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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국가의 관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우 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본 연구는 중국의 국가-플랫폼 기업 관계의 특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플랫폼 기업이 중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2020년부터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에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한 현상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를 내재 또는 유발했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답해 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확보 경쟁을 하는 과정에 시장 독점 문제가 부상했고 이
에 대해 시장관리당국이 기존의 법과 신규 정책 제정을 통해 관리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은 기술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강
조하면서 금융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였는데 이는 금융 리스크를 확대하고 동시에 국유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 도전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관리당국이 관리의 주체가 되었다. 동시에 정치적 및 행정적 권력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관
리 방식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 셋째, 플랫폼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
에 대해 인터넷관리당국이 기존의 법과 신규 정책 제정을 통해 관리했다.
주제어 중국 플랫폼 기업, 국가 관리, 반독점, 금융 서비스, 데이터 안보

Ⅰ. 들어가며
1990년대 초중반, 민간 영역에서 IT 기업이 출현했다. 중국정부는 실리콘밸
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베이징의 중관촌(中关村)을 대학, IT기업, 산학, 창업 등
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단지로 만들었다. 1990년대는 또한 창장삼각주(상하
이, 항저우, 난징 등),

주장삼각주(광저우, 선전 등) 등 지역에 자본이 집중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중관촌 모델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도 IT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출
현했다.1 탈사회주의 경제개혁의 흐름에 힘입어 1998년 텐센트(Tencent), 1999

* 본 연구는 2021년 ㈜네이버가 후원하고 한국사회학회가 수행 중인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사회
의 변화: 적응, 갈등, 공감”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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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알리바바(Alibaba), 2000년 바이두(Baidu)가 중국의 핵심 경제3블록에 있는 선
전, 항저우, 베이징에 설립되었다. 미국에 기축플랫폼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가

있다면 위의 기업들은 중국의 기축플랫폼 대명사인 BAT를 구성하는

기업이다.
1990년대 말, 중국인들은 펭귄 이모티콘으로 상징되는 텐센트의 OICQ/QQ
를 통해 먼 곳의 지인과 연락할 수 있었고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채팅하기 시
작했다. 현재 텐센트의 위챗(WeChat)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친목도모
나 정보교환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었다. 중국인들은 전자상거래를 이
용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데 익숙해졌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어플리케이션
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지폐가 필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도시민들은 출퇴
근 피크에 터치 몇 번을 통해 택시를 부를 수 있고, 휴식 시에는 전 세계의 영
상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고 있다. 일상화된 음식 배달이나 택배, 퀵서
비스 등은 생활의 질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플랫폼은 중국인들의 필
수적 인프라가 되었다.2
그런데 중국정부는 2020년부터 내로라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정책을 펼쳤다. 중국 발전의 상징이면서 중국인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책
임진 플랫폼 기업인데 국가는 왜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3
주지하다시피 중국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시장의 원리에만 기대어 설명할

1

본 연구에는 정부부처, 법, 정책, 은행명 등은 직역을 하였고, 인명, 지명, 기업명 등은 중국어
발음을 따랐다.
2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 사회의 ‘플랫폼화’라는 표현으로 이 현상을 설명한다(Kloet et al., 2019).
북미와 유럽의 상황을 토대로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플랫폼 사회’라는 개념을 제안했고(Dijck et
al., 2018: 2), 국내 연구자들도 2020년부터 본격 ‘플랫폼 사회’ 현상에 주목했다(이재열 외, 2021;
한국사회학회, 2021). 연구자들 사이에서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하지만 본 연구는
‘플랫폼 사회’의 시각에서 국가-기업 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을 밝힌다.
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관리”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와 근접한다는 점을 밝힌다. 거
버넌스는 보통 협치로 번역되는데 중국에서는 국가가 사회를 인도, 관리, 조정, 통제한다는 의미
에서 치리(治理)라고 한다. 국가(또는 정부)의 기업치리라는 표현이 있지만 생소한 표현이어서
“관리”를 사용하였다. 국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입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전체적
인 발전을 유도하고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을 포괄하는 의미다. 하
지만 이러한 관리가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설명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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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은 다양한 정책, 산업, 문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
를 들어, 정부는 1990년대부터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광케
이블을 설치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컴퓨터, 핸드폰 등의 전자, 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중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건설에 거액
을 투자했다. 광케이블, 컴퓨터, 핸드폰,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인프라는 전자
상거래의 발전에 필수적 요소였다. 여기에 더해 2000년대부터 정부는 자국 산
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화벽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일
명 방화벽 만리장성(防火长城, Great Firewall)을 구축하여 중국인들이 구글, 페이스
북, 트위터, 위키피디아 등의 외국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했고 이 플랫폼들
의 중국 진출에도 제도적 제한을 강화했다. 그 외에도 문화적으로, 비록 플랫
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강화한 애국주의와 민족주
의는 기업의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과학)기술민족

주의는 중국인들이 자국 기술과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중국정부는 플랫폼의 출현부터 성장까지 거의 모든 단계마다 직간접적
으로 발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
부가 언제든지 기업의 운영과 작동에 개입할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다른 한편,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치열한 혁신을 통해 발전
한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다. 모든 사람들이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슬
로건을 내건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는 남부 중국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비
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지역 문화에서 배태되었고 동시에 이런 문화를 활용했
다.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에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지 않고 시중에는 위조지폐
가 많은 등의 문제를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제3자결제와 디지털화폐(지불
수단)

개발의 필요성으로 생각했고 이런 개발 시도는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플

랫폼 기업들은 중국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도시에는 1인 가
구가 증가한다는 변화를 파악했다. 나아가 이런 변화가 배달이나 택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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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에서 자가용이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시 대중교통의
발전이 지연된 현상을 발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디디추싱 같은 중국판 우버
를 통해 급증한 도시 인구와 부족한 대중교통 사이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했
다. 플랫폼 기업들은 또한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양산된 도시 실업노동
자들이 배달노동이나 택배노동 등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함
으로써 도시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 또한 현재 플랫폼 기업은 20~30대
젊은 사람들에게 회사 취직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 못지않게 1인 방송 BJ
인 왕훙(网红)으로 성공하는 것을 꿈꾸게 했다. 플랫폼 기업은 이렇게 사람들의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플랫폼 기업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기에 중국정부는 기업들의 순기능은 유지하고 대신 정부의 입장에서 문
제라고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 연구는 국
가-기업 관계의 맥락과 역동적 상호작용의 궤적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
국과 플랫폼 기업을 등치시켜 디지털 영역에서의 세계 패권 경쟁의 양상을 서
술하는 사례로 활용하거나(다나카, 2019; 윤재웅, 2020; 최필수 외, 2020) 중국의 기업가
정신 또는 경영 신화를 보여 주는 사례로 삼고 있다(클라크, 2018). 정부의 역할
에 관심을 두는 연구도 있지만 관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에 그치거나4 정
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노은영 · 국정훈, 2021).5 이 부분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점이 되겠다.
본 연구는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11월 현재까지, 중국의 플랫폼 기업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았던 알리바바와 디디추싱을 사례로 국가-플랫폼 기
업의 관계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상술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하위 질문을 순차적으로 답할 것이다. 첫째, 플랫폼 기업은 성장하는
4 각주 1에서 언급한 중국사회의 ‘플랫폼화’와 관련된 논의를 참조하라. 한국 내 일각에서는 ’기
업 때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국정부의 행태에 우려하고 있다.
5

국내외 미디어는 중국 당국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공산당의 독재적 성격을 지나치게 드
러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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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어떤 문제를 내재 또는 유발했는가? 둘째, 정부의 관리 내용은 무엇인
가? 셋째, 정부 당국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넷째, 정부는 어떤 조치를 통해
관리했는가?

II.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와 국가의 관리
플랫폼 기업은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관계의 거의 모든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하위 플랫폼들을 통해 방대한 ‘생태 체계(ecosystem)’를 구성하고 있
었다. 대표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생태 체계를 보도록 하자. 알
리바바는 O2O서비스(12개), B2C서비스(10개), B2C전자상거래(14개)를 시작으로
금융(6개), 물류(8개), 미디어 및 오락(15개), SNS(3개), 마케팅(3개), 기술(19개) 등으
로 구성된 생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생태 체계는 알리바바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플랫폼 102개로 구성되었다. 텐센트는 B2C서비스(7개), B2C
비즈니스(8개), O2O서비스(7개), SNS(4개), 게임(3개)을 중심으로 금융(9개), 물류
(5개),

미디어 및 오락(10개), 기술(12개), 기타(5) 등의 70개의 플랫폼으로 생태 체

계를 구성했다(Fung Business Intelligence, 2020: 8-9). 이 생태 체계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공간에 펼쳐 놓은 거대한 시장과 다름없었다.
플랫폼 생태 체계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의 효율성을 제고한 덕분에
플랫폼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먼서 사용자 수를 보도록 하자. 그
림 1을 보면, 2014년 텐센트의 채팅 프로그램 QQ의 사용자 수는 5.8억 명이었
다. 2015년은 6.4억 명, 2018년에는 7억 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은
6.5억 명과 5.9억 명으로 감소했지만 대신 텐센트의 다른 서비스인 위챗 사용
자수가 증가했다. 2014년 위챗 사용자수는 5억 명, 2015년은 7억 명, 2016년은
8.9억 명, 2017년은 9.9억 명, 2018년은 11억 명, 2019년은 11.6억 명, 2020년에
는 12.3억 명이었다. 알리바바 사용자 규모도 선명한 상승곡선을 보여 주고 있
다. 2015년 3.5억 명, 2016년 4.2억 명, 2017년 4.5억 명, 2018년 5.5억 명, 2019
년 6.5억 명, 2020년 7.3억 명, 2021년은 8.1억 명이었다. 알리바바 플랫폼의 월
이용자는 같은 시기 2.9억 명, 4.1억 명, 5.1억 명, 6.2억 명, 7.2억 명, 8.5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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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텐센트(腾讯)와 알리바바(阿里巴巴) 홈페이지에서 필자 정리.

그림 1 텐센트, 알리바바 사용자(단위: 억 명)

9.3억 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중국 인구에 근접
하는 국내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고객)의 증가는 플랫폼의 매출 증가를 동반했다. 그림 2를 보면, 2014
년부터 2020년까지 텐센트의 연매출은 789억 위안에서 4,820.6억 위안으로 증
가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알리바바의 연매출은 762억 위안에서 7,172.9
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두 플랫폼 기업의 매출은 7년 사이에 각각 6배와 10배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약진을 부각하기 위해 같은 시기 국유기업(중앙, 지방)
의 매출 증가율과 비교해 보았다. 그림 3을 보면, 텐센트는 2015~2020년 사이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6년과 2017년은 48%와 56%라는
기록적 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알리바바의 매출 역시 같은 시기 평균 30% 이
상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56%와 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두 플랫
폼 기업의 약진과 대조적으로 중앙기업(국유기업)의 경우 2014~2020년의 증가
율은 3.1%, -7.5%, 2.0%, 12.5%, 9.8%, 6.0%, -1.9%였고 지방국유기업은 5.5%,
2.3%, 3.5%, 15.2%, 10.4%, 8.2%, 7.5%였다. 물론 국유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플랫폼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플랫폼의 성장과 국유기업의 상대적 침체는 매우 대조적이고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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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텐센트(腾讯)와 알리바바(阿里巴巴) 홈페이지에서 필자 정리.

그림 2 텐센트, 알리바바의 매출(단위: 억 위안)

출처: 텐센트(腾讯), 알리바바(阿里巴巴), 국무원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
督管理委员会) 홈페이지에서 필자 정리.

그림 3 텐센트, 알리바바, 국유기업의 매출 증가율

현상으로 보였다.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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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매출의 증가율이 반등한 반면 국유기업은 모두 하락세를 이어 갔다.
기업의 속성이 성장이라면, 플랫폼 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자신의 플랫폼을
매개한 사용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매출을 늘려야 했다. 그런데 중국의 시장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시장에서의 고객 확보는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을 내재하고 이 경쟁은 플랫폼 사이, 플랫폼과 지역상권 사이
에 시장 독점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과 독점 문제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불거졌다. 사
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 3개만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례는 2014년 텐센트와
치후(奇虎)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당시 텐센트는 자사 고객들에게 텐센트 플
랫폼과 경쟁사 치후360 중에 하나만 사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
에 대해 치후는 텐센트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선택강요(二选一))하여 고객들

로 하여금 경쟁사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6 치후
는 텐센트를 시장관리당국에 고발했다. 두 번째 사례는 알리바바와 징둥(京东)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 2015년, 알리바바 산하의 티몰(天猫)도 고객확보 차원

에서 사용자들에게 자사 플랫폼과 경쟁업체인 징둥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고 요구했다(선택강요). 징둥 역시 시장관리당국에 티몰을 고발했다. 세 번째 사
례는 2019년의 전자상거래기업의 집단고소다. 이 집단고소는 징둥이 시장 지
배적 지위 남용을 근거로 알리바바를 고소한데서 시작되었다. 징둥에 이어 핀
둬둬(拼多多), 웨이핀후이(唯品会)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징둥의 편에 가세하
여 알리바바를 고소하면서 일명 집단고소가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집단고소에
앞장선 징둥과 웨핀후이의 주주가 텐센트였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 집단고
소를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싸움으로 보았다(BBCNEWS中文 20/12/24).7

‘二选一’는 한국어로 양자택일로 사용되기도 한다.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인데, 플랫
폼 기업이 사용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쟁사 플랫폼
을 이용하지 말고 자사 플랫폼만 이용하라고 ‘강요’한 측면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양자택일’이
라는 중립적 용어보다 “선택강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6

플랫폼 기업들 사이의 독점 문제는 선택강요 외에도 알고리듬 공모(算法共谋), 거래거부(拒绝
交易), 끼워팔기(搭售), 차별대우(差别待遇) 등의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와 개인 정
보 수집(不当收集用户数据), 빅데이터 기반의 차별(大数据杀熟), 필수시설(必需设施)로서 데이터
의 공유 문제 등의 데이터에 기반한 잠재적 독점 문제도 있다(金杜律师事务所, 2020: 4-5). 하지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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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당국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
를 본격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시작했다. 2020년 11월 10일, 국가시
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플랫폼경제영역의반독점지침초안(이

하 「플랫폼경제지침초안」, 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征求意见稿))」을

场监督管理总局 20/11/11).

공표했다(国家市

이미 2007년에 「반독점법」이 제정되었지만 플랫폼 기

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제도화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플랫폼경제지침초
안」이 공표되자 알리바바, 징둥, 텐센트, 샤오미, 메이퇀 등의 플랫폼들은 주가
가 폭락, 약 2,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BBCNEWS中文
20/11/12).

20/11/11; BBCNEWS中文

12월 14일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산하 웨원그룹, 펑차오 네트워크 등

기업이 「반독점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았다(각 벌금 50만 위안)(国家市场监督管理总
局 20/12/14).

플랫폼 기업의 고객확보 경쟁은 플랫폼 기업 사이의 독점문제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등 시장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되었던 2020년의 일이었다. 도시민들은 공
공장소 방문과 대중시설 이용 횟수를 줄이기 위해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생필
품 단체구매를 시작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와 물
리적 봉쇄도 완화되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단체구매를 이어 갔다. 이러한 소
비패턴을 신규 시장이라고 판단한 플랫폼 기업들은 거액을 투자하여 단체구
매시장에 뛰어 들었다.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메이퇀, 핀둬둬, 디디 등의 플
랫폼들이 앞장섰다. 이들은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점령했다. 평균 한 개 플랫폼 기업이 한 개 성(省)에서
3,000~4,000만 위안을 손해 보았다. 보조금이 적용되면서 채소나 육류 등의 식
품 중에 한 근(500g)에 0.9위안(180원), 심지어 한 근에 0.1위안인 상품도 등장했
다. 플랫폼 기업의 단체구매시장 진출은 도시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2020년 중반까지 주택가 인근의 채소가게, 상점 등은 코로나19로
모두 폐업을 했거나 휴업 중이었다. 도시 봉쇄가 완화되고 사람들의 일상이 회

본 연구는 2020년 알리바바 사례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선택강요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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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면서 자영업자들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듯 싶었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아예 가게 문을
닫거나 장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20년 12월 22일, 정부는 이런 상
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단체구매시장에 뛰어든 상술한 기업들에 행
정지도(명령)를 내렸다(BBCNEWS中文 20/12/29).
국무원반독점위원회(国务院反垄断委员会)는 2021년 2월 7일, 2020년에 공표한

「플랫폼경제지침초안」을 수정하여 「플랫폼경제영역에서의반독점지침(关于平台
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이하 「플랫폼경제지침」)

최종안을 공개했다. 총 6장, 24조로 구

성된 최종안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뿐만 아니라 독점 협의(계
약),

경영자의 집중, 행정 권력의 남용을 통한 경쟁 배제와 제한 등의 문제를 포

함했다(国务院反垄断委员会 21/02/07).8
「플랫폼경제지침」은 공표 직후 논쟁에 휘말렸다. 「플랫폼경제지침초안」에
있었던 “플랫폼 경제”의 정의를 삭제했기 때문이었다. 최종안을 비판하는 사
람들은 “플랫폼 경제”의 정의가 없으면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입증할 수 없다
는 점, 결국 플랫폼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종안에 찬성
하는 사람들은 비록 내용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
점을 규제한다는 취지가 변하지 않았고, 내용이나 정의가 애매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최종안 찬
성 측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플랫폼의 혁신과 발전을 보장하는 취지
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에 최종안 내용이 애매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았다
(BBCNEWS中文 21/02/10).

중국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문제에 대한 관리를 지속했다. 2021년
3월 12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인타이(银泰), 텐센
트, 청두메이겅메이(成都美更美), 쑤치엔한방(宿迁涵邦), 바이두, 쑤닝(苏宁), 디디(滴

8

같은 날, 국무원반독점위원회는 시행을 앞둔 「플랫폼경제지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지
침의 배경, 원칙, 플랫폼 경제의 독점과 전통 산업의 독점의 차이, 플랫폼 경제 영역과 전통 산업
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했다(国务院反垄断委员会 21/02/07). 2월 8일에는 국
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침의 내용을 요약 및 이미지화하여 공개했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1/02/08). 각주 7에서 언급한 내용 모두 이 지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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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웨이라이(好未来), 베이징뉴카푸(北京牛卡福) 등이 인수합병 과정의 “경

영자 집중” 문제에 대해 각 50만 위안의 벌금형을 내렸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0/03/12).

이후 텐센트의 마화텅도 반독점당국에 소환되었고 100만 위안 정도

의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路透社 21/03/24).
「플랫폼경제지침」 제정 이후 첫 실형을 받은 기업은 알리바바였다. 2020년
12월 24일에 조사가 시작되어(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0/12/24) 약 4개월 뒤인 2021
년 4월 10일, 당국은 알리바바의 “선택강요”를 문제 삼고 182.28억 위안의(27.8
억 달러)

벌금형을 결정했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1/04/10).

「반독점법」 제정 이래

최고 벌금액이었다. 알리바바의 벌금 직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앙인터
넷정보판공실(中央网信办), 국가세무총국(國家税务总局)이 연합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당국은 플랫폼 기업의 발전 추세
는 매우 좋지만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누적되었다고 했다. 당
국은 특별히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이슈를 거론하면서 회의 개최 날을 기준
으로 1개월 이내에 플랫폼 기업들이 전면적인 자기검토를 실시할 것, 회의에
서 지적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바로 잡을 것, ‘합법경영서
약서(依法合规经营承诺)’를 공개하여 사회로부터 감독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당
국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에
도 독점 행태가 보일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国家市场监督管
理总局 · 中央网信办 · 國家税务总局 21/04/13).

이 회의에 소환되어 경고를 받은 기업은

BAT 생태 체계의 구성원이거나 BAT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플랫폼
기업들이었다(표

1 참조).9

기업들은 일제히 회의 당일인 4월 13일에 서약서를

제출했고, 당국은 4월 14일, 15일, 16일에 서약서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홈페
이지에 게시했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21/04/14; 21/04/15; 21/04/16). 회의 직후,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메이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国家市场监督管理总
局 21/04/26).

9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의 80%가 BAT의 투자를 받아 설립되었듯이 신규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기축플랫폼을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The Economist(2018)과 Yoon(2021)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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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플랫폼 기업 개관
로고

회사명

설립

주요 서비스

본부

로고

회사명

설립

주요 서비스

본부

출처: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필자 정리

III. 플랫폼 기업의 금융 서비스와 국가의 관리
민간기업의 금융 서비스는 태생 자체가 이슈였다. 알리바바가 알리페이(앤
트그룹)를

출시하자 바로 정부의 견제가 시작된 것은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사

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일이다. 알리바바의 대주주가 소프트뱅크와 야후였다
는 사실, 즉 외국자본이 중국의 제3자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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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시(2011년) 마윈은
알리페이를 알리바바에서 분리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제3자결제 허가를 따냈
다. 마윈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알리페이를 언제든지 국가에 헌납하겠다
고 말하기까지 했다(BBCNEWS中文 19/09/09). 앤트그룹은 설립된 지 10년도 안 되
어 시가 1,500억 달러를 돌파했다(2020년 기준).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2020년에
상하이와 홍콩에 동시 상장을 준비했지만 상장 직전 금융당국에 의해 긴급 중
단되었다. 앤트그룹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16년 12월, 홍콩의 한 특강에서 마윈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핀테크
(Fintech)를

언급하면서 알리페이는 핀테크와 대조적인 테크핀(Techfin)이라고 했

다.10 그는 핀테크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자기 혁신에 불과하지만 테크핀은 과
학기술을 통한 전체 업종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라고 했다. 알리바바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테크핀의 정의를 설파했다. 2017년 3월,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은
중국건설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11 중국건설은행장은 알리바바 및 앤트그룹
이 전통적 금융에 인터넷 방식의 사유와 해결 방안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는 건설은행의 혁신과 발전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도 앤트그룹은 자신을 테크핀 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의 기술
과 데이터로 금융기관을 조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테크핀으로서 앤트그룹
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80%의 사람들, 즉 일반 소비자와 소기업을 위해 서비
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평등하고 호혜적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신금
융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亿欧 · 张书乐, 2017).
국유은행과 플랫폼의 협력은 일종의 “동상이몽”이 아니었을까? 전통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의 도입과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시작부터 긴장을 내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핀테크든 테크핀이든 금
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앤트그룹은 자신은 테
크(기술기업)이지 핀(금융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앤트그룹을 금융회사로 보

10
11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의 fin과 기술(technology)의 tech를 합성한 것이다.

6월에는 징둥과 중국공상은행, 바이두와 농업은행, 텅쉰은 중국은행과 화하은행과 동시에 협
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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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어 하는 주류의 시각은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러한 시각은 앤트그룹이 자초한 측면도 있었다. 은퇴선언을 앞둔 마윈은 은행
이 변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업이 은행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두고
결국 앤트그룹은 금융업에 진출하여 기존의 제도권 은행에 도전하는 게 아니
냐는 해석을 낳았던 것이다. 이 말에 대해 마윈은 다시 한 번 앤트그룹이 추구
하는 것은 테크핀이지 핀테크가 아니라고 했고 자신은 전통금융기관, 즉 국유
은행의 명을 자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互金商业评论, 2018).
테크핀에 대한 마윈의 해석을 계속 보도록 하자. 2018년 9월,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과학원, 국가
공정원, 상하이시정부가 공동으로 ‘2018세계인공지능대회(2018世界人工智能大会)’
를 개최했다. 이 대회 역시 마윈의 입에 주목했다. 미래는 데이터가 생산수단,
계산이 생산력, 인터넷이 생산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연 마윈은 스마트(지
능)

시대는 바로 이러한 변화에 토대할 것이고 나아가 거대한 사회변혁이 일어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미래의 제조업은 제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제조
업과 데이터, 즉 서비스업과의 완벽한 결합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이
터 기반의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역설한 후 마윈은 다시 한 번 핀테크와 테크
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것은 테크핀이라고 부른다. 핀테크는 전통 금융을 더욱 강대하게 하지
만 테크핀은 모든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시
대 금융 리스크 관리는 은행에 방탄조끼를 입혀 주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기
술로 리스크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쁜 사람을 쫓아가서 붙잡
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미리 예측하고 발견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리스크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는 미래의 새로운 금융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게 한다. IT로 20%의 사람들이 수혜를 보
았다면 디지털전환(DT)과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기술은 80%의 사람들이
수혜를 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세계의 미래가 가지고 있는 기회다.”라고 했
다(高科技网, 2018).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앤트그룹의 상장은 거대 테크핀을 출범하
는 동시에 알리바바라는 “제국”적 플랫폼 생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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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었다. 2020년 8월, 앤트그룹 IPO는 3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
측되었고 상장 직전의 시가총액은 약 2,000억 달러로 추정되었다(BBCNEWS中
文 20/10/28).12

앤트그룹과 알리바바의 차이라면 마윈의 역할 차이였다. 알리바

바의 대주주는 소프트뱅크와 야후였고 마윈과 핵심 관리자층의 지분은 모두
합쳐 10%가 안 되었다(BBCNEWS中文 20/08/31). 하지만 마윈은 앤트그룹의 8.8%
지분을 보유, 그리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50.5177%의 지분을 통제할 수 있
었다. 이는 마윈이 앤트그룹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
였다. 앤트그룹은 상장 이후 제3자결제 외에 기존의 서비스였던 소액대출, 재
테크,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흥
미로운 것은 상장을 위해 변경된 회사명은 오히려 금융의 성격을 지우고 기술
성격을 강조하고 있었다. 앤트그룹의 이름은 ‘저장마이소미금융서비스그룹주
식유한회사(浙江蚂蚁小微金融服务集团股份有限公司)’였는데 상장 시에는 ’마이과기

집단주식유한회사(蚂蚁科技集团股份有限公司)’로 정했다. 저장이라는 지명과 소미

금융서비스가 삭제되고 대신 과학기술이 등장한 것이다(BBCNEWS中文 20/08/31).
앤트그룹이 테크핀인가 핀테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었다. 즉
앤트그룹은 테크이지 핀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술플랫폼이라고 주장하면 정부 당국은 그대로 받아들일까?
2020년 11월 2일, 상장을 앞둔 앤트그룹의 핵심들인 마윈, 징시엔둥(井贤栋),

후샤오밍(胡晓明) 등은 동시에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중국은행보험감독관

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监会), 국가외환관리국(国
家外汇管理局)

등 금융기관에 소환되었다. 이들의 소환에 대해 여론은 다시 마윈

의 입에 주목했고 그가 했던 말을 되짚어 보았다. 결정적 사단은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포럼에서 마윈이 던진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중
론이다. 국가부주석 왕치산이 영상으로 개회사 겸 축사를 할 만큼 중요한 행사
였다. 왕치산은 축사에서 실물을 떠난 금융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중국의 금
융은 투기도박과 같은 비뚤어진 길을 가면 안 되고, 금융거품이라는 자기 순

12

2019년 12월 294억 달러의 IPO를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석유회사(Saudi Arabian Oil
Company)를 초과한 사상 최고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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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이상한 길도 가면 안 되고, 폰지사기와 같은 나쁜 길을 가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현재 중국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끊임없이 출현하면서 효율
성이 제고되고 편리함도 증대되었지만 동시에 금융 리스크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체계적(系統性)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지노선(底线)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BBCNEWS中文
2020).

20/11/04; 大家说,

왕치산은 중국의 은행과 금융 분야 관료 출신으로서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금융 리스크를 주의 및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발표에서 마윈은 “중국에는 체계적 금융 리스크가 없
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금융은 체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현
재 중국의 금융은 “전당포 사상”이라고 폄하하고, ’바젤협약’을 노인클럽이라
고 하면서 좋은 혁신은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고 거꾸로 가장 무서운 것
은 낡은 방식으로 이 혁신의 결과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윈은
“우리는 금융에 대한 전당포 사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기술의 힘을 빌려, 빅
데이터에 기초한 신용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전당포 사상을 대체해야 한다.
이 신용체계는 기존의 IT와 지인에 기초한 사회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
이터에 기초해야만 신용을 재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전당포 사상”은 전
통적 의미에서의 금융, 즉 저당 또는 담보가 있어야 대출할 수 있는 제도(핀테
크),

디지털 금융은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개인의 신용을 평가한 후 대출해 주는

제도(테크핀)로 이해되었다. 마윈은 기존의 전당포 사상이 “여러 기업가를 망하
게 했다”고 했다(BBCNEWS中文 20/11/03; 大佬时光, 2020). 이 말은 중국의 플랫폼 기
업이 혁신과 발전의 최전방에 있지만 정부의 낡은 방식이 발전의 발목을 잡는
다는 뜻으로 풀이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부주석의 말을 즉각 부정, 반박
한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마윈의 앤트그룹은 어
떤 금융상품을 판매하였기에 국가 부주석이 축사에서까지 금융 리스크에 대
해 경고했을까?
앤트그룹의 매출을 크게 견인한 것은 알리페이(제3자결제시스템)를 통한 수수
료 매출과 지에베이(借呗)와 화베이(花呗)가 개인과 소상공인에 판매한 대출상
품이었다. 앤트그룹은 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하여 대출과 융자를 순환적으로
반복했다. 지에베이와 화베이는 충칭에서 설립되었는데, 당시 회사의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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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한 충칭시 시장 황치판(黄奇帆)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앤트그룹이 약 40여
회의 순환을 통해 30여 억 위안의 자본금으로 3,000여 억 위안을 대출해 줬다
고 했다.13 앤트그룹은 자신의 자본금이 거의 없이 고액의 수익을 기록한 것이
었다. 왕치산의 축사 전에 이미 중국정부는 이런 금융상품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앤트그룹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고, 동시에 대출상품
을 판매하려면 국유은행과 공동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이 부분
이 바로 왕치산이 말한 체계적 금융 리스크의 한 부분이었다.14 여기에 추가로
2010년에 개정된 “바젤협약”, 즉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위험가중자산 중 자기
자본의 비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이 협약을 비난했으니 중국 당국이 마윈과 산
하 기업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
상할 정도였다. 앤트그룹의 상장 중단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윈의 발언은 파급력이 컸다(Yang and Wei, 2020).
마윈의 발언 1주 뒤, 2020년 10월 말,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国务院金融

稳定发展委员会)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

의 금융과학기술과 금융혁신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근거하여
모든 금융활동을 정부의 관리와 감독의 범위에 넣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앙은행 산하 중국금융신문은 가명의 전문가 이름으로 글을 게재하여 정부
의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글에 의하면 일부 거대 기술기업들
은 금융과 관련된 심사를 받지 않고 설립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앤트그룹을 지
목하여 은행과 유사한 예금과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张非鱼.

2020).15

11월 2일, 중국은행보

험감독위원회는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금융활동을 관리감독의
범위에 넣겠다고 했다. 같은 날 저녁, 마윈은 당국에 소환되었다(BBCNEWS中文
13
14

이 부분은 珍妮(2020), 特伦哥(2020) 등을 참조하라.

마윈은 월가에서 개발된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부채담보부증권, 신용부도스와프 등
매우 복잡한 수준의 금융 상품이 있어야 금융 체계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사람들의 추측
도 있었다.

이 글의 저자인 장페이위(张非鱼)는 자칭 시니어학자(资深学者)라고 했지만 인터넷 상에는
이 사람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금융관리당국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早报 20/1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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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이튿날인 11월 3일,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인터넷소
액대출업무관리방법초안(网络小额贷款业务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을 공표했다. 앤

트그룹의 금융상품이 관리 대상으로 지목되었다(中国银保监会 · 中国人民银行, 2020).

같은 날,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앤트그룹의 상하이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
지를 앤트그룹에 전달했다. 직후 앤트그룹은 홍콩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
표했다.
12월 11일, 중공중앙정치국은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을
것을 강조했고, 15일에는 중앙은행금융안정국(中国央行金融稳定局) 국장 순티엔
치(孙天琦)가 인터넷 플랫폼의 예금상품을 ’무면허 운전’과 같은 불법금융활동

이라고 했다(潘福达, 2020). 3일 뒤, 앤트그룹, 징둥, 루진(陆金) 등은 선후로 예금

상품을 플랫폼에서 지웠다.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 궈수칭(郭树清)이 인

터넷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상품이 과잉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일련의 사회 문제
를 야기한다고 하자 앤트그룹은 즉각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한도를 줄
이면서 이성적인 소비를 할 것을 호소했다(BBCNEWS中文, 20/12/29).
그렇다면 가장 문제시되었던 화베이와 지에베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2021
년 4월 12일, 앤트그룹의 핵심들은 다시 한 번 금융 당국에 소환되어 금융상품
에 대한 조정 상황을 점검받고 앞으로의 관리 절차를 통보 받았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는 단연 금융상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당국은 화베이와
지에베이를 알리바바에서 분리한다고 했다(中国人民银行 21/04/12). 6월 3일, 충칭
시는 충칭마이소비금융유한회사(重庆蚂蚁消费金融有限公司)를 설립하여 기존 화

베이와 지에베이의 서비스를 인계 받았다. 이 회사는 총 80억 위안의 자본금
으로 설립, 앤트그룹이 50%, 기타 6개 기업이 나머지 50%를 투자했다. 당국은
회사 설립 이후 금융상품들은 더 이상 화베이와 지이베이의 이름으로 판매되
지 않을 것, 나아가 1년 뒤 이 두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했다(重庆银保监局
21/06/03).

5월 말,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앤트그룹의 자산유동화증권 거래를 중

단했다(路透社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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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안보 문제와 국가의 관리
택시업계 1위인 디디추싱은 2021년 6월 10일에 미국 상장 계획을 발표했다.
디디추싱은 최근 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아시아 최대의 기술투자회사인 소프트
뱅크와 중국의 기축플랫폼인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투자를 받은 회사였기에
(路透社 21/06/11)

업계에서는 디디추싱의 상장이 관련 분야 플랫폼 기업의 신기

록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Driebusch, 2021). 상장 계획 발표 약 3주 뒤인 6월
30일, 디디추싱은 예상보다 빨리 미국에서 상장했다(路透社 21/07/01).
하지만 상장 직후인 7월 2일, 국가인터넷안전심사판공실은 인터넷 안보
를 이유로 디디추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당국은 국가의 데
이터안보위험방지, 국가안전보호, 공공이익보장 등을 위해 「국가안전법(国家
安全法)」,

「인터넷안전법(网络安全法)」, 「인터넷안전심사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 등

에 근거하여 심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동시에 심사 기간에는 위험이 확대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회원가입을 중단한다고 했다(国家网络安全审查办公室
21/07/02).

당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틀 뒤인 7월 4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은 디디추싱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하면서 「인터넷안전법」에 근
거하여 디디추싱 APP을 삭제한다고 공고했다. 또한 당국은 디디추싱이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 엄중한 불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国家互联网信息办
公室 21/07/04).

디디추싱은 즉각 신규 회원 가입을 중단했고, APP을 모두 삭제,

그리고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滴滴出行官方微博

21/07/04.).16

디디추싱에 대한 관리가 개인정보, 국가안보 등과 연결되면서 이 기업이 중국
에서 수집한 교통 데이터를 미국에 넘기려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디디추싱은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전
부 중국의 서버에 있고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했다. 나
아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했다(滴滴出行官方微博 21/07/03).
그렇다면 디디추싱은 어떤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했을까? 2021년 7월 5

16

기존 사용자와 회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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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전후로 과학기술 콘텐츠를 다루는 메이저 포탈과 SNS 상에는 2015년 디
디추싱연구원이 제작한 보고서가

(갑자기)

유통되었다. 이 보고서는 여름철 기

온이 가장 높았던 날, 중국의 공안부, 감찰부, 외교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주택도시건설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농업부, 상무부, 문화부,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인민은행, 심계서, 중앙
기율감독위원회 등 거의 모든 중앙정부 부처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각 부서에
서 출발한 택시 규모, 각 부서에 도착한 택시 규모 등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했
다. 당시 보고서는 관영매체인 신화사(新华社)와 공동으로 발표된 것인데다가
국가안보는 물론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던 보고서였다(新浪科技 21/07/05). 하지
만 국가안보의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은 디디추싱이 일반인뿐
만 아니라 국가 고위공직자의 행적을 시간대, 출발지, 목적지별로 매우 상세하
게 수집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디디추싱을 이용해 본 사람은 모두 알듯이
2018년 택시 기사에 의한 승객 피살 사건 이후 실명 인증부터 시작하여 사용
자(기사,

고객)

정보를 매우 자세히 등록해야 했다. 2021년에 보고서를 본 사람

들은 정부가 급하게 안보 이슈로 관리를 시작한 이유가 이해되었다는 분위기
였다.
교통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는 디디추싱이 처음 만든 게 아니었다. 2020년,
테슬라 자동차가 사용자, 도로, 교통 등의 정보를 미국에 전송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테슬라가 중국에 데이터 저장용 센터를
건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테슬라는 2021년 5월에 중국데이터센터가
건설되었고 중국 사용자의 정보를 모두 이 센터에 저장하고 있다고 했다(路透
社 21/05/26).

테슬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중국의 인터넷 당국은 5월 12일에 「자

동차데이터안전관리규정초안(汽车数据安全管理若干规定(征求意见稿)」을 공표하여 자
동차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이 데이터에는 ① 군사
관리구역, 국방과학 등 국가기밀기관, 현급 이상 당-정부관공서 등 민감한 지
역의 사람과 자동차 관련 데이터, ② 국가공인지도의 정밀측정데이터, ③ 자동
차충전망 데이터, ④ 도로 주행 중인 차량 유형, 차량 규모 등 데이터, ⑤ 사람
얼굴, 목소리, 자동차번호 등과 관련된 음성 및 동영상 데이터, ⑥ 국가기관에
서 정한 국가안보와 공익에 영향을 주는 기타 데이터 등이 포함되었다(国家互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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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안보당국뿐만 아니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도 「스마트인터넷자동차생산기업및제품에대한지침초안(智能网联汽车生产企业及产

品准入管理指南(征求意见稿))」을

공표하여 데이터 안보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工

业和信息化部装备工业一司 21/04/07).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교통 데이터를 보유한 디디추싱이 3주 만에 미국에서
상장을 했으니 당국이 급하게 관리를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인
터넷안보당국은 상장 몇 주 전에 데이터 안보 심사를 이유로 디디추싱이 미국
상장을 늦출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디디추싱이 당국의 심사를 받았는지, 그리
고 자체 심사를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상장 직후 당국의 관리는 바로 이
러한 건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Wei

and Zhai, 2021).

두

번째는, 당국이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에서 상
장하지 말 것을 희망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국 상장을 준비 중인 다른 기업들
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설득하던 중에 디디추싱이 상장을 한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상장 시점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날인 7월 1일 직전이었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 미국과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체면을 심각하게 구기는 일이었다. 이 일로 인해 고위층 인사들이 “격
노”했다고 한다(小山, 2021).
디디추싱은 현재 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직면하기도 했다. 미
국의 한 변호사사무소(Rosen

Law Firm)는

디디추싱이 심각하게 왜곡된 상업 정

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에 손실을 입혔다고 하면서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简夏泽,

2021).

사람들의 이목이 디디추싱에 집중되었을 때 인터

넷안보당국은 윈만만(运满满), 훠처방(货车帮), 보스(BOSS直聘) 등의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심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당국은 이 3개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
안전법」, 「국가인터넷안전법」, 「인터넷안전심사방법」 등에 근거하여 심사하게
될 것, 그리고 수사 중 신규 회원가입을 중단한다고 했다(国家网络安全审查办公室
21/07/05).

윈만만과 훠처방은 화물운송, 교통 등 분야의 플랫폼 기업이고 보스

는 구인구직 플랫폼이다. 앞의 두 기업은 디디추싱과 마찬가지로 도로, 교통,
물류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보스는 구인 정보와 구
직자의 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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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나가며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의 내용은 표 2와 같이 정리 및 요약할
수 있다.17
첫째, 플랫폼 기업은 독점 문제를 유발했고 시장관리당국이 중심이 되어 관
리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플랫폼 기업은 기록적으로 성장했다. 대표
적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 인구에 비견되는 규모의 사용자를 보유
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은 하위 플랫폼을 통해 방대한 생태 체계를 구성했다.
표 2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내용
기업 유발 문제

관리 대상 문제

관리 주체

관리 방식

사용자 확보 경쟁, 사용 시장 독점
자의 선택을 강요(중소
플랫폼의 성장 방해);
지역 경제(소상공인) 부
정적 영향

시장관리당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
국, 국무원반독점위원
회, 국가세무총국, 중앙
인터넷판공실 등)

제도에 근거:
「반독점법」
「플랫폼경제영역에서의
반독점지침」 등

기술기업의 금융 서비스 금융 리스크
(국유은행과 경쟁, 금융
상품 판매)

금융관리당국
(중국인민은행, 중국은
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
회, 국가외환관리국, 국
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
회 등)

제도에 근거:
「인터넷소액대출업무관
리방법초안」

인터넷관리당국
(국가인터넷안전심사판
공실, 국가인터넷정보판
공실 등)

제도에 근거:
「국가안전법」, 「인터넷안
전법」, 「인터넷안전심사
방법」, 「자동차데이터안
전관리규정초안」, 「스마
트인터넷자동차생산기
업및제품에대한지침초
안」 등

데이터 관리 (국내 수집 데이터 안보
데이터)

17

행정권력에 근거:
기업 상장 중단
기업 구조조정(재편)

2021년 현재,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동부유” 사업에 동참하면서 기금
조성에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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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체계는 기존의 산업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데이터에 기반한 온라인 상
업 연결망이었다. 방대한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플랫
폼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매개한 사용자의 규모를 확대해야 했다. 하지
만 제한된 시장에서의 고객 확보 경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그리고 플랫
폼 기업과 지역상권(자영업) 사이의 독점 문제를 유발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장
관리당국, 구체적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무원반독점위원회, 중앙인터
넷정보판공실, 국가세무총국 등이 관리자로 역할했다. 시장관리당국의 관리는
「반독점법」과 그 틀 내에서 제정한 반독점 지침에 근거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은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유발했고 금융관리당국이 중심
이 되어 관리했다. 플랫폼 기업들 중 금융 관련 이슈를 만든 기업은 알리바바
였다. 알리바바는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 즉 국유은행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에
진출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황적으로
기술기업과 금융기업 사이에서 변용하고 있었다. 금융시장이 국유은행 중심으
로 구성된 질서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플랫폼 기업은 자신을 기술기업이라
고 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관리가 시
작되자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관리가 낙후된 제도에 근거한다고 비판하기 시
작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언행을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인민
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
국,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 등 금융 당국이 동시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금
융 서비스를 관리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상품 중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중단 및 취소시켰고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
서는 관리가 용이하게 구조조정했다. 자료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
특이점이라면, 인터넷 소액대출과 관련된 신규 정책을 제정하는 등 관계 당국
의 기능적 관리도 보였지만 정치적 및 행정적 권력을 이용하여 기업가를 소환
하거나 기업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기업의 상장을 중단하는 등 권위주
의적 방식도 부각되었다.
셋째,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 안보 문제를 유발했고 인터넷관리당국이 중심
이 되어 관리했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안보 문제는 교통 및 운송 관련 플랫
폼 기업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또는 진출) 과정에 발생했다. 플랫폼 기업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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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에는 음성, 안면, 지문, 혈액형, 행적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 정보는
물론 정부, 정당, 기업과 관련된 정보도 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이나 알고리
듬의 개발에 핵심 자원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국가
인터넷안전심사판공실의 관리는 「국가안전법」, 「인터넷안전법」, 「인터넷안전심
사방법」 등의 안보와 관련된 법과 정책에 근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자동
차 수집 데이터에 대한 지침에 근거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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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회’는 중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디지털 플
랫폼 기업들에 의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노동자의 관계가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을 통하지 않
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편되었다. 플랫폼은 사람의 일상을 큰 격변없이 변화시켰고 나아가 개
인의 일상을 재구성하기도 했다(Dijck et al., 2018). 이러한 ‘플랫폼 사회’에서의 쟁점은 온라인 플
랫폼(기업)과 공공의 영역(또는 가치)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플랫폼 사회’ 개념이 서구를
배경으로 출현한 것이기에 이 쟁점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체제 또는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권위주의 하에서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체제에
서 ‘플랫폼 사회’는 어떤 쟁점이 있을까? 중국 내에서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를 생산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만약 이럴 경우,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와 공산당의 국가 거버넌스의 방법과 이론으로 설
명이 안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중국은 생산수단으로서 토지의 ‘소유’ 문제를 사회주의 시기 토지
개혁을 통해, 개혁개방 시기 ‘점유’라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을 통해 접근 및 해결했다. 하지만 생산
수단으로서 데이터의 ‘소유’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나아가 ‘소외’는 어떤 방식으로 출현할
것인가?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또는 인구 집단) 사이 데이터의 소유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이
미 출현했고, 본 연구자는 이 글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작금의 국가-플랫폼 기업의 관계
가 생산수단으로서 데이터의 소유(또는 소유권)를 둘러싼 경쟁 또는 각축의 한 측면이 아닐까 생
각한다. 또 다른 쟁점은 비교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주지하다시피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문제라고 보고 있고 반독점 관련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교사회학적 시각에서 중국의 국가-플랫폼 기업 관계가 북미나 유럽의 그것에 비해 어
떤 특징이 있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쟁점과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 있지만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한 이론과 풍부한 자료가 있어야하기에 본 연구는 제목에
서 밝혔듯이 중국 사례에 한정한 탐색적 연구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후속 연
구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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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China’s Digital
Platform Companies and State Governance

Woo Park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platform companies and state governance. The study analyzes
what issues were inheren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platform
companies, and how the Chinese government managed these proble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latform companies competed
for user acquisition in the name of continuous development, and this
competition caused monopoly issues. Second, the platform companies who
sold financial products, were seen as disturbing or challenging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centered on state-owned banks. Third, the data collected
by platform companies was recognized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These issues were managed through legal and policy institutionaliz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s market, financial, internet, and security
authorities. Fourth, the Chinese government utilized authoritaria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ower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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