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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
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 ․ 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주
요국과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진핑 정부 들어 중국 최초의 국제협력 전
략을 공개하고 사이버공간 내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요국과 사이버협력을
도모하고 있지만 사이버보안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합의 성립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범주가
다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의 우선순위를 ‘국가의 안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사이버공간상의 국가 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 변경 등의 측면에서 중국
과 동일한 사이버보안관(觀)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
기 위해 최근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제한적으로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후속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보안법」
에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보안관리 제도, 보안등급 보호제
도,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는 관련 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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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전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등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
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관련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정보관리를 본
격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암호법」을 시행하고 사이버보안의 규제 범위 또
한 확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 ․ 중 간 사이
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달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
는 「사이버보안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2019년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2019~2022’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도 구축, 국제 협력 등 분야의 100
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 ․ 중 간 사이버
보안 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
고 포괄적이며 통제력이 강하다.
결론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외 리스크
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특히 중국 내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우리 정부 역
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사이
버보안법」 시행으로 재중기업의 보안등급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등급이 권고적 기준이나, 중국은 강제사항이다. 기업이 자
체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혼선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장
비 분야 인증 역시 더욱 복잡해졌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관련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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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
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
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지
속적 공조와 소통채널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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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와 다층적이고 상호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인
해 사이버공간(Cyber space)의 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한 관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도화되면서
사이버 위험의 범위와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위험(Cyber risk)은
네트워크와 정보기술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뜻하며, 사
이버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소로는 사이버 스파이(Cyber Espionage),
사이버 해킹(Cyber Hacking), 사이버 범죄(Cybercrime), 사이버 테러(Cyber
Terror), 사이버 분쟁 ․ 전쟁(Cyber Conflict ․ warfar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 등장하고 있다.1)
사이버보안(Cybersecurity)2)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사이버 위험
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이버보안의 개념과 목표는 국가, 기업, 개인에 각각 다
1) 사이버 스파이는 경제 ․ 정치적 목적으로 경쟁대상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뜻하며 정보유출을 통해
대상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는 유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보다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이버 해킹은 컴퓨터 통신망에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침입 또는 공
격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상의 사이버보안 능력(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상 피해를 유발한다. 사이버 범
죄는 사이버공간상의 범죄행위로 개인정보 판매 및 다른 범죄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개인정보 유출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간에 기반을 둔 범죄행위다. 사이버 테러는 정치 ․ 사회적 목적으로 대상의 기반시
설을 전자적 수단으로 오작동, 마비, 파괴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범죄로 다루기에 사안의 중대성
이나 파급성이 큰 경우다. 사이버 분쟁은 국가가 주체로 사이버공간상에서 IT 기술을 이용한 충돌, 공격 ․
방어 등이 이루어지는 행위다. 물리적 분쟁과 함께 발생한다. 용어의 개념은 Mauer and Morgus
(2014)를 활용하여 정리.
2) 영어로는 사이버보안을 ‘Cybersecurity’로 표현하며, 여기서 Security의 사전적 의미는 보안, 안보, 방
위, 경비, 보장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사이버보안(Cybersecuriy)’은 사이버공간에
서 발생하는 공격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다.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물리
적인 기술과 정보, SW와 표준 등의 논리적인 관점에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한 개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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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의미를 부여한다. 먼저 국가의 경우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기반시설
과 국가기밀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국가행위를, 기업은 첨단기술과 기업비밀의
보호를 통해 안전한 기업행위를,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안전한 일상생활
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어 사이버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것이다.3)
하지만 사이버 위험이 전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국가 안
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사
이버 위험을 국가위기관리체제에 포함시키고 사이버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다.
미국, EU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사이버보안을 국가안보의 중요한 고려요소
로 인식하고, 사이버보안을 위해 폭넓은 범위에서 범국가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국가보
안법」에서 처음으로 사이버공간 내 국가주권이 미친다고 명시4)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사이버보안을 위한 주요 목표로 사이버공간 내 보안전략과 국제협
력전략을 통해 법치 기반의 사이버공간 주권 수호,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국제
규범체제 확립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중
앙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2017년에는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여 국외기업의 검열과 내부 사이버공간까지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사
이버보안법」상 사이버보안은 ‘외부위협으로부터 보안’ 개념보다는 ‘내부의 안
전을 향한 사이버 규제 활동’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중국정부는 사이버공간에
서 활용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중국의 정치적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정치체제의 특성상 중국정부와 기업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해외에 있는 중국기업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간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3) 임종인(2008).
4) 국가안전 전략요강에서 밝히고 있는 ‘국가안전’의 범위는 정치안전, 국토안전, 군사안전, 경제안전, 문
화안전, 사회안전, 과학기술안전, 정보안전, 생태안전, 자원안전, 핵안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중국의 국
가보안법은 △중국 공산당 장기집권을 위한 안전 △중국의 팽창정책에 따른 주요 국가들과의 충돌 △안
정적인 소수민족 정책 시행 △경제적 이익 △국내외 테러 위험 △국가 안전법률 체계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준영(2017),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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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사고관리
제도(네트워크 안전관리제도), 보안등급 보호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의
무화하고 있다. 또한 보안등급제도에서는 위험관리 기법을 채택하고 주요 정보
기반시설도 관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보안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중요
데이터, 온라인상의 불법 게재물을 관리하는 콘텐츠 안전관리, 암호에 대한 관
리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그림 1-1 참고).

그림 1-1. 사이버보안의 규제 범위 및 관련 제도
사이버공간(Cyber space)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안

사이버 사고 관리제도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제도

보안등급 제도
제품/서비스 인증제도

콘텐츠 보안 관리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수차례 중국정부가 사이버공간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5)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18년 3월 발표한
‘301조 조사 보고서’에서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관련
데이터, 영업비밀, 내부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침입에 대해 조직적으
로 지원하고 개입했다고 발표했다.6) 또한 미국 국가정보국(O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에서도 「해외 사이버경

5)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서 중대한 정보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에 중요 정보를 저장
하고 중국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사이버보안법」 제37조)는 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6) USTR(2018),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
301%20Draft%20Exec%20Summary%203.22.ustrfinal.pdf(검색일: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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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파이 보고서」를 발표7)하고 중국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해 사이버 스파
이 행위, 첨단기술 접근 지원 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1-1. 미국의 화웨이 제재

1월
8월
2018년

11월
12월
1월
5월 15일
5월 20일

5월 22일
5월 24일
2019년 5월 30일
6월 3일
6월 7일
6월 11일
6월 12일
8월 13일
11월 22일
2020년 3월 12일

미국 하원,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 중단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화웨이와 ZTE 장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 서명
호주, 화웨이와 ZTE 5G망 구축사업에서 배제
뉴질랜드, 화웨이 5G장비 사용금지 결정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캐나다에서 체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형 통신사,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사용금지
폴란드 당국, 스파이 혐의로 화웨이 중국인 직원 체포
미 하원 화웨이와 ZTE에 미국산 반도체 칩, 부품 판매금지 법안 발의
미국정부, 자국기업 화웨이 거래제한 발표
구글,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지원 중단 발표. 인텔, 퀄컴, 브
로드컴 등 칩셋 제조사 거래중단 합류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화웨이와 거래중단 결정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OS 및 클라우드 지원 리스트에서 화웨이 삭제
미국 마이크론, 화웨이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중단
대만 폭스콘, 화웨이 생산라인 일부 가동 중단
페이스북, 화웨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 선탑재 불허
화웨이, 연내 스마트폰 세계 1위 달성 목표 철회
화웨이, 신규 노트북 PC 출시 무기한 연기
미국 정부기관 내 화웨이 통신 ․ 감시 장비 구매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 통신사의 화웨이 ․ ZTE의 장비 구입 시
보조금 지급 금지
미국정부, 지방 통신기업의 화웨이 ․ ZTE 네트워크 장비 사용 금지

자료: “Timeline: What's going on with Huawei?”(2019. 1. 18),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6483337; “The War Against Huawei: Why the U.S. is trying to destroy China’s most successful
brand”(2019. 12. 19), https://www.latimes.com/projects/la-fg-huawei-timeline/; “Huawei banned from
US government contracts”(2019. 8. 13), https://america.cgtn.com/2019/08/13/huawei-bannedfrom-us-government-contracts; “A new bill would ban the US government from using Huawei and
ZTE phones”(2018. 1. 14), https://www.theverge.com/2018/1/14/16890110/new-bill-ban-huaweizte-phones-tech-congress-mike-conaway-cybersecurity(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2. 10); “Trump
Signs Bill to Help Telecoms Replace Huawei Equipment”(2020. 3. 12), https://www. usnews.
com/news/business/articles/2020-03-12/trump-signs-bill-to-help-telecoms-replace-huawei-equ
ipment(검색일: 2020. 3. 16).

7) 이 보고서는 국방수권법 2015 회계연도 1637조(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5)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대통령은 매년 외국의 사이버 경제 및 산업 스파이에 관한 보고
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 사이버공간을 통한 외국의 영업비밀 및 정보 탈취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미국경제 및 세계무역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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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정부는 최근 중국의 글로벌 통신기업인 화웨이가 자국의 국가안보법
에 위반한 행위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내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를 독려하고 있는 상
황이다(표 1-1 참고).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최신 사이버보안 관련 주
요 정책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내외적 사이버보안 강화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를 통일하였다. 사이버보안과 유사한 용어로 사이버 안전, 사이버안보가 있으
나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개념으로 합의된 용어는 없다. 국
제기구와 각 국가별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은 상이하며 학술적으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이버공간의 불투명한 범위, 국가간 경계의 모호성, 사이버
위협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개념 정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공간
의 부상에 따라 등장하는 사이버공간상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은 공통되
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이버 안전,8) 사이버보안,9) 사이버안
보10)를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모두 사이버공간 내 안전을 유지한다는 개
념은 동일하다.
한편 중국에서는 사이버보안을 ‘정보안전(信息安全)’으로 통일하여 사용하
면서,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정보, 콘텐츠 보안과 같은 정보의 보안을 중시
하고 있다. 이는 정보 인프라 시설과 네트워크 보안을 중요시하는 서방 주요국

8) 사이버 안전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
성 ․ 무결성 ․ 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통령 훈령 제316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제3항.
9) 사이버보안은 사이버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조직과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경기도 조례 제5275호, 「경기도 사이
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용지원조례」 제2조 제1항.
10) 사이버안보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
지하거나 정보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의
안번호 4999,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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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사이버보안에 접근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정보보안
과 정보시설 보안을 포함한 사이버공간의 안전에 대해서는 ‘网络安全(네트워
크 안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전략에 대해서는 ‘网络空间安全(네트워크 공
간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의 ‘网络
安全(네트워크 안전)’을 ‘사이버보안’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또

한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과 전략을 설명함에 있어 대내적 보안과 대외적 보
안(안보)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대외적 보안 전략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는 주요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 보안과 안보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간
담회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주요국의 사이버보안체계
분석을 통해 중국과 주요국 간 국제 협력방안을 도출했으며, 분석의 내용을 기
반으로 한 ․ 중 간 협력방향을 모색했다. 끝으로 현지조사(현지출장, 자료조사)
와 인터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내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대비책을 살펴보
았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은 사이버보
안 전략하에 사이버보안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와 정책 방
향이 수립된다. 이에 제2장에서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설명하고, 제3장에
서는 중국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보안법」과 「사이버보안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이버보안법」에 근거하여 발표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제도
를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안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2020년부
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암호법」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
안 전략과 한 ․ 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했으며, 제5장에서는 중국의 사이
11) 王世伟(2018), 「论信息安全, 网络安全, 网络空间安全」, https://new.qq.com/omn/20180507/2018
0507A1V5MZ.html(검색일: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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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보안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재중 한국기업의 주의사항과 한 ․ 중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2. 선행연구
다양한 문헌에서 중국과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사이
버보안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분석한 문헌
은 다음과 같다. 김상배(2017b)는 주요 7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파악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각국 전략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종합 ․ 요약함으로써 한국의
네트워크 보안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배병환, 송은지(2014)는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미국, EU, 영국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네트워크
보안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문헌인 岳爱武, 张尹(2018)
는 제도, 기술 등 측면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을 평가하였다. 赵姗(2018)는 시진
핑 정부가 「사이버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 발전 및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사이버공간 내 미 ․ 중 간 갈등이 대두될 것이라고 분석한 문헌도 있다. 沈逸
(2019)는 미 ․ 중 간 사이버공간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이며 이에
따른 중국의 강경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밖에 중국의 인터
넷 검열 정책에 대한 미국 IT 기업들의 반발에 대한 사례로 2010년 1월 12일
자사 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해킹과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중국시장에서 철수한
구글의 사례를 분석한 문헌도 있다.12) 중국정부는 해외 인터넷 기업이 중국 내
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면 중국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
12) Hughes(2010), “A treaty for cyberspace,”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
11/j.1468-2346.2010.00894.x(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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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미국 IT 기업과 중국정부의 갈등을 넘어서 양국의
정치경제적 모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구글의 행보는 미국의 인터넷 자유
담론, 중국정부의 태도는 중국의 정치체제에 친화적인 정책적 주권담론에 기반
한다(김상배 2012).
또한 김상배(2019)에 따르면 사이버안보는 시스템 교란이나 지적재산권 탈
취에서 기술-산업-통상-데이터-정치군사-법제도-국제규범으로 확대 ․ 진화하
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중국산 IT 보안제
품 위협론’을 내세워 중국 IT 기업들(화웨이, ZTE 등)에 다양한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경쟁과 통상마찰이 사이버안보나 데이터 주권 등의 쟁
점과 연계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해 분석한 문헌도 있다. 김진용
(2019)은 시진핑 정부 출범 전까지 중국의 사이버보안의 개념은 정보통제에
가까워 사실상 대외적인 사이버 전략은 부재했으며, 사이버공간의 정의조차 규
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본질적으로 국가이익을 지향
하며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장려하고 있으며, 2010년 들어 중국식 사이
버 거버넌스(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영역의 표준)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13) Shen(2016) 역시 중국정부는 ZTE와
화웨이 같은 민간기업을 통해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 모색에 선택적으로 참여
했지만, 2010년 이후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
작해 현재까지 자국기업을 이용하여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4)
앞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는 데 초
13)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영역과 가상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적 부분은 컴퓨터, 서버, 라우터, 인
공위성, 케이블, 프로세서, 스위치로 수백만의 네트워크 정보와 통신기술을 만들거나 가능하게 한다.
가상 부분은 물리적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자식으로 연결해 송수신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2013년 미 ․ 러 사이버보안협약(Cybersecurity Pact)에서 정보를 생성, 전송, 수신, 저장, 처리 및 삭
제하는 전자 매체로 정의했다. 김진용(2019), p. 230 재인용.
14) 김진용(2019), p. 22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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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사이버보
안 정책체계를 분석하고, 재중기업의 대비책과 한 ․ 중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특히 최근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부터 본
격적으로 시행된 「사이버보안법」과 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에 대
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은 데이터 이동 규제 관련 외국
기업의 반대로 인해 2017년부터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이동을 포함하여 외국기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했다. 끝으로 최근 중국정부가 사이버보안 규제
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요국의
관련 동향도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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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1. 중국의 대내외 사이버보안 전략
중국은 1990년대 중반 들어 인터넷 발달과 보급에 따라 국가 보안 차원의
사이버 첩보 활동과 사이버공간 통제에 집중해왔다. 사이버보안 역시 외부방어
기술보다 사이버공간 통제를 중심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다. 시진핑 정부 이후
중국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피력해 왔다. 2014년 인터넷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위원회15)를 출범하고 첫 회의에서 “사이버보안이
없으면 국가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중국을 인터넷 대국에서 사이버 대국으
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16) 이에 국가 인터넷 및 정보안전보장시스템 건설,
사이버공간주권 수호 등을 국가안전 개념에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전략을 수립
하였다. 본 절에서는 시진핑 정부의 대내외적인 사이버보안 전략을 살펴보고
주요국과의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현황을 분석한다.

가. 대내 전략
2013년 집권한 시진핑 정부는 국가관으로 ‘총체적 국가 안전관(总体国家安
全观)’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치적 특성상 국가안전관은 한국의 국가 안보관

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체적 국가 안전관이란 국가 안전 영역을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비전통적인 안전 범위까지 포괄하는 거시적인 유형의 보
15) 본 연구에서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소조(中央互联网安全信息化领导小组)를 중앙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위원회로 칭한다.
16) 조영남(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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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관을 뜻한다.17) 이는 중국정부가 사이버공간을 국가 주권 영향 범위라고 인
식하고 중국 내에서 생성,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
버공간을 정치, 경제, 안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서방 국가들에 대하여 전략적 이
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으로 대변되는 중앙통제 중심의 중국은 사이버공간의 정보 유통이 중국
사회의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통제
하는 기조를 정책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2006년 발표한 ‘중국 국가 정보화
발전전략 2006~2020(国家信息化发展战略2006-2020)’에 중국 내 국가 차
원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언급한 바 있는데, 당시 중국정부는 중국 내 정보
의 생성, 유통, 저장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정보보안을 강조하였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6년 7월 사이버 강국 건설 비전을 제시한 ‘국
가 정보화 발전전략 강요(国家信息化发展战略纲要, 이하 강요)’를 발표하였다.
강요에서는 2020년까지 핵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2025년까지 국제적인 이동통신망 구축을 선도하며, 사이버공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8)
사이버보안을 전면에 내세운 중국 최초의 전략은 2016년 12월에 발표한
‘국가 사이버공간 보안전략(国家网络空间安全战略, 이하 전략)’이다.19) 이 전
략은 사이버공간의 평화, 보안, 개방, 협력, 질서를 5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
한 4대 원칙과 9대 주요 임무를 제시하여 향후 중국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4대 원칙은 △사이버공간 주권 존중 △사이버공간의 평화
적 이용 △사이버공간 법치주의 △사이버공간 보안 및 발전이며, 9대 주요 임
무는 △사이버공간 주권 수호 △국가 안전 보장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 △
17) 김준영(2017), p. 8.
18)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 과학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 유니
온테크(UNIONTECH)가 개발한 중국산 OS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화웨이 또한 5G 장비를 해외
에 수출하면서 국제적인 이동통신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19) 본 문단은 「国家网络空间安全战略」 全文, https://www.sohu.com/a/254342155_395870(검색
일: 2019. 8. 16) 활용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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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 △사이버 테러 및 위법 행위 엄벌 △사이버공간 관리
체계 보완 △사이버보안 강화 △사이버공간 방어 능력 제고 △사이버공간 국제
협력 강화이다.
전략에서 첫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사이버공간의 주권 존중’은 사이버공간
상 주권의 불가침을 의미한다. 중국은 사이버공간에 있어 모든 국가가 사이버
공간에 참여할 주체라고 주장하며, 이에 각국은 사이버공간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자국의 정보 시스템 및 사이버 활동을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사이버
활동을 방임 또는 공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사이버공간의 평화적 이용이다. 전략은 사이버공간의 이용
에 있어 인류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호존중, 상호신뢰 등 UN 헌장의 원칙
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사이버공간상 군비 경쟁을 지양하고 사이버공간
분쟁에 공동으로 대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며, 기술적 우위를 이용하여 타 국가의 사이버공
간을 통제하거나 타 국가 사이버공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사이버공간 법치주의로 사이버공간을 법에 따라 운영되게 함으로
써 개인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며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
를 존중하며 사이버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사이버공간의 보안과 발전이다. 사이버공간의 보안과 발전은 상
호보완적인 작용을 한다.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한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이 발전하며, 사이버공간 발전에는 사이버보안 강화가 필연적 요소이다.
9대 주요 임무 중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사이버공간의 주권 수호이다. 중국
의 사이버 주권 침해 시에는 경제, 행정, 과학기술, 법률, 외교, 군사 등 모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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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하여 사이버공간의 주권을 확고히 지킨다고 명시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국가정권을 전복시키고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
히 하였다.
두 번째 임무는 국가 안전 보장이다. 중국정부는 사이버공간 주권 수호는 곧
국가 안보 수호와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국가
안보 침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역, 국가 분열, 반란 선
동, 정권 전복 또는 선동, 해킹, 국가 비밀누설 등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
위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하였다.
세 번째 임무는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이다. 핵심 정보 기반시설은 데이터
유출, 기능 상실 시 국가 안보, 공공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정보 시설과 통
신, 방송,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이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법 ․ 제도에 따라 핵
심 정보 기반시설를 단계적으로 평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정보체
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네 번째 임무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
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인터넷 전파 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중국과 외국의 우수한 문화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윤리를 준수하
며 루머, 외설, 폭력, 미신, 사교 등 위법하고 유해한 정보를 사이버공간에서 유
포하는 것을 단호히 단속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임무는 사이버 테러 및 위법 행위 엄벌이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간첩 활동을 원천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이버 사기, 사이버 절도, 총기
및 마약 밀매,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포, 해킹, 지적재산권 침해 등 위법 행
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임무는 사이버공간 관리체계 보완이다. 사이버보안법규 체계를
만들어 「사이버보안법」,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조례」 등의 법규를 제정하여 사
회 각 방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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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하여 사이버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신뢰
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공간 통신 비밀, 언론 자유, 상업 비밀, 재산권
등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강화한다.
일곱 번째는 사이버보안 강화이다. 사이버보안 기준의 표준화와 인증 인가
작업을 강화하고 등급 보호, 리스크 평가, 취약점 발견 등 사이버공간 관리를
위한 체계를 재정비한다. 또한 기술혁신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중심으로 산 ․ 학 ․ 연 협력을 추진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를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빅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
를 수립하여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 번째는 사이버공간 억지력 제고이다. 사이버공간 방어 역량을 구축하
여 사이버 침입을 적시에 발견, 방어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도록 한다.
마지막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이다. 상호존중, 상호신뢰를 바
탕으로 국제적인 사이버공간 전략 대화를 통해 각국과 양자 ․ 다자 간 사이버
보안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 UN 주도로 모든 국가가 수용 가능한 사이버공간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사이버공간 국제테러방지협약 추진, 사이버 범죄
에 대한 사법 공조, 정책 및 법규, 기술혁신, 표준규범, 응급대응,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 등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일대일로’ 건설 협력을 통
해 개발도상국에 네트워크 기술 보급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
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인터넷대회’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 공유의 장
을 마련하여,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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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주요 내용
원칙

- 사이버공간 주권 존중
- 사이버공간의 평화 수호
- 법에 따른 사이버공간 관리
- 사이버보안 및 발전

주요 목표
- 사이버공간 주권 수호
- 국가안보 수호
-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
- 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
- 사이버 테러 및 위법 행위 엄벌
- 사이버 거버넌스 체계 보완
- 사이버보안체계 강화
- 사이버공간 방어 능력 제고
-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강화

자료: 「国家⽹络空间安全战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9)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이러한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은 시진핑 주석 주도의 ‘중앙인터넷안전정보
화 영도소조(中央网络安全与信息化领导小组, 이하 중앙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위원회)’를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하여 실무부서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中
国国家网络安全办公室, 이하 중국 국가사이버보안사무소)’이 중국정부의 지침

을 전달하고 각 부처가 이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국무원 신문사무소(国务院新闻办公室), 문화부(文化部), 국가신문출판
광고총국(国家新闻出版广告总局), 국가기밀국(国家保密局) 등 16개의 정부 부처
가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정책
주무부처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공안부(公安部)라고 할 수 있다.20)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의 정보통신산업을 주관하며 인터넷 산업 진흥, 광대역 ․ 전
기통신망 등 구축을 통한 사이버 강국 건설, 보안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정보통신
기술 발전 추진 등을 수행한다.21) 공안부는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긴급 침해사

20) 차정미(2018), p. 25.
21) 中华⼈⺠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8D%8E%E4
%BA%BA%E6%B0%91%E5%85%B1%E5%92%8C%E5%9B%BD%E5%B7%A5%E4%B8%9A%E5
%92%8C%E4%BF%A1%E6%81%AF%E5%8C%96%E9%83%A8/4179928?fromtitle=%E5%B7%
A5%E4%B8%9A%E5%92%8C%E4%BF%A1%E6%81%AF%E5%8C%96%E9%83%A8&fromid=8
35197&fr=aladdin#2(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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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응하며 사이버상의 정보보안을 관리 ․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기관인 ‘중국 국가사이버보안사무소’는 2011년 설립되었으며, 중국정
부의 사이버공간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22) 중국 군사위원회는 전략지원부대를 구성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안전 전반을 주관하는 중앙정보기구로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2-1. 중국의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국가주석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영도소조판공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안전부

기술
정찰국

공안부

공공정보
인터넷
안전감찰국

공업정보화부

인터넷
경찰

CN-CERT

자료: 김상배(2017a), p. 85.

22) 김소정, 양정윤(2017),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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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국
총참모부

국가보밀국

국가보안
과학기술
연구소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

NetForce

전자전
부대

<3부서>
61398부대
61486부대

글상자 2-1. 중국의 주요 사이버보안 관리 부분
▣ 국가사이버보안사무소(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 사이버보안 및 관련 감독 관리 총괄
- 인터넷 콘텐츠 및 정보보안 관리
-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
-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 해외 반출에 대한 보안 평가
- 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네트워크 보안 전용 제품 목록
- 사이버보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안 심사
- 사이버보안 정보 수집, 분석 및 보고 업무
-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 및 긴급 업무 기제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 도메인 관리
- 정보통신 업무 경영 허가
- 정보통신 서비스 관리 감독
- 정보통신 네트워크 보안
▣ 공안부(公安部)
- 사이버보안등급 보호
- 사이버 치안 및 형사 사건
▣ 국가기밀국(国家保密局)
- 사이버보안 관리의 비밀보호(保密) 업무
- 기밀 관련 사이버보안 시스템에 대한 심사
- 기밀 관련 해외 전송 심사 및 허가
자료: 中央⽹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 http://www.cac.gov.cn(검색일: 2020. 1. 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대외협력 전략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2월 개최한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World Internet
Conference) 기조연설에서 사이버공간은 인류의 공동 활동 영역이기에 전 세
계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이버공간 운명 공동체’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2013년 스노든 사건 이후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를 견제하며 중국
은 자국 중심의 사이버 거버넌스 진영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23)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3월 ‘사이
23) 2014년부터는 매년 세계인터넷대회(World Internet Conference)를 개최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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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공간 국제 협력 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 이하 전략)’을 발표하였다.24)
이는 중국이 사이버보안 이슈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전략을 밝힌 것이다.25) 중
국은 사이버공간에서 각국이 서로 연대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 교류를 강화
하여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수호하는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은 국제협력과 공동 이익을 중심으
로 하는 새로운 사이버 국제 관계의 이념을 가지고 국제협력을 통한 소통 강화
와 상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이 사이
버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략목표를 수립한 동시에 미국의 사이버 패권에
대항하여 새로운 진영을 구축하여 중국이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이버공간 관리 난제를 타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전략의 기본 원칙은 △평화 공존 △주권 수호 △다자 관리 △보편적 이용으
로 UN 헌장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여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안전 확보, 주권평
등, 사이버 패권 장악 지양, 내정불가침, 규범 공동 제정, 다자 관리 등을 통해
UN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의 사회
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략에서는 6대 목표와 9대 행동 지침을 제시하였다. 먼저 6대 목표는 △사
이버 주권 수호 △국제 규범 및 체계 수립 △평등한 사이버공간 관리 △국민의
합법적 권익 수호 △디지털 경제협력 촉진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등이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표는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중국은 사이버공간의 평화로
운 안전 유지와 국가 주권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이버공간 국제

자 하였다.
24) 中国中华⼈⺠共和国国防部(2017), 「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 http://www.mod.gov.cn/topnews/
2017-03/01/content_4774829.htm(검색일: 2020. 1. 6) 참고하여 정리.
25) 「中国发布《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2017), http://finance.china.com.cn/roll/20170301/4119
066.shtml(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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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중국은 어떤 국가도 인터넷을 빌려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각국이 자국의 사이버보안을 지킬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국
가 법률과 정책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고 주장
한다. 사이버공간 분쟁에 있어 중국은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며 국제관계의 기
본 준칙 준수, 협상과 조정체제 구축, 충돌과 피해 예방,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방어 군사 전략으
로 사이버공간 국방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표는 새로운 국제사회 규범 도입이다. 사이버공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이 창출된 영역으로 관련 규칙과 행위규범의 제정이 시급하다.
중국은 각국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이버공간 국제규범과 국가행위규범
을 UN의 틀에서 제정하고, 국가 및 각 행위체가 사이버공간에서 따라야 할 기
본 준칙을 확립하며, 각국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사이버공간의 안전과 안정, 번
영을 위해 각국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목표는 사이버공간의 공정한 관리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평등한
참여와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다자간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글로벌 사이버 거버
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각국은 사이버 거버넌스에 평등하게 참여
할 권리를 누려야 하며 개도국의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
국은 사이버 거버넌스 관련 공공정책과 보안에서 개도국과의 매개 국가로서 주
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네 번째는 국민의 합법적 권익 수호이다. 중국은 사이버공간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등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한
다. 동시에 사이버공간은 현실 사회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로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경제 협력 촉진이다. 중국과 사이버보안, 정보기술에 대
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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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각국별 디지털 발전 수준과 인터넷 보안 능력은 상이하며 특히 개발도상
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
여 디지털 경제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온라인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이다. 중국은 사이버 플랫폼의 이
점을 살려 인터넷을 통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문화 공유를 통해 각국간 협력
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9대 지침으로 △사이버공간의 평화 수호 △규
범에 따른 사이버공간 질서 확립 △사이버공간 협력 확대 △글로벌 사이버 거
버넌스 체계 개혁 △사이버 공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개인정
보 보호 등 권익 보호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글로벌 정보 인프라 건설 촉진
및 보안 강화 △사이버공간에서 문화교류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하기 위해 사이버공간 군비 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사이버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제법 적용 사이버공간 문제
를 검토한다. 둘째, 규범에 따른 사이버공간 질서 확립으로 사이버공간의 국제
규범 제정 시 UN 총회의 정보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결의 채택을 지지 ․ 추진하
고, UN의 정보보안에 관한 정부 전문가팀 등의 적극적인 추진 및 참여 등을 추
진한다. 세 번째는 사이버공간 협력 확대로 SCO, BRICs 등 국가간 사이버보
안 실무협력 심화를 추진하고 주요 지역 경제체 등을 활용한 파트너십을 구축
한다. 네 번째는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를 개혁하여 인터넷 명칭과 디지털 주소
할당 기구를 진정한 독립성을 가진 국제기관으로 개혁하고, 그 대표성과 의사
결정 ․ 운용의 공개적인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다섯 번째는 사이버 공
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국제테러
방지협약을 수립하고, 사이버 범죄 퇴치와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구체적 법 집행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업
의 데이터 보안 보호의식을 향상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강화하여 사이버공
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합의한다. 일곱 번째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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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투자를 촉진한다. 기술 이전과 핵심 정보 기반시설
구축, 인력 양성 등 다양한 개도국에 대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특히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 산업사슬 체계를 구축한다. 여덟 번째는 글로벌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보호 강화이다.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
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 조치를 마련하며, 이에 대한 입법, 경
험, 기술 교류를 강화한다. 마지막은 사이버공간에서 문화교류 확산이다.

표 2-2. 중국의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전략’ 주요 내용
4대 원칙

6대 목표

9대 행동 지침
- 사이버공간의 평화 수호

- 사이버 주권 수호
- 평화 공존

- 국제 규범 및 체계 수립

- 주권 수호

- 평등한 사이버공간 관리

- 다자 관리

- 국민의 합법적 권익 수호

- 보편적 이용

- 디지털 경제협력 촉진
-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 규범에 따른 사이버공간 질서 확립
- 사이버공간 협력 확대
-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 체계 개혁
- 사이버 공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정보 보호 등 권익 보호
-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 글로벌 정보인프라 건설 촉진 및 보안 강화
- 사이버공간에서의 문화교류 확산

자료: 「⽹络空间国际合作战略」,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 6)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동향
사이버보안은 그 특징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이 요구된다. 사이
버공간은 비가시성, 익명성, 비대면성, 초연결성, 초국경성, 소유권 주장 불가
능, 적은 접근비용 등의 성격으로 무한 복제의 가능성이 있으나 규제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 사이버공간 활동을 규제 또는 통제하는 것
은 불가능한 한편, 이러한 규제 또는 통제는 여타 국가의 사이버보안 위협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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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이버공간의 국제협력이 불가피하다.
사이버보안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간 합의를 이루고 논의를 진행하
고 있으나, 관련 규범 성립에서는 상충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간 사
이버보안 협력은 UN 산하의 UN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t
Experts),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군축사무소(UN Office Disarmament) 등과 유럽연합,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io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지역협력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림 2-2.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전문가 간담회(2019. 12. 1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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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EU 등은 자국 이익 보호에 기초하여 사이버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위한 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논의를 추진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사이버보안상 주요한 국제 논의를 이끄는 주요국(미국,
러시아, EU)과 중국 간의 협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2-3. 주요국간 사이버보안 협력 동향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전문가 간담회(2019. 12. 11) 자료.

제2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 33

가. 미국과의 협력
미국은 사이버보안 정책을 국가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세부적인 지
침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과는 2009년부터 미 ․ 중 전략대화에
서 사이버보안을 의제로서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해커
의 공격을 미국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요소로 인식해왔고, 이에 따라 중국
과의 사이버보안 관련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26)
한편 중국은 미국의 사이버 침해가 더욱 취약한 상황임을 주장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술 및 자산은 비대칭적 구조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혀 양국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첨단기술 해
킹 배후로 추정되는 중국군을 비롯한 해커를 정식기소하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
여 중국 진출 미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련 외교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7월 미 ․ 중 양국은 사이버 워킹 그룹 대화(China-U.S. Cyber Working
Group Dialogue) 개최를 통해 사이버 워킹 그룹(Cyber Working Group)을 설
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5년 6월 제7차 미-중 경제전략대화(US-China
Strategic & Economic Dialogue)에서는 사이버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정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사이버 행동강령을 근거로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산업스파이 행위, 정부 기관 및 기업 해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이 가능해졌다.27) 2015년 9월 미 ․ 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사이버안보 협약’
26) 미국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와 국가정
보국(O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2018년 발표한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 Report: Foreign Economic Espionage in
Cyberspace”에서 중국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침투 세력 중 하나로 지목함(온라인 자료, 검
색일: 2020. 1. 6).
27) “The 2015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in review: An interview with
Malcolm R. Lee,” https://www.brookings.edu/on-the-record/the-2015-u-s-china-strate
gic-and-economic-dialogue-in-review-an-interview-with-malcolm-r-lee/(검색일:
2020. 1. 6).

34 •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U.S.-China Cyber Security Agreement)을 통해 양국 정상은 ‘어떤 국가의 정
부도 무역 기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이버 침해를 지원하지 않는다’
는 경제적 사이버보안 관련 이슈에 합의하였다.28) 동시에 사이버보안 관련 고위
급 공동대화 체계 마련과 사이버보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2015년 12월 양국은 최초로 사이버보안 실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였
다. 미국의 로레타 린치(Loretta Elizabeth Lynch) 법무장관, 제 존슨(Jeh
Johnson) 국토안보부 장관, 중국의 궈성쿤(郭聲琨) 국무위원이 참가하여 정부
주도의 사이버보안 침해를 지양하고 미 ․ 중 간 ‘사이버보안 대책 핫라인 설치’
를 합의하였다. 또한 실무부처 장이 참석하는 정례 회담을 추진하여 논의를 지
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위한 소통을 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이로 협력이 제한적이다. 중국의 대내
외적인 사이버 전략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은 사이버공간을 국가 주권이 미치는
범주로 고려하고 있어 사이버보안 협력에서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
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개념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미국
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중국의 ‘국가 안전 우선’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글상자 2-2.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 미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 of 2015)」을 발표
- 미국의 국가 사이버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인 2018년 9월
발표29)
- 전략의 주요 내용은 △민생을 위한 사이버보안 △번영을 위한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을 통한
국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임.
- 미국은 백악관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네트워크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며,
특히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도 사이버보안에 대해 강제력을 발휘하고 있음.
- 국가안보위원회 내 사이버보안국의 총책임자인 사이버보안 조정관이 국가사이버보안을 총괄하
며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과 협력을 추진

28) 조현석(2017), p. 212.
29) National Cyber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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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2. 계속
<미국의 사이버보안 추진 체계>

자료: 배병환, 송은지(2014), p. 9.

한편 미국정부는 2018년 8월 발표된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에서 네트워크 안전과 관련된 요
인 등을 추가하여 국가안보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등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있
다. 새롭게 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심사 대상에
‘핵심 인프라 시설, 핵심기술,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추
가30)하여 「2019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포함
한 주요국의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 미래 신성장을 주도할 신흥
첨단기술과 방위산업 성과물을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1) 2018년 백
30) 새로운 투자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악화시키거나 외국정부
가 미국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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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경제침략 보고서’)에서는
△물리적 절도 △기술 및 지식재산권 사이버 절도 △강압적 ․ 침입적 규제 진입
제한 △경제적 강제 △정보수집 △국가주도 기술개발 해외투자 등을 중국이 경
제침략을 시행하는 데 활용된 중국의 산업정책 관련 주요 법률, 정책 및 관행으
로 제시한 바 있다.32)

나. 러시아와의 협력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의 창립 국가로 사이버보안에 있어 1996년부터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추
진하고 있는 협력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중심으로 사이
버보안 관련 새로운 국제규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33) SCO는 정치, 군사,
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정보보안 강화협력 합의’를 체결
하는 등 지역 내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34) 2011년에는 러시아와 공
동으로 ‘정보보안을 위한 국제적 행동 강령 초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을 UN 총회에 제출하기도 하였
다.35) 해당 행동 강령은 사이버공간 내 국가의 주권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36)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모든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 평화에 위협
이 되는 사이버 무기 확산 및 정보통신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국가간 정보 격
31) 박민숙, 이효진(2019), p. 7.
32) 위의 자료.
33) 1996년 중국이 주도하였던 상하이 5자 회담을 확장시킨 것으로, 회원국은 중국 ․ 러시아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타지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몽골,
벨라루스 4개국은 준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터키는 협력 파트너, 투르크메니스탄, 독
립국가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초청 국가 및 기구이다. 또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
아, 네팔 등은 대화 상대국으로 지정되어 있음.
34)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보 통제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해 왔으므로 정보보안이라고 표현하
였으나 이는 한국의 사이버보안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책 이외에서는 사이버보안으로 칭함.
35) 조윤영, 정종필(2016), pp. 161~165.
36)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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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줄이는 한편 저개발 국가의 사이버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37)

표 2-3. SCO의 사이버보안 협력 동향
시기

2009. 6. 16

2011. 9. 12

2013. 4. 2

2015. 1. 13

2015. 4. 15

합의 사항

내용

정보보안 강화협력

〈사이버공간의 위협 정의>
- 사이버 무기(information weapons) 개발
- 사이버 전쟁(information war) 준비
- 사이버 테러(information terrorism)
- 사이버 범죄(information crime)
-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정 국가의 지배
- 타국의 정치 ․ 사회 ․ 경제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 보급 행위
- 정보기반시설(information infrastructure) 위협

정보보안 국제 행동 강령
(66회 UN 총회 제출)

〈사이버공간 내 국가의 권리와 책임>
- 사이버공간에서도 모든 국가의 주권, 정치적 독립
성, 영토를 인정
- 국제 평화를 깰 수 있는 사이버 무기 확산과 정보
통신 기술 사용 금지
-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테러, 분리주의, 극단주
의를 조장하는 정보통신 기술 사용 억제를 위해
국가간 협력 강화
- 사이버공간과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국가의 권리
와 책임 제확인
- 국가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저개발 국가의 사이
버 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

‘사이버 테러’ 억제 방안 합의 비공개

정보보안 국제 행동 강령
(69회 UN 총회 제출)

<사이버공간 내 국가의 권리와 책임〉
(66회 UN 총회 제출 행동강령 수정 ․ 보완)
- 사이버 무기 관련 내용 삭제
- 모든 국가는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와 관련해 동등
한 역할과 책임 이행
- 모든 국가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다른 이익집
단과 협력 강화

‘사이버 테러’ 방지 계획 제정 비공개

자료: 조윤영, 정종필(2016), p. 164.

37) 정보보안을 위한 국제적 행동 강령 초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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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사이버공간상의 국가 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국제 사
이버거번넌스 체계 변경 등에 있어 중국과 비슷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러시
아의 ‘연방 국제 정보안보 분야 국가정책 기본 원칙’(2013)과 중국의 ‘국가 사
이버공간 안전전략’(2016)에서 양국 모두 사이버공간상의 국가 주권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공간상의 정보가 인터넷상의 체제전복
수단, 즉 국가적 위협으로 작용 가능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상의 국가주권 강화와 국가의 정보통제력 확대를 주장한다. 이들 국가는
서방 국가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세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를 새롭게 대응
해야 하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38) 러시아의 ‘국가안보전
략’(2015)과 중국의 「사이버보안법」(2016)도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정보통
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의 유통, 생성
등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보통제권이 인정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에 유리한 체제의 사이버 거버넌스로 개편하고자 한다.
일례로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정보통신국(NTIA)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시스템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관리하여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9) 이
러한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보안에 있어 견해와 입장이 동일하다.
한편 양국은 미국에 대항하여 국제적, 지역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협력 기제인 SCO에 대한 의
견 충돌 및 중국의 G2 부상으로 인한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중-러 간의 사이버
보안은 협력과 갈등의 요소가 상존한다. 양국은 지역 협력기구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SCO를 협력의 장으로 하여 사이버보안 분야 공조를 추진해왔다. 다만
중국은 SCO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러시아는 이

38) 신범식(2017), pp. 139~178.
39) 「美 ․ 中 인터넷 패권전쟁, ‘뉴IP’로 더 뜨거워졌다」(2020. 3. 30), https://www.zdnet.co.kr/view/?
no=20200330171443(검색일: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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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국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필연적
이다. 중국은 이를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에 중국의 장비를 수출하고 이를
통한 사이버공간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의 정보 통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G2로 부상하는 것에
따른 러시아의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글상자 2-3. 러시아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 러시아는 2014년에 ‘러시아 사이버안보 전략 개념(Concept of Russia’s Cybersecurity Strategy)
을 발표
- 주요 내용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사이버 거버넌스 체
계 개선임.40)
-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문건은 ‘러시아 정보안보정책’(2016)임.41)
- 주요 내용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개인정보 보호 △민주주의 수호 △상호교류 확대 △국
가의 가치 보존의 창구로서 정보공간 이용 △주요 정보기반시설 보호 △통신 네트워크의 안정
성 및 지속성 보장 △전자 산업 및 정보보호 산업 발전, 연구개발 강화 △정보보안에 관한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주권 보장임.42)
- 주요하게 △군사정치 △테러리즘 △극단주의 범죄 △핵심 정보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국의 군사
적 영향력 강화 및 핵심 정보 기반시설 공격 △국내 정치적⋅사회적 불안 야기 △외국 언론의
편파적 보도 △러시아 언론활동 방해 △러시아 전통가치 폄훼 △개인정보 침해 및 금융사기 △
군사 ․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한 러시아와 그 동맹국의 국가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
협하는 행위 등을 러시아 사이버보안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43)
- 전략목표는 △(국방)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부터의
보호 △(공익)국가주권 보호, 정치 ․ 사회적 안정, 영토보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보장, 주
요 정보기반시설 보호 △(경제)사이버보안 분야의 경쟁력 제고, 국방기업 및 연구기관의 정보자
원과 국방시스템 보호 △(과학, 기술, 교육)연구개발 증진, 사이버보안 산업 발전 지원 △(대외
협력)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전략 협력 강화임.44)
- 러시아의 사이버안보는 2003년부터 연방보안국, 해외정보국, 연방경호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보안국은 정부부처간 관련 업무를 규율하는 동시에 주요 정보기반시설을 보호하고 해외정
보국의 대외적인 부문의 사이버보안,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경호국은 대통령
산하의 특별통신정보국을 통해 정보통신 조직 및 군 통신을 보호함.45)

40) 러시아 사이버안보 전략 개념(Concept of Russia’s Cybersecurity Strategy).
41) 사이버안보 분야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정책 표명을 위해 발표한 문건으로 2000년 발
표한 ‘국가정보안보정책’을 최초로 개정한 것임.
42) ‘러시아 정보안보정책’(Doctrine of Information Security, 2016).
43) 위의 자료.
44)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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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와의 협력
미 ․ 중 통상마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EU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EU와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U 또한 각 국가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과 사이버보안
협력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2019년 4월 중 ․ EU 정상회의에서는 화웨이 장비
의 EU 도입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으나 2020년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
한 EU 국가들이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국과
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46) 또한 네트워킹 그룹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를 포함한 사이버공간을 위협하는 활동에 대한 협력과 공동대응을 합의했다.
2019년 4월 정상회의 이후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과 유럽 전문가 실무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법률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관
리 △사이버공간의 국제법규 및 원칙 △사이버 운영에 대한 국제법 적용 사례
연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47)
한편 2019년 6월 EU는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발표하였다. 이는 28개 모든 유럽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역외반
출 조건을 명확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GDPR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 및 거부권을 포함하는 한편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
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데이터의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
45) 위의 자료.
46) “Europe will resist US 5G pressure”(2020. 1. 23),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DB25
0212/Europe-will-resist-US-5G-pressure-; 「第二十一次中国－欧盟领导⼈会晤联合声明(全文)」
(2019. 4. 9), http://www.gov.cn/guowuyuan/2019-04/09/content_5381013.ht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2. 25).
47) “Sino-European Expert Working Group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Cyber
space(29-30 April 2019, Beijing)”(2019. 6. 5), https://www.gcsp.ch/global-insights/sinoeuropean-expert-working-group-application-international-law-cyberspace(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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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이는 EU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모든 운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EU 국가 내
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강
화 측면에서 중국은 EU와 같은 선상에 있으나 데이터 현지화 및 데이터 이전분
야에서는 중국이 EU보다 한층 강화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글상자 2-4. EU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 EU는 2013년 사이버보안 전략(Cybersecurity Strategy of the European Union)을 발표48)
- 이 전략에 따라 회원국들은 5대 사이버보안 정책의 원칙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일한
핵심가치 적용 △기본권,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및 개인생활권 중시 △인터넷 접근성 향상
을 위한 사이버보안성 확보 △다수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의 거버넌스 접근법 지
지 △사이버 위협 해결을 위한 민간 ․ 공공 등 관련 부문간 효율적 대응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49)
- 주요 내용은 △사이버 복구 능력 강화 △사이버 범죄 감소 △사이버보안 능력 제고를 위한 산업
및 기술 자원 개발 △공동 보안 및 사이버방어 정책 및 역량 개발 △EU의 통일된 사이버공간 정
책 수립 및 EU의 핵심가치 실현임.50)
- 2019년 6월부터 EU는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회원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
안법(Eropean Cybersecurity Act)」을 발표51)
- 이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EU 정보보호기구(Europesn Union Agency for Networkand
Information Security)를 EU 사이버보안기구(EU Cybersecurity Agency)로 권한을 확대하
고 공통의 사이버보안 인증제(Common Cybersecurity sertification)를 도입52)
- EU 사이버보안기구는 EU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IT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권한을 지니게 사이버보안 인증제를 도입하여 ICT 프로세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함.
- EU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은 EU 집행위원회 산하 네트워크콘텐츠기술총국이 총괄함.

48)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of the European Union”(2019. 11. 7), http://www.
analyticsinsight.net/the-national-cybersecurity-strategy-of-the-european-union/(검색
일: 2020. 1. 6).
49) 위의 자료.
50) 위의 자료.
51) https://eur-lex.europa.eu/eli/reg/2019/881/oj(검색일: 2020. 4. 6).
5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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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4. 계속
<EU 사이버보안 추진체계>
EU
(European Union)

의회
(European Parliament)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U 사이버보안기구
(EU Cybersecurity Agency)

네트워크 콘텐츠 기술총국
(Communication Networks,
Content and Technology)

자료: 배병환, 송은지(2014), p. 10; https://eur-lex.europa.eu/eli/reg/2019/881/oj(검색일: 2020. 4. 6)를 참고하
여 저자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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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은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와 정책방
향이 정해진다. 이에 제3장에서는 중국 사이버보안 정책의 방향이 되는 「국가
보안법」과 「사이버보안법」을 비롯한 최근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사이
버보안 정책의 방향을 분석했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암호법」을
함께 분석하여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사이버보안법」의 방향성을 함께 살펴
보았다.
중국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2015년 7월 발표한 「국가보안
법(中华⼈⺠共和国国家安全法;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tate Security)」53)이다. 「국가보안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국가
보안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가보안 업무와 목표, 국가보안 제도, 국가보안 보장,
국민과 조직의 권리 ․ 의무 등에 대해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처음으로 국가 사이버공간의 주권을 수호하여 국가의 안전과 발전 추구를
규정하여 ‘사이버공간 주권’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했다. 즉 「국가보안법」은 국
가 주권의 범위를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해 중국의 주권을
행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25조에서 △네트워크 및 정보 안전 보장 체계 수립 △
53) 중국에서 ‘안전(安全)’을 ‘위험이 없는, 위협을 받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의 의미로 해석하고,
‘안보(安保)’를 ‘평안, 안전 또는 안정, 평안무사’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 안전과 안보의 사전적 의미
는 크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안보’의 개념은 국가 안보나 「국가보안법」처럼 전통적 안전관에
바탕을 둔 용어로서 색채가 강하였고, ‘안전’은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국민 안전문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냉전시대의 전통적 안전관을 탈피한 ‘총체적 국
가안전관’을 내세우고 있어 안보보다는 ‘안전(安全)’의 의미를 뜻한다. 김준영(2017), p. 10. 본 연구
에서는 독자의 이해와 혼란(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을 피하고자 중국에서
사용하는 ‘안전’과 ‘안보’를 ‘보안’으로 통일하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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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정보안전 보호능력 향상 △인터넷과 정보 핵심기술의 실현 △핵심 정
보 기반시설 및 데이터의 보안통제 강화 △사이버 공격 ․ 사이버 침입 ․ 사이버
해킹 △위법 ․ 유해 정보 유포 등 사이버 위법 행위의 사이버 관리 강화 등 사이
버보안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공간 주권’의 개념은 「국가보안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지만, 핵
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 온라인 실명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해 총 망라
한 법은 201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보안법(中华⼈⺠共和国网络安
全法, Cyber secur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은 2015년 6월 초안을 발표하고 세 번의 심의를 거
쳐 2016년 11월 통과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보안 및 이전의 이슈가 대두되면
서 WTO TBT위원회 안건 상정 후 논의를 거친 다음 관련 이슈를 제외한 상태
에서 2017년 6월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표 3-1 참고).

표 3-1.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입법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15년 6월

-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5차 회의, 1차 심의

2016년 6월

-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21차 회의, 2차 심의

2016년 11월

-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21차 회의, 2차 심의 및 통과

2017년 6월

- 시행(데이터 보안 관련 조항 유보)

2019년 1월

- 전면 시행

자료: 정태인, 김주영, 김 원(2017a), p. 55; 中央⽹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办公室 홈페이지(검색일: 2020. 1. 6)를 참고
하여 저자 재정리.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의 제정 목적을 △사이버공간의 주권과 국가안보 수
호 △사회의 공공 이익 수호 및 합법적인 권익보호 △경제 및 사회 정보화의 건
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54) 중국정부는 본 법의 시행을
통해 그동안 법률에 분리되어 있던 개인정보, 핵심 정보 기반시설, 국외 전송
54) 中华⼈⺠共和国网络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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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등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체계화했다.
총 7장 79조로 구성된 「사이버보안법」은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총망
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하게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사이버보안법」에서 지칭하는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를 소유, 관
리, 서비스 제공을 하는 주체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네
트워크와 관련한 서버,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운영업
무와 관련된 운영자 또는 운영자를 포함한다.55) 따라서 중국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 운영, 유지하는 기업은 국적, 서비스 가격, 서비스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
두 「사이버보안법」을 준수해야 한다.56)
또한 ‘중국 내’에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유지와 사용을 포함하여 네트워
크 보안의 감독 ․ 관리 역시 모두 「사이버보안법」이 적용된다.57)

그림 3-1. 「사이버보안법」 적용 범위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p. 16.

5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 간담회(2020. 3. 5).
56) 위의 자료.
57) 「사이버보안법」 제76조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 단말 및 관련 설비로 구성되어
일정의 규칙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 정보를 수집, 보존, 전달, 교환,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뉴스, 정보 등의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 멀티미디어 공유 웹사이트, 기업 및 조직이 운영하는 홈
페이지, 기업의 그룹웨어 및 생산 설비와 연결된 산업제어시스템, 모바일 단말기에 사용되는 통신 응
용 프로그램 등이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 간담회(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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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표준체계 구축 △사이버공간
운영 안정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 △온라인 실명제 △개인정보 보호 △사
이버공간의 정부 통제 강화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안전심사와 개
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경외 전송 관련 안전 평가방법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다.58)
먼저 「사이버보안법」 제2장에서 중국정부는 사이버보안의 표준체계를 구축
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
관 부서와 관련 부서들은 사이버보안 관리,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 운영 안
전과 관련된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을 규정했다.59)
제3장에서는 중국의 네트워크 운영 안전을 위해서 △네트워크 운영자의 안
전보호의무 이행(제21조)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의 중국 표준 부합(제22
조) △핵심 장비 및 사이버보안 전용제품의 안전 인증 및 안전 검측 제도(제23
조) △온라인 실명제(제24조)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핵심 정보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제31~39조)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내 네트
워크 운영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네트워크 보안등급 보호제도에 따라 보안 의무
를 수행해야 한다. 안전 보호 의무란 네트워크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이버
공격, 침입 등의 네트워크 보안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일지를 최소 6개월 보관하고 데이터
분류, 중요 데이터 백업, 암호 설정 등을 포함하며, 네트워크 관련 제품과 서비
스는 중국의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악성 프로세스 설치가 금
지된다.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는 안전 결함, 취약성 등의 위험을 발견할 시 즉
시 보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정부 유관 부문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핵심 장비 및 사이버보안 전용제품은 안전

58) 사이버보안심사와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경외 전송 관련 제도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예
정이다.
59) 본 문단은 全国⼈⺠代表⼤会常务委员会(2017), 「中华⼈⺠共和国网络安全法」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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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또는 안전 검측 기준에 부합하여야 중국 내 유통이 가능하다. 「사이버보
안법」에서 처음으로 중국 온라인 실명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제24조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도메인 등록 서비스 이용
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등 가입 수속 시 이용자와 협의를 체결하고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60)
또한 「사이버보안법」은 핵심 정보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보
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보안법」 제76조에 따르면 핵심 정보 기반시
설는 정보통신서비스, 에너지, 교통, 수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중요
산업기반 부문과 영역으로 파괴, 기능 상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국가 안전 ․
경제 ․ 사회 ․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시설로 규정하였다. 이에 네트워크
보안등급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보안법」은 핵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가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경
우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부에 저장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라 핵
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는 중국 내에 서버를 두고 중국 내에서 수집 ․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사업 특성상 중국 경외에 정보를 저
장하거나 해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의 유관 부처가
안전평가를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61)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유출, 보호, 위법
한 정보 유통 금지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
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네트워크 운영자는 사용 목적, 방식, 범위를 공
지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
공되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관련
법규, 행정 규정 또는 개인정보 제공자와의 약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저장
60) 본 문단은 全国⼈⺠代表⼤会常务委员会(2017), 「中华⼈⺠共和国网络安全法」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61)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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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리해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해서
는 안 되며 수집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네트워크 운영자가 규정 또는 약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정
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요청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의 절도, 불법적 취득 ․
판매 ․ 제공은 금지된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 ․ 감독 유관 부서가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는 유출, 판매, 제공을 금지한다.62)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개인 또는 조직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기, 범죄 방
법 전수, 금지물품 제작 및 판매 등 범죄 활동을 하는 사이트 또는 통신 구축 금
지를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서비스 제
공자(네트워크 운영자)는 법(인터넷 정보 서비스 방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
法)에 근거하여 전송이 금지된 정보를 발견하였을 경우 전송 중단 ․ 제거, 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국정부 유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보안법」은 국가가 안보 수호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정 지역의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63)

글상자 3-1. 인터넷 정보 서비스 방법
- 중국은 2000년부터 인터넷 정보 서비스 방법을 시행
- 중국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유상 제공하는 경영성 정보 서비스와 무상 제공하는 비경영성으로
나뉘며 경영성은 허가제, 비경영성은 등록제임.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중국 헌법에 위배되는 정보 △국가 안전, 국가 비밀, 국가 정권, 국가
통일에 위협이 되는 정보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하는 정보 △민족 단결에 위해가 되는 정보 △
국가종교정책에 위배되는 정보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정보 △음란물, 포르노, 도박, 폭력, 살
인, 테러 또는 범죄 교살에 관한 정보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법,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 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할 수 없음.
자료: 国务院(2000), 「互联⽹信息服务管理办法」.

62) 본 문단은 全国⼈⺠代表⼤会常务委员会(2017), 「中华⼈⺠共和国网络安全法」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63)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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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
구분
제1장 총칙

주요 내용
- 목적, 적용 대상, 정부의 역할, 국민의 의무 등

비고
-

- 국가 네트워크 보안 전략 수립, 주관부처의 사이버보
제2장 네트워크
안 계획 실행
- 국제 표준 제정
안전 지원 및 촉진 - 네트워크 표준 제정 및 시행,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
발전 정책

제3장 네트워크
운영안전

- 네트워크 보안등급제도 실시 및 보안조치 의미
-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안전 인증 ․ 검사
- 온라인 실명제 도입
- 핵심 정보 기반시설 지정
- 관리 및 보안 조치 의무

제4장 네트워크
정보 안전

-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정보 주체 관리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네트워크 운영자의 불법정보 확산 방지 의무

- 네트워크 보안 강화
- 온라인 실명제 도입
- 데이터 현지화

제5장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보안정보 수집 ․ 분석 ․ 통보 관련 협조체계
모니터링 경보 및
구축
긴급 대응
-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경보 및 긴급 대응체계 구축

-

제6장 법률 책임

- 위반 시 처벌 규정

-

- 주요 용어 정의

-

제7장 부칙

자료: 중국 「사이버보안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중국 법령은 한국의 법령 체계와 방식이 상이하다. 한국에서는 일반적
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고시 등의 경우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법령간 계층
구조가 명확한 편이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등으로 법령을 명명하고 “상세한 법령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법령은 구조가 분
명하지 않아 법령명으로만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관련성을 파악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64)

64) 정태인, 김주영, 김 원(2017b),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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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관련 법령과 「사이버보안법」의 관계
구분

법규(부문규장)

국가표준/지침

핵심 정보 기반시설
(제31조)

- 핵심 정보 기반시설 안전보호 조례

- 핵심 정보 기반시설 확정지침

안전 심사
(제35조)

- 사이버보안심사방법(의견수렴안)

- 핵심 정보 기반시설 안전검사 평가
지침(의견수렴안)

안전 평가
(제37조)

-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 - 정보 안전기술 데이터 국외 전송 안
(의견수렴안)
전평가 지침

안전관리

- 데이터 안전관리 방법(의견수렴안)

-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 안전규범

안전 인증, 안전 검측 -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사이버보안 - (참고자료) 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제23조)
전용제품 안전 인증 실시 규칙
사이버보안 전용제품 목록
사이버보안 등급

- 사이버보안 등급 보호조례
(의견수렴안)

- 정보안전기술 사이버보안 등급 보
호등급 결정 지침

주: 1) 안전심사(安全审查)는 핵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
2) 안전평가(安全评估)는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보유한 운영자가 해당 정보, 데이터를 국외 전송 시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
자료: 정태인, 김주영, 김 원(2017b), p. 59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중국정부는 「사이버보안법」 시행을 통해 정보와 네트워크 보안을 규제하고
있다. 먼저 정보보안을 위해 데이터 국외 전송 안전평가 지침과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는 네트
워크 보안등급 보호조례, 사이버보안심사, 네트워크 핵심설비 안전검사 및 안
전인증 관련 법규를 시행 중이며, 2020년 1월부터 중국 내 기업들의 암호기술
및 상용암호 관련제품, 산업에 대해 규제하는 「암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시행 이후 발표된 사이버보안 법령을 네
트워크 보안, 정보보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네트워
크 보안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에는 정보보안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사이버보안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고
자, [표 3-4]와 같이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보안의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를 구분
하고, 이들의 세부 분석을 통해 중국 사이버보안의 정책 방향을 고찰하였다. 그
리고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암호법도 함께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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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보안 정책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표 3-4. 최근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제도
제도명
핵심 정보 기반시설 안전보호조례

주요 내용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판단기준

- 핵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일반기업/사용자는
사이버보안 심사 방법(의견수렴안)
미적용)가 네트워크 상품과 서비스 구매 시 적용
네트워크
보안
사이버보안 등급 보호조례(의견수렴안) - 네트워크 운영자가 사이버보안 등급을 획득할 경우
네트워크 핵심설비 보안검사 실시 - 장비 제조사가 네트워크 핵심설비 판매 제공 시
방법
적용
데이터 안전관리 방법(의견수렴안)

- 네트워크 운영자가 데이터 처리(수집, 이용, 관리)

정보보안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
(의견수렴안)

- (대상)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보유한 운영자
- 네트워크 사업가 중국 경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를 해외 전송할 경우 자기 평가로 수행

암호법

-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이 상용암호를 사용할 경우
(핵심암호, 보통암호, 상용암호)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1. 네트워크 보안
중국정부가 2017년 6월 발표한 「사이버보안법」에는 통신 기반기설을 보
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안 관련 법
규와 표준을 지속적으로 제정하여 시행 또는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절에서는 중국정부가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핵심 정
보 기반기설의 보안과 관련된 「핵심정보기반시설 안전보호 조례」를 비롯하여,
「사이버보안 심사방법」, 「네트워크 보안등급 조례」,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사
이버보안 전용제품 목록」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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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심 정보 기반시설 안전보호 조례
중국정부는 2017년 7월 「사이버보안법」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에 근거하여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핵심 정보 기반시설 안전보호 조
례(의견수렴안, 이하 ‘조례’)를 발표했다. 본 조례는 총 8장 55개 조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정의, 구축, 운영, 관리 ․
감독, 안전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핵심 정보 기반시설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은 △국가안전, 경제, 공공이익 관련
인프라 △정부기관, 에너지, 금융, 교통, 수리 등 공공사업 관련 인프라 △각종
통신망,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대량 공공정보 네트워크 서비스 △과학기술 관
련 생산 인프라 △언론 서비스 등이다(조례 제18조).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정부는 국내외 사이버보안위협을 감지
하여 조치를 취하고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산업, 세제, 금
융, 인재 육성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표준체계를 구축해갈 것을 조례에 명시
하였다(조례 제4조, 조례 제8조, 9조). 또한 각 산업별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산업 및 영역의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안전보호를 관리 ․ 감독할 책임을 부
여하고, 이에 따라 국무원, 공안, 국가안전 및 기밀 관리기관, 암호관리 기관 등
은 업무 범위 내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조례 제12
조). 또한 지방 정부기관은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안전보호 업무를 진행하며(조
례 제11조), 국가 사이버정보 관련 기관은 모니터링 및 경보, 응급조치, 심사
및 평가 등의 제도를 수립할 의무를 가진다(조례 제13조). 중국의 핵심 정보 기
반시설 공격, 침해, 파괴 등의 행위, 핵심 정보 기반시설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기
술자료 등 정보의 불법 획득, 판매, 제공 행위와 이에 공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하고 있다(조례 제16조). 특히 핵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핵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는 보안에 대하여 책임
을 지고 사이버보안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네트워크 보안등급 보호제도에 따라

제3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 53

다음과 같은 안전 보호의무를 실시하여 핵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의 침해, 파괴,
비정상 접근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네트워크 정보유출, 왜곡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제5조, 21조).
조례 발표 이후 2018년 11월에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판정
기준을 제시한 핵심 정보 기반시설 안전지침(关键信息基础设施确定指南, 이하
‘지침’)을 발표하였다. 지침에서 핵심 정보 기반시설은 공공에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에너지, 통신, 금융, 교통, 공공사업 등 주요 산업 운영에 필요한 정
보시스템 또는 산업 제어시스템을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안전, 경제, 사회, 문
화, 국방, 환경 및 국민 생명과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설비
를 핵심 정보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핵심 정보 기반시설은 웹사이트, 플랫폼 및 생산업무로 나뉜다. 각 형태에 분
류되는 시설을 살펴보면,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의 홈페이지, 뉴스 제공 홈페이
지 등은 웹사이트 형태의 핵심 정보 기반시설로 분류되며, 실시간 통신, 인터넷
쇼핑, 결제, 검색엔진, 이메일, 인터넷 포럼, 지도, 음성 ․ 동영상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이 플랫폼 형태로 분류되며, 산업제어 시스템, 빅데이터센터, 클
라우드컴퓨팅 플랫폼, 방송 ․ 전파 시스템 등은 생산업무 형태로 분류된다.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핵심 정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3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확인하려는 시설(또는 설비)이 지역이나 분야, 산
업의 중요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해당 지침은 [표 3-5]와 같이
주요 산업과 세부 분야별로 핵심 정보 기반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 기준 중 어느 분야에 해당 시설(또는 설비)이 포함
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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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산업 기준
산업

세부 분야
전력

화력, 수력, 원자력 등 전력 생산
전력 전송을 포함한 공급
석유 및 가스 채굴

에너지

석유화학

정제 가공
수송 및 저장

석탄
금융

석탄 채굴, 석탄 가공
은행, 증권 및 선물 거래, 지급 결제, 보험
여객 및 화물 운송

철로

운송 생산
역사 운영
항공 교통 관제

민간항공
교통

예매, 출입국, 항공편 배정
공항, 항공사 운영

도로

도로 교통 관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여객 ․ 화물 운송 회사 운영

수운

항만 관리 및 운영
수운 교통 관제
수자원 허브 운영 및 관제

수자원

장거리 송수관 제어
도시 수원지 관리
병원 등 위생기관 운영

의료위생

질병 통제

환경보호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응급센터 운영
기업 관리 운영
제조업

스마트 제조 시스템
고위험 화학물 생산 가공 및 저장 관리
수자원, 난방 공급 관리

도시 행정

도시 대중교통
하수 처리
스마트 시티 운영 및 관제
음성, 데이터,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및 허브

정보통신 및 인터넷

도메인 관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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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산업
라디오 및 TV

세부 분야
TV 방송 관제
라디오 방송 관제
정보 공개

정부

대국민 서비스
행정 업무 시스템

자료: 핵심 정보 기반시설 안전지침(关键信息基础设施确定指南, 이하 ‘지침’)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두 번째는 해당 시설(또는 설비)의 중요 업무가 핵심 정보 시스템이나 산업제
어 시스템인지 여부를 선별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해당 시설이나 설비가 전
력 산업 분야의 화력발전 기업 내의 발전설비 제어 시스템이나 정보관리 시스
템, 또는 지역 수도공급 제어 시스템인지를 확인하고 선별한다.65)
마지막 단계는 해당 시설/설비가 어떤 핵심 정보 기반시설 형태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침은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형태별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웹사이트 형태의 경우는 현(县)급 이상의 정부기관 홈페이지, 중요 뉴스 홈
페이지, 일일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의 홈페이지가 핵심 정보 기반시설에 해당
된다. 플랫폼 형태의 경우, 가입자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일일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 또는 일일 거래 금액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를 핵심 정
보 기반시설로 정의한다. 생산업무 형태의 핵심 정보 기반시설로 정의되는 기
준은 시(市)급 이상 정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업무 시스템이나
의료, 안전, 소방, 재난 통제, 생산분배, 교통 통제 등의 도시관리 시스템, 또는
1,500개 이상의 표준 랙 규모의 데이터센터이다. 이러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핵심 정보 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 ․ 설비는 이후 「사이버보안심사법」에 의거
하여 해당 시설 ․ 설비의 보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66)

65)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66) 핵심 정보 기반시설 안전지침(关键信息基础设施确定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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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버보안심사법
중국의 「사이버보안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 이하 사이버보안심사법)」
은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법(网络产品和服务安全审查办法)」의 개
정안으로 「국가보안법」 및 「사이버보안법」(제35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현재 의견수렴을 마치고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67) 「사이버보안심
사법」은 사이버보안심사 적용 대상, 절차, 법률적 책임 등에 대해 상세하게 명
시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심사법」은 「사이버보안법」 제35조에 규정된 ‘핵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의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 구매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실시세칙(부
문규장)이다.
「사이버보안심사법」의 핵심은 국가 안전의 위협이 되는 네트워크 상품 및 서
비스 운영 여부를 판단하여 사이버보안 심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본 심사법에
서는 핵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란 ‘관련부처에서 승인을 받은
운영자를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제29조).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인 핵심 네트워크 설비, 고성능 컴퓨터
와 서버, 대용량 저장 설비, 빅데이터 저장 및 응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안전
설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제29조).68) 따라서 운영자는
해당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사용 후 예상되는 국가 안전의 위험, 예컨대 △
사용자 데이터의 불법 취득 △상품 및 서비스의 의존성을 이용한 사용자 설비
불법 통제 및 조작 △제품의 부당한 공급 중단 및 업그레이드 강요(제6조) 등을
예측하고,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사이버보안심사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제5조). 신고를 받은 사이버보안심사 사무실은 접수 이후 10일
67) 부문규장은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중국 중앙기관인 국무원 각 부
및 구성부서에서 제정하는 실시 세칙이다. 중국의 법령체계, http://www.exportcenter.go.kr/cl
ms/service/lawinfo/lawinfocontents.do?con_seq=293(검색일: 2020. 1. 25).
68) 의견수렴안에서는 중국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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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심사 필요 여부를 운영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제8조).
「사이버보안심사법」에서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사이버보안심사법 제9조).
먼저 5대 고려 요소는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의 불법 통제, 교란, 파괴 및 중
요 데이터의 도난, 유출, 훼손 등 위험성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중단으로 업
무 연속성의 훼손 가능성 △상품과 서비스의 안정성, 개방성, 투명성, 공급사슬
의 신뢰성 및 정치 ․ 외교 ․ 무역 등 요인에 의한 공급 중단의 위험성69)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의 법률, 행정 법규, 부문규장의 준수 현황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기타 요소이다.
사이버 안전심사는 일반적으로 4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특별심사를 수행하여 중앙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이버보안심사법 제10조, 제13조).
사이버보안심사법의 결과는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한편 복잡한 사안의 경
우 사이버보안심사의 일정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사이버보안심사법 제10조).
사이버보안심사 사무실의 예비 결론과 사이버보안 협의체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특별 심사를 실시한다(사이버보안심사법 제11조). 특별심사는 사이버 안
전심사 사무실이 관련 부서, 전문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심층적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특별심사는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
될 수 있다(사이버보안심사법 제13조).
「사이버보안심사법」은 사이버보안심사의 절차 및 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지만, 특별한 사례의 경우에는 심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제
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69) 공급사슬의 안정성은 정치, 외교, 무역과 같은 비기술적 요인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사슬이 훼손
될 가능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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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사이버보안심사 추진 절차

자료: 사이버보안심사법(⽹络安全审查办法」)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또한 상기 사이버보안심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이버보안법」 제65조는 핵
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가 법 제35조를 어기고 보안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보
안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주관부처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구입 비용의 1~10배 벌금을 부과하며, 책임자에게도 직접 1
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심사법(의견수렴안)」에서는 사이버보안을 고려할 때 국가 안전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존 법령에 비해 (4) 국방군공, 관건(중
요) 정보 인프라 관련 기술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6)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정부에 의해 후원, 통제되는 경우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하지만 2020년 6
월부터 시행될 「사이버보안심사법」에서는 삭제되었다.
반면 「사이버보안심사법」은 심사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가사이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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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무소 직속에 사이버보안심사 사무실을 설치하여 네트워크보안을 심사하
는 심사 주체로 규정하는 것을 유지했다. 기존의 심사 주체는 객관적이고 공정
한 원칙에 따라 별도의 제3자 기구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심사했으나,
새로운 법령에서는 중앙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 위원회 산하 국가 인터넷 사무
소에서 직접 네트워크 보안을 심사함으로써 중앙 통제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체
계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절차 역시 투명성을 제고하여 네트워크 보안
심사 신청 시 소요시간 및 결과 통보 일정을 고지한다. 다만 정부는 특수한 상
황에서 추가적인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규에는 심사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개방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핵심 정보 기반시설 안전보호 조례 시행 여부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업종에 대한 규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법령에서는 금융, 전
기, 에너지, 교통,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수리,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에 대
한 보안 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법령에는 특별한 업종에 대한 언급
이 없다.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이 발표한 일부 법령에서
는 지식재산권 침해 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이버
보안심사법」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문화 했다(사이버보안심
사법 제16조).70) 그 밖에 「사이버보안심사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상위법인
「사이버보안법」을 따르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다(표 3-6 참고).

70) 2019년 3월 중국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 제22조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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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기존 사이버보안심사법과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 방법

사이버보안심사 방법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통제 국가 안전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평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
(1) 상품과 서비스 자체의 안전 위험, 불법
통제, 교란 및 운영 중단의 위험

(1)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불법 통제, 교
란, 파괴 및 중요 데이터의 도난, 유출,
훼손 등의 위험성

(2) 상품 및 핵심 부품의 생산, 유지, 운 (2)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중단으로 업무
영, 기술 지원 과정에서의 공급사슬 안
보안 심사
고려 요인

정성
(3)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 정보
불법 수집 ․ 저장 ․ 사용의 위험성
(4) 사용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존
도를 이용한 사이버보안 저해 위험성
(5) 기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위험
(제4조)

연속성의 훼손 가능성
(3)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개방성, 투명
성, 공급사슬의 신뢰성 및 정치 ․ 외교 ․
무역 등 요인에 의한 공급 중단의 위
험성
(4)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의 법률, 행정 법
규 등 제도의 준수 현황
(5)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안전과 국가안
보를 해칠 수 있는 기타 요소(제10조)

- 제3자 기구가 관련 규정 및 표준에 따라 - 중앙 사이버보안 및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사 주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사슬의 안전성, 통

전반을 담당하여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제 가능성, 보안 메커니즘, 기술의 투명

에 소속된 사이버보안심사 사무실에서

성 등을 평가(제11조)

보안심사를 추진(제4조)

- 국가의 규정, 업종별 협회 등의 의견을 - 사이버보안 심사는 일반적으로 45일 이
심사 절차

반영하여 심사대상을 선정하여 사이버

내에 결과가 나오며, 특이 케이스는 추

보안 심사를 실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가적으로 특별심사를 수행하여 중앙 사

심사 결과를 통보(제8조)

이버보안 및 정보화위원회의 승인을 득
해야 함(제10조, 제13조).

- 금융, 전기, 에너지, 교통,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수리, 공공서비스, 전자정
부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중요
업종 제한

업종에 대한 사이버보안 심사 실시. 해 - 업종에 대한 명시 없음.
당 상품과 서비스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핵심 정보 기반시설 관
련 부처가 결정(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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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구분

현행

개정안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 방법

사이버보안심사 방법

- 제3자 기관 등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는 - 사이버보안심사 관련자는 심사 작업에

지식재산권
보호

심사 절차 중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한

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

보안유지 의무를 지니며, 사이버보안 심

무를 지니며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제
12조).
- 사이버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

할 수 없음(제16조).
- 보안유지 의무 위반을 적발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음(제17조).

기관 등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의 보안유
지 의무 위반을 적발하였을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음(제14조).
보안 평가 보
고서 배포
법적 책임

- 사이버보안 심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상품과 서비스 보안 평가 보고 - 관련 규정 없음.
서를 배포하지 않음(제13조).
-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관련 법률 ․ 법규 - 위반할 경우 상위법인 중국 사이버보안
에 따라 처리(제15조)

법의 제65조에 따라 처벌(제19조)

자료: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법(⽹络产品和服务安全审查办法); 사이버보안심사법(⽹络安全审查办法)을 참고
하여 저자 정리.

다. 네트워크 핵심 설비 보안검사 및 안전인증71)
중국정부는 「사이버보안법」, ‘인증인가 조례’,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사이
버보안 전용제품 안전인증 실시 요구에 대한 공지’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사이버보안 전용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에 대해 규정(网络关键设备和网
络安全专用产品安全认证实施规则)」을 시행하고 있다.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사이버보안 전용제품은 국가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형식시험을 통과하는 경
우, 국가정보보안제품인증(CCIS) 마크를 획득하여 정보보안 능력을 인정받는

71) 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2018), http://www.cnca.gov.cn/xxgk/ggxx/2018/201806/t20
180619_56714.shtml; 中华⼈⺠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2017), http://www.miit.gov.cn/n11462
95/n1652858/n1652930/n4509607/c5679399/content.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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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CCIS 인증 과정에서 샘플 추출이 이루어지고, 제품기능 설명서 및
사용 매뉴얼, 주요 설비표 등의 제품 관련 자료가 요구되며,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공장심사 조건에 부합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사후검사에 합격
시 인정서 및 인증 마크가 유지되고 문제 발생 시에는 3개월 내에 수정해야 하
며 수정하지 못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 마크 사용이 중지된다. 인증서의 유효기
간은 5년이며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수리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소요된다.
한편 인증기관이 부여한 공장 검사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진행하며 최종 인
증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에 통과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통과하지 못
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수정하면 재평가하여 인증 부여를 재판단한다. 원칙적으
로 사후검사는 연 1회 진행된다. 사후검사는 공장검사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후
검사 합격 시 인정서 및 인증 마크가 유지된다. 문제 발생 시 3개월의 기한이
주어지며 기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증 마크 사용이 중지된다.
한편 2017년 6월 국가 인터넷정보사무소, 공신부, 공안부, 국가인증감독위원
회가 공동으로 핵심 정보 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인 ‘1차 핵심 정보 기반시설 장비
및 전용 상품 목록’을 발표했다. 해당 목록에서는 핵심 정보 기반시설 사용 시 인
증을 받아야 하는 네 가지 핵심 설비와 열한 가지 네트워크 보안 전용제품을 우선
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반드시 국가정보 보안제품 인증(CCIS, 国
家信息安全产品认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글상자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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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2. 네트워크 핵심 장비 강제인증(CCIS)
- 국가정보보안제품 인증(国家信息安全产品认证, CCIS)은 중국정부에서 조달 구매할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증제도임.
- CCIS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가 인증 및 평가를 담당하며
인증을 취득한 정보보안 제품은 해당 정보보안 규범과 표준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 인증대상 품목
- <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사이버보안 전용제품 목록, 网络关键设备和网络安全专用产品目录>
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실시할 경우 본 규칙이 적용
- (핵심설비) 라우터, 스위치, 서버,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장치(可编程逻辑控制器, PLC)
- (네트워크 보안 전용제품) 데이터 백업 일체형 기기, 방화벽(硬件), WEB 방화벽(WAF), 침
입탐지 시스템(IDS), 침입방지 시스템(IPS), 안전 차단 및 정보 교환 제품(网闸), 스팸메일 방
지 제품, 네트워크 통합 검사 시스템, 네트워크 취약점 검사 제품, 안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웹사이트 복구 제품(硬件)
▣ 인증절차
인증신청
및 수리

→

문서평가

→

샘플테스트
위탁 및 실시

↴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

←

인증결과 평가

←

공정검사

사후검사

인
증

▣ 인증마크

자료: 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2018), http://www.cnca.gov.cn/xxgk/ggxx/2018/201807/t20180702_567
37.shtml(검색일: 2020. 1. 6).

한편 중국정부는 1989년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반품 검사
법(中华⼈⺠共和国进出⼝退货检验法)」을 공표하고 수입품과 중국 내 생산제품
에 대한 품질 인증을 위한 인증(Safety Licens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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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기존 중국산 제품과 수입품에 차별적으로 적
용하던 인증제도를 2001년 12월 단일한 인증제도, 즉 강제인증(中国强制认
证, CCC) 제도로 통합하여 실행하고 있다.

글상자 3-3. 강제인증(CCC)
- 강제인증(中国强制认证, CCC)은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자국 내 기술기준이 적합한지를 중국
정부가 심사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임.
- CCC 인증 미획득 시 중국으로의 수출, 통관, 출고, 판매가 모두 불가하며, CCC 인증범위는 가
정용 전기기기, 완구,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농기계, 소방부품 등 총 20개에 달함.
▣ 인증대상 품목
- CCC 인증대상 품목은 9개 업종(전기전자, 전신, 자동차와 오토바이, 안전유리, 소방, 보안, 농
기계, 라텍스 제품, 타이어)의 132개를 포함함.
▣ 인증절차
인증신청

CCC신청

→

자료제출/
심사

→

샘플테스트

↴

인증완료/
인증서 발급

←

초기 공장검사

←

테스트
보고서 심사

→

사후검사

▣ 인증마크

자료: CCC(中国强制认证), https://baike.baidu.com/item/CCC/19186023?fr=aladdin; CCC 강제성 제품 인증,
http://ccickorea.com/ko/%ec%a4%91%ea%b5%ad/%ea%b0%95%ec%a0%9c/ccc/(모든 자료의 검색
일: 2020. 2. 10)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상기 강제인증(CCC) 제도의 일환으로, 중국은 2010년 5월부터 정보보안인
증센터(中国信息安全认证中心)를 통해 정부조달 IT 제품에 한하여 ‘정보기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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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강제인증(ISCCC)’ 제도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ISCCC 제도의 시행에 따
라 외국기업이 16개 분야 IT 관련 제품(웹 방화벽, 가상화SW 등 정보보안제
품)을 외국기업에서 조달할 경우 별도의 ISCCC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
다(글상자 3-4 참고).

글상자 3-4. 정보기술 보안 강제인증(ISCCC)
- 정보기술보안 강제인증(信息安全认证, ISCCC)은 중국 내 IT 분야의 정보안전 문제가 대두되
면서 중국정부가 국가 정보안전보장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
- 중국 정보보안 인증센터는 「사이버보안법」 제23조에 따라 WEB 방화벽, WEB 보완감시 시스
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라우터 관련 제품, 인터넷 사용 관리 제품, 영상회의 시스템
등 16개 항목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
▣ 인증대상 품목
- WEB 방화벽, WEB 보완감시 시스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라우터 관련 제품, 인터
넷 사용 관리 제품, 영상회의 시스템, 보안 관리 플랫폼, 침입 방지 시스템(IPS), 증권 거래 시
스템, 운영체제 보안강화 제품, 클라이언트 보안관리 제품, 스마트카드 제품, 통합 위협관리
시스템(UTM), 권한 계정 관리(Privileged Account Management), Dos(Denial of
Service) 공격방지 프로그램, 가상화 소프트웨어
▣ 인증절차
인증신청

인증서
수여

→

자료제출/
심사

→

샘플제출/
시험

↴

종합평가 및
인증결과

←

현장심사

←

수수료
납부

→

사후검사

▣ 인증마크

자료: 中国⽹络安全审查技术与认证中心, http://www.isccc.gov.cn/(검색일: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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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네트워크 보안등급 보호제도
중국 공안부는 정보통신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보안과 개인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등급 보호제도인 「사이버보안등급 보호조
례(의견수렴안), 网络安全等级保护条例(征求意⻅稿)(이하, 사이버보안등급조
례」72)를 발표했다.
본 조례는 「사이버보안법」과 「중국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2018
년 6월 27일 발표되어 의견수렴 후 정책 집행을 준비 중이다. 2008년 11월부
터 시행 중인 「정보 안전기술 정보시스템 안전등급 결정 지침(信息安全技术
网络安全等级保护定级指南)」의 개정 버전으로 보안등급제도 이행에 필수법

규이다.
사이버보안등급조례에 따르면 네트워크가 방해, 파괴 또는 무단 접근되었을
경우 혹은 네트워크 데이터가 유출 또는 절취, 변경되었을 경우 개인, 사회, 국
가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해당 네트워크 운영자가 가해지는 위험에 대한 네
트워크 보안능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상기 조례의 상
위법인 「사이버보안법」에 근거73)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보안등급제도는 2006
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사이버보안법」 시행으로 그 중요성 및 강
제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보안에 등급별 일반의무와 특수의무(제3급 이상)가 부여
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네트워크 등급의 등록, 안전 구축 및 유지관리, 등급 유
지를 위한 자체평가74) 등을 실시한다.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전, 안전 운
72) 公安部(2018), 「关于《网络安全等级保护条例(征求意⻅稿)》公开征求意⻅的公告」, https://www.mps.
gov.cn/n2254536/n4904355/c6159136/content.html(검색일: 2020. 1. 6).
73) 「사이버보안법」 제21조에서는 네트워크 보안등급의 결정 및 등록, 사이버보안 책임자의 확정, 컴퓨터
바이러스 등 네트워크 운영상태 및 사이버보안사건을 모니터링 및 기록하는 기술적 조치의 실시, 관련
된 로그 파일의 6개월 이상 보존,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분류하고 중요 데이터를 백업 및 암호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74) 사이버보안등급 보호조례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매년 네트워크 보안등급제도를 이행하고 자체
검증을 최소 1번은 진행해야 한다. 자체 검증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조치하고 그 내용을 공안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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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데이터 및 정보보안,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대응, 사이버 범죄방지 등을 위
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이버보안등급조례는 [표 3-7]과 같이 네트워크 보안등급을 인터넷 중요도
와 피해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제2등급 이상의 네트워크 운영자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등급평가를 실
시하고 해당 산업 부처에 확인 및 검토를 받는다. 여러 성(省) 또는 전국 범위로
운용하는 네트워크는 산업 주관부처에서 보안등급을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평
가한다. 제2급 이상의 네트워크 운영자는 등급 확정 후 10일 이내 현(县)급 이
상의 공안기관에 등급 등록을 신청한다. 인터넷 운영자는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인터넷 보안등급을 확정해야 하며 중대한 변경 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표 3-7. 네트워크 보안등급별 분류
구분

국민/법인의 합법적 권익

피해정도

(경미한)
훼손

제1등급

■

제2등급

훼손

공공이익 및 사회질서

(심각한) (경미한)
훼손
훼손

■

제3등급

훼손

국가안전

(심각한) (경미한)
훼손
훼손

훼손

(심각한)
훼손

■
■

■

제4등급

■
■

제5등급

■
■

자료: 公安部(2018), 「⽹络安全等级保护条例(征求意⻅稿)」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정보의 보안등급별 구체적 분류와 역할은 네트워크 보안등급 보호 관
련 지침으로 200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 안전등급 보호관리 방법」에
따라, [표 3-8]과 같이 규정되어 이행되고 있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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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네트워크 보안등급별 분류 및 역할
구분

내용

역할

제1등급

- 파괴되었을 경우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는 관련 관리
의 합리적인 이익이 훼손되지만 국가안
규범 및 기술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전, 사회질서, 공공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보호
일반적인 네트워크

제2등급

- 파괴되었을 경우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는 관련 관리
의 합리적인 이익이 엄중하게 훼손되고 규범 및 기술표준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또한 사회질서,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 보호
지만 국가안전에는 영향이 없는 일반적인 - 국가정보안전 감독기관은 정보시스템 안
네트워크
전등급보호 업무를 지도

제3등급

- 파괴되었을 경우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는 관련 관리
의 합리적인 이익이 엄중하게 훼손되고 규범 및 기술표준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또한 사회질서, 공공이익이 크게 훼손되 보호
고 국가안전에는 손해를 끼치는 중요 네 - 국가정보안전 감독기관은 정보시스템 안
트워크
전등급보호 업무를 감독 ․ 검사

제4등급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는 관련 관리
- 파괴되었을 때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이 심 규범 및 기술표준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하게 훼손되고 국가안전에 엄중한 손해를 보호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중요 네트워크
- 국가정보안전 감독기관은 정보시스템 안
전등급보호 업무를 강제적으로 감독 ․ 검사

제5등급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는 관련 관리
규범 및 기술표준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 파괴되었을 경우 국가안전에 심각한 손해 보호
를 미칠 수 있는 중요 네트워크
- 국가 관련 기관은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정보시스템 보안보호 등급업무를 감독 ․
검사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pp. 166~167; 「⽹络安全等级保护条例
(征求意⻅稿)」; 「信息安全等级保护管理办法」 이용하여 정리.

사이버보안등급조례는 제1~5등급까지의 보안등급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의
무로, 사이버보안 등급제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
안등급 책임제 수립(책임자 임명) 및 제도 이행, 안전관리 및 기술보안제도 수
립, 인원관리, 교육훈련, 시스템 안전 구축 및 시스템 안전운영제도 수립 등이
있다. 제3등급 이상에 특수의무의 경우는 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위한 상시적 안
전관리와 모니터링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된다(표 3-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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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네트워크 보안등급별 의무
의무

제1등급

제2등급

제3등급

제4등급

제5등급

일반의무

-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등급보호 책임제 수립(책임자 임명) 및 제도 이행
- 안전관리 및 기술보호제도 수립
- 인원관리, 교육훈련, 시스템 안전 구축 및 시스템 안전운영제도 수립
- 서버실 안전관리, 설비와 매체 안전관리, 사이버보안관리 등의 제도를 정착
- 신분인식, 악성코드 감염 전파 예상, 사이버 침입 공격 방지 등 관리적 ․ 기술적 조치
실시
- 인터넷의 실행상태, 사이버 안전사건, 위법범죄 활동의 관리와 기술적 조치를 모니터
링 및 기록하여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인터넷상의 위법범죄를 소급하여 추적할 수
있는 관련 로그를 보전
- 데이터 분류, 중요 데이터 백업과 암호화 등의 조치를 시행
- 개인정보 보호조치 실행
- 인터넷 접속 기록(备案)과 사용자의 실명인증 등 책임을 이행
- 사이버보안사건 발생 시 24시간 내 해당 지역 공안기관에 보고, 국가비밀을 누설한 경
우 해당 지역 비밀행정관리기관에 보고
- 법 ․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사이버보안보호 의무를 준수

특수의무

- 사이버보안관리 조직을 갖추고, 네트워크 보안등
급보호의 업무직책을 명확히 하며, 네트워크 변
경, 접속, 운영과 기술보장 조직변경에 대한 검토
제도를 수립
- 사이버보안 마스터플랜과 전반적 안전 방호대책
수립 및 정착, 안전구축방안 수립 및 전문가 심사
필요
- 사이버보안관리 책임자와 핵심인력에 대한 안전
배경 심사, 면허제도 정착
- 네트워크 설계, 구축, 운영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
하는 조직과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 사이버보안상태 감지, 모니터링, 조기경보 조치
등의 정착, 사이버보안 방호 관리 플랫폼 구축, 네
트워크 운영상태, 트래픽, 이용자 행위, 사이버보
안 사건 등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 분석 및 관할 공
안기관과 연계
- 중요 네트워크 장비, 통신 링크로드, 시스템 리던
던시(redundancy), 백업 및 복구 조치를 이행
- 네트워크 보안등급 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정기적
등급평가 실시, 상황평가 및 안전정비, 정비결과
등을 공안기관과 관련기관에 보고
- 법 ․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사이버보안보호 의
무를 준수

-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络安全等级保护条例(征求意⻅稿)」 이
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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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안
중국정부는 「사이버보안법」(제37조)을 토대로 2019년 연이어 데이터 이전
에 관한 법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중국의 「사이
버보안법」 제37조는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운영자가 중국 내에서 수행한 사업
활동에 의해 수집, 발생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보존하도록 규
정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국외에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유관부문이 제정
한 규칙에 따라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소는 2019년 5월 28일 데이터 보안관리방법(수렴안)
(数据安全管理办法(征求意⻅稿), 이하 ‘데이터 보안관리방법’)75)과 2019년 6월
13일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수렴안)(个⼈信息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
意⻅稿), 이하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76)의 초안을 각각 발표했다.77)

가. 데이터 보안관리 방법
‘데이터 보안관리방법’은 경영 목적으로 중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네트
워크 운영자는 소재지 감독부서(网信部⻔)에 등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데
이터 보안관리방법 제15조).
또한 ‘데이터 보안관리 방법’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자는 중국 경내에서 수집 ․
생산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며, 업무의 필요로 인해 해
외로 이동해야 할 경우 안전평가(安全评估)(데이터 보안관리방법 제2조)를 시

75)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2019), 「数据安全管理办法(征求意⻅稿)」.
76)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2019), 「个⼈信息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稿)」.
77) 「사이버보안법」상 데이터 국내 보존 및 국외 전송규칙에 대한 언급은 해당 규정뿐이며, 그 상세 내용은
하위 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된다. 실제로 2017년 4월 11일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전송 안전평가
방법(의견수렴안)>이 발표되었으며, 2019년 6월 17일 개정안인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
(의견수렴안)>과 2019년 5월 28일 <데이터 안전관리방법(의견수렴안)>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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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한다. 중요 데이터의 안전평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개인정보 경외 전송 안전위험 및 안
전 보장조치 분석 보고서 외 중국 정보통신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데이터 보안관리방법 제4조).
안전평가에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 규정 부합 여부, 계약서의 조
항이 개인정보 권익 보장 여부, 계약의 실질 수행 가능성, 네트워크 운영자 또
는 제공받는 개인 또는 기관이 개인정보 주체의 합법적 권익 침해 여부 및 과거
사이버보안 사건 기록,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획득의 합법성 등을 주요
하게 평가한다(데이터 보안관리방법 제6조). 경외로 전송한 데이터는 최소 5년
간 개인정보 제공 일시, 제공받는 개인 또는 기관의 정보, 이전한 데이터 관련
기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데이터 보안관리방법 제8조).
또한 네트워크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 해당 연도의 개인정보 경외 전송
기록,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유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데이터
보안관리방법 제9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 불가 또는 안전 보장 불가 시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경외 전송을 중
지할 수 있다(데이터 보안관리방법 제11조).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 운영자와
제공받는 개인 또는 기관의 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의
무를 명시하였다(데이터 보안관리방법 제15조~제17조).
데이터 보안관리방법에서 네트워크 운영자는 중요 정보를 배포, 공유, 거래
또는 국외로 제공하기 전에 예상되는 안전 위험을 평가하여 유관 정부 감독부
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또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감독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성급 인터넷 정보화부서(网信部⻔)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데이터 보안관리방법 제28조). 이는 국외 전송되는 데
이터의 양이나 관련 업종을 불문하고 중요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하고자 할 경
우에는 반드시 유관 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데이터 국외 전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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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안관리방법에서 국내 보존 및 국외 전송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
는 중요 데이터이다. 데이터 보안관리방법에서는 중요 데이터에 대해 ‘일단 유
출되면 국가안전, 경제안전, 사회의 안녕, 공공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이며, ‘일반적 기업생산, 경영과 내부관리 정부, 개인
정보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글상자 3-5 참고).

글상자 3-5. ‘중요 데이터’의 정의
- 조직, 기구, 개인이 중국 국내에서 수집하고 생성한 국가기밀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가안전, 경제 발
전 및 공공의 이익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데이터로 허가 없이 개시, 분실, 남용, 위조, 훼손 또는 집
약, 통합, 분석되었을 경우 다음에 열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 국가안전, 국방 이익에 위해를 끼치며 국제관계를 파괴
• 국가 재산, 사회 공공의 이익 및 개인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
• 경제 ․ 군사 스파이 활동, 정치적 사항의 태만, 조직 범죄 등에 대한 국가의 억지 및 공격에 영
향을 초래
•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 행위나 부정부패 및 해당 의심 가능 행위에 대한 조사에 영향을 초래
• 행정 부문에 의한 감독, 관리, 검사, 심사 등의 행정 활동 방해 및 직책 이행 방해
• 국가의 중요 인프라 시설 및 정부 중요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危害)
• 경제질서 및 금융안전에 영향 또는 위해(危害)
• 국가의 정치, 국토, 군사,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정보, 생태, 자원, 핵시설 등 기타 국가
의 안전 사항에 영향 또는 위해(危害)
자료: 「정보안전기술 데이터 국외 전송 안전평가지침(信息安全技术数据出境安全评估指南(征求意⻅稿))」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나.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
2019년 6월 13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 사무실에서 의견 수렴안을 발표하
고 시행을 준비 중인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은 2017년 4월 발표
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의 개정안이다. ‘개인정
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에서는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실시에 필요
한 절차, 서류,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운영자 및 국외 개인정보 수신자
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의 국외 수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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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일 경우 각 수신자별로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동일 수신자일 경우 여
러 번 전송할 경우에는 안전평가를 한 번만 실시하면 된다. 개인정보 국외 전송
의 목적, 유형, 국외 저장기간 변경 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평가는 최
대 15일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개인정보 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은 총 22조로 주요하게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네트워크 운영자를 대상으
로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경외 반출 시 안전평가 △개
인정보 경외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필요, △데이터 경외 전송 기록 보
관, 경외 전송 금지, 경외 전송내역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국외 전송 시 실시하는 안전평가 프로세스, 평
가항목은 「정보안전기술 데이터 국외 전송 안전평가지침(信息安全技术数据出境
安全评估指南(征求意⻅稿))」에 따라 시행된다. 본 지침은 네트워크 사용자가 개

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국외 전송 자체 안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림 3-3. 데이터 국외 전송 안전평가 과정
데이터 국외전송
자체 안전평가 시작
평가 작업반 구성

탈락

데이터 국외전송
계획 수정의견

국외전송목적
평가
통과

탈락

안전 위협 평가

탈락
주관 기관
평가

통과
필요
통과

주관 기관
보고

주관 기관
보고
불필요
데이터 국외전송

데이터 수신자 변경
중요한 안전사건 발생
데이터 국외전송 변경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p. 270; 「정보안전기술 데이터 국외 전송
안전평가지침(信息安全技术数据出境安全评估指南(征求意⻅稿))」.

74 •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3. 암호법
그동안 중국은 1999년 국무원령 제273조에 근거한 ‘상용암호관리조례’를
통해 상용암호 관리, 정보보호, 국민 및 조직의 합법적 권익 등을 보호 ․ 관리하
고 있었다. 이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용암호를 관리해 오다가 2017년 4월 중
국 국가암호관리국이 「암호법(의견수렴안)(中华⼈⺠共和国密码法)」을 처음으
로 공개하고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9년 10월 26일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암호법」을 심의하고 2020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암호법」은 △암호관리의 컨트롤 타워 및 관리체계 △암호의 분류관리 원
칙 △암호 발전 촉진 및 보장조치 △핵심암호, 일반암호, 상용암호 정의 등 암
호 관리체계, 암호 분류원칙, 암호 보장조치 등에 관해 총 5장 44조로 구성되
어 있다. 중국정부는 「암호법」 시행을 통해 암호기술의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
에 국가 안보, 사회적 공공이익, 국민 및 법인 등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고자
한다.
「암호법」에서는 암호를 핵심암호(核心密码), 일반암호(普通密码), 상용암호
(商用密码)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암호법 제6조).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국가비밀에 속하며 암호는 법에 의해 엄격하고 통일되게 관리된
다.78)
반면 상용암호는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네트워크 보호 및 안
전에 사용할 수 있다(암호법 제8조). 즉,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상용암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또는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암호법」 제3장에서 명시한 상용암호 관련 표준화 추진, 인증제도 설립 및
산업계 보급,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안전 전용제품에 대한 상용암호 강제 인증,
78) 「中华⼈⺠共和国密码法」 解读, http://www.sca.gov.cn/sca/c100236/2019-12/25/content_10
57308.shtml(검색일: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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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위 상용암호에 대한 수출입 관리 등이 있다(표 3-10 참고).

표 3-10. 상용암호(商用密码) 관련 주요 규정
암호법

주요 내용

제21조

- 국가는 상용암호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장려하며, 상용암호 시장 전체의 시스
템을 구축하고, 상용암호 산업발전을 장려하며 촉진할 것

제22~24조

- 상용암호 표준화 제도

제25조

- 상용암호 검측 인증제도를 갖추고, 산업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상용암호 검측인증을
장려

제27조

- 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사이버보안 전용제품 목록에 상용암호 제품을 포함시키고,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사이버보안 전용제품의 상용암호 서비스에 대한 강제성 검측
인증 실시

제28조

- 특정 범위의 상용암호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 및 수출관리 제도를 실시

제29조

- 전자정부 전자인증 서비스 관리제도

제30조

- 상용암호 산업협회가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

제31조

- 암호관리 부문 및 유관 부문의 상용암호 사중, 사후 관리 감독제도 수립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中华⼈⺠共和国密码法). 참고하여 저자 정리.

국가안전, 사회공익 등과 관련 있는 상용암호 제품은 네트워크 핵심제품 및
사이버보안 전용제품 리스트에 추가하여 자격을 보유한 평가기관으로부터 평
가 및 인증을 취득한 후에 판매한다. 상용암호 관련 기업은 자발적으로 상용암
호 인증을 취득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핵심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는 상용
암호를 사용하여 인프라를 보호하고 상용암호 응용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암호법」에 따르면 국가암호관리국은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상용암호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암호관리 부서는 상용암호 기술을 이용한 전자
정부 전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정부업무 활
동에서 전자 서명, 데이터 문서에 대해 관리한다. 또한 상용암호 관리정보 인프
라를 구축하여 상용암호를 관리한다.

76 •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표 3-11. 상용암호 제품 관련 인허가
항목

유형

상용암호 제품의
품종 및 규격

인허가

상용암호 제품의
품질검사 측정

검사
측정

상용암호제품 또는
기술을 포함한
설비 수입

인허가

상용암호제품의
수출

인허가

관련증서

법적 근거

상용암호제품
규격증서

- 상용암호관리조례(제8조)
- 상용암호 제품생산관리 규정(제4조, 제7
조, 제9조, 제10조)
- 333호 통지 제3조
- 상용암호 제품의 품종 및 규격 인허가 서비
스 지침79)
- 상용암호관리조례(제9조)
- 상용암호 제품생산관리 규정(제11조)

- 상용암호관리조례(제13조)
(상용암호 제품 또는
- 333호 통지 제3조
암호용 기술을 포함한)
- 상용암호 제품 또는 암호용 기술을 포함한
수입허가증
설비의 수입 인허가 서비스 지침80)
(상용암호 제품)
수출허가증

- 상용암호관리조례(제13조)
- 상용암호 제품의 수출 인허가 서비스 지침81)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20), p. 145.

79) 国家密码管理局(2016), 「商用密码产品品种和型号审批服务指南」, http://www.sca.gov.cn/sca/c10
0060/201611/1002474/files/bce8591c72de4614b0232e8c8f581237.pdf(검색일: 2020. 1.
6).
80) 国家密码管理局(2016), 「密码产品和含有密码技术的设备进⼝许可服务指南」, http://www. sca.gov.
cn/sca/c100060/201611/1002479/files/18152d009045481a9103bf911f3a1ee5.pdf(검색
일: 2020. 1. 6).
81) 国家密码管理局(2016), 「商用密码产品出⼝许可服务指南」, http://www.sca.gov.cn/sca/c100060/
201611/1002481/files/57c5a49cd7f1439e80467bd51d49dae6.pdf(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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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국은 사이버보안을 총망라하는 「사이버보안법」
을 토대로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운영자에게 법률
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사이버보안 관련 기본법은 부재하나,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
보보호법」(2020), 「정보통신기반보호법」(2019), 「통신비밀보호법」(2020), 「정
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8), 「국가 사이버안전관리 규정」(2013), 「국
가정보화기본법」(2019), 「전자정부법」(2017), 「전자금융거래법」(2017) 등에서
사이버공간을 규제, 관리 ․ 감독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파악한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과 비교를
통해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사이버보안 연혁 및 전략
한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은 1961년에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의
사이버보안은 국방 및 외교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 들어서 정
부부처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그동안 서면으로 보관되던 공문서가 개인용 컴
퓨터를 통해 생산되고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
부가 정보보안에 관심을 기울이며 1988년 ‘전산업무 보안관리 지침’을 제정하
여 시행하였다. 이로써 사이버보안 영역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사이버공간을 아
우르는 정보보안까지 확대되었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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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초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이다. 이는 컴퓨터 보급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 즉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령은 정보화를 촉진하
기 위한 국가 방침으로 사이버보안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없다. 이후 1990
년대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보안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1995년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1999년에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킹, 바이러스 침해 등에 대응규정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2000년대부
터는 정보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
었다. 이에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을 제정하고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보호 분야를 구체화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83)
그러나 2009년과 2011년 디도스 공격84)을 계기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가
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한국정부는 ‘국가 사이버 위기 종합대책’을 수
립하여 시행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재정비하였
다. 또한 사이버공간 수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이때부터 한국정부는 사이버공간을 국가가 수호해야 할 영역으로 인
식하고 명문화하기 시작하였다. 사이버공간 보호를 위해 5대 분야를 △예방 △
탐지 △대응 △제도 △기반으로 선정하여 재정비하고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시
작하였다.85)
이후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범주에 포함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보안 강화
를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대책에서는 선진
사이버안보 강국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체
82) 박종재, 이상호(2017), p. 82.
83) 위의 자료.
84) 정부 주요 기관 및 포털사이트, 은행 등에 대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85) 박종재, 이상호(2017),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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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마련하였다. 4대 전략은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의 즉응성 강화(Prompt)
△스마트 협력체계 구축 △사이버공간 보호대책의 강건성(Robust)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 양성사업이다.86)
한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는 다수 정부기관이 참여해 분야별로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은 공공부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부
문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한다.87) 한편 민간 정보통신 인프라 보호는 행정안전
부, 정보보호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림 4-1. 한국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자료: 국가정보원(2018), 『2018국가정보보호백서』.

한국정부는 2019년 4월 사이버보안 분야의 최상위 지침서가 되는 ‘국가 사
이버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구체화하여 시
86)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3).
87) 박종재, 이상호(2017),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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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에서는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 방향과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
를 제시하였다.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은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 제고 △사이
버 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이다.
2019년 9월에는 상기 6대 전략별로 범부처 차원의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2019~2022’를 수립하였다(표 4-1 참고).

표 4-1.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전략 과제

중점 과제
-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 제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
-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 사이버 공격 억지력 확보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 강화
- 포괄적 ․ 능동적 수단 강구
- 사이버 범죄 대응역량 제고
- 민 ․ 관 ․ 군 협력체계 활성화

신뢰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정립

-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망 활성화
-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
-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 보안 인력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보안 기업 성장환경 조성
- 공정경쟁 원칙 확립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 기본권과 사이버보안의 균형
-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체계 내실화
-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

자료: 국가안보실(2019),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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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위한 100가지 세부 계획
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이행해갈 예정이다.

2.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
정’에 근거해 국가정보원이 관리한다.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기
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통상부로 일반 기업과 금융회
사 등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가. 공공부문
먼저, 공공 부문에 대한 사이버안전 및 정보보호 업무는 대통령 훈령인 「국
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에 근거한다. 2013년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국가 사이버안전
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정보통신망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
공격’, ‘사이버 안전’, ‘사이버 위기’를 각각 정의하고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
된 정책 및 관리는 국가정보원이 총괄 ․ 조정하도록 하였다.88) 규정에 따르면
88)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 공격은 해킹 ․ 컴퓨터 바이러스 ․ 논리 폭탄 ․ 메일 폭탄 ․ 서비스 방
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 ․ 교란 ․ 마비 ․ 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 ․ 훼손
하는 일체의 공격행위, 사이버 안전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
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 ․ 무결성 ․ 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 사이버 위기는 사이버 공격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 ․ 저장되는 정보를 유출 ․ 변경 ․ 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
나 사회 ․ 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훼손 ․ 정지되는 등 무력화
되는 상황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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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 안전 관련 정책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 ․ 조정한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사이버 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지도 ․ 감독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보
안관제센터를 설치 ․ 운영하며, 사이버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
수한 경우 국가안보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를 받으면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정보 제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 공격을 탐지한 경우 사이버 공격 경보를 발
령하며, 심각 수준의 경보는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발령한다. 사이버 공격
으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를 최
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격 사실을 통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
고,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국
가정보원장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심각
한 경우 사이버 위기 대책본부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 및 대책본부의 대응상황을 국가안보실장에게 통보하고, 국가
안보실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 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안기술
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89)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그중 제
56조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부는 전
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 유통할 때
89) 본 문단은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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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 변조 ․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
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및 광역
시 ․ 도(교육지원청 포함)는 정보보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장비 도입 시 인증
획득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국가정보원에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
가정보원은 사전 인증이 필요한 제품 유형,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인증된 제
품 등을 공시하고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를 수행하고 있다.9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2019년 개정을 통해 외부의 침해로부터 주요 정
보통신기반 시설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91)

나. 민간부문
민간 부문 사이버보안 추진체계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간으로 하여 시행되
고 있다. 이 법률은 민간 부문의 정보보호 추진체계를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
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92)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안전성 및 정보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93) 또한 다른 사람의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을 운영 ․ 관리하는 운영자는
정보통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94)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호 조치,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90) 본 문단은 「전자정부법」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91)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93) 위의 자료.
94)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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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을 관리 ․ 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
적정보통신 시설 운영자의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전파하고 침해사고의
예보 및 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수행 의무가 있다.95)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96) 먼
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
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도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97)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정보보호 공시 등의 제도를 주관
하며,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기술 구매수요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
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 우수
정보보호기술 및 우수정보보호기업 지정 ․ 지원, 정보보호기업 자금융자, 수출
지원, 세제지원,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98) 그 밖
에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 ․ 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은 정보보호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
다.100) 추가로 정보보호기업은 과오납금의 환불,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
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 해지의 권리, 제품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5) 『2019 국가정보보호백서』.
96) 여기서 정보보호를 지칭하는 것은 사이버보안 분야의 정보보안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98) 위의 자료.
99) 위의 자료.
100)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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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 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10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률이며,
그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 거래 시 이용
자 및 거래 내역을 양도 ․ 양수하는 행동을 위법으로 명시하고 있다.102) 전자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 양수, 대가 수수 ․ 요구 등을 수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인 대여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 등과 그러한 행위의 알선
및 광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지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제3자의 해당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다.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
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취약점을 분석 ․ 평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금지된다. 금융회사 및 전
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 ․ 마비되
는 등의 침해사고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고 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한다.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전파, 침해사
고의 예보 ․ 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업
무를 수행한다.
최근에 한국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103)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혼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면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외에도 △익명정보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외 △가명정보의 통계, 학술연
구, 민간투자연구 등 허용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허용 및 안정성 확보 요구 △
1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2) 「전자금융거래법」.
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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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사전 동의 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을 포함시켰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정보보호 관련 서류의 제출의
무를 규정하고, 국외로 이전한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경우에도 이
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3. 한 ․ 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 비교
현재 가장 공세적인 「사이버보안법」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중국이다.
사이버보안을 총망라하는 「사이버보안법」을 토대로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네
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든 운영자에게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제3장
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법 ․ 제도와 한국의 사이버보안 법 ․ 제도
를 비교 ․ 분석했다. 또한 본절에서는 보안등급제도, 보안제품 및 서비스 인증
제도,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제도에 대해서 한 ․ 중 간 비교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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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보안 법령 비교
구분

한국

중국

- ‘국가정보화 기본법’(2019년),
- ‘전자정부법’(2017)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2019)
-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2018)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2017)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2013)

- 「사이버보안법」(2017)

- ‘통신비밀보호법’(2020)
- ‘개인정보 보호법’(20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적용
범위

- 공공 및 주요 민간 운영자
- 업종별 핵심 정보통신 인프라 설비 보호
- 공공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CC 인증

특징

및 보안적합성 평가
- 개인정보 국외 전송 시 정보 주체의 동의
필요
- 가명 개인정보 활용

-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이용
하는 모든 운영자
- 정보 안전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등급제
도 의무
- 핵심 정보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
-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 국외 전송 시 안전
평가 필수
- 서비스 이용자의 실명인증 의무
- 위법 콘텐츠 전송 금지, 차단, 보고 의무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 간담회(2020. 3. 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먼저 한국에는 중국의 보안등급제도와 비교할 명시적 제도는 없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9조에서 핵심 정보 기반시설에 대해 특별한 보호의
무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9조를 토대로 한국은 주로
공공이나 주요 민간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국가 안보, 행정, 국방, 금융, 에너지 등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경우 2단
계로 분류하여 유관 부처별로 관리 ․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서는 핵심 인프라 시설 보호에 대한 추가 의무
를 규율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내에서 구축, 운영, 유지, 보수 및 사용되는 모
든 네트워크를 1~5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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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자가 판단 후에 안전등급 평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운영자의 부
담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 보안등급 제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핵심정보
제도

통신인프라 시설 보호, 취약점 분석 및 - 사이버보안등급 보호제도
평가)

등급 구분

- 일반정보통신과 핵심정보통신 인프라
설비로 구분
- 국가 안보, 행정, 국방, 금융, 에너지 등

적용대상

에 관한 핵심 정보 기반시설로 중앙기관
이 지정한 시설

- 1~5등급으로 등급별 의무 부여
- 중국 내에서 구축, 운영, 유지, 보수 및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인증기관

- 해당 관리기관의 장

- 공안부

인증절차

- 보안 취약점 진단, 보안 적합성 판단

- 등급 자가 판정 후 안전등급 평가 신청

위반 시 처벌

-

- 행정 처벌 또는 형사 처벌

- 보호대책 이행 및 보고 의무, 정기적인 - 의무 시행, 핵심 정보 기반시설은 추가
비고

취약점 분석 평가 의무, 소관 기관별 보

적으로 안전관리 부서 설치 및 책임자

호조치 명령 이행

지정 등 의무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 간담회(2020. 3. 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공공 부문의 사이버보안 제품 및 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한국은 보안성 강
화를 위한 보안제품 CC 인증 및 보안적합성평가제도가 있다. 두 제도 모두 행
정기관 등 공공 부문에 납품되는 정보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CC 인증제도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2011년부터 CC 인증이 필요한 제품 목록
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침입차단 시스템 등 23종의 정보보안 제품에 대해
CC 인증을 받도록 고시하고 있다.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는 국가 정보통신망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
이 도입하는 정보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IT 제품 등
의 보안 기능이 안전하게 구현되었는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국가정보원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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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접수한 후 검증대상 제품의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 만족 여부 확인을 위
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시험결과를
국가정보원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시험결과 및 보안대책을 검토
하여 신청기관에 보안적합성 검증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보안적합
성 검증결과에 따라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제거한 후, 정보보안시스템 및 네트
워크 장비를 운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제품에 대해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안전전용 제품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안전전용 제품(라우터, 방화벽
등 15종)을 적용 대상으로 중국 국가 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인증
을 진행한다.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 시 행정 및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위반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다.

표 4-4. 보안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 비교
구분
제도
적용대상

한국
- CC 인증, 보안적합성 검증

중국
-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안전 전용제품 안전
인증

- 공공 행정기관에 납품되는 사이버보안 제
-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안전 전용제품 15종
품 및 서비스

인증기관 - KISA, TTA, KOIST, KTC, KTL 등

- CNCA(중국 국가 인증인가 감독위원회)

- 인증기관 시험 신청 시 시험 실시 및 국가
인증절차
보안기술연구소, 국정원 등과 검토하여
인증

- CNCA 지정 평가기관에 인증 신청, 신청
문서 평가 후 샘플 시험품 위탁 및 평가
실시, 필요시 공장 검사 후 결과 평가 및
인증

위반 시
처벌
비고

- 보안적합성 검증 과정에서 CC 인증이 필
- 행정 처벌 또는 형사 처벌
요한 경우 이를 득하지 못하면 납품 불가
- 인증의무 有

- 인증의무 有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 간담회(2020. 3. 5) 자료; 국정원 홈페이지, https://www.nis.go.kr:4016/AF/1_
7_2_1.do(검색일: 2020. 2. 23)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있으며 이는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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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이전 시 이용자의 동의
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며 제3국 이동 시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광의적 범위에서 개인정보 이동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요 데이터의 중국 경내 보관, 개인정보 및 데이터 해외 전송
심사 등의 규정을 통해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현지화와 데이터 이동 제한
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핵심 정보 기반시설 및 모든 네트워크 운영자를 대상으
로 중요 데이터 수집 및 국외 전송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적 ․ 형사적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에 귀속되는 사항으로 연구, 통계 등의 목
적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중국은 개인정보를 국가 차원에
서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이동을 관리하고 있어, 이는 국가 차원의 통제를 강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5.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제도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제도

- 개인정보보호제도

- 중요 데이터 중국 내 보관
- 개인정보 및 데이터 국외 전송 시 보안
평가제도(의겸수렴안)

적용대상

- 개인정보 관리자

- 핵심 정보 기반시설

인증기관
인증절차
위반 시 처벌
비고

-

-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사무소

- 정보 수입 및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주
- 데이터 해외 전송 시 사전 안전평가를
체의 동의 필요(법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거쳐야 함.
허용하는 경우 제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 처벌 또는 형사 처벌
- 정보 주체의 동의 필요

-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견수렴 중임.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 간담회(2020. 3. 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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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자국 내 외국기업에 대해 폭넓은 범위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
면서 규제범위를 경제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제 강화와 관련된 중국 사이버보안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해 중국 사이버보
안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재중 한국기업의 대응정책과 한 ․ 중 간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사
이버보안제도의 재정립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분석
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평가
가. 대내적 리스크 관리
중국은 중앙 통제 중심의 국가로 사이버공간의 정보 흐름이 사회 질서체제
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통제해 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 이후 최초의 사이버보안 전략서인 「국가 사이버공간안전전략(国家网络空
间安全战略)」을 통해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국가 사이버

공간 안전전략’에서는 사이버공간 내 주권 불가침 원칙(尊重维护网络空间主
权)을 강조하며 자국 내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 지배력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

보시스템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 등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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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다양한 사이버보안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통해 사이버공간 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2015년 중국 사이버보안의 근간인 「국가보안
법」을 시행했으며, 2017년에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이
버보안법」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2017년 「사이버보안
법」 시행 당시 외국기업들의 반대로 데이터 이동 관련 조항을 제외한 조건부 시
행이 이루어졌으나, 2019년부터 「사이버보안법」을 전면적으로 시행104)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사이버보안법」의 정착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
도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역시 제도이행을
위한 일련의 추진성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공개105)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0년부터 중국 내 ICT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암호법」 시행으로 다시 한 번
사이버보안 분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될 법규들을 통해 사
이버공간 내 규제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있다.

나. 대외적 리스크 관리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협력 전략의 기조는 사이버 주권 수호와 내정불간
섭의 원칙을 기반으로 미국의 사이버 패권에 대항하는 국제연합전선을 구축하
는 것이다. 특히 2013년 스노든 사건 이후 중국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미국을 견제하며, 중국이 중심이 되는 사이버 진영 건설을 목표로 국
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은 2014년부터 매년 세계인터
넷대회(World Internet Conference)를 개최하여 안전한 사이버공간의 구축
104) 2017년 6월부터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외국기업들의 반대로 시행이 한 차례 유예
되면서 2019년부터 전면적(2017년 6월부터 데이터 이동 관련 조항은 제외한 조건부 시행)으로 시행
됨. 본 연구 제2장 참고.
105)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는 사이버보안 관련 일련의 추진성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2018년 11월 정식으로 발효된 「공안기관 인터넷 안전감독 검사 규정」 역시 「사이버보안법」에 기반
한 사이버보안 관련 제도 정책을 위한 정책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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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사이버공간 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2017년 ‘사이
버공간 국제 협력 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발표하여, 사이버보안 이슈
에 대한 중국의 국제 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106)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정의와 개념을 비교해보면,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상하이 협력기구(SCO) 진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정보가 아닌 정
보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 보안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중국 중심의 상
하이 협력기구 진영은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정보 자체에 대한 위협 감소와 안정
성 향상에 있다. 또한 논의의 범위 역시 전자의 경우 글로벌 커뮤니게이션, 경
제협력, 지적재산권 등 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논의이나, 후자의 경우 ICT 범
죄, 테러, 군사적 사용에 대한 논의로 범위가 상이하다. 이처럼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가간 인식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사이버공간 내 국제협력
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네트워크 및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골자
로 하는 ‘국가사이버전략(National Cyber Strategy for USA)’을 발표하고 오
바마 행정부보다 사이버보안에 있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 역시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정보통신 영역, 즉 사이버공간과 직결되는 기술 표준이
미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새로운 기술 표준을 도
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07)
이러한 배경하에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대중 사이버보안 견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양국간 사이버보안에 대한 시각 차이는 지속적으로 노
출되어 오고 있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버 범죄 억제에 초점을 맞춰
국제 공조를 유도하려는 방식과는 달리 중국은 사이버 테러, 사이버 네트워크

106) 「中国发布《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2017), http://finance.china.com.cn/roll/20170301/4119
066.shtml(검색일: 2020. 2. 23).
107) 김진용(2019), pp. 2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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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군사적 사용 등을 제한하는 규범을 제정하려고 하면서 양국간 사이버공
간에 관한 갈등이 빈번히 불거지고 있었다.108)

표 5-1. 중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시각 차이
구분
사이버보안의
정의와 개념

중국
-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정보
- 자체에 대한 위협 감소와 안정성 향상

미국
- 표현의 자유 권리를 기반으로 한 정보
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 보안

주요 논제

- 사이버 범죄, 테러, 군사적 사용에 대한 - 협력, 지적재산권 등 정보보호 전반에
논의
대한 논의 필요

국제 규범

-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국
제 규범 마련 필요

기타

- 정보통신 기술 활용과 개발을 저해할
수 있어 국제 규범은 불필요하며 기존
규범 적용 가능

- SCO 회원국과 긴밀한 공조

자료: 신범식(2017), p. 164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중국은 2017년 「사이버보안심사법」 시행 이후 데이터 해외이동 규제 등을
비롯한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사이버공간 내 주권 강화를 통해 대외적 리
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9년 5월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보안심사법」을 통해 외국인 기술투자를 정치
적 또는 보호주의적 이유로 규제109)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존재한다. 이는 최
근 불거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서 알 수 있듯이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역시 미국에 대응하는 법규 제정을 통해 통
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110)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의 데이터
해외 전송금지(데이터 보안관리방법(의견수렴안)(数据安全管理办法(征求意⻅
108) 조윤영, 정종필(2016), pp. 161~165.
109) Oxford Analytica daily brief(2019. 5. 24), “New rules could restict foreign tech firms in
China.”
110) “China’s cybersecurity laws may be used to block US tech firms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says expert”(2019. 5. 24), https://www.scmp.com/tech/policy/article/30116
55/chinas-cybersecurity-laws-may-be-used-block-us-tech-firms-national(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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稿)) 등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의 보안리스크 관리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111)
반면 다른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간 국제공조를 통해 사이
버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세안지역안보
포럼(ARF)을 비롯한 지역협력기구와 UN GGE나 ITU 등과 같은 전통 국제기
구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112)
특히 미국과는 2009년 이후 미 ․ 중 전략대화에서 양국간 사이버보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글상자 5-1.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협력 유형
-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국제 규범화 논의 △교류 ․ 협력 △공동 훈련 유형으
로 분류됨.
▣ 국제 규범화
-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규범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가 대표적이며, UN과
NAT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UN) 정보통신 담당 산하기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기술보안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논의를 진행함.
- (NATO) 특히, 사이버전(cyber warfare)과 관련된 기존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과 새로운 규
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교류 ․ 협력
-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정보교환과 협력방안 모색 등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 유형으로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국제협력 방식임.
▣ 공동훈련
- 국가간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에 해당되는 국제협
력 방식임.
자료: 유지용, 이강규(2013)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111) “Tighter data storage rules could protect security, counter US crackdown on Huawei:
analyst”(2019. 5. 28), http://www.globaltimes.cn/content/1152094.shtml(검색일: 2020. 1. 6).
112) 김상배(2017b),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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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중국은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이버보안 관
련 국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결과 2018년 11월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 관련 보안시스템 구축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가했다. 또한 2019
년 6월에는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범위 지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
정적인 검토를 합의하고, 2019년 11월 핵심 정보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네트워
크 상품 및 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 경제적 측면 리스크 관리
시진핑 정부는 사이버 주권을 ‘개별 국가의 권리’로 간주하며 사이버 개발,
사이버 규제 모델, 인터넷 공공 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선택하고 동등한 기반에
서 국제 사이버공간 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며 사이버 주권 확립을 명
분으로 중국 주도의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수준
의 기업 양성 후, 세계 첨단기술을 선도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사이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기존의 기술과 경쟁하기보다는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주도하고 점유율을 높여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에 이르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중국정부는 현재의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하기보다는 기존 서구
중심의 사이버 거버넌스 체계에 편입된 채 자국의 풍부한 자본력과 서구의 좁
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식 사이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중
국의 사이버보안 강화는 비단 사이버보안이 강화되는 차원이 아닌 외국기업의
주요 데이터와 핵심 정보 기반시설의 기술정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통
상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정부가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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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시행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뿐 아니라 교역상대국의 기업에도 비용 부담
을 가중하는데, 제한된 데이터 정책은 직접적으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무역비용을 높여 서비스 교역을 저해할 수 있다.113) 국외 데이터 저장 및 이동
규제는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
소를 당할 수 있는 규정으로 외국기업을 포함해 중국 내 영업을 하는 모든 기업
에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정부는 자국 내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에
서 영업하는 모든 IT 기업은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에서 보관하고, 중국정부
가 요구하면 데이터 암호 해독 정보를 언제든 제공해야 하며, 특히 당국이 반정
부와 관련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바로 검열하고 인터넷 접속도 차단하는 권
한이 있다. 데이터 이동 제한, 데이터 현지화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주
요 의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디지털 재화의 정의,114) 국가 간 데이터 이전, 데이
터 현지화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과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사이버보안법」에 포함하여 시행함으
로써 사이버공간 주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은
미 ․ 중 무역분쟁의 주요 이슈인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와 맞닿아 있다.
USTR이 2020년 3월 발표한 “202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서
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과 메커니즘이 중국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미국은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데이
터 이동 제한, 데이터 현지화 등이 미국기업의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보안법」 시행으로 인증의 강제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네
트워크 핵심설비 및 네트워크 보안 전용제품에 대한 보안인증 규정을 통해 반
드시 국가정보보안제품 인증(CCIS)을 받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정보기술보안

113) 이규엽 외(2019), p. 132.
114) 이한영, 차성민(2018)에 따르면 데이터는 국가별로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니
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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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증제 ISCCC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는 안전성 검증제도(CCC)를 통해 인증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IT 관련
16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자체적인 보안인증인 ISCCC를 별도
로 획득해야 한다. ISCCC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에 외국기업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셋째, 「암호법」 시행에 따라 중국 내 모든 기업의 상업기밀 보안이 불가능하
게 되면서 암호기술 및 상용암호 관련제품, 산업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
이다. 1999년 이미 국가암호관리국에서는 상용암호관리조례를 통해 기업정보
시스템이나 인터넷 등의 제품 및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암호기능 등을 상용암호
로 분류하여 상용암호 제품의 연구개발 ․ 생산 ․ 사용 및 수출입을 관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법」 시행으로 상용암호 관련 표준화 추진, 인증제도 설
립 및 산업계 보급,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안전전용제품에 대한 상용암호 강제
인증 등에 대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법적 구속력이 더욱 강제되었다. 또한 상용
암호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용암호 평가 및 인증제도, 규범을 제정함으로
써 관련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재중 한국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하
고자 하는 기업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사이버보안법」에서 규정하
는 ‘네트워크’는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 단말 및 관련 설비로 규정되어 일정 규
칙 및 프로그램에 따라 정보를 수집, 보존, 전달,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

제5장 결론 • 99

되어 있다(사이버보안법 제76조 1항). 이는 중국 내 뉴스 정보 등 콘텐츠를 제
공하는 웹사이트나 쇼트클립 등 멀티미디어 공유 사이트는 물론 기업이나 조직
이 운영하는 웹 플랫폼 및 홈페이지도 포함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 내 그룹웨
어 등 인트라넷 및 공장설비 내 산업제어 시스템 역시 포함되며 스마트폰 등 모
바일 단말기에 배포되어 사용되는 인터넷 통신 응용 프로그램 또한 광범위하게
해당된다.
중국정부는 「사이버보안법」 시행 이후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
으며, 적극적으로 위반사례를 색출하고 행정 처벌도 시행하고 있다.115) 특히
행정 처분을 받은 유형을 살펴보면 「사이버보안법」 제47조, 제50조에 해당하
는 사용자 게재 정보관리 위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16) 이를 통해 중
국정부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게재정보 관리 측면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고 있으며, 단속 당국이 네트워크상 개인정보 보호와 네트워크 환경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데이터 이동을
포함하여 「사이버보안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외자기업의 경우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중국 내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
하였다.
첫째, 중국 내 네트워크 운영자는 중요 데이터나 개인정보를 중국 내 저장해
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정부는 「사이버보안법」(제37조)
을 근거하여 2019년 데이터 이전에 관한 법규 초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준비 중
이다. 「데이터 보안관리방법」에서 네트워크 운영자는 중국 경내에서 수집하거
나 생산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경내에 저장하며, 업무의 필요로 인해 해
115)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 간담회(2020. 3. 13)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법기관에 통보된 건
수는 총 1,777건으로 그중 1,479개 기업이 시정조치를 당하고, 개선권고 조치 기업은 738개, 임시
중지 조치를 받은 기업은 2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116) 중국 법률사무소(www.zhonglun.com, 검색일: 2020. 3. 10)에 따르면 「사이버보안법」 행정 집행
사례 비중은 사용자 게재 정보관리 위반 39%, 사이버보안운영관리 24%, 개인정보보호 위반 20% 순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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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이동할 경우 안전평가(安全评估)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 전송안전평가 방법」 역시 개인정보를 해외로 전송할 경우 안전
평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법규 모두 사전 안전평가를
의무화하여 데이터의 해외 전송에 규제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기존의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 방법」에서는 사전 안전평가
대상을 주요 인프라 운영자로 한정했으나, 시행 준비 중인 「데이터 보안관리
방법」에서 사전평가 대상을 주요 인프라 운영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운영자로
확대한 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모든 기업은 「사이버보안법」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을 받아야 한다. 특
히 최근 네트워크 보안등급(제21조)을 미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사이버
보안당국의 불시점검이 시행되면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주의할 필요
가 있다. 네트워크 보안등급제도의 경우, 등급기준은 사이버보안보호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표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등급기준의 모호성으
로 사이버보안성 검사평가에 있어 기업의 관련 규정 이해도가 낮다. 뿐만 아니
라 보안등급에 따른 의무가 상이하여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제3
등급 이상으로 판정받고 핵심 정보 기반시설로 지정되는 경우 국가안보 심사를
거치고 데이터를 중국 내 저장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기
업이 등급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117)
중국 내 IT 운영자의 경우 시스템이나 업무별로 보안등급을 받아야 하며 소
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일하면 보안등급 취득 후 전 중국법인이 사용 가능하
다. 예를 들면 고객관리(CRM) 시스템을 전 중국법인이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면 특정 지역의 법인이 보안등급 취득 후 중국 내 모든 법
인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상이
117) 落实主体责任 保障网络安全(2018), http://www.d1net.com/data/news/540058.html(검색일: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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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법인별 보안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많은 재중 한국기업이 보안등급 관련 정보의 이해가 낮았으며, 재중 한국기
업 중 유일하게 보안등급을 받은 회사는 아이요넷(ISP 운영자) 정도이다.118) 중
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보안등급을 획득해야 하는 제품 및 서비스 업체는
다음과 같다(그림 5-1 참고).

그림 5-1.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적용 대상

1. 생산 제조회사

2. 유통 회사

(1) 무역회사

(2) 오프라인 유통회사

3. 온라인 서비스

(3) 온라인 쇼핑몰

중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기업의 중요데이터
및 직원 정보
Ú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다.

▲ 적용 대상 시스템

ERP, 그룹웨어,
HR, 회사 홈페이지

직접 B2C 유통을 하지
않고 무역을 통해 비즈
니스를 하는 회사

대리점 또는 직영 매장을 통해
중국 전 지역에 B2B 또는 B2C
유통하는 회사

직접적인 적용 대상
온라인 포털, 게임, 교육,
커뮤니티, 여행사이트,
호텔 예약, 인터넷 콜택시
등

중국 내 유통은 대리상
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기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패션이나 화장품 브랜드 회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 내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거나
Tmall, JD와 같은 B2C몰에
입점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적용 대상 시스템

▲ 적용 대상 시스템

▲ 적용 대상 시스템

▲ 적용 대상 시스템

ERP, 그룹웨어,
HR, 회사 홈페이지

ERP, 그룹웨어,
CRM, POS,
회사 홈페이지

CRM, PG시스템(결제),
쇼핑몰(전자상거래)

중국 파트너가 이
부분을 잘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ICP 경영허가증이 있어
야 운영이 가능한 업종
→ 합작사

자료: 메가존 전문가 간담회(2020. 3. 5) 자료.

현재 재중 한국기업 S사나 A사, C사 등도 안전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중국 내
한국은행도 보안등급을 받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119) 보안등급과 관련해
2019년까지 외자기업에는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2020년부터는 보안등급을
받지 못하면 법적 제재가 있을 예정이다. 중국 내 모든 기업은 「사이버보안법」
118) 「시도우, 中 아이요넷과 맞손..중국 웹 구축 사업 본격화」(2015. 3. 29), https://www.edaily.co.
kr/news/read?newsId=02020486609308240&mediaCodeNo=257(검색일: 2020. 3. 3).
119)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 간담회(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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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보안등급을 받아야 한다. 1등급은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
되며, 한국기업의 경우 2등급이나 3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3등급 이상은
매년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사 관련 준비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대비해
야 한다.
참고로 보안 3등급의 경우 총 290개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가 시행되며, 기
술적 항목평가 136개, 관리적 평가항목 154개이다. 또한 보안등급을 위해서는
신청서, 등급확정 보고서를 비롯하여 보안등급제도 관련 약 27종의 문서, 기록
관련 약 20종의 문서 등 약 70여 종의 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안전등급 신청에
서 발급까지 약 73일이 소요된다.120)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는 보안등급 심사를 하는 회사는 5개 기관이 있다. 등급
심사 기관은 주로 로컬기업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보안등급의 심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업무정지나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암호법」 시행을 통해 암호를 핵심암호, 일반암호, 상용암
호로 분류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 중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국가기밀을 취
급할 때 사용되므로 일반적인 기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상용암호 관
련 규제로 일반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되어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상용암호 관련 규제 대상제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중국의 「상용암호관리조례(商用密码管理条
例)」121)와 「상용암호제품생산관리규정(商用密码产品⽣产管理规定)」122)을 참

고하여 규제품목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

120) 기술적 평가항목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물리적 보안, 서버 안전, 데이터 보안 및 복구,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리적 평가항목에서는 보안관리제도, 보안관리 기구, 인원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관리, 시스
템 운영관리에 관해 평가한다. 정보보안기술 네트워크 보안등급보호등급결정 지침, 정보안전기술 네
트워크 보안등급보호실시지침, 정보보안기술 네트워크 보안등급보호실시지침 등 참고. 국가기술표
준원 외(2019), pp. 67~68.
121) 国家密码管理局(1999), 中华⼈⺠共和国国务院令第273号, 「商用密码管理条例」, http://www.sca.
gov.cn/sca/xxgk/1999-10/07/content_1002578.shtml(검색일: 2020. 3. 3).
122) 国家密码管理局(2005), 「商用密码产品⽣产管理规定」, http://www.sca.gov.cn/sca/xxgk/200512/11/content_1012685.shtml(검색일: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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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체적인 범위도출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 내 공식적인 사이트(베이
징시 암호관리국의 공식 웹사이트123) 등)를 참고해서라도 반드시 상용암호 범
주에 들어가는 품목124)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할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 그 밖에 상용암호 제품의 인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용암호관리조례, 상용암호제품
생산관리규정 외 상용암호 관련 조례125) 및 통지에 의하면 상용암호 제품을 생
산, 수출입, 판매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상용암호 제품에 대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법인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
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보안장비를 일반제품으로 등록하여 중국 진출에 성
공한 한국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들의 경우 직접 중국 내 사업기반을 확장하기
보다는 우회적인 진출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먼저 2019년 중국 내 보안기기를 OEM 방식으로 수출한 노르마(NORMA)
사례를 들 수 있다. 노르마는 2011년 설립된 국내 무선 네트워크 보안 전문기
업이다.126) 주요 사업영역은 보안제품 개발 ․ 공급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 제공
이다. 노르마의 주요 제품으로는 기업용 무선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솔루션 ‘앳
이어(AtEar)’, 안전한 와이파이를 검색해 주는 ‘모비(Mobile Vitamin)’, IoT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 ‘IoT 케어(IoT Care)’, 모바일 기기와 차량간 커
뮤니케이션 보안 솔루션 ‘블루케어(Blue Care)’ 등이 있다. 특히 CCTV, 공유
기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IoT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2017년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공식 액셀러레이팅 기업으로 선정되고, 세
계적 창업 경진대회 ‘테크크런치 상하이’에서 준우승했다. 2017년 5월에는 중
123) 北京市密码管理局, http://www.bjgm.gov.cn/(검색일: 2020. 3. 3).
124) 통신 암호류 제품(전화암호기기, 팩스암호기기, 각종 버스인터페이스 암호카드 등), 비통신암호류제
품(인증 및 메모리 등의 암호제품, 인텔리전트 IC카드 등). 국가기술표준원 외(2019), p. 144.
125) 「国家密码管理局关于做好商用密码产品⽣产单位审批等4项⾏政许可取消后相关管理政策衔接工作的
通知」, http://www.oscca.gov.cn/sca/xwdt/2017-10/11/content_1015813.shtml(검색일:
2020. 3. 3); 「国家密码管理局关于调整“国家密码管理局⾏政审批事项公开⽬录”的通知」, http://
www.oscca.gov.cn/sca/xwdt/2017-10/16/content_1019726.shtml(검색일: 2020. 3. 3).
126) 기업 현황은 홈페이지(https://www.norma.co.kr/, 검색일: 2020. 3. 3)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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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유명 벤처캐피털 고비파트너스(GOBI PARTNERS)로부터 50만 달러를 투
자받은 바 있다.127)128) 2019년 노르마는 중국 유명 보안기업인 버그뱅크(漏
洞银⾏)와 IoT 보안 솔루션 ‘IoT 케어’에 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계약(수출

규모는 30억 원)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 밖에 다른 사례로는 스콥정보통신의 중국 진출 건이 있다. 스콥정보통신
은 IP 자원관리 솔루션(IPscan)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솔루션을 제공하
는 네트워크 보안 전문기업이다.129) 1998년 12월 트래픽 분석 핵심기술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1999년 3월 국내 최초 네트워크 정보관리 시스템인 ‘넷킴이
독립형V 1.0’을 출시했다. 2009년 5월에는 중국 상하이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
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수출시장을 개척했다. 스콥정보통신은 중국 보안 관련
장비의 수출 관련 인증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보안 관련 장비 수출을 위해서는
복잡한 인증절차와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스콥정보통신은 중국에 수출 시 정보보안보다는 IP 관리
형 소프트웨어로 허가를 받아 제품을 수출했으며, 그 결과 2019년 수출실적 중
절반가량을 중국(99만 달러)에서 달성했다(2018년 대비 약 474% 증가).130)

나. 한 ․ 중 간 협력방안
중국정부는 「사이버보안법」 시행 이후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주권강화를 위

127) NORMA(诺防), 将为中国数字货币交易所推出安全模块(2018) 创业邦(2018. 11. 29), https://
www.cyzone.cn/article/482656.html(검색일: 2020. 3. 3); 「노르마, 중 버그뱅크와 30억 원 규
모 보안솔루션 수출계약 체결」(2019. 10. 23), https://m.etnews.com/20191023 000125(검색
일: 2020. 3. 3).
128) NORMA(诺防), 做物联网时代的无线网络安全卫士(2018) 动点科技(2018. 12. 21), https://baij
iahao.baidu.com/s?id=1620431786568836970&wfr=spider&for=pc(검색일: 2020. 3. 3).
129) 스콥정보통신의 기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scope.co.kr:45008
/kr/(검색일: 2020. 3. 3).
130) 「2019년 해외에서 인정받은 국산 보안SW」(2020. 2. 4),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99691(검색일: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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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일련의 정책 집행을 준비 중인 상황이
다. 이에 한국정부도 관련 정책의 시행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이 필요하다.
먼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보안등급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한국은 보안등급 관련 단일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
은 사이버보안 관련 복수의 법령을 통해 보안등급은 관리 ․ 규제하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서 핵심 정보 기반시설에 대해 특별한 보호의
무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로 공공이나 주요 민간운영자를 대상으
로 규제하고 있으며 등급의 분류단계 또한 우리나라와 상이하다. 중국의 경우
「사이버보안법」을 토대로 모든 네트워크의 보안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여 등급
별 의무(일반의무, 특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보안등급을
2단계로 분류하여 유관 부처별로 관리 ․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
은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등급이 권고적 기준(정보통신망법 제45조,
제47조)이나, 중국의 경우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관리등급이 정보보호에 치중되어 있지만, 중국은 네트워크 보안등급
보호제도를 통해 정보보호와 네트워크 보호를 모두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의 혼선을 막고 변화된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이 발표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다. 더 나아가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보안등급을 권고에서 강제 이행의무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 분야에 대한 정
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양국 모두 보안제품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
지만 중국의 경우 IT 제품에 대한 인증이 좀 더 복잡하다. 중국정부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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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소프트웨어 부분(ISCCC)의 인증을 강화했으며, 2018년부터는 네트워크
핵심설비에 대한 인증(CCIS)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ISCCC 제도는 외국기업
이 납품하는 정부조달 IT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ISCCC는 중국 당국
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 16개 IT 관련 제품군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안
인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중국 진출기업은 제품의 소스코드 등의 핵심기술을 중
국 당국에 공개하며, 중국정부가 여타 산업분야에 외국기업의 입지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 물론, 2019년 11월 핵심 정보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IT 제품/서비
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
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중국 내 인
증심사의 경우 제출 서류가 많고, 소요기간이 길어 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
용한다. 한국은 보안제품 및 서비스 인증의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관련 법
규 위반 시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선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나, 중국 내 CCIS에
따르면 관련 법규 위반 시 행정 및 형사 처벌도 가능해졌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심사는 기술유출 우려까지 더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 ․ 중 양
국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추진하는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RA를 통해 상대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성
적서를 송부해 인증받거나, 인증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
를 네트워크 핵심장비 분야에도 확대 적용한다면 중국 내 외자기업의 인증 비
용과 법적 책임이 감소된다. 특히 산업보안 측면에서 인증심사 중 기술유출과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백도어 위험도 벗어날 수 있다. 현재 한 ․ 중 적합성평
가 소위원회에서 이미 전자파 분야에서 MRA 적용여부를 추진 중이다. 향후 네
트워크 장비 분야에도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
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양국은 대화창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
부 차원에서 한 ․ 중 간 공조와 적극적인 협상 요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관련 한 ․ 중 간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강화
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따라 중요 데이터의 경내 보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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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데이터 국외 전송 심사 등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
정보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항이나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
히 새롭게 시행을 준비 중인 「데이터 보안관리방법」에 따라 중요 데이터의 국
외 전송시 반드시 유관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데이터 국외 전
송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다. 데이터 해외 이동 관련 규정은 중국 내 외
자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사전에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7년 중국 「사이버보안법」이 전면 시행되
지 못한 이유 역시 데이터의 해외 이전 관련 이슈가 합의되지 못해서였다. 때문
에 이 부분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데이터 보안관리방
법」에서 규정하는 중요 데이터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관련 규정에서 정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감독부서에 확인을 해야 한다.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반드시 중요 데이터의 명확한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 범위 확정이 어렵다면 우
리 기업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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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China’s Cybersecurity Policy
Minsuk Park and Hyo Jin Lee

This study examined the Chinese government's cyber security policies
and compared and analyzed cyber security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recognizing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worldwide and how the technology
hegemony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continues to intensify.
Firstly, we analyzed the Chinese government's cyber security policies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in Chapter 2. China has implemented
information control over cyberspace at the national level to maintain
social order. Especially, Xi’s administration has positioned cyberspace
sovereignty as a part of national sovereignty, in line with which cyber
security strategy is established. In the field of cyber secu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but there are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sparity between the regulatory scope and priority areas of cyber security
by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major countries in the area of cyber security currently pur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identify major issues in the nation’s cyber security
strategy. China and the U.S. operate upon different concepts in their scope
of cyber security. China is a centrally controlled country that sets the
priority of cybersecurity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whereas the
U.S. regulates cyber security, focusing on "protecting privacy" based on
individual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Russia
operates upon a similar perception of cybersecurity to China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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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its national sovereignty in cyberspace, controlling the
country's information flow, and applying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cyber governance system. In the case of the EU, its position varies by
individual case.
Chapter 3 analyzed the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recently
implemented Cyber Security Act to examine the Chinese government's
cybersecurity policy from a legal system perspective.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nnouncing follow-up measures to implement the
Cyber Security Act since 2019 and strengthen its enforcement power. The
Act mandates certification of network security management systems,
security grade protection systems, and network security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In addition, a "safety review" has become mandatory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mportant
data to foreign countries have been included in recently announced laws.
In order to start information management in earnest, the Cryptographic
Act was enacted in 2020, therefore further expanding the scope of
regulations on cyber security.
In Chapter 4, we look into the main contents of Korea's cyber security
policy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cyber security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Currently, Korea lacks a cyber security law that cover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uch as in effect within China.
However, based on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announced in April
2019,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National Cyber Security Basic Plan
2019-2022” in September 2019 and is gradually implementing 100 detailed
tasks in areas such as strengthening cyber security, establishing legal
system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this analysis of the cyber security policies of China and Korea,
we derive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Korea.
It is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to continuously monitor and
prepare related systems in order to adapt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situation where China is strengthening cybersecurity
measures to manage internal and external risks. The government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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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seek areas that can be supported at the national level. First of all,
China's implementation of the Cyber Security Act has made it mandatory
for Korean companies to obtain security grades. In Korea, the network
security level is a recommended standard, but in China this is compulsory.
Hence, Korean companies must independently come up with their own
countermeasures in related fields, and government support is also needed
to minimize confusion during this process. Next, certification in the
network equipment sector has become more complex, and new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security are being prepared
to take effect. Consequently,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are expected
to be announced in the near future.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old regular briefing sessions on related policies for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ongoing
cooper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make efforts to further strengthen
communication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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