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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이론들에서 외재적인 독립변수로만 취급되어 왔던 정보기술
체계가 국제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모습을 이 글은 추적한다. 특히 오

늘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만들어진 국제정치적인 과
정에 주목한다. 인터넷은 매우 분산적인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이를 관리하는 프로토콜
이라는 집중의 관리방식이 결합된 이중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이
중적인 구조는 냉전체제라는 제약 속에서 만들어진 미국 핵전략의 기술적인 필요를 만
족시키기 위해 구상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필요는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
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발로 충족되었으며 동시에 이 개발과정은 정보기술이 가지
고 있는 물리적 속성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았다. 이 글은 1950년대 반자동지상환경
(SAGE: Semi-Automatic Ground Environment) 대공방어체계 개발 사례, 1960
년대 ARPANET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이와 같은 냉전의 국제체제, 미국의 전략적 필
요, 정보기술의 속성이라는 삼자의 구성적인 상호작용이 인터넷의 이중적 커뮤니케이
션 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F

or many years,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paid much attention to th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world politics. How-

ever, few explored how international political processes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IT. This paper tries to fill this gap by examining the Cold
War origin of the communication structure of the Internet. Contrary to the
popular myth of the inherent lib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its structure has both decentralizing and centralizing effects. On the one hand, the
Internet has decentralizing architecture that promotes free communication
among individuals. On the other hand, this decentralized communication
is governed by the centralized control of protocols. This doubl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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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was developed to fulfill technological needs
of the nuclear strategy of the U.S. during the Cold War, and its developmental process, in turn, was affected by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IT.
This paper shows how the constitutive relationship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ystem, the nuclear strategy of the U.S. and material features of IT
gave birth to the unique structure of the Internet through the studies of two
critical junctures of its development: Semi-Automatic Ground Environment
project in 1950’s and ARPANET in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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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터넷 이면의 권력작용

이 글은 21세기 세계정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보기술의
근간인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냉전의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정보기술이 어떻게 오늘의 국제
정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거꾸로 과거의 국제정치
가 정보기술을 형성해왔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
정치학계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고, 그 결과, 정보기
술의 영향을 균형감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보기술은 권력의 분산과 친화적이라는 가정을 무비판적으로 수
용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특히 중동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소
셜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의 가능성에 뜨거운 관
심이 쏠리고 있다(Hanson 2011; Shirky 2011). 그러나 권력 분산의
매개라는 것은 정보기술의 여러 얼굴 중 한 단면일 뿐이다. 오히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라는 특정 국
가에 의한 인터넷 권력 자원의 독점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
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공용어인 IP(Internet Protocol) 주소
의 분배문제를 놓고 프로토콜 표준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과 새로
운 표준을 도입하려는 다른 국가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이미 수
년간 진행 중에 있다(DeNardis 2009). 이러한 정치적 갈등에서 인
터넷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 표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집중적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무대이다(김상배 2010, 121-127).
그러나 인터넷 속에 내재된 이 권력의 측면은 학자 및 대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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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이들이 기술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지배적인 권력의 영향이 완성된
기술의 정치적인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무정부적 국제체제를 당연하게 생
각하듯이 인터넷과 같은 기술체계도 한번 완성되면 일종의 블랙
박스로서 세계의 당연한 일부로 여기기 때문이다.1 그 결과, 기술
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고 여겨지고 따라서 사후적으로 정
보기술의 도구적인 사용이 지배적인 권력을 향한 저항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만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구성된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었고
개발 당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권력작용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
였다. 인터넷의 도구적인 효과의 배경이 되었던 인터넷 개발의 과
정을 파헤치면 당연시되던 기술의 탄생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작용
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작용의 측면을 보이기 위해 이
글은 특히 인터넷의 국제정치적 구성을 강조한다. 많은 기술사 연
구자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오늘날의 정보기술이 대체로 민간기업
의 개발활동 및 과학자 공동체의 국내적인 활동에 의해서 개발되
었음을 강조한다(Hafner and Lyon 199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
시 미국 과학계 전반에 걸쳐 작동하고 있던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관리 및 조절 역할을 무시한 결과이다. 인터넷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형성된 시점과 기본적 골격은 당시의 국제정
1

블랙박스는 정보기술이 완성된 이후 그 개발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치적인 과
정이 은폐된 상황을 의미한다(Latour 198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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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인 배경과 미국의 안보적 고려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
다. 국내적인 개발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시 연구자의 주관적
인 시각에서 기술 개발 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또한
인터넷에 담겨 있는 권력작용을 은폐하고 인터넷의 해방적 역할이
라는 신화의 창조에 일조하고 있다.
이 글의 주장은 인터넷은 흔히 생각하듯 권력의 분산만을 유
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집중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
중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이중적인 구조는 인
터넷이 개발된 냉전의 국제체제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2차 대전의 종식 후부
터 인터넷의 원조인 ARPANET이 등장한 1969년까지 컴퓨터 네트
워크의 개발을 주도한 미국의 정부기관들이었다. 냉전체제의 영향
속에서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소련의 핵위협 속에서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전
략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형태의 인터넷이 개발되었다. 핵전략의
필요로 인해 인터넷의 원형은 매우 분산적인 동시에 단일 프로토
콜에 의해서 통제되는 특정한 모습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 특
정 형태의 인터넷은 탈냉전 이후 정보지식 무대에서 미국 패권의
기술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이 글은 미국의 탈냉전기 정보지식 패권을 가능케 한 인터넷,
냉전체제, 미국 정부의 전략이라는 삼자 간의 구성적 관계에 질문
을 던지고 있다. 냉전체제의 구조와 미국의 전략적 필요는 어떠
한 과정을 거쳐 단절적이고 호환성이 낮은 초창기 정보기술을 변
형시켜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들어 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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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글은 1950년부터 인터넷의 시조격인 ARPANET이 완성되는
1969년까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핵전략의 차원에서 인터넷의 독특
한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기술과 국제체제의 구성적 관계에 관한 크게 두 부류
의 작업에 기초하여 각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한다. 첫 번
째로 이 연구는 기술변수를 국제체제의 내재적인 변수로 끌어들
여서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들을 참조한다(Deibert 1997;
Galloway 2004; Herrera 2006; Innis 2007; Fritsch 2011). 이 연구들

은 기술변수를 외재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에서부터 새로운 기술체계의 발전을 설명하는 내재적
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연구들은 체제의 구조
에 의해서 설명되는 종속변수로서 기술의 특성을 구체화하지 못하
고 있다. 두 번째 연구들은 비교정치적인 관점에서 특정 기술유형
에 적합한 관리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들의 경쟁력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던 작업들이다(Alic 외 1992; Bingham 1998;
Branscomb (ed.) 1993; Kitschelt 1991; Sandholtz 외 1992). 이와 같

은 비교정치적인 연구들은 국내경제의 산업부문이라는 구체적인
차원에서 기술체계를 개념화함으로써 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명확
히 유형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연구와는 반대로 기
술체계가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로 구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지는 못하다.
이 글은 위 두 가지의 연구 성과들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
여 인터넷이 냉전체제의 영향 속에서 구성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자 한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의 연구들이 각각 국제체제

32

혹은 국내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넘어서 이들을 통합
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틀로서 사회적 힘, 국가, 세계질서의
세 가지 분석 수준의 상호구성 과정을 논한 로버트 콕스(Robert W.
Cox)의 이론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핵전력이라는 물

리적인 구조 차원의 세계질서의 변화가 어떻게 국가행위자의 관념
과 제도의 변수를 거쳐서 다시 사회적 힘의 물리적 토대인 정보통
신기술의 특정 형태를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II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적인 고찰
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이중구조가
무엇인지를 논하고 이 독특한 구조가 국제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
정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III장과 IV
장에서는 각각 SAGE와 ARPANET의 사례를 분석한다. III장에서
는 어떻게 소련의 핵개발이 미국의 대공방어계획을 촉발시켰고 이
것이 다시 SAGE라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발로 이어졌는지를 고
찰한다. IV장에서는 1960년대 미소 핵균형의 변화로 인해 미국이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하고 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ARPANET
을 개발한 과정을 분석한다.

II 인터넷과 냉전체제의 구성적 관계
1.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이중구조

현재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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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서비스 자체는 인터넷 공급업체에 의해서 제공되지만 개
인들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이트에 아무 통제 없이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통제하는
중앙 센터의 역할을 하는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노드들
이 복수의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정보는 정해진 경로 없이
그때그때 경유할 수 있는 여러 노드들을 거쳐서 목적지에 도착한
다. 이런 구조의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하나의 노드가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형태가 정확하게 1969년 인터넷의 원형인 ARPANET
의 골격을 설계한 개발자들이 원했던 커뮤니케이션 구조였다. 인
터넷(inter-net)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개
별적인 컴퓨터들을 연결했을 뿐인 ARPANET과 차이는 있지만 기
본적으로는 ARPANET 프로젝트의 확장이었다. 당시 ARPANET은
폴 바란(Paul Baran)이 개발한 패킷 스위칭을 사용하는 분산 커뮤
니케이션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했다. <그림 1>은 패킷 스위칭
을 처음 고안한 폴 바란이 제시한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개
념도이다. 이 세 가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들은 정보가 움직이는
경로상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의 네트워크는 모
든 노드들이 오직 중앙의 허브를 거쳐야만 다른 노드들과 소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러 허브가 있지만, 허브가 아닌 노드들은 여
전히 이 허브들의 연결을 이용해야만 다른 노드들과 소통할 수 있
다. 마지막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모든 노드들이 허브를 거치지
않고 다른 노드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산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집중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중심의 허브는 모든 노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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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중

(나) 탈집중

(다) 분산

    출처: Paul Baran 1964, 2.

그림 1.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유형

의사소통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산의 방식에서는 그 어떤 노
드도 네트워크의 커뮤니케이션을 독점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 현
재 인터넷의 모습은 그 연결의 원리상 <그림 1>의 세 번째 분산형
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는 당
시 중앙 통제센터에 의해서 통제되던 전화망과는 달리 그 어떤 허
브 없이도 네트워크의 각 부분들이 협업을 통해 정보를 정확한 목
적지에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도록 구상되었다.
ARPANET은 바로 이 패킷 스위칭을 사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
션 네트워크였고 그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오늘날까지 이
어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에서도 바란의 구상과 같이 하나
의 노드와 다른 노드는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보는 목적지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노드로 끊임없이 ‘갈아타는
(hop)’ 과정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한다. 따라서 그 어떤 노드도 정

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Galloway 2004,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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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의 원형이 된 ARPANET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가 단순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소통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
니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적인 표준
을 통한 통제가 그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산형의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의 흐름이 뒤엉키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목적지까
지 이동시키는 알고리듬을 따라야 했다. 또한 중앙 통제센터가 없
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모든 컴퓨터들이 똑같은 단위로
포장된 정보를 보내야 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프로토콜이다. ARPANET에 접속하
는 컴퓨터들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NCP(Network Control
Program)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따라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을 탑재해야 했고, IMP(Interface message processors)라는 표준규
격의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통해서만 다른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
었다(Abbate 1999, 47-53, 66-68). 즉 호스트 컴퓨터의 다양성은 보
존하지만 그것들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망에는 일률적인 프로
토콜 표준을 부과함으로써 분산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제하
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갤로웨이(Alexander Galloway)
와 같은 미디어 이론가들은 이를 ‘탈집중화 이후의 새로운 통제’
방식의 등장이라고 지칭한다(Galloway 2004, 4-5). 이러한 복층
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오늘날 인터넷으로 그대로 이어져 있
으며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나
DNS(Domain Name System)가 표준적인 프로토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부과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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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지만 이를 먼저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제도를 주도하는 쪽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I장에서 얘기한 미국의 IP주소 선
점이 그러한 예이다.

2. 냉전체제와 정보기술의 국제정치적 구성

이와 같은 인터넷의 이중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자동적인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물론 당시의 메인프레임 컴퓨터 환경과 다
른 정보기술의 특성이 부과한 제약이 있으나 그 한계 내에서 행위
자들의 의도들이 작동한 결과,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 독특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술사회학의 용어
를 빌려 본다면 인터넷과 같은 기술 개발에는 기술결정론에서 이
야기하듯 기술 자체의 독립적인 논리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구성론의 주장대로 기술의 향방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힘들이 작동하고 있었다(Hererra 2006, 32-34). 특히 인터넷의 개발
은 냉전 당시 미소 간의 핵군비 경쟁의 일부로서 진행된 만큼 변화
하는 냉전의 구조에 대응하고자 했던 미 국방부의 전략적 필요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글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내
적인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인터넷이 구성되는 모습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인터넷의 국체정치적인 구성을 보다 종합적인 세계질서의 변환이
라는 맥락에 위치시키기 위해 사회적 힘, 국가, 세계질서의 세 가
지 분석 수준의 상호구성 과정을 논한 로버트 콕스(Robert W. C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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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Cox 1981). 콕스는 물질적 능력, 제
도, 관념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권력변수가 서로 얽히면서 세 분석
수준의 구체적인 양태를 결정하고 다시 각각의 분석 수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콕스의 이론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과의
방향에서 특히 세계질서의 물질적인 구조가 국가 행위자의 관념과
전략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체계를 구성하는 모습을 밝히고자 한다
(Cox 1981, 135-138). 동시에 기술의 질적인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

고 물질적 능력이라는 양적 개념에 머물고 있는 콕스의 논의를 넘
어서는 시도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비교정치경제 연구들의 도
움을 얻어 기술의 질적인 속성을 구체화하여 그 독자적인 영향을
드러내고자 한다. 기술의 내적 논리는 특히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관리구조라는 제도적 변수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그림 2>와 같은 도식으로 정리된다.
이 그림에서 첫 번째 ①번 화살표는 세계질서의 물리적 구조
가 국가 행위자에게 가하는 제약을 의미한다. 국제체제의 물리적
구조는 다양하게 행위자를 제약하며 이로 하여금 균형전략과 같
은 행동을 취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
고 있던 냉전 기간의 핵전력의 분포라는 물리적 구조에 초점을 맞
추었다. 물리적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전략적 필요를 파생시킴으
로써 국가 행위자의 내적인 제도와 관념에 변화를 일으켰다. 구체
적으로 미소가 가진 핵무기 전력의 구조적인 변화가 미국의 위협
인식을 변화시켰고 이것이 냉전전략의 수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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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제의 구조
①

▼

전략   기술관리구조

┃
▼

▼

③

┃

국가

┃

②

정보기술 체계
그림 2. 정보기술의 국제정치적 구성

변화된 위협인식에 따라서 미국이 냉전군사전략을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적 필요에 대한 관념이 파생되었다.
두 번째로 ②번 화살표는 기술이 가진 물리적 조건이 부과하
는 제약을 의미한다.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속성은 국가 행
위자가 자유롭게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분명한 제약을 부
과한다. 여러 기술체계들은 서로 상이한 내적논리를 가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국가는 각 기술에 효율적인 관리구조를 도입해야
할 필요를 갖기 때문이다. 이는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키
첼트(Herbert Kitschelt)에 의하면 기술은 산업부문별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각의 산업부문은 기술 구성요소 간의 ‘결합도(degree
of coupling)’와 ‘인과적 상호작용의 복잡도’(complexity of causal
interactions)’에 따라 2차원 공간에서 구분할 수 있다(Kitschelt
1991, 460-468).

결합도는 기술체계의 각 구성요소들이 시공간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결합도가 높은 기술체계의
경우 구성요소의 생산과정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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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리를 받으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강한 결합도의 기
술체계에서는 한곳에서 발생한 문제가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전파
되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예
로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기술체계는 어느 한 문제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집중 관리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약한 결합도의 기술체
계에서는 이론적으로 마치 모듈처럼 기술의 요소들이 다른 곳에서
생산되고 합쳐지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강한 결합도의 기술체계
와는 달리 글로벌 학습이 아닌 로컬 학습을 통한 점진적인 기술혁
신이 가능하므로 ‘탈집중 관리구조’가 적합하다(김상배 2007, 112113).

한편 인과적 상호작용의 복잡도는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선형적인지 비선형적인지를 의미한다. 상호작용의 복잡도가 높은
경우 상호작용은 비선형적이고 끊임없는 피드백으로 인하여 그 결
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기술체계에서 집중 관리구조는
쉽게 정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정보
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구성요소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그리고 창
발적인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탈집중 관리구조가 적합하다.
반면에 선형적이고 단순한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기술체계의 경
우 집중 관리구조를 통해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술
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논리, 즉 고유한 상호작용의 복잡도와 결
합도에 따라서 그 구성요소들을 배열할 수 있는 형태가 제약된다.
SAGE와 ARPANET이 갖는 네트워크 아키텍쳐의 차이는 국제정치
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상이한 기술의 내적논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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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존재했다. 따라서 이 내적 논리에 합당한 구성요소의 배열과 관
리구조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형태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개
발되었다.
마지막으로 ③번 화살표는 국제정치적으로 구성된 행위자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실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다. 이 과
정에서 군사 기술적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거쳐서 각
정보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집행의 과
정에서는 정책결정자 그룹과 기술자 그룹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
타난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해서 보는 것은 전략가 그룹이 자신들
의 필요를 위해서 기술적 역량을 동원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
략가 그룹과 기술자 그룹 사이의 공유된 인식의 정도, 기술자 그룹
의 독자적인 역량 등의 변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이 존재할 때 전략가 그룹의 필요에 의해서 실행경
로가 정해지는 모습을 통해 정보기술이 국제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III장과 IV장에서는 SAGE와 ARPANET의 개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위와 같은 세 가지의 단계에 따라서 인
터넷의 원형이 구성되는 과정을 보인다. 1950년대 SAGE 프로젝트
부터 미 국방부는 소련의 핵위협에 대비해서 국내의 군 통신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했고, ARPANET은 1960년대의
특수한 조건에서 새로운 지휘통제체제의 형태가 필요해짐에 따라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였다. 각각 모두 소련과의 핵군비
경쟁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촉발되었지만, 국제정치적인 배
경과 기술적 조건의 차이는 상이한 기술 개발과 관리구조의 채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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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졌다. 이 20여 년의 기간 동안 안과 밖의 정치적 힘들이 컴
퓨터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요소와 상호 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오늘날의 인터넷이 갖는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된다.

III 1950년대 소련의 핵개발과 SAGE의 건설
1. 소련의 핵개발과 대공방어계획

1950년대 미소 간의 핵전력의 균형을 따져 보면 대부분의 기간 동
안 미국만이 소련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핵 억
지력을 보유하고 있었다.2 이러한 핵전력의 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
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 공식화된 대량보복전략이다. 이
전략은 재래식 병력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전면적인 핵폭
격 위협으로 상대방의 침략을 억지하는 것이었다(Kahan 1975, 1073). 특히 서유럽에서 소련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에 대응해 전략

핵폭격으로 이를 패퇴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50년대 유럽과
국제체제의 안정은 이와 같은 대량보복전략에 의해 유지될 수 있
었다. 이 기간 동안 대공방어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기보다는 오
히려 공격적인 핵전력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을 분산시키는 방해요
인으로 취급되었다.
소련의 전략폭격 능력 획득이 이 같은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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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피해의 기준은 McNamara 1976, 54, 76을 참조.

야기했다. 1949년 소련은 최초의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미국의 주
요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와 운반 가능한 핵탄두를 손
에 넣었다. 미국의 NSC-68은 1954년이면 소련이 핵탄두 200개와
폭격기 1200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했다(Wainstein 외 1975, 85).
그 결과 소련이 본토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공방어는 무
시한 채 대량보복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전략
공군을 비롯한 반대세력이 대공방어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련의 핵능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대공방어
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이 점차 힘을 얻었다(Needell 2000,
223-254).

대공방어의 필요성은 이미 1950년 NSC-68이 작성될 때부터
고려되고 있었다. 특히 NSC-68은 소련이 200개의 핵탄두를 가지
리라 생각되는 1954년을 중요 시점으로 지적한다. 이때까지 충분
한 대비를 갖추어야 “전쟁을 억지할 수 있고, 전쟁발생 시 국가가
선제공격을 극복하고 미국의 전시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군사력 확
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NSC-68은 본토 방어를 위해 “조
기 경보체계, 대공방어, 군사 방어체계와 통합된 민간 방어계획
의 철저한 개발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National
Security Council 1950). 여기서 추천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캐나다

를 가로질러 연결된 레이더들, 대공미사일, 보호된 커뮤니케이션
장치와 통제센터가 통합된 방어체계를 건설하는 것이다(Wainstein
외 1975, 95). 소련의 핵 선제공격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2차 보복

능력과 이를 보호할 대공방어체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1950년대
에 대대적인 메인프레임 컴퓨터와 이를 엮는 네트워크 개발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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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어체계 건설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 1950년대 집중적 정보기술 관리구조

하지만 미국의 군부가 원했던 미주 전체를 포괄하는 자동화된 대
공방어체계와 그 일환인 컴퓨터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었다. 애초에 이런 발상이 가능했던 것이 2차 대전 당시 핵무
기 개발 프로젝트를 계기로 방대한 미국의 국방기술 개발 기반이
구축되었고 기술발전과 국가안보를 연결시키는 관념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1930년대 후반부터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기업
의 경영능력, 대학의 기초과학지식, 그리고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결합하는 초유의 연구개발 실험을 시작했다. 그 결과로 물려받은
것이 이후 인터넷 개발의 원동력이 된 기술 개발 관련 각종 제도와
지식기반이었다(Hererra 2006, 115-192).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과학기술과 이를 관리하는 제도
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과학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고 국가 주도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와 경영능력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산업계는
미래의 기술혁신을 위해 응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축적
했다(Bush 1945). 급성장한 과학기술 능력은 이후 소련과의 군비
경쟁의 기초가 되었다. <표 1>은 구체적인 R&D 수치로 어떻게 전
쟁기간 동안 형성된 미국의 군산학 연계가 냉전시기까지 이어졌는
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표에서 연방의 R&D 지출 비중은 1950
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증가한다. 전후 긴장이 풀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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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R&D 지출(백만 US 달러)
연도

총 지원금

연방

출처별 퍼센트
연방

산업

대학 등

1938

264

48

18

67

15

1940

345

67

19

68

13

1941-45

600

500

83

13

4

1947

1160

625

54

39

7

1953

5207

2759

53

43

4

1955

6279

3509

56

40

4

1957

9912

6119

62

35

3

1959

12540

8059

64

32

3

1961

14552

9264

64

33

4

출처: Flamm 1987, 7에서 재인용

서 한때 기술의 주도권이 산업계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소
련의 핵무기 개발, 한국전쟁 등으로 냉전구도가 명확해지면서 다
시 정부, 특히 국방부가 R&D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SAGE 프로젝트를 포함한 당시 메인프레임 컴퓨터 개발도 국
방부 주도의 과학기술 개발의 일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
서 연방정부 특히 국방부가 컴퓨터 개발을 주도했다. 미국 정부는
1950년대 대부분의 핵심기술 R&D를 이끌며 컴퓨터 개발을 주도
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에서 개발된 핵심 컴퓨터 관
련기술 14개 중 11개의 R&D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였고, 연구 결
과 최초 생산된 제품이 정부에 의해 구매된 것은 12개에 이른다
(Flamm 1988, 260-261). 정부 지원은 각 기업체 R&D 비용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1949년부터 1959년까지 미국의 주요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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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회사들의 R&D 비용의 60%가 정부에 의해서 지원되었다
(Flamm 1987, 96).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개발 방식은 당시의 기술적 조
건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의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오늘의 소형
기기들과는 달리 대형 설비에 수많은 기기들이 집적되어 있는 형
태로, 핵기술과 같이 구성요소 간의 결합도와 상호작용의 복합도
가 매우 높은 기술이었다(Kitchelt 1991, 473). 이러한 기술은 높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집중적인 관리구조를 필요로 하지만 복잡
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정보 과부하의 문제를 늘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동반한 집중적인 관리구조를 필요로 한다.
SAGE 프로젝트도 같은 방식의 관리구조에 의해 진행되었다. 정부
는 8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보조를 해주었고, 이를 총괄하
는 책임기관으로 링컨 실험실(Lincoln Laboratory)을 지정하여 허
브로서 모든 개발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
한 집중적인 관리방식은 정보기술이 점차 성숙함에 따라 기술적
조건이 변화하면서 점차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게 된다.

3. SAGE 계획의 수립과 건설

SAGE 건설은 정보기술 개발에 이미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국방
부를 비롯한 군이 새로운 대공방어의 필요에 따라 연구역량을
대규모로 동원한 과정이었다. 이 새로운 대공방어의 필요에 따
른 초기 공군의 대응은 ADSEC(Air Defense System Engineering
Committee)를 설립해 가능한 대공방어수단을 실험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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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지 밸리(George
Valley)는 당시의 과학기술의 진보와 낙후된 대공방어시스템의

차이에서 큰 충격을 받고 SAGE 프로젝트 시작을 주도하게 된다
(Valley 1985, 198).

밸리에 의해 주도된 레이더 시설 조사 이후, 밸리는 당시 공
군 과학자문단(Scientific Advisory Board) 의장이던 칼만(Theodor
von Karman)의 권유로 대공방어체계 강화의 시급함을 설명하는

편지를 쓰고 칼만은 이를 당시의 공군참모총장이던 반덴버그(Hoyt
Vandenberg) 장군에게 보낸다(Freeman 1995, 2). 이어 반덴버그는

대공방어체계 개발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를 수행할 곳으로 당시
최고의 전자공학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던 MIT의 총장에게 편지
를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Redmond and Smith 2000, 96). 처음 MIT
및 육군, 해군은 이와 같은 공군의 제안에 회의적이었다. MIT는
이미 RLE(The Research Laboratory of Electronics)라는 대규모 프
로젝트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으로서 또 하나의 국방 프
로젝트를 떠맡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육군, 해군은 새로운 공군의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연구개발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Leslie
1993, 33). 그러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공군장관 등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MIT는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
이게 된다(Redmond and Smith 2000, 97-98).
MIT를 중심으로 한 대공방어 연구는 이후 찰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난다. 찰스 프로젝트는 마지막 보
고서에서 150,000 평방마일을 덮는 복수의 영역에서 디지털 컴퓨
터를 중심으로 한 100-200개의 레이더를 엮는 중앙집중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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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이 1956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 계획에서 핵심은
새로운 무기의 개발 등이 아니라 레이더, 전투기, 관제센터 등 전
체적인 대공방어 시설들은 통제하고 이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전 국가를 포괄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다
(Redmond and Smith 2000, 107). 프로젝트 찰스의 제안에 따라 프

로젝트 링컨이 창설되고 이는 MIT의 영구적인 링컨 실험실로 자
리를 잡게 된다. 링컨의 작업은 시범적인 케이프 캇(Cape Cod) 레
이더를 거쳐 SAGE로 성장하면서 규모와 예산 면에서 급격한 성장
을 한다. 링컨 실험실은 1954년까지 수천 명의 인원과 2000만 달
러의 연례예산을 가진 대규모 기관이 되었다. SAGE 계획은 대부
분의 링컨의 예산을 소모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약 80억 달러를 소
모하면서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의 최대의 군사 프로젝트가 된다
(Leslie 1993, 35-36).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
었다. 트루먼 행정부에서 아이젠하워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냉전전략은 계속 수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대량보복능력과 대공
방어능력의 상대적인 비중은 계속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NSC68 이후 계속된 논쟁을 겪었고 NSC-141이 이르러서야 대공방어계
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현재 북미의 핵폭격
방어능력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억지를 위한 보복능력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공방어체계의 설립이 시급함을 지적하
였다(National Security Council 1953). NSC-141은 새로운 아이젠
하워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제약 등의 이유로 잠정폐기되었다.
그러나 1953년 8월 소련이 수소폭탄을 실험하면서 대공방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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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부각되고, NSC-162/1의 뉴룩(New Look) 정책에 의해
서 최종 승인된다(Redmond and Smith 2000, 278).
새로운 대공방어체계의 최종적인 형태인 SAGE는 2차 대전
후 가장 최대의 정보통신 기술 개발 프로젝트로서 향후 엄청난 영
향을 미친다. SAGE 개발 기간 동안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모뎀,
컴퓨터 간 자동 데이터 교환 기술 등 이후 본격적인 네트워크 개
발에 기초가 될 핵심 기술들이 개발되었다(Edwards 1996, 99-100;
Freeman 1995, 21). SAGE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함의는 최초로 전국

적 규모의 중앙집중적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간 컴퓨터 네트워크가 건설됨으로써 이후 다른 전략적
혹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가 건설될 수 있
는 플랫폼이 최초로 마련되었다.
SAGE 시스템의 중점은 하나의 컴퓨터 센터에 대공방어에 필
요한 레이더 및 여러 부속시설들을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는 여러 구역의 컴퓨터 센터가 지역 통제
센터로 연결되고 마지막으로 중앙 센터로 연결되는 위계적인 형태
의 전형적인 허브-스포크 네트워크였다(Redmond and Smith 2000,
431-432). 이러한 허브-스포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초로 컴퓨터

간 파일전송이 가능해졌다. 모든 SAGE 센터가 AN/FSQ-7이라는
같은 기종의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설치하였기에 컴퓨터 간의 호환
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은 제한된 수준이었으며, 정보처리자원의 공유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Edwards 1996, 99-101; Norberg 외 1996,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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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핵위협이라는 대규모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한 정보기술체계로서는 효과적인 중앙집중적 관리와 효율성을 확
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SAGE를 통해 달성된 허브형의 대공방어
체계 네트워크는 이러한 목적에 효과적으로 부응했다. 그러나 이
러한 SAGE 모델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1960년대가 되면서 국제정
치적 환경과 기술적 조건의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소련의 ICBM
이 개발되고 점차 양국의 핵전력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미국의 핵
전략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적 필요가 파생된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정보기술체계의 속성도 변화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관리구조와 컴퓨터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었다.

IV 소련의 ICBM 개발과 ARPANET의 건설
1. 소련의 억지능력 향상과 유연반응전략의 채택

1960년대 초가 되면 미소의 핵전력 균형에 또 다른 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1957년에 스푸트니크호가 개발되고 ICBM을 획득하면
서 소련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의 보유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
결과 소련은 대도시 선제공격 시 미국에 감당 불가능한 피해를 입
힐 수 있게 되어 새로이 대미 핵억지력을 갖게 된다(Kahan 1975,
40-47, 115-117). 소련의 새로운 핵억지력 획득은 미국의 군사전략

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미국의 압도적 핵전력에 기초했던
대량보복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전에는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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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소련의 본토 핵공격을 심각한 변수로 고려해야 됨에 따라 미
국의 핵전략은 훨씬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 이전처럼 소련
이 유럽에 대규모의 재래 전력으로 정복전쟁을 감행 시 핵전력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다. 핵 선제사용 시 자칫 소련의 핵보
복을 불러와 국가적 생존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었
다(Freedman 1981, 285-302). 1950년대에는 소련의 핵위협으로부
터 안전한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량보복의 위협을 가함으로
써 유럽 등지에서 소련의 공세를 억지할 수 있었으나, 미국 본토가
소련의 핵공격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이전처럼 신뢰성 있는 위협을
가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케네디 행정부는 대량보복전략의 단일 선택지에서 벗
어나 소련과의 다양한 전략적 상호작용을 상정하는 유연반응전략
을 채택하게 된다. 유연반응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행정부가
통상전력, 제한적 핵전력, 전면적 핵전력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수
준의 선택지를 갖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 다
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대소 억지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
졌다. 과거처럼 소련의 도발에 전면적인 핵보복을 할 수 없게 되
었기 때문에 소련이 의도적으로 제한적인 도발을 할 경우 대량보
복전략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경우 소련의 도발 수준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가
능하고 이것이 대소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Kahan 1975, 224225).

이러한 유연반응전략하에서 새로운 지휘통제체제와 이를 뒷
받침하는 커뮤니케이션 망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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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첫째로 군사적 갈등 발생 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의 조
직과 동맹국들을 확고하게 통제할 수 있는 중앙집중적인 관리능
력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해야 했다. 다양한 선택지의 활용은 미국
의 중앙행정부가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
력, 즉 진일보한 형태의 지휘통제체제를 갖춰야 됨을 의미했다. 전
쟁이라는 높은 불확실성의 상황 하에서 유연반응전략이 상정하는
바와 같은 정밀대응을 위해서는 전체 전장의 상황을 매우 세밀하
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나 유연반응전략
은 핵 사용을 배제하는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지휘
통제체제가 필요했다. 유연반응전략은 1차적으로는 소련의 공격에
재래식 전력으로 대처하지만, 고의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상승시킴
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침략을 포기하
게 만드는 전략이었고 여기에는 핵무기의 사용도 포함된다(North
Atlantic Military Committee 1968).

두 번째로 새 지휘통제체제는 핵전쟁의 상황에서 생존가능해
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 핵전쟁까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매우 견고하고 튼튼한 지휘통제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
다. 즉 제한적인 핵공격을 받아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전체적인 지
휘통제는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제가 필요했다. 당시의 미국
은 실제 핵전쟁이라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
휘통제체제와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이는 유연반응전략의 실
제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새로운 핵전력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지휘통제체제가 취약할 경우 상대방
이 이것만 마비시켜도 핵 보복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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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핵 선제공격을 할 유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휘통제체제를 건설하는 것
이 어려운 것은 중앙집중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생존가능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중앙집중적인 지휘통제체제는 관료제와
같이 위계적이고 몇몇 허브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만듦으로써 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휘체계는 언제든지 상대방
의 공격으로 무너질 수 있다. 지휘의 핵심인 허브의 역할을 하는
군 시설만 파괴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분산적이고 주요 시설들 간의 잉여분의 연결을 갖는 복잡한 아
키텍쳐가 필요했고 그러면서도 중앙집중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
는 커뮤니케이션 망이 필요했다. 이는 SAGE와는 또 다른 새로운
기술적 필요를 만들어냈다. SAGE가 단순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공군의 방어체계들을 중앙집중적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
합하기 위해 필요했다면, 1960년대 새로운 지휘통제체제를 위해
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분산적인 형태의 아키텍
쳐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했다.

2. 1960년대 복합적 정보기술 관리구조

ARPANET이 개발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연반응전략의
영향뿐만 아니라, 달라진 기술적 조건의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
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컴퓨터와 네트워크 관련 기
술이 성숙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기술적인 환경이 마련된다. 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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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터, 집적회로 등이 개발되면서 컴퓨터는 점차 소형화되었고,
산업체와 연구소의 자원만으로도 독자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술조건은 새로
운 관리구조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구조 속에서 탄생
한 ARPANET은 그 변화를 반영했다. 기술 자체의 속성이 전략적
요인의 영향을 굴절시켰던 것이다.
1960년대 첨단의 컴퓨터 관련 기술은 1950년대보다는 미국
각지의 대학에 퍼져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
는 연구소들은 독자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자신들의 연구주
제를 설정했다. 그 결과 서로 호환이 잘 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
들이 각지에 만들어졌다. 이를 관리하는 연구자들도 자신들의 프
로젝트에 몰두할 뿐 다른 연구소들과의 호환을 크게 신경쓰지 않
았다(Norberg 외 1996, 153-155). 그렇다고 당시 컴퓨터 개발의 기
술적 조건이 중앙집중적인 조절기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은 것
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컴퓨터 산업의 성숙도로 봐서도 아직 불
가한 일이었다. 당시까지 컴퓨터 개발은 여전히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했다. 상업적인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
규모의 개발자금을 민간에서 동원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1960년대 미국 정부의 컴퓨터 관리구조는 전체적인
조절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점차 분산되고 자율적인 개발에
유리해지는 새로운 기술조건에도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 컴퓨터
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은 속성상 점차 분산적인 관리구조에 유리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은 미성숙한 산업의 기술혁
신을 돕기 위해 조율기능을 제공해야 했다. 동시에 정부의 조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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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1960년대의 점차 격화되는 냉전체제의 미소갈등 속에서 지
휘통제체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
요했다. 바로 이러한 관리구조의 필요에 따라 창설되었던 것이 고
등연구기획국(ARPA: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정보
처리기술부(IPTO: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ques Office)였
다. IPTO는 대학, 민간연구소, 기업 등의 여러 민간행위자를 연결
한 관리구조를 만듦으로써 군의 지휘통제체제 건설에 필요한 컴퓨
터 네트워크의 개발을 주도하였다. 지휘통제체제의 필요는 계속해
서 IPTO의 핵심 연구 어젠다로 설정되어 전체 기술 개발 활동을
조절하였다(Norberg 외 1996, 44-45). 이는 SAGE와 같이 군과 산
업 및 학계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군부에 의해 총지휘되는 모습
은 아니었다. 오히려 군은 지휘통제라는 큰 의제를 설정하고 학계
와 산업은 큰 의제 하에 독자적인 자율성을 갖고 개발 활동을 한
후, 나중에 이 결과가 군에 의해 사용되는 패턴을 보인다. 실제 당
시 IPTO의 소장들은 정부의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지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고 증언한다(Aspray 1989).
궁극적으로 미 정부는 군사전략상의 필요를 위해 IPTO를 통
해 분산된 기술적 자원을 다시 엮어 집중의 조율기제를 만들어냈
다. 그 결과 기술적 조건에 따른 분산적인 연구 네트워크와 IPTO
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의 조율기능이 복합된 관리구조가 만들어졌
다. 기술적 속성으로 인해 점차 컴퓨터 산업 부문이 분산적으로 운
영되고 그 관리도 기술자에게 자유로이 맡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처럼 IPTO가 국가안보와 같은 국익을 위해 전체적
인 기술방향을 조정했다. 나아가 IPTO의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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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군사적인 응용을 정당화해야만 지원금을 받
을 수 있었다. 1950년대에 비해 비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핵심
기술 개발에 정부가 개입한 비율만 살펴보아도 여전히 R&D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PTO가 창립
된 1962년부터 1970년까지 하드웨어의 경우 총 18건의 중요기술
중 정부가 R&D를 지원한 곳이 9건, 최초 구매자였던 곳이 10건
이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총 22건에서 10건의 R&D를 지원하고, 7
건을 최초 구매했다(Flamm 1988, 264-267). 또 1963년까지 IBM을
포함한 핵심 컴퓨터 회사들의 R&D 자금의 3분의 1이상이 연방정
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었다(Flamm 1987, 96-97). 이러한 여러 통
계치들은 정보기술의 속성에 적응하기 위해 분산적인 기술 관리구
조를 도입했음에도 IPTO를 비롯한 정부 기구들이 여전히 조율기
제로서 작동하며 핵심적인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IPTO의 복합적인 관리구조는 이후 ARPANET 개
발에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각 연구소들의 협업을
통한 컴퓨터 개발 과정과 중앙의 조율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킴
으로써 1960년대 변화한 정보기술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기술적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는 특히 이
후 같은 패킷 스위칭 원리를 개발했음에도 충분한 공적 지원을 확
보하지 못해 컴퓨터 네트워크 개발을 주도하지 못한 영국과 비교
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Edquist 2004, 161-167). 다음으로 느슨
한 형태의 관리구조로 인해서 비단 연구소들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군 정보체계 전반에 걸쳐 호환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들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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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따라서 더 이상 SAGE 체계 같은 제한적인 표준화로는 이들
을 엮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3. ARPANET 개발의 과정

1960년대 ARPANET 개발은 SAGE와 달리 명시적인 군수 계약
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먼저 지휘통제체제의 구상이 이루어
진 후 당시 개발되어오던 기술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당시 지휘통제체제의 개선은 국방장관 맥나마라에 의해서 직
접 지도되었다. 그는 1961년 12월 메모랜덤에서 “조직, 전략적 독
트린 지도, 설비 개선” 세 분야에서 지휘통제체제의 집중적인 개선
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선순위이며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Mcnamara
1961). 컴퓨터 네트워크는 이 새로운 지휘통제체제의 핵심요소로

서 1960년대의 연례 예산 보고서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Mcnamara 1962). 이러한 새로운 지휘통제체제는 특히 쿠바 미사

일 위기라는 실질적인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구상되었
다(Abbate 1999, 134). 그 결과 NMCS(National Military Command
System), WWMCCS(Worldwid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가 연이어 설치된다(Wainstein 외 1975, 310-312, 392-393).

중앙집중적이면서 동시에 분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새로
운 지휘통제체제는 SAGE 시스템은 가지지 못한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을 필요로 했다. 각 부대에 배치된 서로 호환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효율적이고 빠른 자원공유 및 디지털 파일 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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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해야 했고 동시에 핵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했다. 당시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WWMCCS를 건설하는
목적은 각 사용자들의 우선순위를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회
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
는 수동의 스위칭되는(switched)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합쳐서
높은 속도의 자동적인 스위칭되는 네트워크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감당 가능한 비용 안
에서 의사소통의 능력, 신뢰성, 안전성, 생존가능성에 대한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Pearson 2000, 22).
이와 같은 기술적 필요를 만족시켜준 것이 당시 IPTO에서 진
행하던 ARPANET 프로젝트였다(Pearson 2000, 101). ARPANET은
비록 명시적인 군사적 필요를 내세우고 개발되었던 것은 아니나,
그 기술 개발의 목적은 위와 같은 호환되지 않는 컴퓨터들 간의 자
원공유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ARPANET 프로젝트 자체는
1968년 이후 본격화되지만 196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 네트워크
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계약들이 IPTO와 각 대학의
연구실들 간에 체결되었고(Norberg 외 1996, 155-159), 이와는 별
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1961년 폴 바란이 고안한
패킷 스위칭(packet switching)은 ARPANET 프로젝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발명으로서 이후 ARPANET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원리로 채택된다(Abbate 1999, 7-35). 이 패킷 스위칭으로 인
해서 비로소 최초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앞서 말했듯 소련과 미국의 핵평형이 가시화된 1960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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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 상황에서 국방부에 의해 지휘통제체제의 생존가능성이 강조
되고 이는 RAND에서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를 고안하고 있던 바
란의 연구에도 반영되었다. 바란은 패킷 스위칭을 활용한 분산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생존가능성의 문제를 풀고자 하였
다(O’Neill 1990, 13). 패킷 스위칭 시스템은 당시에 이미 널리 퍼
져있던 두 가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구별되는 것이었다. 당시
전화 연결망 등에 널리 사용되었던 연결 방식으로 먼저 회로전환
(circuit switching)의 방법이 있다. 회로전환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

의 연결에만 온전히 사용되는 회선을 설정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전화처럼 상호작용적인 소통을 가능
하게 하지만 회선의 안정성 문제가 있고, 수신자와 회신자 간의 회
로를 설정해 줘야 하는 중앙집중적인 통제센터가 필요하다는 문제
가 있다. 다음으로 메세지 전환(message switching)의 방법이 있는
데 이 방법은 연결망의 곳곳에 메세지의 저장소를 만들어 놓은 다
음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발생할 때마다 그 경로를 통해 메세지를
도착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마치 전신과 같은 방식이다. 이 방법은
보다 분산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지만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Abbate 1999, 11-17).
패킷 스위칭은 이러한 양쪽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당시 요구
되던 지휘통제체제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간단
히 말하면 패킷 스위칭은 전신의 방식과 비슷하지만 이와는 조금
다르게 메세지를 고정된 표준단위로 나누어서 네트워크 속으로 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었다.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일률적인 프로토콜을 설정함으로

냉전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59

써 모든 노드가 이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 네트워크에 분산
되어 존재하는 표준적인 안내장치들에 의해 목적지까지 이 정보의
단위들이 전달된다. 즉 패킷 스위칭에서는 네트워크 자체가 발신
지점에서 메세지를 패킷으로 나누고 전달하며 수신지에서 이를 재
조립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메세지를 한꺼번에 저장하는 불
편함도 피하고, 하나의 노드와 다른 노드를 연결하는 전용회선을
설정할 필요도 없게 된다(Norberg 외 1996, 159-161). 그리고 이러
한 일련의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준 것이 바로
프로토콜이라는 표준적인 규칙의 집합이었다.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연반응전략
의 핵심적인 지휘통제기능 요구를 만족시켜주었다. 첫째로 패킷
스위칭은 이종의 컴퓨터 시스템 사이의 빠르고 상호작용적인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유연반응전략 하에
서 핵심적인 필요였다. 당시 프로젝트 담당자였던 로렌스(Robert
Lawrence)는 이를 “바로 시간공유 컴퓨터가 수백 명의 개인적인

사용자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이러한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수천 명의 사용자
들이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Norberg
외 1996, 155). 당시의 군사적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10분의 1초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종의 컴퓨터 시스템 간의 반
응속도가 필요했는데, 패킷 스위칭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약 4분의
1초 수준까지 이를 크게 향상시키는 시스템이었다(Pearson 2000,
133). 이는 기존의 메세지 스위칭의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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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네트워크 내에 분산시켜서 배치하는 분산적인 구조를 취함으
로써 ‘생존가능성’이라는 당시의 또 다른 전략적인 요구를 만족시
켰다. 기존의 몇몇 허브에 기초했던 허브형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에서 노드 간의 중첩적인 연결경로가 많고 중심허브에 덜 의존하
는 분산형의 네트워크 구조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전화
망과 같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몇몇 중앙 통제센터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했던 것과 다르다. 바란의 패킷 스위칭 시스템
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각 노드들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결정되었다
(Abbate 1999, 15-16). 이러한 설계는 정보를 통제하는 중앙 센터

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네트워크의 일부가 파괴되어도 전체 네트
워크는 그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연결망 전체의 생존가
능성을 높인 것이다.
바란이 고안한 분산된 커뮤니케이션과 패킷 스위칭은 호환성
과 생존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켰다. 분산
과 집중 작동방식이 결합된 복합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
는 원리를 제공했던 것이다. 분산의 방식으로 인해 물리적인 아키
텍쳐는 분산적인 모습을 갖지만 일률적인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종
의 컴퓨터 간 소통이 가능해져 기존의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관
리할 수 있었다. 바란의 이 구상은 머지않아 ARPANET 프로젝트
담당자인 로렌스에 의해 채택되어 실제의 컴퓨터 네트워크 건설
로 이어지게 된다. 로렌스는 1967년 10월의 한 컴퓨터 운영체제
심포지움에서 바란의 패킷 스위칭을 ARPANET에 적용할 수 있겠
다는 아이디어를 얻고 곧바로 ARPANET 프로포절을 작성하였다
(Norberg 외 1996,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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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이후의 ARPANET 개발과정은 패킷 스위칭의 기본적
인 원리하에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온 컴퓨터 네트워크 기
술 개발의 역량들을 IPTO의 리더쉽과 지원 하에 통합하는 과정
이었다. IPTO가 실제 연구를 계획하기보다는 문제를 설정하고 이
를 각 연구소들의 비공식적인 협업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이었다
(Abbate 1999, 69-73).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지휘통제체제의 발전

이라는 것은 늘 배경으로 작동하였다. 실제 국방예산을 정하기 위
한 청문회에서 이 프로젝트의 효용을 의심하는 상원의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다. 당시 참가했던 국방연구 국장 포스터(John S. Foster)
는 이를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해야 했다. 이 외에도 다양
한 경로로 ARPANET 프로젝트는 지휘통제 및 군의 컴퓨터 성능을
개선시킨다는 목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했다(Abbate 1999, 74-78).
ARPANET은 개발 후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는 곧 WWMCCS
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채택된다. 당시까지 WWMCCS는 그 이름
에 걸맞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Abbate 1999, 134).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원리의 채택은 이 지휘통제체제의 작동을 크
게 개선시켰다. 또한 지휘통제체제로 채택됨으로써 ARPANET과
패킷 스위칭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지휘통제체제는 자동화된 컴퓨터와 각종 정보처리장치를 연결한
유일한 전 세계적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였다. 상업화된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영역 네트워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후 ARPANET을 중심으로 한 프로토콜과
표준이 인터넷으로 확장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ARPANET은 SAGE와 같은 군사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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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지휘통제체제 네트워크의 기능을 하지만 SAGE와는 다르
게 분산된 아키텍쳐를 가졌다. ARPANET의 노드들은 어느 한 컴
퓨터센터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면에서
SAGE의 허브형 아키텍쳐와는 달랐다. 또한 ARPANET은 SAGE
컴퓨터 네트워크보다 진일보한 집중 작동방식을 가졌다. SAGE는
27대의 동일한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했을 뿐이었다.
반면 ARPANET은 이종의 컴퓨터들 간의 호환을 가능하게 했다.
즉, 데이터 통신과 이메일과 같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프로토콜 및 표준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제를 만들어 냈다. 이는 이론적으로 무한한 컴퓨터들
사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따라서 기술사 연구에서는 이
를 첫 세대 인터넷의 시작으로 본다(Bar 외 2000, 489-518).
지휘통제체제의 필요에 따른 ARPANET의 개발과정은 SAGE
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냉전전략에 의해 기술이 구성되는 모
습을 보여준다. 1950년대와는 달리 컴퓨터 기술이 갖는 정보기술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유연한 기술 관리체계가 요구되었다. 기술
조건이 점차 분산적인 관리구조에 유리하게 변화했던 것이다. 그
러나 분산적인 컴퓨터 기술체계는 다시 ARPANET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집중작동방식으로 재통합되어 이중적인 구조의 커뮤니케
이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중적인 커뮤니
케이션 구조는 유연반응전략의 필요에 의해서 당시의 지휘통제체
제의 기술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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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보기술의 변환과 국제정치
이 글은 오늘날 인터넷의 이면에 존재하는 분산과 집중의 이중적
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기원을 찾기 위해 냉전으로 돌아가 인
터넷의 개발사를 다시 분석하였다. 인터넷의 이중적 커뮤니케이
션 구조는 미소갈등이라는 냉전체제가 만들어낸 소산이었다. 핵
전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대공방어계획의 필요, 그리고 대량보
복전략에서 유연반응전략으로의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독특한 컴
퓨터 커뮤니케이션 망의 필요를 파생시켰고 미국은 이를 SAGE,
ARPANET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창출시킴으로써 충족시켰다. 그 결과 오늘의 인터넷은 다
양한 노드들의 자유로운 연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입체적인 형
태의 이중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이중구조를 창출함으로써 미국이 얻었던 이
익은 다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은 새로운 컴퓨터 네트
워크를 개발함으로써 당장의 안보적 필요를 해결할 수 있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에 내재된 소프트웨어적인 집중적 통제방식,
즉 프로토콜의 관리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은 이후 정보화시대의 국
제정치적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한 가지 대
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서두에 언급한 IP주소의 배분 문제이
다. 보통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IP주소는 다른 여타의 자원과 같이
희소한 자원인데 미국은 독보적으로 많은 IP자원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전 세계에 256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 약 1600만 개
의 IP주소를 가지는 8번 계층 네트워크(/8 network) 중 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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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기관으로서 유일하게 12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 18개
의 8번 계층 네트워크가 미국의 초국적 기업에게 돌아가 있다.3 미
국은 이처럼 프로토콜이라는 고도로 집중된 통제방식을 주도함으
로써 사이버공간에서 막대한 편익을 거두고 있다. 애초에 이런 비
대칭적인 독점이 가능하게 된 것도 냉전시기에 새로운 커뮤니케이
션 통제방식으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서두에서 냉전체제의 구조와 미국의 안보적 이익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이중적인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구
조를 구성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답으로서 소련의 핵위협,
미국의 핵전략, 정보기술체계의 상호구성의 모습을 두 가지 사례
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보다도
이 글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 또한 국제정치적으로 구
성된 체계라는 것이다. 현재 국제정치학자와 일반 대중을 막론하
고 극소수만이 기술의 블랙박스를 열고 그 안에 담긴 권력정치적
인 구조를 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히려 구성주의자
들의 주 비판대상인 무정부 상태의 자조(self-help) 논리보다도 더
기술의 구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기술은 무정부상태와 같은 사회적인 구성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결정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의지
와 무관하게 발전되는 것도 아니다. 국제체제의 변화를 불러오는
기술체계는 그것의 물리적인 속성과 국제체제의 구성적인 영향에
의해서 개발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조의 제약에 대응해서 행
3

Wikipedia의 “List of assigned /8 IPv4 address blocks” 항목 참조(검색일:
2012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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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가 발휘하는 에이전시는 기술발전의 경로를 유의미하게 변경
시킬 수 있다. 미국은 정보기술체계와 인터넷 개발의 초기에 네트
워크 프로토콜이라는 보이지 않는 집중의 메커니즘을 만듦으로써
오늘날의 정보지식 무대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기술은 진화 중이다. 웹 1.0의 시대가 가고
웹 2.0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의 가능
성에 많은 국제정치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집중
의 메커니즘을 장악한 미국의 기관들과 초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의 정보산업을 장악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안적인 움직임도 존재한
다. 리눅스와 같은 오프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 그러한 예이다. 또
이미 제2의 주연으로 떠오른 중국 또한 미국의 기술표준에 대항하
여 정보기술의 대안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
다. 웹 1.0 시대를 주도했던 미국조차도 현재의 인터넷 커뮤니케이
션 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혁하고 미국의 민주적 가치에 더
친화적인 정보기술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
다(Hindman 2009; Nunziato 2009). 이 글은 냉전체제라는 시대적
인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인터넷의 특성을 분석했다. 현재 인터넷의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냉전체제, 미국, 그리고 기술 그 자체
라는 삼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탈
냉전 이후 새로운 삼자의 구성적인 관계 속에 인터넷 그리고 넓은
의미의 정보기술의 표준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변환의 조짐을 보이
고 있다. 이 글이 보여준 냉전체제와 인터넷의 구성적 관계는 탈냉
전 시기 정보기술의 새로운 국제정치적 변환을 이해하기 위한 가
이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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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약어표

ADSEC			 Air Defense System Engineering Committee
ARPA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NS				 Domain Name System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MP				 Interface Message Processors
IP					 Internet Protocol
IPTO				 Information Processing Techniques Office
NCP				 Network Control Program
NMCS			 National Military Command System
R&D				 Research and Development
RLE				 The Research Laboratory of Electronics
SAGE			 Semi-Automatic Ground Environment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WWMCCS		 Worldwid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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