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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이 연구 
는 시진핑 시기 폭발적으로 성장한 모바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통제 패러다임의 전환 동인(動因)을 규명했

다. 그간 중국은 강력한 인터넷 통제 서버인 방화장성을 기반으로 물리적 차단과 

콘텐츠 필터링, 사이버 공안을 동원한 수동 검열, 인터넷 회사의 자발적 검열로 

인터넷을 통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전환된 모바일 인터넷 

인구는 중국 지도부에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통제 메커니즘을 재구축할 기회

를 주었다. 바로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

안이다. 우선 인터넷 도입 초기부터 중국 정부의 자가 검열 압력을 받아온 인터넷 

사업자는 시스템과 콘텐츠 관리에 초점을 두고 모바일 플랫폼을 설계해 인터넷 

정보 채널을 일원화했다. 이어서 중국 정부는 인민과 소통을 명목으로 모바일 전

자정부를 개설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인민이 국외 사

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거대한 가상 내부망을 구축해, 저항 

없이 이들을 인터넷 공간에 가둘 수 있었다.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impetus of control paradigm transi-

tion that is centered around the mobile internet that showed 

an exponential growth during the era of Xi Jinping. To date, China 

has controlled the Internet through physical blocking and contents 

filtering based on the Great Firewall, an indomitable internet control 

server, manual censorship by cyber public security, and voluntary 

censorship by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e rapid influx of mobile 

Internet population into smartphones has provided the Chinese 

leadership with an opportunity to restructure the control mechanism 

without impeding developments. Constructing a new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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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mobile Internet platform is such opportunity.

Having been pressured to voluntarily censor the Internet since its in-

troduction,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designed mobile platforms and 

unified the Internet information channel with a focus on management of 

the system and contents. Moreover,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managing its people through mobil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was es-

tablished under the pretext of facilitating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Lastly,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confine the people in the Internet 

realm without resistance by establishing a gargantuan virtual intranet big 

enough to cause the general public to lose the need to access foreign 

websites to search for and acquire information.

keywords 인터넷 통제 Internet Regulation, 중국 인터넷 China’s Internet, 웨이신 

Weixin, 웨이보 Weibo, 방화장성 Great Fire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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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인터넷은 1960년대 미 국방부 산하의 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이 냉전 시기 핵전쟁도 버틸 수 있는 군

사용 네트워크망을 연구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소 

군비 경쟁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혹독한 전시에 대비해, 전화처

럼 정해진 경로로만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회선 교환(Circuit 

Switching) 방식보다 견고하면서도 데이터 손실이 현저히 적은 

통신망을 원했다.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인터넷은 데이터(Data)

를 잘게 쪼개 각기 다른 경로로 상호 교환하는 패킷 교환(Packet 

Switching) 방식으로 운용돼왔다.

군 통신용으로 고안된 인터넷은 2000년대 전 세계 개인 컴퓨

터 보급 확대에 힘입어 대중화됐다.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시

민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공공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

련했으며, 이들은 정책결정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행위자가 

되었다. 때문에 인터넷이 민주국가에서 국가 투명성 확보와 민주

주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같은 권

위주의 국가에서는 사회통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선별적으로 

인터넷을 발전시켜왔다(Hachigian 2002, 43-53). 

특히 중국은 여타 권위주의 국가보다 성공적으로 인터넷을 

선별·통제하여 통신산업의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을 성취했다. 이

에 대해 레이와 토(Lai & To 2012, 16-21)는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

와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이 중국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중국 지도부는 인터넷 발전으로 파생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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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익을 최대한 이용하기를 희망했기에 체제 위협이 잠재하더라

도, 과감하게 대중에게 인터넷을 개방했다(Feng & Guo 2013, 335-

345). 그래서 1993년 중국 정부가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에 미국 

에이티앤티(AT&T: American Telephone & Telegraph Company) 

위성망 임대를 허용한 이래, 1995년 장슈신(張樹新)은 중국 최초

로 인터넷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했다. 이어서 1996년 1월 차이

나 텔레콤(中國電信)은 전국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

다(Ernest 2004, 245; Loo 2004, 701-713). 그 결과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 전체 인구 1,382,323,332

명 중 721,434,547명(52.2%)이 인터넷 이용자다. 이 수치는 세계 

인터넷 인구(3,424,971,237명)의 21.1%에 해당한다(www.internet-

livestats.com/internet-users/china, 검색일: 2016.9.1). 하지만 중

국의 강력한 인터넷 규제 정책과 검열 서버(Server) 때문에 인터

넷 접속 속도는 세계 200개 국가 중 91위에 머물며, 초당 평균 접

속 속도 역시 9.46메가바이트(Megabit)에 불과하다(Wong June 3, 

2016).

그간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도메인(Domain) 이름의 수, 통

신산업의 경쟁 정도, 컴퓨터 가격에 영향을 받아왔다. 전년도 인

터넷 도메인 수가 많을수록, 통신산업의 집중도와 컴퓨터 가격이 

낮을수록,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했다.1 특히 중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 가격과 콘텐츠 유효성에 민감한 인민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 인터넷 보급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Feng 2015, 176-

1　 하지만 1인당 GDP와 국제 대역망(Bandwidth)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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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동시에 중국 지도부는 급속한 인터넷 성장에 상응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왔으며, 시진핑(習近平) 시기에 이르기까지 성공

적으로 인터넷을 발전시켜 왔다.

2015년 12월 기준 중국 전역의 인터넷 이용자 중 71.5%가 스

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오직 39.2%의 이용자만이 데스크

톱으로 접속하며 노트북 이용자는 7.5%에 불과하다(CNNIC 2016, 

45-46). 특히 2012년에 접어들어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둔화된 

반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급증했다. 또 중국인은 PC기반의 

전용 브라우저(Browser)보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

로 인터넷 접속을 선호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7.68억 명의 이용자

가 모바일 기반의 웨이보(微博)를 이용하고 있다(CNNIC 2012, 45-

48; Jing Jan. 9, 2017). 특히 웨이보와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서 제공하는 ‘흥밋거리(enjoyment)’는 중국 모바일 인터넷 확산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Liu 2010, 309-324).

이렇게 급증한 모바일 인터넷은 전화망을 이용하기에 고정 

인터넷망보다 보급률이 뛰어나, 농촌은 물론 낙후된 오지까지 접

속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그 자체가 중국 사회의 필수품으로 자

리 잡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지식인과 일반인 간 정보 접근이 

용이해져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중의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져 민주화 혹은 시민사회

의 발전을 초래한다는 기존의 논의는 점차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

다(Taubman 1998, 255-272; Harwit & Clark 2001, 408; Chase et al. 

2002; Olsen 2005, 419-440). 

이에 대해 모로조프(Morozov 2011, 28)는 인터넷이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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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인민은 인터넷을 

통해 만연된 사회 부패와 고질병에 대응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으

며, 인터넷은 부정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중국 지도부는 웹(Web)을 통해 공산당 기율위(中央紀律檢查委

員會)나 인민검찰(人民檢察)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정행위

자를 찾아내고 처벌해, 국가의 자애로운 수호자 이미지를 전파하

고 있다.

한편, 맥키넌(MacKinnon 2011)은 중국 지도부가 인터넷을 통

해 정의를 요구하는 인민의 반응과 담론을 통제하기보다 주시한다

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 정책은 물론 지도부에 대한 부정 코멘트 

역시 인민에게 허용한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은 통제된 상황임에

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획

득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여기기 때문에 좀처럼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다. 

단지, 중국 지도부의 유일한 우려는 잠재된 집단행동과 연관

된 담론 형성이다. 집단행동 시 인터넷은 개인 감정과 집단 정체성

을 동원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민 개개

인이 중국 지도부를 탐탁지 않게 여길지라도, 지도부의 권력 그 자

체를 위협하진 않는다. 대다수의 중국 네티즌은 정부 이데올로기

를 준수하고 있으며 정치문제에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자유롭지만, 집단으로 엮

여 있다고 할 수 있다(Gerbaudo 2012; King et al. 2013, 339; Wallis 

2011; Wu 2013). 

그간 중국 인터넷 연구는 개인 컴퓨터 기반의 고정 혹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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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작은 아이피(IP: Internet Protocol)망을 기준으로 규명된 통

제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유동(Floating) 아이피를 사용하는 모

바일 인터넷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지도부는 어떻게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Platform)을 이용해, 통제에 대한 네티즌의 반감을 상쇄할 수 있

었나? 동시기 급증한 모바일 인터넷은 어떻게 통제되고 있으며, 

기존의 고정 인터넷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국이 막강한 인터넷 

통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바일 플

랫폼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동인은 무엇인가? 

상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인터넷 통제와 회피라는 

이분법적 관계를 벗어나, 시진핑 시기 폭발적으로 성장한 모바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중국의 통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고 얼마

나 정교하게 구축됐는지 규명하겠다. 

이 연구는 우선 2장에서 중국 인터넷 관련 연구를 검토했다. 

그다음 3장에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 보급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떻

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는지, 방화장성(防火長城, Great Firewall)

을 분석해 통제 구조를 파악했다. 이어 4장은 중국 인터넷 통제의 

기술적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웨이보, 웨이신을 이용한 모

바일 플랫폼에 초점을 둔 통제 전략을 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5

장은 시진핑 시기 인터넷 통제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했다. 이어서 

결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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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검토

그간 중국의 인터넷 통제 연구는 고정 인터넷을 중심으로 통제하

려는 정부와 가상공간의 공적 담론을 확대하려는 네티즌의 대립을 

강조해 왔다(Edmond 2013; Herold 2011; Mackinnon 2012; Yang 

2009; Xiao 2011b). 

실제 정치 참여의 도구적 관점에서 중국 인터넷을 분석했을 

때, 2012년을 기점으로 개인 컴퓨터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중

국인의 이용 양상 변화는 인터넷 통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초래

했다(Clayton et al. 2006, 20-35; Goldsmith et al. 2008; Mulvenon 

2008, 115-120; Roberts et al. 2009, 1-95; Hicham et al. 2014, 215-

220; 謝漢川, 方譽荃 2015, 84-92). 하지만 기존 연구는 고정 인터

넷과 구분해 모바일 인터넷의 특징을 부각하기보다 인터넷 본연

의 정보 확장성과 정치 참여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모바일 인터

넷망의 발달로 개인 컴퓨터에서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 패러다임

이 전환됐음에도, 변화된 인터넷망의 차이와 구조를 분석해 중국

인의 정치 참여 연관성을 규명하기보다 웨이보, 웨이신 같은 어플

리케이션의 특징만 분석하고 있다(Fu et al. 2013, 42-50; King et al. 

2013, 326-343). 

이런 관점에서 선행연구는 1)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

서의 정치 담론 형성과 참여, 2) 모바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

한 대중 동원과 정치 참여의 확장, 3)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정

치 참여 한계로 집약된다. 

우선 샤오(Xiao)는 공산당 일당 지배에 대항해, 중국인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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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이용해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고 인민을 동원할 수 있는 정

치적 영향력을 규명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저항은 공산

당 권위주의에 순응하던 인민의 이데올로기를 약화해, 사회와 정

치 변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Xiao 2011a, 47-61). 이를

테면, 리우징팡(Liu Jingfang 2011, 137-166)은 베이징의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조사를 바탕으로, 19

곳의 환경단체 중 18곳이 인터넷을 이용한 집단행동으로 정책 변

화를 이끌었음을 입증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사회 변화와 동원의 

기회로 이용했다. 

동일 선상에서 리우쥔(Liu Jun 2013, 995-1018)은 휴대폰 대

중시위(Mobile Phone-Assisted Popular Protest)에 초점을 둬, 휴대

폰이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인민 동원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한다. 그는 중국인이 어떻게 휴대폰을 이용해 정보 흐름, 법 지

배, 사회정의에 투쟁하며 그들의 정치 영역을 확장했는지 규명했

다. 중국인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제한된 정치 행위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저항자는 정보 접근의 한계를 극복해 효율적으로 목

표를 달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인은 시민의식과 개인 정체성

을 형성하고 전통적 공적 영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들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 그는 대중 동원 과정에서 휴대폰이 인민 

간 상호 연대감을 형성하고 강화해, 정보 전달의 기능을 넘어서 시

위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Liu Jun 2014, 503-520).  

모바일 인터넷과 정치 참여에 대해, 청(Cheng et al. 2015, 

1096-1116)은 모바일 장치가 접근성, 정보 교환, 사회적 상호작용

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중국인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는 사실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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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다. 그는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인민의 사고와 소셜 네트워크 

사용이 이들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 연관이 있음을 입증했다. 그 결

과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과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라우치플라이쉬와 쎄퍼(Rauchfleisch & Schäfer 2015, 

139-155)에 따르면, 중국인이 웨이보상의 공적 영역 구축을 통해 정

부 검열을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웨이보 이용자는 콘텐츠가 

검열되더라도 새로운 공간을 재구축해 삭제된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다. 또 데루카(DeLuca et al. 2016, 321-339)는 모바일 인터넷 시

대에 접어들어 저항 수단으로써 인터넷 본연의 역할이 소셜 미디어

로 전이됐다고 주장한다. 웨이보, 웨이신을 이용해 환경 저항을 해

온 저항자는 정부 통제 구조를 넘어서 그들의 요구를 관철해왔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

각도 존재한다. 네머와 쎄크르데키스(Nemer & Tsikerdekis 2017, 

1539-1550)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

할 잠재력이 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디지털 불평등에 

직면한 이들은 정보 혜택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한다며 정보 격차를 지적했다. 나폴리와 오바(Napoli & 

Obar 2014, 323-334) 역시 모바일 인터넷은 개인 컴퓨터를 통한 접

속보다 낮은 수준의 기능과 콘텐츠 가용성을 제공할 뿐이라며 부

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들은 모바일 인터넷이 인터넷에 접속하

지 않았던 이들의 온라인 참여를 촉진해 정보 격차를 좁힐 수 있지

만, 제한된 온라인 참여, 콘텐츠 생성, 정보 검색의 한계로 인해 질

적인 정보 획득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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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국의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대해 왕(Wang)과 마크(Mark)는 그 자체가 

거대한 인터넷 생태계(Ecosystem)의 일부로서 이용자와 함께 발

전해왔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검열은 인터넷 이용자의 행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은 검열을 피하고자 통제 메커니즘에 저

항해왔다. 또 인터넷 검열은 노골적이며 미묘한 방법으로 이용자

의 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네티즌이 통제에 익숙해져 이것

을 보편적 현상으로 인지하기 시작할 때 검열에 순응한다고 보았

다(Wang & Mark 2015, 20). 그래서 검열에 길든 대다수 중국 네티

즌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에 별다른 저항을 표출하지 않는다

(Fallows 2008; Guo 2007).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 이용을 제한한다

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들은 검열을 거부한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인터넷의 성장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해 

왔으며 정책적, 사회규범적, 기술적 메커니즘으로 집약된다. 우선 

정책적 통제는 제도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

리고 사회규범적 통제는 금지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강한 사회

적 압력을 이용자에게 부여해 공유된 인식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통제는 아이피 차단, 콘텐츠 검열, 키워드 필터링

(Filtering) 등으로 이용자의 온라인 접근뿐 아니라 정보 교환과 배

포를 제한한다(Roberts et al. 2009, 9-20).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주로 기술적 통제에 방

점을 두고 규명돼 왔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약된다.

첫째, 중국 지도부는 1998년부터 인터넷 네트워크 통제를 

세계정치27_책01.indb   212 2017-12-11   오후 5:41:31



213중국의 정보혁명

목적으로 진둔공청(金盾工程)을 시작했다(Goldsmith et al. 2008, 

90-91).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강력한 검열 서버

(Server)인 방화장성을 구축해 민감한 국내외 사이트를 차단해 오

고 있다. 방화장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통제할 수 있

지만, 주로 하드웨어 통제 서버로 알려져 있다. 방화장성을 통한 

인터넷 통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중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우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로부터 아이피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다음 이용자는 영문 인터넷 주소를 입력한다. 이어서 디엔에스

(Domain Name System) 서버는 네트워크에서 영문 도메인 이름을 

아이피 주소로 해석한다.2 여기서 인터넷 이용자가 디엔에스 주소

를 입력 후 해당 아이피로 연결되는데, 방화장성은 이들의 디엔에

스 접근을 차단하고 아이피 주소 검색을 막아 특정 웹사이트의 접

속을 제한한다.

구체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용자가 유알엘

2　 아이피는 도메인 이름과 달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인터넷상 컴퓨터 간 데이터

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Protocol)로 일종의 통신 규약이다.

그림 1. 방화장성 구조 

출처: thenextweb.com/asia/2010/01/05/route-gfw-flow-chart (검색일: 2017.1.1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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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Uniform Resource Locator) 접속을 시도하면, 디엔에스 서버

는 이용자의 아이피가 차단돼 있거나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있

는지 확인한다. 이때 디엔에스 서버에서 차단돼 있거나 블랙리스

트에 있는 사용자의 아이피는 차단된다. 만약 무결한 사용자가 금

지된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패킷 폐기(Packet Dropping)가 진행

된다. 이것은 특정 아이피 주소의 모든 통신을 폐기시키며 콘텐츠 

접속을 막는다. 이 방식은 저비용이라 운용하기 쉽지만, 금지할 최

신 아이피 주소를 지속해서 확충해야 하며 과도한 아이피 차단으

로 이어져 인터넷 발전을 저해한다는 결점이 있다. 

이어서 디엔에스 변조(Poisoning)가 진행된다. 디엔에스 서버

가 문자화된 호스트(Host) 웹 주소를 숫자의 아이피 주소로 변환

하려 할 때, 무응답 혹은 부정확한 메시지를 표출한다. 이것은 이

메일을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웹사이트가 차단돼 있을 때 올바

르게 작동되기 어렵다(Clayton et al. 2006, 20-35). 또 디엔에스 서

버가 실제 아이피 전송 전, 방화장성은 잘못된 아이피를 전송하거

나 웹사이트 접속 불가 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의 접속을 막는다

(thenextweb.com/asia/2010/01/05/route-gfw-flow-chart, 검색일: 

2017.1.1). 가령, 중국에서 금지된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 

접속하려면, 디엔에스를 통해 ‘www.nytimes.com’가 아이피 주

소 ‘151.101.65.164’로 변환돼야 하는데 중국은 상기 아이피 주소

를 미리 금지된 항목으로 분류해 접속을 제한하는 원리다. 설사 아

이피가 변동되더라도 위 <그림 1>의 유알엘 필터링, 웹페이지 콘텐

츠 필터링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정상 아이피라면 웹사이트로 연

결되고, 아니면 접속이 재설정(Reset)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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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화장성은 <그림 1>의 콘텐츠 필터링 단계에서 미리 입

력해 놓은 민감한 키워드를 자동으로 분류해 차단한다(Mulvenon 

2008, 115). 일단 검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네티즌의 견해

가 웹에 게시되면 삭제된다. 또 금지어가 포함된 텍스트가 있을 때 

이용자의 웹 포스팅을 멈추게 한다. 이 방식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동 키워드 차단과 수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실제 자동 검열은 

네티즌의 지능적인 문구를 피할 수 없으므로, 검열자가 직접 읽고 

판단하는 수동 검열로 자동 검열의 결점을 보완한다.

그럼에도 네티즌은 상기 검열 방식보다 한 수 앞선 우회 방법

을 고안해 당국의 감시를 회피한다. 이들은 키워드 차단을 회피하

기 위해 유추, 은유, 풍자의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금지된 단어는 

동형이의 혹은 동음이의 한자로 대체해 당국의 검열을 우회할 수 

있다. 가령, 자유(自由)를 표현하고 싶을 때 형태가 비슷하고 민감

한 내용이 없는 목전(目田)을 사용한다. 또 조화(和諧 hexie)를 사용

하고자 할 때 성조는 다르지만, 동음 허셰(hexie)와 같은 민물게(河

蟹 hexie)로 표기한다(King et al. 2013, 328).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대체 용어를 만드

는 것이다. 차별화된 용어는 검열 회피가 용이하고 게시물 보존율

이 높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웨이보에서 주로 사용된다. 가령, 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來)는 중국의 서쪽을 평정했다는 의미

의 핑시왕(平西王)으로 쓰인다. 또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은 병

음 이니셜을 이용해 CGC로, 시진핑은 왕세자를 의미하는 추쥔(儲

君)으로, 저속한 욕과 동음이의어인 차오(肏)는 차오(草)로 쓰인다

(Fu et al. 2013,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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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검열 당국의 요청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인

력을 동원해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다(Hachigian 2001, 124). 이

에 대응해 중국 네티즌은 그들의 견해를 더 표현하기 위해 검열

된 포스트에서 암호화된 포스트로 공공 영역을 전환하기도 한다

(Chen et al. 2013, 89-100). 

사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정부 차원의 인터넷 규제 한계

를 인지해 인터넷 콘텐츠 공급자(ICP: Internet Contents Provider)

에게 검열 책임을 전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정부 검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 부과 혹은 폐쇄 조치한다. 이 규정은 2000

년 9월 25일 국무원(國務院)이 공포했으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

는 상업 서비스와 기록보관방식(Record Filing System)을 따라야 

하는 비영리 서비스로 나뉜다(Hong 2010, 27-28).

넷째로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이다. 중국 정부는 2012년 3월 

16일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시행했으며,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 회사는 정부 인증을 거쳐 휴대폰 번호 같은 식별 번호

를 이용자에게 배포한다. 식별 번호 인증 후, 이용자는 실명 혹은 

별명을 선택해 자신의 견해를 온라인상에 표출할 수 있다. 여기서 

미등록된 이용자는 게시물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견해를 온라인

에 게시할 수 없다(Fu et al. 201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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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

1. 모바일 인터넷 구동 메커니즘과 통제의 한계

중국은 모바일 기기 보급으로 말미암아 인터넷 접근이 제한된 지

역까지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곧 전자 상거래와 융

합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정체된 인터넷 발전의 새

로운 동력이 됐다(Yuan et al. 2016, 247). 또 모바일 인터넷의 편

의성은 중국인의 사회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에 맞물려, 온라인 정

보를 열성적으로 생산·소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Yang 2009). 아

래 <그림 2>를 보면, 2007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5천 40만 명

(24%)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6억 2천만 명(90.1%)에 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스

마트폰은 인터넷 이용을 확대하는 최적의 도구가 된 셈이다. 

그림 2.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와 비율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와 비율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

10,000 명 단위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비율

출처: CNNIC(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201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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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바일 인터

넷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중국 모바일 인터넷

의 구동 원리와 통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3G, 4G망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알아보겠다. 이어서 현재의 모바일 플

랫폼과 인터넷 통제 사이에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규명하겠다.

중국은 2016년 말 기준 13억 2천만 명의 휴대폰 가입자 중 7

억 3천만 명의 4G 이용자가 있으며, 나머지 6억 명은 2G 혹은 3G 

단말기로 인터넷망에 접속한다(Mobile world live Nov. 30, 2016; 

Xinhua Sep. 6, 2017; Xinhua Sep. 8, 2017). 중국의 4G망은 3G망

을 기반으로 확장됐으며, 4G 휴대폰을 소지하더라도 전용 기지국

이 설치되지 않은 음역 지역은 3G로 전환된다. 휴대폰이 4G 주파

수를 탐지하지 못하면, 3G 주파수로 자동 연결되며 3G와 4G 사이

를 오가는 로밍(Roaming)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바탕

으로 3G와 4G망의 인터넷 접속 구조를 알아보겠다.

우선 이용자가 소지한 4G 휴대폰은 인접한 전용 기지국에 접

속된다. 아래 <그림 3>을 보면, 4G에 접속된 휴대폰은 이용자 주

변의 기지국 중 가장 가깝고 송수신 상태가 양호한 기지국을 선택

하는데, 서빙 게이트웨이(Serving Gateway)가 이 역할을 수행한

다. 서빙 게이트웨이는 이용자가 이동 중일 때 기지국 변경을 결정

하는 역할을 한다. 즉 기존 기지국의 인터넷 접속을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기지국에 접속하는 핸드오버(Handover)가 진행된다. 핸드

오버는 밀림의 원숭이가 넝쿨을 이어 잡고 숲속을 이동하듯 기지

국들이 휴대폰과 통신해 무선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적의 

주파수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서빙 게이트웨이는 기지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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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Anchoring) 역할을 한다(Bhalero 2010, 1-6; Hicham et 

al. 2014, 215-220).

그다음 휴대폰은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Packet 

Data Network Gateway)에 접속된다. 이것의 주요 역할은 아이피 

주소 할당이다. 또 앞서 서빙 게이트웨이가 접속 기지국을 선택

하듯 이동 중인 휴대폰의 기지국 변경을 도와준다. 이어서 이용자

의 인터넷 접속 시간, 데이터 사용량 등의 접속 이력(Accounting 

Data)을 관리한다. 

상기 단계를 거친 뒤 휴대폰은 인터넷에 접속된다. 여기서 무

선 방식은 휴대폰에서 기지국 사이며, 서빙 게이트웨이에서 인

터넷망까지는 대부분 유선망이다. 휴대폰 이용자가 이동 중이어

서 기지국이 전환되더라도 서빙게이트웨이는 경계 지점까지 접속

그림 3. 모바일 인터넷 접속 구조 

스마트폰

무선망 제어장치

3G4G

기지국
서빙 게이트웨이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인터넷 전화

데이터망 음성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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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된다. 또 아이피를 할당하는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게이트

웨이는 이용자가 접속을 끊고 재접속하지 않는 한 지속해서 접속 

상태를 유지한다(謝漢川, 方譽荃 2015, 84-92; www.tutorialspoint.

com/lte/lte_network_architecture.htm, 검색일: 2017.1.1).

한편, 3G 인터넷은 상기 4G와 달리 항시 인터넷에 접속돼 있

지 않다. 4G는 음성통화 기반의 회선이 인터넷 데이터망으로 통합

돼 인터넷 기반의 통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가 가

능하지만, 3G는 음성망(Circuit Switched Core Network)과 데이터

망(Packet Switched Core Network)이 분기돼 있다. 그래서 3G망

은 인터넷 접속 요청 시에만 연결되며 이때 인터넷과 음성을 관리

하는 무선망 제어장치(Radio Network Controller)를 통해 인터넷

에 접속된다(Kumar & Suman 2013, 1-8; UMTS System Architecture 

and Protocol Architecture, www.tu-ilmenau.de/fileadmin/public/

iks/files/lehre/UMTS/04_UMTS-architecture-ws12.pdf, 검색일: 

2017.1.1; Xiao et al. 2005, 809; Yu 2011, 1082-1088). 

위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망은 패킷 교환 지원 

노드(Serving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와 패

킷 관문 지원 노드(Gateway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로 구성됐는데, 이 두 곳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다. 패킷 

교환 지원 노드는 기지국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패킷 관문 지

원 노드에 전달하며 사용자 인증, 접속정보, 과금 정보를 저장한

다. 이어서 패킷 관문 지원 노드가 외부 패킷 데이터망과 기간망

(Backbone Network) 사이의 접속을 담당해 이용자가 핸드오버하

거나 로밍할 때 인터넷 접속을 유지하게 한다. 또 데이터망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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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할당과 이용자 접속 정보를 알 수 있다. 일단 휴대폰이 이 과정

을 통해 아이피를 할당 받으며 이동 중일지라도 기지국은 고정 아

이피가 유지된다(Xiao et al. 2005, 809).

그렇다면 모바일 인터넷 통제의 기술적 한계는 무엇일까? 또 

고정 인터넷 통제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휴대폰이 4G 기지국을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되면 패킷 

데이터 게이트웨이를 통해 아이피가 부여돼, 이동 중일지라도 재

접속되기 전까지 아이피 식별이 가능하다. 또 통신사는 패킷 데이

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용자의 접속 정보와 유동량을 

파악해 접속 해제 혹은 차단할 수 있다. 3G망 역시 무선데이터 회

선(Packet Switched Core Network)을 통해 아이피가 할당돼 이용

자 접속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인터넷 차단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3G와 4G망 모두 휴대폰 재부팅 혹은 음영지역 이동 

후 아이피를 재할당 받았을 때 아이피 변동 예측이 어려워 이용자 

식별이 어렵다는 데 있다.3 고정 인터넷은 유동 아이피일지라도 아

이피 변동 폭이 작아 접속 지점과 이용자 파악이 용이했지만, 모바

일 기기는 아이피 변동 폭이 넓어 이용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론상 3G망은 음성과 데이터망이 분리돼 있어 전화 이용이 가능

한 상태로 인터넷 차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4G는 VOIP로 인터넷

과 데이터망이 통합된 구조기 때문에 인터넷만 단독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물리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차단보다 

인터넷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키워드 통제에 그친다. 가령, 웹페이

3　 2017년 8월 21일 상하이(上海)-난징(南京) 고속철도(高铁) 구간의 아이피 주소 

변동 분석 결과, 음영지역 이동 후 아이피가 재설정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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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검열되면 다음과 같은 접속 문구가 뜬다. 

“抱歉, 指定的主題不存在或已被刪除或正在被審核”

(죄송합니다. 지정된 주제는 존재하지 않거나 삭제 혹은 조사 중입

니다)

하지만 공산당 내구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에 직

면했을 시 중국 정부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전면 차단한다. 2009년 

중앙정부는 신장(新疆) 지역 폭동으로 2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외 위구르(維吾爾) 분리주의자에 의해 고무된 폭동이라 공

포하며 신장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Sullivan 2014, 

28). 그러면 일반적 이슈에 대한 인터넷 차단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다음의 2012년 웨이보 통제 사례는 중국 정부가 물리적으로 

인터넷망을 전면 차단하기보다 웨이보 이용자의 리포스팅만 제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81,000명의 팔로워(follower)가 있는 중

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블로거 H는 정기적으로 사회 이슈를 웨이보

에 게시해왔다. 그는 2012년 5월 2일 베이징 미 대사관 망명을 시

도한 인권 변호사 천광청 사건을 5월 2일 18시 46분 포스팅했다. 

다음날 5월 3일 6시 1분 포스팅은 사라졌고 인터넷 접근 역시 거

부됐다. <그림 4-a>를 보면, 5월 2일 20시 7분에서 16분 사이 리포

스팅이 급격히 감소한 시점이 원 게시글이 검열된 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 초기 게시글은 90분 내에 6,193명의 블로거에 의해 6,800

번 재게시됐다. 또 <그림 4-b>를 보면, 다수 팔로워를 보유한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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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웨이보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을 공유해 이슈가 배포됐음을 알 

수 있다(Fu et al. 2013, 44-45). 이것은 인터넷 검열자가 게시물의 

유해함을 인지하더라도, 모바일망은 기존의 지역 기반의 아이피 

인터넷망과 달리 확산 경로 추적이 어려워 즉각적인 통제가 어렵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수의 웨이보 이용자가 아닌 파급력 있

는 소수의 이용자가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지도부는 모바일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기보다 소

프트웨어적 제어에 집중했으며, 친인민적인 모바일 플랫폼을 대안

으로 제시했다. 이미 한차례 인터넷으로 경제발전을 체감한 중국 

지도부는 모바일로 전환된 인터넷 환경에서 역시 경제발전 촉진을 

원했고, 전면적 인터넷 통제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

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통제가 용이한 플랫폼 개발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장려해, 정보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4. 웨이보 게시물의 확산과 검열, 그리고 분포 

게
시

물
 수

시간

출처: Fu et al. 201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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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구축과 통제 유용성

<그림 5>를 보면, 2015년 12월 기준 중국은 6억 8천8백 만의 인

터넷 이용자가 있으며 인터넷 보급률은 50.3%에 달한다(CNNIC 

2016, 45). 

특히 2006년부터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상승세를 유지했지

만, 2012년에 접어들어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은 

중국인의 인터넷 이용 패턴이 변화했음을 의미하며, 그 중대한 변

화는 중국인이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어플리케이션을 광범위

하게 수용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2012년 중엽 네티즌 두 명 중 한 

명이 웨이보 이용자가 되었다. 웨이보 플랫폼은 이메일과 온라인 

포스팅과 같은 전통적인 기능이 삭제돼 관리가 용이하다(CNNIC 

2012). 대신 웨이보는 메시지와 타 이용자의 포스트(Post)에 코멘

트 게시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게시판과 블로그(Blog)의 특

그림 5. 2015년 12월 인터넷 이용자와 보급률 

인터넷 이용자 수

10,000 명 단위

인터넷 보급률

출처: CNNIC. 201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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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융합됐기 때문에 급속도로 대중화될 수 있었다(MacKinnon 

2008).4 

그러면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은 어떻게 통제되는 것일까? 

우선 중국 정부는 미국의 수호전사(Guardian Warriors)로 불

리며 압도적으로 중국 내수를 점유하고 있는 시스코(Cisco), 아이

비엠(IBM), 구글(Google), 퀄컴(Qualcomm), 인텔(Intel), 애플

(Apple), 오라클(Orac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자체 기술

로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화웨이(華爲) 라우터, ZTE(中興通

訊股份有限公司), 샤오미(小米) 휴대폰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국내외 

하드웨어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Harold et al. 2016, 29). 중국 정

부의 이런 시도는 넓은 의미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

하며 자체 기술력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외에 판매된 중국 휴대폰에는 백도어

(Back Door) 프로그램이 설치돼, 중국 정부가 휴대폰 소유자의 개

인 정보를 수합할 수 있다(Apuzzo & Schmidt 2016). 

기실 중국은 미국이 인터넷을 이용한 헤게모니로 공산당을 위

협한다고 여겨, 미국의 영향력을 우회하거나 통제가 용이한 자국

의 기술력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꾀하고 있다. 실제 미 정

보기관 출신 스노든(Snowden)은 중국 통신 정보가 오가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홍콩의 팩넷(Pacnet)이 미국의 해킹 대상

이었음 공개했다(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22, 2013).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 기반의 인터넷 서버를 피하고자 아시아에서 

4　 미국의 트위터를 본떠 만든 웨이보는 140자로 글자 수가 제한돼 있지만, 한자 140

자로 중편 소설 정도의 표현이 가능하다(Ambrozy 201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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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바로 연결되는 광섬유망을 개설했다. 유사하게 중국 네

트워크망 역시 타국의 간섭과 자국 기술 확산을 위해 국내 제품으

로 대체하고 있다(Harold et al. 2016, 29).

둘째로 중국 정부는 애플 스토어(Apple Store)와 구글 플레

이어(Google Player)의 접근을 막아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

(Facebook), 유튜브(Youtube) 등의 국외 어플의 접근을 제한했다. 

설사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더라도, 고정 인터넷 통제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차단된다. 이런 단일 정보망은 모바일 콘텐츠 

차단과 정교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했다.

셋째로 중국 정부는 인민이 원하는 정보를 중국 내부에서 모

두 얻을 수 있는 정보망을 조성해, 네티즌이 인터넷 검열을 자연스

럽게 수용하게 했다(Chen et al. 2013, 89-100). 중국 정부는 자국 

사이트 이용을 유도해, 페이스북 대신 런런(人人)을 권유하고 트위

터와 유튜브는 각각 웨이보와 유쿠(優酷)로 대체했다. 실제 중국 인

터넷 회사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저작권이 필요한 국외 정보조

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인민은 중국 내에서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트위터 격인 웨이보는 신분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인민 속으로 급속히 전파

됐다(Yang 2015, 3).

넷째로 중국 정부가 인터넷 회사에 콘텐츠 검열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인터넷 회사는 정부 허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이

용자를 모니터링하며 자체 검열을 수행해야 한다. 가령, 신화사는 

웨이보 이용자를 감시하기 위해 검열부서를 세웠으며, 이용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배포하면 5분 내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다(Fu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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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43). 이들은 웨이보에만 수천 명의 검열자를 고용했고, 민

감한 단어를 모니터할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처럼 중

국 인터넷 회사들은 정부 규제를 피하고 모바일 인터넷 사업 발전

을 위해 엄격한 자가 검열을 수행하고 있다. 

V  시진핑 시기 인터넷 통제의 변화와 특징

1. 인터넷 통제 규정 강화 

중국은 개인 혹은 기업보다 정부 주도로 인터넷 정책을 구축해왔

기 때문에 급증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요구보다 정부 정책에 방점

을 두고 통신 인프라를 발전해 왔다(Feng 2015, 183). 그 결과 오직 

13.3%의 인터넷 운영자의 견해만이 중국 인터넷 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CNNIC 2016, 39-40). 

아래 <그림 6>을 보면 모바일 인터넷을 주도하는 통신사의 직

간접적 지배구조를 알 수 있다. 중국 당-국가(Party-State) 제도의 

특성상 통신사는 공식적으로 국무원 산하 기관에 예속되지만, 실

질적으로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다. 중국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국

유기업 형태로 존재하기에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공업화신식화부

(工業和信息化部),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國

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다. 비공식적으로는 

공산당 조직부(組織部), 중앙선전부(中央宣傳部), 국가발전개혁위원

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증권감독관리위원회(證券監督管理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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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를 받는다. 특히 당내 조직은 물론 국유기업의 인사를 담당

하는 조직부와 공산당의 사상을 감시하는 선전부가 통신사에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를 형성해 비공식적으로 국가기관과 통신사에 침투해 국유기업 인

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가 통신사부터 사이버 공간

을 임대하는 인터넷 회사까지 위계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통

신사는 정부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은 상기 이중 감독 체제에도 급증하는 인터넷 인

구와 변화하는 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2009년 중국

에 모바일 플랫폼이 구축된 이래 웨이보는 중국인을 위한 정보전

달의 주요 원천이 됐다(Chen 2015, 289). 그 파급력을 우려한 왕천

(王晨) 중앙 선전부 부부장(副部長)은 2011년 웨이보를 점령하라고 

밝혔지만( Jiang & Schlæger 2014), 중국 지도부는 인터넷 회사에 

선전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통신사

조직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공업화신식화부

당중앙

위원회

직접 지시/규제/관리

간접 관여/이데올로기적 감독

그림 6. 통신사 지배 구조 

출처: Xia 2012, 509-5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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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검열만을 장려했을 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 정부는 소수의 온라인 공급자에게만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개

방했기에 인터넷 규정만으로 원활한 인터넷 콘텐츠 통제가 가능하

다고 판단했다.

본격적인 중국 모바일 인터넷 통제는 2013년 시진핑 지도부

에 접어들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강화

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여름부터 웨이보를 압박해 네

티즌의 견해를 얽어매기 시작했으며, 2014년 11월엔 29개의 주요 

인터넷 회사에 온라인 댓글 관리 강화 서약을 받았다. 또 2014년 

12월 시진핑은 사개전면(四個全面) 중 전면적인 의법치국(全面依法

治國)을(陳寶生 2016; 霍小光, 華春雨 2014),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해 

인터넷 통제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5 시진핑 시기 인터넷 

장악을 향한 핵심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4년 2월 27일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中

央網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가 설립됐다. 국가 인터넷 안전과 정보

화 법치를 주창하며 설립된 이 기구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군

사 등 각 영역의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

과 중대 정책을 제정할 수 있다. 시진핑이 조장이며, 리커창(李克

強), 류윈산(劉雲山)이 부조장을 맡았다(江蔚 2014年 2月 27日). 앞서 

2011년 5월 4일 인터넷 감독을 목적으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

家互聯網信息辦公室)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됐지만, 상기 당 

5　 사개전면(四個全面)은 ① 전면적 샤오캉 사회(全面建成小康社會) 건설, ② 전면

적 개혁 심화(全面深化改革), ③ 전면적인 의법치국(全面依法治國), ④ 전면적이

고 엄중한 당정비(全面從嚴治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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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조직보다 권한이 약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인터넷 환

경에 제도적 대응이 느렸다. 

이어서 2016년 11월 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는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의 내

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중국 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은 반드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용자는 실명을 사용해야 한

다. 둘째, 국외 기업들은 데이터 저장 서버를 반드시 중국 내에 보

유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애플은 법안 공포 8개월 만인 2017

년 7월 12일 첫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 구이저우성(貴州省)에 10

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중국에서 업로드

한 모든 자료는 현지에 저장되며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금지된다. 

셋째, 중국 정부는 이용자의 실시간 메시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

다(www.npc.gov.cn/npc/xinwen/2016-11/07/content_2001605.

htm, 검색일: 2017.2.24; Abkowitz & Dou 12 July, 2017). 마지막으

로 2017년 1월 22일 중국 공업화신식화부는 정부승인을 받지 않

은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이용은 불법이라 규정하

고 2018년 3월 31일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구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을 포함해 전 세계 상위 1,000개 웹사이

트 중 135개를 차단됐지만, 중국 네티즌은 방화장성을 우회할 수 

있는 가상망에 의존해 당국이 차단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다

(Ye Jan. 23, 2017; Solon Jan. 23, 2017; Global Times July 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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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원화된 모바일 인터넷 통제 플랫폼의 등장

그렇다면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중국 정부가 모바일 기반의 인터

넷 어플리케이션을 발전·장려하는 동인은 무엇일까? 그간 중국의 

정부기구와 공식 미디어는 온라인 공간을 활발히 점유하기 위해 

그들의 존재와 활동을 사이버 공간에 부각해 왔다. 이를테면, 『인

민일보(人民日報)』는 종이신문과 달리 웨이보에 실시간으로 비공

식적인 레토릭(Rhetoric)을 표출해 오고 있다. 시진핑 시기의 이런 

변화는 강압적 통제보다 선전과 이데올로기적 지배 방법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과거 인터넷 통제와 네티즌의 저항이라는 이분법 사

고를 벗어나 친인민적 성향을 띠었다(Yang 2015, 4-5). 이런 상황

에서 2009년에 출현한 웨이보는 지방정부와 인민이 소통할 수 있

는 중요 통로가 됐다(Jiang & Schlæger 2014, 190). 중국인은 웨이

보를 통해 많은 지방 부패 스캔들과 시위를 노출해, 중국 지도부를 

긴장하게 했지만(Yang 2012, 285-302), 한편으로 웨이보 플랫폼은 

초기 광범위한 웹 기반의 인터넷보다 통제가 용이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정보 채널이 웨이보로 일원화돼 여론 조작이 용이하고 

관리 범주와 책임 역시 좁혀졌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정부 기구와 관료는 네티즌과 직접적인 소

통을 명목으로 광범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

적으로 네티즌을 감시할 수 있다. 2011년 12월 기준 신랑(新浪網), 

텅쉰(騰訊網), 런민(人民網), 신화(新華網)의 주요 웨이보 중 50,561

개가 정부 계정임이 입증됐으며, 이 중 32,358개는 당조직과 연관

돼 있다(國家行政學院電子政務研究中心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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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는 윈난성(雲南省) 정부가 2009년 11월 첫 웨이보

를 개설한 이래, 2009-2012년 사이 웨이보를 채택한 정부기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또 2011년 4월 중앙기구로는 외교부가 처음으로 

웨이보 계정을 등록했다. 국가행정학원전자정무연구센터(國家行政

學院電子政務研究中心)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정부 산하의 웨이보

는 176,800개에 달한다(Jiang & Schlæger 2014, 192). 

기실 중국 정부는 1999년 1월 22일부터 공식적인 온라인 정

부를 개설했으며, 2005년 말에는 중앙정부기구의 96%, 지방정부

의 81.3%가 웹사이트를 설립했다. 하지만 일관된 계획과 기구 간 

상호 연계 없이 무분별하게 웹사이트가 설립됐기에 이용률은 10%

에도 못 미쳤다. 오히려 부실한 전자정부는 네티즌이 웨이보와 같

은 플랫폼에 눈을 돌리게 해, 시민 주축의 정보 채널 확산을 초래

했다(Hong 2010, 19).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당간부에게 웨이보를 점령하고 

온라인으로 블로거들과 상호 교류할 것을 권장한다. 지방정부 웨

이보는 다른 지휘권하에 운용되며 각각의 규정과 책임 역시 다르

다. 웨이보 시행 세칙은 개인과 지방정부가 맡기 때문에, 지방 웨

이보는 획일화된 중앙 지령을 따르기보다 지방의 상황에 따라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예산 역시 전자정부 포탈, 공안, 환경 

등 다양한 부서로 편성된다(Jiang & Schlæger 2014, 194). 

비록 정부 웨이보가 단시간에 지방의 조직 변화를 이끌지 못

했지만, 사회 관리와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구(Beta-

Institutions)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런 면에서 중국 정부는 사회 

긴장과 충돌 관리를 목적으로 웨이보를 이용한 정교한 전자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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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했으며, 다방면의 공공 안전과 사회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특히 정부 웨이보 1/3 이상의 계정이 공안기관에 의해 운영된

다. 또 베이징(北京)과 같은 성급 정부는 ‘베이징 선포(北京發布)’라

는 공식 웨이보를 개설해 정책결정을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왔

다. 이것은 사회 정보 수집, 이용자와의 교감, 긍정적인 뉴스 전파, 

사회 안정 유지의 역할을 한다( Jiang & Schlæger 2014, 190-195). 

거시적으로 관제 웨이보는 집단시위와 사회운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파급력을 가진 웨이보와 웨이신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

인과 집단 참여가 가능해 중국 정부의 새로운 통제 대상이 됐다

(Lindtner 2014, 147). 때문에 웨이보와 웨이신은 첫 플랫폼 구상부

터 시스템과 콘텐츠 관리에 방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를 반영하듯, 

2017년 1월 9일 웨이신은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어 같은 어플 

마켓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플을 다운받고 구동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다. 샤오청쉬(小程序)라 불리는 이 기능은 별도의 쇼

핑, 은행, 영화 예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웨이신 하

나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Economist 2016; Jing Jan. 9, 2017). 

이렇게 텅쉰은 7.68억 명의 웨이신 이용자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을 일원화함으로써 자가 검열은 물론 스마트폰 본연의 기능을 통

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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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이 연구는 2012년 말 시진핑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증

가한 모바일 인터넷 통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그간 중국은 강

력한 인터넷 통제 서버인 방화장성을 기반으로 물리적 차단과 콘

텐츠 필터링, 사이버 공안을 동원한 수동 검열, 인터넷 회사의 자

발적 검열로 인터넷을 통제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통제 시스템은 

모바일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 대응이 어려우며, 설사 중국 정부

가 더 강력한 통제 시스템 구축할지라도, 인터넷 경제 활동 침체라

는 맹점이 발생한다. 중국 인터넷은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선

보급 후통제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기에, 네티즌을 옭아매려는 정

부와 이것을 회피하려는 네티즌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

에 없었다.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2012년부터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모바일 인터넷은 중국 지도부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했다. 인

터넷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친인민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

할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바로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통

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방안이다. 

초기 중국의 인터넷은 통제보다 발전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 

회선과 웹페이지가 구축됐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복합 통제를 시행해 왔다. 또 고정 인터넷은 일정 구역 내의 아이

피로 할당되기에 인터넷 이용자 색출이 용이했지만, 3G와 4G망으

로 구축된 모바일 인터넷망은 아이피 재설정 폭이 넓어 이용자 파

악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막강한 자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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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프트웨어 통제 방식에 초

점을 두고 모바일 플랫폼 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웨이보와 

웨이신은 첫 플랫폼 구상부터 시스템과 콘텐츠 관리에 방점을 두

고 설계됐다. 중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인터넷 도입 초기부터 정부

의 자가 검열 압력을 받아 왔으며, 현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웨이보 전자정부를 개설해 자유

롭게 인민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며, 웨이보로 정보 채

널을 일원화해 여론 조작을 용이하게 했다. 또 관제 웨이보는 사회 

관리 기능을 수행해, 집단시위 발생을 줄여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는 인터넷 자체를 거대한 가상 내부망

으로 만들어, 인민이 외부세계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 경로를 차단

했다. 대안으로 중국 인터넷 회사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의 

대체재를 만들어 인민이 원하는 정보를 중국 내부에서 모두 얻을 

수 있게 해, 이들이 국외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

할 동기를 잃게 했다. 인터넷 이용자 역시 정부 검열을 인지하더라

도, 방대한 정보를 향유하고 제한된 인터넷 공간에 동참하기 위해 

스스로를 인터넷 내부망에 가뒀다. 그 결과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인터넷망에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다(應有盡有)’는 인식을 인민에게 

각인시켜 통제에 대한 네티즌의 반감을 상쇄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데스크톱, 노트북에서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전환

된 모바일 인터넷 인구는 중국 지도부에게 새로운 인터넷 통제 패

러다임 구축을 유도한 셈이다. 그래서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의 물

세계정치27_책01.indb   235 2017-12-11   오후 5:41:54



236 중국의 부상과 국내정치적 취약성 

리적 통제를 지양하고, 중국만의 특수한 모바일 인터넷 공간을 조

성해, 인터넷 발전 저해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정보 안건의 유입

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전략은 2017년 가을 시진핑 2기 

지도부 출범 후에도, 안드로이드(Android)와 아이폰(Iphone) 운

영체제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 단일화에 초점을 두고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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