내적

요인이 주요 요인이기는 하나, 중국 정부가 정보화, 지능사회의 도

래라는 기술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7년 이후 정부기관, 은행, 원전 등에 심각

한 사이버 공격을 받고도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

버 안전체계 구축과 대책강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

치권과 정부, 지식인, 사회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고 본다.

셋째,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사이버 안전 거버넌스 구축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사이버 안전관리체계를 보면 국가정보원장을

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와 국가정보원 차장을 의장으

로 하는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의 구성 등을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담당하고 중요사고 발생

시 관(국정원), 민(한국인터넷진흥원)·군(국방부) 등 합동대응의 공조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분야의 사이버안전은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 구체적으로는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내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사이버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이버안전 관리체제는 분권·분산형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이버

위협 융합화에 따른 강력한 정책추진력, 신속한 현장대응력 및 분야

별 전문대비력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체제로는 초연결 기술이 적용된 항공, 석유·가스, 교통,

전력, 유통, 제조, 의료 산업 등에 대한 종합대응 체계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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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재앙이 발생될 수 있는 골든타임 내에 부처·영역 간 긴

밀한 공동대응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민ㆍ관의 협력 및 공조 등을

이끌어내고 부처 간 경쟁이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국가정보원이 실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고

사이버안보 비서관이 유관부서 간 이견 조정 및 협력 유도 이외에

도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사이버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는 여전히 중국의

과거 분권형 체제와 가까운 편이며 사이버 안전보다는 정보화를 우

선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안전은 정보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거나(대

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전

협조소위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 사이버 수석비서관을 신설하여 산

하에 정보화 비서관과 사이버 안전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에서 차관급인 ‘사이버 안전청’을

설립하자는 제안도 있으나 차관급 장(長)으로 유관기관 간 협조나

사이버 안전위협에 대한 대응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넷째, 조속한 사이버 안전 기본법 제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하태경,

서상기, 이노근 의원 등이 제출한 3개의 사이버안전 관련 법률안이

국회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크게 사이버 테러의 개념, 사이버테

러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의 주체,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에

대한 책임기관, 사이버 위기의 대응훈련 및 위기경보의 주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컨트롤 타워(국무총리 소속과 국가정보원장 소속 2가지

案),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의 책임기관 범위(국가기관 및 공

공기관에 국한, 민간분야와 기업에까지 확장하는 안), 사이버위기에

대한 경보발령주체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로 법률제

정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테러에 대해 효율 및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관 간 업무 중복성 문제의 해결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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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일 법률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국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되고 있는 내용을 통제

하는 것은 우리의 체제 특성상 불가능하나, 향후 사이버 공간이 종

이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보다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더 많이 활

용되는 점을 감안, 국가안전 위해, 테러 및 범죄행위 선동 등 관련

사후적 추적 및 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중국의 예로 볼 때 효율적인 사이버 안전체제 구축은 최

고 지도자의 각별한 관심, 법률적 근거확보, 관련 유관기관 간 유기

적 협조체제 구축, 사이버 안전관련 기술발전, 사이버 전문인력 육

성 및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상기 내용들이 포함된 법률

제정은 물론 교육부의 관련학과 설치 및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대

책 강구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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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 형성과정과 구성요소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 형성과정은 중국이 국

제 인터넷에 접속한 1994년 후 초기단계에는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

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화에 주력

하다가 2000년대 들어 중국사회의 정보화가 확산되고 정보안전 사

고가 빈발함에 따라 2003년 8월 중국의 국가정보안전 보장과 관련

한 최초의 綱領性 문건인「정보안전 보장업무를 강화할 데에 대한

의견」(당중앙 판공청 발표 27호 문건)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

이버 안전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네트워크 안전보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유해정보의

통제와 정보시스템에 보관된 정보안전을 중시한 시기로 정보안전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인 ① 정보안전 등급 보호실시, ② 자주적인

암호기술 및 정보시스템 신뢰 구축, ③ 정보안전 사고 발생 시 응급

처리능력 향상 및 통보제도 확립, ④ 정보안전 핵심기술 자주화 및

정보안전 산업발전, ⑤ 정보안전 법제화 및 표준화, ⑥ 정보안전 인

재배양 및 국민 안전의식 고양, ⑦ 정부의 재정지원 및 업무지도 강

화와 기관별 관리책임제 수립 등이 최초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

고, 실제적으로 관련 조치가 이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중국의 국무원 기구 개혁으로 국가정보화영도소조

의 판공기구로 정보화와 사이버 안전 업무를 관장해 오던 국무원정

보화 판공실이 해체되면서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는 분권, 분산시

스템으로 운영되다가 2012년 시진핑 총서기 취임과 이듬해 발생한

스노우든 사건이후 2014년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출

범, 2016년 11월 사이버 안전법 제정, 2016년 12월 사이버 안전전략

발표 등으로 중국 특색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이버 안전체제로 구

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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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 구성요소는 사이버 안전전략과 이를 제

도적,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이버 안전법, 그리고 집행기구로 정책

결정기관, 집행기관, 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른

나라 사이버안전 관리 체제는 국내에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

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매우 단편적이거나 거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중국 자료를

중심으로 가급적 상세하게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른 나라와 인터넷 정책과 달리 중국 공산당의 체제유지 차원에

서 인터넷에 유포되는 정보의 통제와 미-중간 대립이 중국 인터넷

정책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

이 15개로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며, 사이버공간 안전전략, 사이버

안전법은 이를 반영하여 사이버 주권강조, 사이버 공간 자주 관리,

미국 주도의 국제 사이버 공간 질서 개편 등 중국 특색의 중국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방어 및 공격의 핵심 기관인 중국군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개편된 인민해방군 구조개편을 통해 과거 총참모부 3

부와 4부는 물론 총참모부의 정보화부와 사이버, 전자 관련 작전 및

정보 분야도 신설된 독립 군조인 전략지원부대로 통합한 것으로 보

여 미래 미국과의 사이버전에 대비한 방어 및 공격 능력 향상에도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는 사이버 주권과 영토내 사

이버 공간 자주관리 원칙하에 첫째, 사이버 공간 유통 정보에 대한

강력한 통제 둘째, 사이버 위협을 새로운 핵심 국가안보위협 요소로

인식 셋째,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 넷째, 4. 강력한 통

합적 사이버 정책결정기구 설립 및 조정능력 보유 다섯째, 새로운

국제사이버 질서 형성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의 이러한 특징은 1978년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중국의 국력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G2 국

가로 성장함에 따라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중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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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도, 중국식 국가 및 사회관리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지

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중국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 성공개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

함에 따라 시진핑 시대에는 과거의 도광양회 정책에서 유소작위(중

국의 안전과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것에만 최소 개입)와 적극작위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것에 광범위하게 개입)로 전

략을 바꾸고 대국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볼 때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미-

중간 전략 경제대화에서 법집행 및 사이버 안전 영역을 별도 대화

기제로 독립하여 협의 채널을 격상시켰으나 양국간 주도권을 둘러

싼 대립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 형성과정과 구성요소를 종합

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와

미국 또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제와의 비교는 중국 사이버 안전

체제의 결정 요인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그리고 중국 사이버 안전

기관의 실제적 운영 실태 등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초 연구를 통해 향후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의 구성 요소별로 좀

더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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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ina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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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hina 's

cyber security strategy and policy by examining the factors that

form the cyber security system in China and its characteristics.

From this, the study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s cyber security system.

To this end, it will review on how China established the

cyber security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informatization

era and the intelligent society. In addition, the main contents of

China's [cyber security strategy] and [cyber security law] which

are the key elements of China's cyber security system and the

types and functions of cyber security related organizations are to

be reviewed and its characteristics analyzed.

Looking in to the process of how cyber security system has

been formed in China, in the early stage when China first started

to access the international internet in 1994, informatization was

prioritized.. As informatization started to spread through Chinese

society and information security accidents frequently occur in

2000’s, 「Opinion on Strengthening Information Security

Assurance Work"」(so called No. 27 Doucument, issued by

‘Central General Office of CCP), the first official document on

China’s national cyber security was announced in August 2003

and cyber security issues begun to be considered seriously.

However, as the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which

has been in charge of informatization and cyber security as a

working organization of ’National Small Leading Group for

Informatization’ was dismantled with the 2008 reform of the State

Council of China, the cyber security system in China had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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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ed by a decentralized and distributed operating system, and

as Xi Jinping as General Secretary took office in 2012 and

Snowden incident occurred in the following year, ‘Central Leading

Small Group for Network Security and Informatization’ was

launched in 2014, legislation of the cyber security law in

November 2016, the announcement of the cyber security strategy

in December 2016 was followed which shows how China formed

their distinctive cyber security policies by using its powerful

centralized government.

Unlike different countries, internet policy in China is used to

control information in internet which aims to maintain the syste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so because the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China are key elements of Chinese Internet

policy, it is its characteristic that there are 15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cyberspace and the cyber space

security strategy and cyber security law which reflect China’s

unique characteristic in cyber security. This includes emphasizing

cyber sovereignty, cyber space self-management, reorganization

on international cyber space order led by USA.

Also, in the Chinese army, the core of cyber-defense and

attack, PLA3/PLA4 of the past as well as the IT department of

the Chief of Staff, cyber, electronic operations and information

field appears to have been integrated into a new ‘Strategic

Supporting Force’ of independent army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revised at the end of 2016 and

early 2017 and it is also considered that policy priorities are

being given to improving defensive and offensive abilities in

preparing for the future cyber war with the US.

In general, China's cyber security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irst, strong control over cyberspace distribution information

under the principle of cyber sovereignty and self-management of

cyberspace in territory, second, recognizing cyber threats as a

new core national security threat, third, promoting cyber security

and informatization at the same time, fourth, the capability of

establishing and coordinating a strong integrated cyber policy

decision, and fifth, a new international cyber order formation.

This characteristic of the Chinese cyber security system

seems to be related to the start of China's own voic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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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with confidence in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Chinese nationality and social management

methods from the Chinese leadership, including Xi Jinping as

China's current national power has grown into a G2 country that

can compete with the US with the success of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of Deng Xiaoping in 1978. As China continues to

grow after the success of the 2008 Olympics, in the era of Xi

Jinping, the great power diplomacy has been promoted from the

minimal involvement in things directly related to China's security

and interests to the extensive involvement in China's security

and interests in its strategy.

Key words: cyber security, security strategy, security

system, network security, information security, cyb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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