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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새로운 세기에 자유는 휴대폰과 케이블 모뎀을 타고 널리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

터넷이 얼마나 많이 미국을 변화시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개방된
사회입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중국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상상해보십시오. 자! 중국
이 인터넷을 통제해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그러한 짓은
젤리과자로 벽에 못질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2000년 3월 8일)1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불러온다고 한다. 인터넷이 정보의 획득과 처리
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체시켜, 일반 대중들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
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의 독점으로 유지되었던 국가의 사
회 각 부분에 대한 통제력 또한 약화되고, 대중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와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한 공론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확
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2 이러한 견해는 중국에도 적용되어, 중국 내에 인터넷이 점

1 Drake, Kalathil and Boas(2000); Lokman Tsui(2001), p. 6.
2 임혁백(2000), p. 34.

점 확산되어 나갈수록 권위주의적인 중국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 결과
민주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3
그러나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확산에 있어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인식
하는 이들은,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virtual) 공간이 현실(non-virtual)세계 없이
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4 다시 말해, 인터넷이 물리적 실체인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며 이들 인터넷 이용자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
회적, 제도적 동인에 속해 있는 이상, 5 현실 세계의 정치적 역동성과 상호작용이라
는 환경적 요인의 고려 없이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며, 또 무의미하다. 따라서 1949년 건립된 이후 미디어는 물론 사회·경제·정치적
전 분야에 걸쳐 강한 통제를 유지해 온 중국정부를 감안할 때, 인터넷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민주화를 가져온다고 낙관하는 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조직화하며, 때로는 정부의 통제망을 피해 대대적인 시위
가 발생한 사례들만을 인용하면서, 결국엔 중국정부도 이러한 활동에 무릎을 꿇고
말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6 그러므로 인터넷의 확산이 중국의 민주화에 미칠 수
있는 유형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인터넷 7 을 단일한 변수로 놓고 중국정치를 연구한 것은 유재섭이 유일
하다. 그러나 유재섭은 인터넷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분석하기
3 Thomas Friedman(2000), pp. 62-70.
4 Jack Linchuan Qiu(1999/2000), p. 2.
5 Martin Wolf(2001), p. 190.
6 Drake, Kalathil and Boas(2000).
7 Deibert은 국제정치연구에 있어서 “깊이”보다는 “넓이”의 이점을 가진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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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단지 중국정부의 정보화 발전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8
말미에 중국정부의 하부로의 권력이양과 인터넷이 확산이 맞물려 중국사회의 민주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9 정재호는 중국정부에게 상
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法輪功의 활동에 주로 초점을 두면서, 이들의 활동에
있어 인터넷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중국정부가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맞
서고 있다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10 하지만 그는 중국정부의 인터넷 규제조치들
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11 김영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국의 비공식 노동조직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국·내외에 여론화시키는데 인터넷을 활용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12 그 또한 인터넷의 규제조치들을 간략하게 소
개하고 있는데, 중국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
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13 정해용과 박재욱은 上海市의
도시정치의 사례를 통해 지방 수준의 민주화 가능성을 설명하면서,14 인터넷을 통해
국가와 시민간의 쌍방향적 의사전달이 확대되고 있어 도시정치의 민주화에 인터넷
이 일정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15 이동률은 중국정부가
대외관계에 있어 민족주의를 실리에 부합되는 도구로서 관리 및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16 현재 인터넷이 중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대중 민족주의가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17 종합해 볼 때, 인터넷과 중국의 민주화 가
능성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세밀하게 검토한 연구물은 아직 국내에 없다. 게다가 중

8 유재섭(1999), pp. 89-105.
9 유재섭(1999), p. 105.
10 정재호(2001), pp. 304-311.
11 정재호(2001), p. 311.
12 김영진(2000), pp. 247-250.
13 김영진(2000), p. 249. 그러나 왜 그러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4 정해용·박재욱(2001), pp. 254-260.
15 정해용·박재욱(2001), p. 259.
16 이동률(2001), pp. 261-274.
17 이동률(2001), p. 265.

국정부의 인터넷 통제 부분을 언급한 것은 유재섭, 정재호, 김영진이지만 이들은 중
국의 인터넷 통제정책을 일반적으로 소개하거나, 法輪功과 비공식 노동조직의 활동
과 관련된 사례들만을 열거하는 제한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의
확산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을 전제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중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터
넷이 중국체제의 민주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의 적실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칼
라씰(Shanthil Kalathil)과 보아스(Taylor C. Boas)가 그들의 연구물에서 제시한 대
중, 시민사회조직, 경제, 국제사회라는 4개의 분석 틀을 중심으로, 18 인터넷이 권위
주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관측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경험적 사례
들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인터넷이 민주화를 용이하게 한다는 2장의 내용
에 반하는 사례들을 거론할 것이다. 즉 인터넷의 확산이 민주화에 장애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검토함으로써, 인터넷이 권위주의적인 중국정부의 통치에 필연적
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현황과 인터넷 사용실태가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인터넷
이 야기하는 변화에 대해 중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우
선 4장에서는 중국정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억제하는 다양한 통제정책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인터넷을 행정의 투명성과 효
율성의 제고 및 경제적 성장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인터넷의 확산
이 중국정부의 민주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평가할 것이다. 앞서 밝혔듯 본 주제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물은 아직 국내에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은 주로 미국, 독일 등
에서 연구된 영문 자료와 온라인 상에 개재된 국내 주요 일간지의 기사 등에 의존
하여 작성되었다. 그리고 논의의 초점은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보다는 전체적
인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에 두고자 한다.

Ⅱ. 인터넷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

우선 인터넷이 대중(mass public)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우, 동유럽 붕괴에 텔레비

18 Kalathil and Boas(2001), pp. 2-3.

전 방송이 미친 영향인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가 거론된다. 19 즉 대중들
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외국의 다양한 뉴스와 사상들(ideas)이나
민주화된 나라들의 문화나 정치적 규범에 관한 정보들이 대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통제에 대한 반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중들
이 이메일, 인터넷 대화방(chat rooms)과 인터넷 게시판(bulletin boards)을 통해
과거에는 전국적 단위에서 거론하기 불가능했던 정치·사회에 관한 토론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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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ideational pluralism)와 점진적인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20 예컨대,
인터넷 게시판에 2001년 3월 江西省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 폭발 사고를 처리한 것
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빗발치자 朱鎔基 총리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직
접 사과를 표명한 일이 있었다. 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일은 분명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인터넷 게시판이 분명 중대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
다.21
중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시민사회조직들의 인터넷 사용 또한 중국정부에 대한
19 헌팅턴은 ‘전시효과’를 ①한 사회의 집단과 지도자들이 권위주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적인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 ②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적인 체계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③민주화의 후발주자가 전자의 사례를 통해 유의해야 할 과제들을 다른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민주화를 전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Samuel P. Huntington(1991),
pp. 100-101.
20 Kalathil and Boas(2001), pp. 2-3.
21 Lokman Tsui(2001), p. 6; 이 사건은 92년부터 중국정부가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줄여감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대체 수입을 찾아 나서게 된 상황에서, 폭죽제조를 통해 학교재정을
충당하고 있던 학교에서 그 폭죽의 폭발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것에 있었다. 즉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실에서 폭약을 제조하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신랑망 (/sina.com) 등 중국의 인터넷 매체를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이에 대해 외국 언론들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열악한 중국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질타하게 되었다. 그러나 朱鎔基 총리는 사건 이틀 뒤인 8일“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돈벌이를 위한 폭죽 만들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고, 이날 관영 신화통신이 “한 정신병자가 이웃에
불만을 품고 대량의 폭약을 학교에서 터뜨린 것이 원인”이라고 발표했었던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국익을 감안하여 뉴스를 적당히 ‘손보기’ 전에, 현지발 보도가 인터넷을 타고 먼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거짓말이만천하에드러나게

된

것이었다.『디지틀

조선일보(http://www..chosun.com)』(2001/3/7), (2001/3/14), 『The New York Times On The
Web(http://www.nytimes.com)』(2001/3/16).

잠재적인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조직들이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조직의 구성과 관리, 그리고 선전을 통한 새로운 회원의 확충 등의 제반활동을 더
욱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데에 기인한다.22 한 예로, 신설된 지 얼마 안된 중
국 민주당은 1998년 회원의 신속한 동원과 형성에 있어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3 특히 1996년 봉건적 미신으로 규정되어 공식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던 法輪功 신도 10,000 여명이 1999년 4월 공안당국의 감시를 뚫고 중국
당정 지도부의 숙소와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中南海 외곽에서 시위를 벌일 수 있
었던 것도,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조직을 관리해왔다는 것을 증명해준다.24
시민사회조직들은 정치적인 추문들(political scandals)을 온라인 상에 유포함으로
써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거나 정치적 개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음성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직은 노
동문제를 여론화시키기 위해 전자잡지(online magazine)를 사용하고 있다. 1989년
최초로 등장한 CND, 중국정부의 정보봉쇄와 언론탄압을 타파하기 위한 목표를 내
세우며 여러 문제들에 대한 체제비판자들의 평론을 싣고 있는 ‘隊道(Tunnel),' 중국
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전달하는 ’大參考‘(VIP Reference), 좀 더 상세한 정보
를 일간 형식으로 전달하는 ’小參考‘ 등이 그것이다.25
인터넷이 주도하는 경제 영역의 확대 또한 경제와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국가 통제에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문맹률이 상
당히 낮은 거대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하청업자’가 될 수 있고,26 이로 인해 정치적 자유화를 열
망하는 중산층의 등장이 촉진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일반적으
로 선진국, 특히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에 급속하게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패나 불공정한
관행을 비판하고, 중국정부에게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와 투명성 증대를 위한 개혁
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관련 산업의 확산은 실질적인 경제적 민주화를
22 윤영민(2000), p. 45.
23 Kalathil and Boas(2001), pp. 6-7.
24 정재호(2001), pp. 297-300, 304-305.
25 Lokman Tsui(2001), p. 35; Thomas Friedman(2000), pp. 68-69; Kalathil and Boas(2001), pp. 67; 김영진(2000), pp. 247-248.
26 Peter Nolan(2001), pp. 339-340.

가져오는 동시에, 대외적인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자국 국민들을 외부의 영향과 사
상으로부터 고립시키려던 중국정부 내 강경파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27
과거부터 외국 정부와 다국적 기구들이 행하는 국제사회차원에서의 압력과 제재
는 권위주의 정권을 민주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간과 공간의 벽
을 허무는 인터넷의 사용으로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손쉬워졌기 때문에, 이들
은 권위주의 국가 내에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단체들을 더욱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내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 뉴욕에 본부
를 두고 있는 Human Rights in China(中國人權), 홍콩에 있는 중국인권민주화운동
소식센터(中國人權民運信息中心)와 중국노동권리(Labour Rights in China) 등이 중
국의 민간인 체포와 인권 침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온라인 상에서 청원서를
돌리면서, 중국의 반정부 인사들이나 국외의 인사들과도 이메일을 유지하는 활동들
을 하고 있다. 28 게다가 세계 40여 개국에 산재해 있는 法輪功 국제 지부는 인터넷
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위한 반정부 저항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림으
로써 확실히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더욱 왕성해진
국제사회의 관심은 경제·정치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
는 중국정부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동시에 중국정부가 타국과의 원만한 외교적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29

27 Peter Nolan(2001), pp. 331-335.
28 Kalathil and Boas(2001), p. 7; 김영진(2000), pp 249-250.
29 Kalathil and Boas(2001), pp. 7-8; 한국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던 쉬저롱 박사가 중국 정부
기밀문서의 외부반출과 국가안보를 저해한 혐의로 2000년 6월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쉬박사의 모교인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세계 각국의 교수, 공무원, 사업가, 언론인 등 340명이
작성한항의서한을江澤民주석에게보냈다.

(국민일보(http://www.kukminilbo.co.kr/)』(2002/2/21);

중국의 黑龍江省 大慶과 遼寧省의 해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시위를 벌인
사실을

중국인권민주화운동

세계노동조합연맹이

정보센터가

노동조합에

대한

즉각적으로
탄압중단을

보도했고,

이에

촉구하는서한을

『국민일보(http://www.kukminilbo.co.kr/)』(2002/3/19);

미국은

대해

벨기에에

江澤民주석에게

1990년

이후

있는

보냈다.

유엔인권회에

중국에 대한 인권비난 결의안을 상정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민간인이 중국의 기독교
교회에 성경을 반입하려다 체포된 사건에 대한 우려 표명을 비롯해 중국의 法輪功탄압 등을
외교적 쟁점으로 삼고 있다. 독일의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도 제 58차 유엔인권회 연설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각각 『한국i닷컴(http://www.hankooki.com/)』(2001/4/24),

Ⅲ. ‘인터넷을 통한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의 적실성 검토
이 장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앞
의 논의와는 달리 인터넷의 확산이 중국정부에 필연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미치
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표 1>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 현황과 인터넷 사용 실태 (단위; %)
총 사용자

4,580만 명
18세 이하

사용자
16.3

18세 이상

30세 이상

이하
54.1

이하
18.8

40세 이상
10.8

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 대학

석·박사

11.5

30.5

55.5

2.5

학생

사무직

전문기술자

공직자와 교사

26.2

25.2

17.5

11.5

가정

직장

학교

인터넷 카페

62.1

43.3

21.8

17.3

정보획득

게임 및 오락

親交

학습

47.6

18.9

14.9

6.6

자주 이용하는

이메일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게시판 및

기능

92.9

63.8

51.0

18.6

학력수준

직업별

접속장소

사용목적

주: 본고의 논의에 맞게 자료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했음.
자료: “제10차 인터넷 發展狀況(2002. 7)”, 中國 인터넷 情報센터(CNNIC)
(http://www.cnnic.net.cn/develst/2002-7e/5.shtml).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이 인터넷 사용자수는 전체인구의 3.5%에
해당하는 4,580만 명이고, 주요 사용자 층은 18세에서 30세 이상의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이다. 직업별로는 학생, 사무직, 전문기술자, 공직자와 교사 순이며,
인터넷 접속장소는 가정, 직장, 학교, 인터넷 카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중국 네
티즌들은 인터넷을 주로 정보획득이나 오락, 그리고 채팅을 통한 親交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기능도 이메일이나 검색엔진, 소프트웨

『국민일보(http://www.kukminilbo.co.kr/)』(2002/1/8),『세계일보(http://www.segyetimes.co.kr/)
』(2001/8/22),『중앙일보(http://www.joins.com/)』(2002/3/22).

어의 다운로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합해보건 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
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이들이 주요 인터넷 사용자들이나,
이들은 인터넷을 주로 개인의 효용증대와 같은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써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전국적 단위로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포럼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98년 1월부터 1999년 5월까지 武漢, 上海,
北京, 河北, 廣州, 심천 등에 소재한 7개 대학의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의 내용을
매일 평균 1시간씩 접속하여 검토하고, 게시판 관리자들과 직접 인터뷰(1998년 6
월)를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 Jack Linchuan Qiu에 따르면,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내용이라고 개재된 것들도 그 실상은 주로 경제, 연예, 스포츠 등의 비정치적인 내
용들로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30
또한 위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의 인터넷 접속 사용자(전 인구의 3.5%)
는 다수 대중이라고 하기엔 극히 적다. 물론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
하는 추세를 고려한다고 해도,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상적 다원화’와 ‘민주화 욕구의 증대’를 가져올 인터넷 내용물들은 영어로 돼있
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이에 쉽게 접근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31
한편 포르노그라피나 만화를 보고 오락을 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인터넷 중독
증’이 중국의 급속한 인터넷 확산과 함께 사회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이 ‘인터넷
중독증’은 건전한 가치체계나 인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권의 통치 속성이 권위
주의적인가 민주주의적 인가와는 상관없이, 중국 사회의 안정을 해칠 사회적 병폐
로 남을 것이다.32
인터넷을 통한 시민사회조직의 왕성한 활동이 민주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는 중국사회 내부에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사회조직이 이미 존재하고, 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사회내의 실상은 그러한 전제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개혁개방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활동적인 산업협회 형식의 경제단체와 학술단체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함으로써 국가로부터

30 Jack Linchuan Qiu(1999/2000), p. 5; pp. 9-10.
31 Kalathil and Boas(2001), p. 16.
32 Peter Nolan(2001), pp. 355-356.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조치로 1989년 10월 13일 ‘사회단체
등기관리 조례’를 반포함으로써, 정부의 일정 지침에 위반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령하고 있다. 33 그리고 지난 1998년 6월 ‘중국민주당’창당을 준비하던 이
들은 전격 체포돼, 국가전복 기도 죄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34 이에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장인 李鵬은 “만약 중국에서 다당제를 시도하고 공산당의 지도력을 부
인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35
최근 외신에 의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하강노동자 중심의 빈번한 대규모 시
위도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비공식 노동조직이나 이들의 노동운동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일회적일 뿐이다.36 게다가 비조직 노동조직의 운동
목표는 조직적인 저항을 통해 공산당의 통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자체적인 정
당을 조직하여 기존 공산당의 정치원리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37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法輪功과 관련해서, 중국정부는 1999년 7월 이후 모두 10
만 명 이상의 法輪功 신도들을 체포 구금했다. 그리고 文革 이후 최대규모의 전국
전인 수색 활동을 펴 法輪功과 관련된 서적, 음반, 비디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하
는 한편 민주화 운동인사(民運分子)들과 法輪功과의 연계를 막기 위해 청화대학과
북경대학 등에서는 法輪功을 수련하는 학생들을 색출하여 퇴학시키거나 정학시키기
도 했다.38 더 나아가 중국정부가 취하는 法輪功 관련 사이트들의 삭제와 국외 사이
트의 접속자체를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인터넷 통제 조치로 인해, 현재 해외 法
輪功 신자들은 본토의 신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기조차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

33 정해용·박재욱(2001), pp. 255-256.
34 徐文立, 王有才, 秦永敏 등이 浙江省 民政局에 ‘중국민주당’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이들은
국가전복기도죄로

각각

징역

13년,

11년,

12년형의

『한국i닷컴(http://www.hankooki.com/)』(1998/6/26),『디지틀
조선일보(http://www.chosun.com)』(1998/12/23).
35『경향신문(http://www.khan.co.kr/』(1998/12/2).
36 김영진(2000), pp. 250-251.
37 김영진(2000), p. 241, 243.
38 정재호(2001), pp. 297-305.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39
인터넷이 주도하는 경제 영역의 확대가 중국정부에게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는 마치 경제와 정치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과 흡사하다. 세계 각국
이 인터넷 구축의 초기단계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한 것처럼,40 최근 중국의 인터넷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른 ‘위로부터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
것은 지난 2000년 北京에서 개최된 ‘제16회 세계컴퓨터대회’(World Computer
Congress) 개막식에서 江澤民 국가주석이 "현재 세계경제에는 정보통신 기술로 인
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참
하기 위해 IT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
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인터넷 산업에서의 성공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컨텐
츠 제공 서비스·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산업 전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중국정부와의 41 관계 설정 자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2 그
러므로 중국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정부로부
터 인허가를 얻어내고, 수익관련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눈 밖에 나
는 행위’는 스스로 자제하는 동시에 중국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43

39 Kalathil and Boas(2001), p. 7.
40 Anthony Giddens(1999), p. 72.
41
『임수근 중국인터넷비즈니스백과사전(http://www.ssoft.co.kr/ChinaInternet/ChinaInternet1_2.htm)』.
42 서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중국적 특색이 있는 인터넷(the Interne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것은 鄧小平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제기했던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라는 개념에
빗대어 풍자한 어구로 중국 인터넷 산업이 시장경제의 원리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Business

Week』(2000/7/17),

『임수근

중국인터넷비즈니스백과사전(http://www.ssoft.co.kr/ChinaInternet/ChinaInternet1_2.htm)』에서
재인용.
43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자국내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예컨대,

홍콩과

유럽에서

대만의

재무장관이

참가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주최한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CDFB의 중국 내 영업을 제한하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모건체이스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열려던

대만

투자유치설명회

계획을

잇달아

그리고 중국정부는 신생하고 있는 기업가 집단과 중산층 계급을 그들 내부로 수
용함으로써 경제적 자유화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44 이번 8일부터 열린 중국공산
당의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黨章에 江澤民 주석의 ‘3개 대표론’ 45 이 삽입되면,
전대 대표 2100여명 가운데 이른바 ‘신흥계급’에 해당하는 7명의 중국 갑부들이 포
함될 것이고,46 이들이 1억 중산층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47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종식을 위
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압력이 중국정부의 정책에 실질적이고,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 48 비록 노동운동에 한정된
사례이긴 하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민주화운동과 연관될 수 있는 조직적인 노동운
동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중국정부가 개별 노동운동가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
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9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차단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국내와 국외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와 정부가 후원하는 웹사이트에 국제사회의 주장과는 반대
되는 정보를 싣거나 자국의 선전운동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50
그리고 1999년 유고 벨그라드 소재의 중국 대사관의 피폭사고와 2001년 海南島
에서 미·중 군용기 충돌사고가 있었을 때, 중국인들은 중국 내 주요 사이트에 ‘反
美’를 외치는 글들을 무수히 올렸는데 이는 민족주의적 감정 또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51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인터넷
을 통한 국제 커뮤니티의 구성이 인권보호, 종교의 자유 보장, 민주화 운동지지 등
취소했다.『동아닷컴(http://www.donga.com)』(2001/9/4).
44 Kalathil and Boas(2001), p. 7.
45 ‘선진 생산력과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은 중국공산당이 서구
의회민주제나 다당제 및 삼권분립론에 입각한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현재 중국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다원적 이익을 수렴하고, 다양한 계층·이익집단간의 대립과 충돌을 완화함으로써

현재의

공산당 일당체제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두복(2000), pp. 39-49.
46『대한매일(http://www.kdaily.com/news/)』(2002/11/8).
47『디지틀 조선일보(http://www.chosun.com)』(2002/11/04).
48 Drake, Kalathil and Boas(2000); Kalathil and Boas(2001), p. 16.
49 김영진(2000). p. 251.
50 Kalathil and Boas(2001), p. 7.
51 『대한매일(http://www.kdaily.com/news/)』(2001/4/6),『한국i닷컴(http://www.hankooki.com/)』(
2001/5/2).

과 관련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미·중 군용기 충돌사고가 있은
후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친중파 핵티비스트(Hacktivist)와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으로 구성된 친미파 핵티비스트간에 서로 미국과 중국 웹사이트를 공
격하는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다.52
결국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주
로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정부는 정보접근
의 불평등이 야기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53의 문제를 고민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
효용증대와 같은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의 이용은 항상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
의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터넷 중독증’과 공격적 민족주의의 대외적 표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는 중국정부가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확산이 필연적으로 권위주
의적인 중국정부의 통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경험적 사례가 뒷받침된 ‘객
관적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에 지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Ⅳ. 인터넷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적 대응

이 장에서는 인터넷이 야기하는 체제 불안정 요소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을 체
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대응유형은 법에 의한 통제, 기술적인 통제, 온라인 상에

52 기존의 사이버 테러가 해커(Hacker)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위의 사례는 집단적
공세로

행해졌는데,

이러한

경우는

핵티비스트(Hacktivis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디지틀 조선일보(http://www.chosun.com)』(2001/5/3).
53 강지영(2002), pp. 26-34; 이현우(2001), p. 380; 정연정(2000), p. 354; 임혁백(2000), p. 191.

서의 직접통제, 그리고 인트라넷구축을 통한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에 의한 통제가 있다. 1994년 중국국무원 147호령으로 공포된 조례를 시
작으로 해서 인터넷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처음 시작된 이후 54 1997년에 시행된
‘임시규제법규’를 통해 중국정부는 외국의 서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전송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55 그리고 그 해 12월 ‘컴퓨터통신망 국제연락망
안전보호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인터넷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56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보다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1999년 法輪功 사건을 통해
서이다. 이후 중국정부는 “외교사절을 제외한 모든 국내 및 외국의 기관과 기업, 그
리고 개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기술(encryption technologies)이 장
착되어진 모든 기구와 장치에 대한 정보를 2000년 1월말까지(즉 3개월 안에) 중국
정부에 등록하고 그 사용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공지하였다.57
한편 인터넷사용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바람직하지 않은 외
부의 정보들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또 국가의 기밀들이 밖으로 누설되고 있다고 판
단한 중국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소통에 대해여 더욱더 강력한 통제를 시행
하게 된다. ‘국가기밀’의 유출행위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도 있는 중한범죄로 취급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인터넷에 중국관련 컨텐츠를 올리는 컨텐츠제공업체들
(ICPs)로 하여금 반드시 정부유관단위의 사전검열을 취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후 중국정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기제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 노력해왔으며
2000년 한 해 동안 발표한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규정들이 이를 잘 반영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중국정부는 모든 웹사이트들로 하여금 信息産業府
에 의해 운영되는 통신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이는 모든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국가 통신망을 경유하여 이뤄지도록 한 후 공안부와 국가안전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말한 97년의 ‘임시규제법규’와
이 규정의 큰 차이점은 정부에게 통신망에 대한 장악뿐만 아니라 인터넷콘텐츠의
내용까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무원은 그 산하에 새
로운 단위를 설치하여 인터넷상에 올려지는 소식과 정보를 검색 및 조사하도록 하

54 유재섭(1999), pp. 99-100.
55 Lokman Tsui(2001), p. 25.
56 김영진(2000), p. 249.
57 정재호(2001), p. 306; Lokman Tusi(2001), p. 29.

고 있다. 이러한 감시조직은 성급단위조직에까지 설치되어 인터넷의 사용을 통제하
고 있다.
중국정부의 인터넷통제의 정도는 2000년 말에 가장 광범위해지고 강력해진다. 전
국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된 이 규정은 우선 정부의 통신체계에 무단으
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체제불안정 및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거
나 인터넷상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이 규정에서는 사교집단과 관련된 인터넷의 사용금지조항이 처음으로 삽입되었
는데 이는 法輪功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이 규정의 가장 중요한 목
적은 국가전복을 꾀하거나 국가의 체제안정을 해치는 부정적 내용이 인터넷에 올려
지는 것을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다. 58 이를 위해서 이 새로운 규정은 인터넷서비스
컨텐츠제공자와 공히 모든 사이트에 올려지는 내용을 무조건 60일간 보존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경찰과 공안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즉각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9 또한 모든 정보통신관련기업들의 지분을 국가가 최소한 51퍼센트를 소유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언론매체의 사이트를 제
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인터넷용 뉴스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언론매체가
제작한 뉴스만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60 이렇듯 중국정부의 인터넷통제정책
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안(試案)적인 성격의 규
제방침에서 시작하여 이의 적용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현실상황에 대응하면서
체계적인 정책이나 법률로 발전되는 형태를 취한다. 인터넷 초기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규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61
그러나 규제의 내용이 아무리 세밀하다 할지라도 어느 사회에서나 법 적용의 ‘공
백상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사이버 상의 통제에
있어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 그 이유는 바로 법 개념의 모호성에 있다. 이러
한 모호성은 곧 법 해석의 자의성으로 연결되는 바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인터넷이
초래하는 정치적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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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2001), p. 307.

59

Lokeman Tsui(2001), p. 27.

60

정재호(2001),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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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섭(1999), p. 93.

62 Nina Hachigian(2001), p. 123.

모호한 법 개념에 대한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기업들은 보통 인터넷 상에
‘안전한’ 컨텐츠만을 올림으로써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자 한다. 법조항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희생자가 됨으로써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던 개인은 1998년 ‘국가권
력선동죄’로 체포된 林海이다. 그는 미국에 근거를 둔 ’大參考‘(VIP Reference) 같
은 전자뉴스레터에 30,000여명의 중국인 주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63 또한 개
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행하는 자율규제(Self-censorship)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인
터넷통제를 더욱 쉽게 만든다.64 따라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부적절한’ 내용의 개재로 인해서 중국정부에게 사업을 취소 당하거나
정부의 협조를 얻는 게 어려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만들어놓은 ‘기준’
의 테두리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65
둘째, 기술에 의한 통제가 있다. 기술적인 통제는 정부가 정보인프라를 장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중국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분야는 직접 국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직접 연결망(IN)을 운영하는 NSP 분야와 직접 연결망을 통해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접속망(AN)을 운영하는 ISP 분야로 구별된다. 즉,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려
면 AN은 IN에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66 전산망의 중추(backbone)라 할 수 있는
공용 NSP는 물론, 상용 NSP 분야도 信息産業部 산하의 4개 국유기업들이 독점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ISP 시장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한하는 별도
의 장벽을 설치해 놓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장해 요인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600여 개 ISP들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도 대부분 각 지
방의 정보통신 관련 정부기관 산하의 국유기업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인터
63 Thomas Friedman(2000), pp. 68-69; 김영진(2000), p. 249; 하지만 그는 전자분야의 기술자로서
단지 금전적 대가만을 바라고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것 뿐 이라고 한다. Lokeman Tsui(2001), p.
30.
64 2002년 3월 16일 중국 인터넷 사업에 대한 자율 규제에 관한 공공 서약이라는 운동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포털이 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야후 등 서약에 서명한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정보를 생산, 게재,
유포해서는 안되며, 법을 저촉하고 미신과 음란성을 확산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 등도 금지된다.
또한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삭제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서 추방된다.
서명한 포털들은 이와 함께 외국에 기반한 웹사이트의 내용까지 검색해 불특정한 유해 정보들을
차단해야 한다. (http://webnews.lycos.co.kr/detail.asp?no=17224).
65 Nina Hachigian(2001), p. 123
66

Lokeman Tsui(2001), p. 26.

넷 접속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영향력은 한마디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67
위와 같은 국가 네트워크 망에 대한 통제 외에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통제도 엄격
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제의 방법은 정부가 ‘부적절’ 하다고 여기는 콘텐츠에 제한
을 가하는 필터링(filtering)인데 이러한 필터링은 ‘내용차단’(Negative)필터링과 ‘선
택적수용’(Positive)필터링으로 나눌 수 있다. ‘내용차단’ 필터링은 주로 ‘블랙리스
트’(Black list)작성을 통해 정부가 일반인들의 웹사이트 내용이나 이용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선택적수용’ 필터링을 통해 정부는 의도적으로 적당하
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다른 콘텐츠에는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주로 필터링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콘텐츠와는 달리 인터넷상에서 실시간(realtime)으로 수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화방’(chat-rooms)은 엄청난 정보의 양과
정보의 즉각적인 성질로 인해 중국정부가 가장 규제하기 힘든 대상일 수 있다. 때
문에 대화방에 대해 통제를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에 직
면하게 된다. 그러나 15분 안에 인터넷상에 개재된 ‘루머’를 찾아낼 수 있는 ‘사이
버추적(Cybersleuthing)’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감으로써 많은 부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한편 인터넷이용자들은 프록시(proxy)서버나 '무명자(Anonimyzer)' 같은 신분
노출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부의 통제를 피하고자해도 여기에는 어려움
이 많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부족과 적지 않은
비용, 그리고 위조(fake) 프록시를 설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들을 감시하려는 정
부의 의지로 인해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쉽지 않은 것이다.68 다른 한편으로 암호화
(encryption)를 통해 정부의 추적을 피하면서 개개인 간의 ‘은밀한’ 의사소통이 가
능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신들의 프라
이버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과 일반인들이 암호화소프트웨어를 사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암호화의 한계라 하겠다. 한편 중국은 뒤쳐진 소프
트웨어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만회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주최한 Security 2000 박람
회는 이를 잘 보여준다 69 . 물론 소프트웨어는 독재정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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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근중국인터넷비즈니스백과사전(http://www.ssoft.co.kr/ChinaInternet/ChinaInternet1_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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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섭(1999), p. 103; Lokeman Tsui(2001),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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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eman Tsui. p. 103.

이 아니라 주로 종업원들이 포르노사이트 같은 부적절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감시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개발된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시장이 개
방되어감에 따라 중국은 자기들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미국을 비롯한 서구로부
터 인터넷통제의 기술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70
한편 중국정부는 2001년 3월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Internet Police 110’을 자체
개발하였다. 긴급경찰전화번호를 의미하는 ‘Internet Police 110’은 ‘사교, 섹스, 폭
력’등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는 전송된 데이터의 패킷을 모니터 할 수 있고 콘텐츠내
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막을 것인지의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
다.71
셋째, 온라인 상에서의 직접 통제가 있다. 이 방법은 인터넷이용자들이 인터넷 상
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인데, 온라인상의 뉴스포럼, BBS(Bulletin
Boarding System) 등 인터넷 상의 ‘대화장소’가 주된 감시의 대상이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을 감독하기 위해서 필터링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 외에, 모든 인
터넷 대화방에는 그 진행을 운영하는 중재자가 있다. ‘Big mama’라 불리는 이들은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거나 토론주제를 벗어나는 메시지들을 삭제하는 임무를
지는데, 대화진행 중 토론의 정도가 벗어난 것 같다고 생각되면, 여기에 개입하여
‘질서 있고 이성적인 토론’을 참여자들에게 요구한다. 72 온라인 상에서 이와 같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인터넷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재를 받게 된
다. 대게 인터넷상에 올린 메시지내용이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인터넷이용이 금지
되며,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이용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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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ig

mama’를 포함한 온라인 상의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부주의에 대한 책
임이 돌아간다. 처벌의 유형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네트워크가 잠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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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얼마 전(기간: 2002.10.28-10.31) 公安府주최로 "Security China"를 개최하였다.
개최기간동안에 정보보호, 경찰업무수행을 위한 도구, 보안프로그램등이 전시되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박람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웹사이트는중국어(http://www.securitychina.com.cn/index.htm)뿐만아니라
영문(http://www.securitychina.com.cn/english%20exhi/sz.htm)으로도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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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eman Tsui(2001),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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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eman Tsui(2001),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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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Linchuan Qiu(1999/2000), pp. 18-25.

폐쇄거나 심할 때는 인터넷사이트운영허가가 취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는 정부
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열렬하게 정치적인 토론이 벌어졌던 북경대의 未名이라는
BBS가 1996년 이후 거의 삼 년 동안 폐쇄조치 당한 사건을 들 수 있다. 74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의 직접규제는 정부가 지정하거나 인터넷사이트운영자가 고용한 중재
자들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개인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부는 인터넷통제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정부는 국가 내에서만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전국적인 인트라넷
(Intranet)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트라넷은 정부만이 허가한 콘텐츠만을 가
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75 인트라넷을 통해 중국정부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
는 내용과 부합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차원에서 진행되는 인터
넷을 대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계획이 아직 논의 중이고 수년 동안 사업시
행이 지연되었지만, 최근 국가적 우선순위로서 다시 부활한 것은 중국정부가 외국
사상의 침투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和平演變’을
인터넷이 초래할 수 도 있다는 깊은 우려, 法輪功의 인터넷에 대한 깊은 의존, 그리
고 法輪功에 대한 ‘불순한 외국세력의 지원’등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 소위 ‘윈텔리
즘’(Wintelism)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윈텔리즘
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운영체제란 곧 정부가 독점적으로 그 정보의 소통을
감시 및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중국정부는 1999년부터 리눅스(LINUX)시스
템의 개발과 보급 및 홍보를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자신만
의 기술로 중국전용 정보고속도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씨넷(C-net)이라고 불리는 이
것이 개발만 되면 속도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 외부개입에 대한 우려 없이 중국정부
만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경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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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man Tsui(2001),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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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eman Tsui(2001),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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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2001), p. 308; 한편 중국정부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도 마련중이며, 인민해방군에서도
‘정보식민주의’의 출현을 우려하면서 군대가 국가주권과 영토뿐만 아니라 정보영토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새로운 임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月刊 아태지역동향』(2000, 3), p. 19.

Ⅴ. 인터넷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 대응

중국정부는 인터넷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해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e-government)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1999년에 시작된 "Government Online" 프로젝트의 일차적
목표로서 이 계획을 통해 중국은 이전의 紅頭文件이나 內參의 형식에서 벗어나 점
진적으로 관리들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을 갖도록 함으로써 의사전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이나 지연을 줄여나가려고 한다. 행정절차의 적실성 있는 통보
와 정확한 내용의 고지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수의 부서와 관료기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일반인에게 도움
이 되는 정부의 문서들을 올려놓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통치
과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기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은 관리들의 부패에 대해 온라인 상
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는 중국 인민 대검찰청(Supreme People's
Procuratorate)에서 운영하는 ‘Disclosure E-Mail-Box’이다.77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쌍방의 의사소통은 중앙, 지방정부의 長들과
그 지역민들 사이에도 적용되는데 지역의 長은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제안이나 불만을 읽어보고 참조함으로써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게 된다.
한 예로 2000년 2월에 개최된 上海市 人大 제 11기 3차 회의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200여건의 메일이 접수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浦東비행장의 교통문제,
버스종점의 소음과 환경문제, 시민생활의 카드단일화 문제 등 일상적 생활세계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들이었고, 浦東 내 어느 지역의 상수관 문제는 접수 당일 곧바
로 해결되기도 한 것을 들 수 있다. 78 그리고 중국의 국가 평의회(State Council)와
信息産業部는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계약을 수주함에 있어 관리들이 뇌물을 상납
받는 행위들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경매를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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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ua Zhang(200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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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박재욱(2001), p. 258.

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합리적으로 소비되었던 국가예산을 줄일 수 있다. 결과적
으로 위와 같은 제반의 조치들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시켜주고
근대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79
한편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에도 인터넷기술이 주도하는 하이테크 산업지대를 형성
하려고 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지대는
국내 인터넷 창업분위기를 배양하고, 토착적인 특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내의 일류대학 졸업자들이 외국의 이익이 큰 직장을 찾아
떠나는 것보다 국내에 머물러, 기술 분야에서 일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가 주도적으로 경제적 근대화에 기여할 기술에 정통한 인구를 육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야심과 결합된 전략인 것이다.80
또한 중국정부는 정부의 이미지고양을 위한 선전 도구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11월 8일 개막되는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기
관지 人民日報가 인터넷사이트 상에 3층 양옥 건물이 즐비한 마을 전경을 띄워 놓
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 허덕이던 마을이 현재는 1인당 소득 60만 위안의
富村이 되었다는 것을 ‘특집’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81 이것은 중국정부의 경제
적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 현 중국공산당 일당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부의 이념을 선전하고, 정부
에 대항하고 있는 法輪功이 邪敎임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82

Ⅵ. 결 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이 가지는 속성 자체가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지도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인터넷이 결코 다른 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인터넷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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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과학원이 개설(2000. 5.10)한 「邪敎揭評」제하의 인터넷 웹사이트(www.cas.net)에서는
邪敎조직의 실상을 홍보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은 ①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인생관·가치관 교육
讀本, ②唯物論·無神論 讀本, ③法輪功 실상 해부, ④세계 邪敎집단에 대한 이해, ⑤세계 7대 邪敎
등에 관한 것들이다. 『국가정보원(http://www.nis.go.kr/)』.

제도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이상, 인터넷의 정치력 영향력은 그것이 존립하고 있는
현실 세계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판단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의 확산이 필연
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중국의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주로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정부는 정보접
근의 불평등이 야기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를 고민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
효용증대와 같은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의 이용은 항상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
의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터넷 중독증’과 공격적 민족주의의 대외적 표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는 중국정부가 법, 기술적 구조, 온라인 상의 감시, 그리고 정부가 허가한 콘텐츠만
을 접속하게 하는 인트라넷구축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통제조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
고시키고, 경제성장을 향상시키며, 정부의 이미지를 제고를 위한 도구로서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확산이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중국정부의 통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경험적 사
례가 뒷받침된 ‘객관적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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