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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표준 경쟁,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발표로 가속화
2020년 9월 8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기업이나 개인을 통해 타 국가에 있는 데이터를

외교부 부장(장관)은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

입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보

셔티브>를 제기하였다.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공급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

왕이 국무위원은 글로벌 데이터가 각국의 경제

에 백도어(backdoor)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사

발전과 산업 변혁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는

용자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사용자 시스템과 장비

동시에 데이터 안보 위험이 글로벌 디지털 거버

를 제어 및 조작해서는 안 되고, 사용자의 제품에

넌스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

대한 의존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고,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개

사용자가 시스템과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도록 강

방적이며 질서 있는 사이버 공간을 함께 구축하

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제
기한다고 밝혔다.

왕이 국무위원은 디지털 안보 영역의 국제 규
범을 제정하는데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의 핵심 내

브>가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

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이 사실에 의거하여

혀, 중국이 세계 디지털 질서의 Rule-Taker가 아

데이터 안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

닌 Rule-Maker로서 국제 표준을 주도적으로 제

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각국이 정보 기술을 이

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용하여 타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중

언론에서는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가

요한 데이터를 훔치고, 타 국가의 국가 안보와 사

지난 달 미국 정부가 발표한 클린 네트워크 프로

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

그램에 대한 대응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

하였다. 더불어 각국이 인터넷 이용을 통한 개

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과 개인 정

인 정보 침해에 대해 방지 및 제지 조치를 취하

보 보안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지

고, 정보 기술을 남용하여 타 국가에 대해 대규모

속하는 등 미·중 간 기술 및 소프트웨어 경쟁이

감시를 하거나 타 국가 국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경쟁이 데이터 안

수집하는 것에 반대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언

보를 포함하는 국제 표준 제정을 둘러싸고 진행

급하였다.

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

또한, 각국은 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성 및 취

요가 있다.

득한 데이터를 경내(자국 내)에 저장하도록 강요

자료 : Forbes(2020.9.8),

中国外交部(2020.9.8), 新华网(2020.9.8).

하지 않아야 하고, 타 국가의 법적 허가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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