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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대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구조 하
에서 중견국 외교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기
존 연구에 의하면, 중견국의 성공적 외교는 강
대국 간의 갈등이 약화될수록, 즉 국제적 합의
가 쉬운 사안일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
한 중견국의 외교 네트워크 구성 능력이 높을
수록 성공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성공 가
능성을 높일 또 하나의 요인인 국내 요인, 특히
국가 가치의 형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 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스윙 국가 개념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역사를 지닌 민주주의 국가가 열린 국가 가치
를 가질 수 있으며, 구조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글로
벌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서 브라질, 인도, 그
리고 한국 사례를 다룬다. 이 세 국가는 모두 글
로벌 스윙 국가로서, 다자간주의와 다중이해
당사자주의를 경험한 바 있으며, 권위주의의
기억이 남아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이들
은 각각 넷문디알, 브릭스, 그리고 사이버스페
이스 총회 등에서 중견국 외교의 역량을 발휘
한 바 있으나, 국내 합의의 정도에 따라 지속적
인 자국 아젠다 추진에는 한계를 보였다. 글로
벌 인터넷 거버넌스 중견국 외교의 토대가 되
는 국내 합의를 도울 제도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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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본 논문은 강대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구조 가운데, 중견국의 성공적 외교를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국내적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중견국의 성공적 외교는 강대국 간의 갈등이 약화될수록, 즉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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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쉬운 사안일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중견국의 외교 네트워크 구성
능력이 높을수록 성공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을 높일 또 하나의
요인인 국내 요인, 특히 국가 가치의 형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 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견국 외교력의 국내 요인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자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어떠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강대국도
아닌 약소국도 아닌 소위 ‘중견국’ 외교에 있어 자율성(autonomy)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핵심 문제이다.1) 자율성의 극대화는 모든 국가들의 외교적 목표이다. 이때 중견
국이 강대국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면 강대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수혜를
얻을 수 있지만, 강대국 중심의 이니셔티브에 이끌려지는 단점도 있다. 약소국과 가치
를 함께 할 경우, 다수의 약소국과의 정치적 연합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들과의 거래
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강대국들과의 대치 국면은 큰 비용을
발생시키며,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혜택들을 포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
적으로 중견국은 강대국 및 약소국들과 다른 위상에 위치하므로 그들과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가치가 어떻게 발견 및 발현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즉, 이러한 발견 및 발현은 중견국이 자리 잡은 구조적 위치에 대한 고민과
연결된다. 브라질, 인도, 한국은 모두, 서방과 비서방 권위주의 강대국 사이에서, 인터
넷 거버넌스 관련 국가외교의 방향성을 두고 고민한 국가들이다.
이하는 선행연구, 분석틀, 사례 분석 그리고 결론의 구성을 갖는다. 선행연구에서
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 관련 연구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살핀다.
이를 통해,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루는 연구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성공적 중견국 외교를 위한 국내적 가치 형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음을
보인다. 분석틀에서는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국내 정체성의 발견이 왜 중요한 것과,
성공적 중견국 외교의 기반이 되는 국내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논한다.
1) ‘중견국’이라는 개념적 범주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나, 본 연구의 목적은 ‘중견국’ 용어 자
체의 개념적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널리 쓰이는 ‘강대국’ 그리고 ‘약소국’
이라는 개념의 중간에 위치한 국가 군이라는 ‘잠정적 정의와 개념(working definition and
concept)’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비록 넓은 학문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념임에도, 이미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면, 학문적 발
전은 어렵다. 무엇보다, ‘중견국 외교’의 필요성 그리고 존재에 대한 인식은 학자들 사이에서 공
감대를 얻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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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에서는 상기의 조건들을 중심으로 브라질, 인도,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분석
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 학문적 발견, 그리고 정책적 기여와 한계를
언급한다.

Ⅱ.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중견국 외교
본 절은 두 개의 다른 선행연구 집단을 다루고, 그들의 기여와 한계점을 밝힌다.
두 개의 선행연구 집단은 중견국 외교 관련 연구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연구로 이루어진다. 두 집단은 이미 어느 정도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논문에 대한 깊은 분석은 인용을 통해서 생략하고, 광범위한 선행연구를 나열하기보
다, 큰 그림에서 기존의 연구 프로그램들이 간과해온 연구 영역을 밝힌다.
중견국 외교 연구는 중견국 외교가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사안영역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국제 구조 특성상, 군사·안보 사안에서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도적인 안보 외교의 행보를 다루는 논문은 매우 드물며, 많은 경우 강대국
과의 동맹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비전통안보나 평화유지 관련 역할을 강조한
다.2) 반면, 경제 사안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데, 무역, 금융 등은 대표적인
사안들이다. 더하여, 국제개발, 인권, 환경, 공공외교 또한 중견국들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영역으로 주목 받았다.3)
그러나 최근 1990년대부터 인터넷의 상업화로 인한 대중적 보급과 함께, 2000년
대에 폭발적 관심을 받게 된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은 그 연구영역이 비교적 새로우며,
따라서 해당영역에서의 중견국 외교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더구나 인터넷 거버넌
스 사안을 중견국 외교론의 입장에서 다룬 논문은 더욱 드물다.4) 따라서 인터넷이
모든 생활에 침투해 온 시대에, 이 분야에 대한 중견국 연구는 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구를 중견국 외교론 관점에서 새롭게
재조명하여, 비판 및 보완 할 수 있다.
2) 손열·김상배·이승주(2016)의 6장, 7장, 8장 그리고 김우상(2007)을 들 수 있다.
3) Lee, Sook-Jong(2016)의 6장, 7장 그리고 Lee, Seungjoo(2014)를 참조하라.
4) 사이버 안보 관련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도 다수 출간되고 있으나,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는 그렇지
못하다. 예외적으로 배영자(2013), 서지희(2015)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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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누가 운전석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큰 화두였다. 이러한 질문이 주목받게 된 이유로는,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에서 글로벌 인터넷 관리
를 둘러싼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 크다.
1990년대 인터넷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기존에는 기술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글로벌 인터넷 관리가, 2000년대부터는 국가나 국제기구 뿐 아니라(Drezner 2004;
Nye 2014), 사회세력(Muller 2010), 기업(Franda 2001), 인식공동체(An and Yoo
2019; Cogburn 2005)에게까지도 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의 행위자들의 정치적
역학은 중요한 분석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까지 주목
받지 못했던 행위자 중심의 분석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데,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에서 중견국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인터넷 거버넌스 사안에 대한
연구층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논란이 많은 중견국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연구
경향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그에 비해 강대국 중심의 분석은 다수를 이룬다. 강대국들
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하다. 주요 논지는, 미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이 쇠퇴함에 따라, 갈등 전선이 많아 졌다는 논지나
(Bradshaw et al. 2016; Nye 2014),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뿐 아니라 강대국 간의 이해 대립에 결정된다는 것이다(Drezner 2004).5)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의 의의가 단순히
선행연구가 적다는 사실 때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의 분석
은 근본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분석과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학문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견국 외교를 고민하는 정책가들 뿐 아니라 국제정치
학 전반적인 관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중견국 외교 관점에서의 분석은 강대국 중심의 관점과는 다른 절실한 상황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견국들이 위치한 절박한 상황
은 종종 강대국 그룹들 간의 갈등 고조이며, 어느 한 쪽을 택하더라도 그에 따른
5) 이러한 강대국 중심의 분석은 사이버안보 이슈 영역에도 유사하다. 그러나 중견국 외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연구경향도 부상하고 있다(김상배 2019a; 유인태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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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대한 피해가 상당한 경우이다. 더욱이 비록 강대국 간의 어떠한 대립적 구조를
언급하더라도, 종종 제 3세계의 발전도상국들은 논의의 범위 밖에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많은 기존 중견국 외교 연구들은 외교 전술에 집중했다.
즉, 국제 구조 상의 대립 가운데 중견국 외교 전술은 양자택일이라는 단순한 선택보다
는 두 진영 간에 “중개인(brokerage)”이 되거나, 중·소국을 포함하는 “공동설계자
(co-architect or complementary programmer),” 혹은 “네트워크 구축자”가 되
는 것이다(Kim 2014; Lee et al. 2015). 다른 이들은 이를 촉매자(catalysts), 촉진자
(facilitators), 관리자(managers)로 분류하기도 하였다(Cooper et al. 1993). 즉,
기존의 연구들은 국제 구조에 대한 인식과 갈등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를 형성, 확장, 유지하는 가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외교를 함에 있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즉 가치 발견의 측면은 비교적 덜 다루어 졌다. 그리고 어떻게 그 가치가 형성되어지는
가에 대한 분석은 더더욱 적다. 이는 중견국 외교의 내용을 채우는 의미에서, 중견국
외교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점은
중견국 외교 연구 및 실천에 큰 부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공백은 어떻게 보편적 가치를 지닌 아젠다를 발굴하고 발현시
킬 것인가에 있다. 즉, 대립되는 강대국 사이에서 진영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도, 다수의 유사 입장 국과의 연결을 모색할 때에, 내걸 수 있는 국가 가치는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가. 동시에 그 국가 가치는 국익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슈 구조 하에서 중견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증강시킬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런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는 작업은, 네트워크 구조 상에서 ‘위치잡기’를 하는 것과 유사하
다(김상배 2015).
어떻게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한 가치를 발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
은 그러한 발견과 발현의 단초가 국내 경험에 있다고 본다. 즉, 국내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발견할 역량이 어떻게 갖추어지는 가를 다음 절에서 보인다. 이하에서는 국제
시스템과 국내 이해관계 집단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러한 가치가 배태될 수 있는
조건과 그 과정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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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치 형성의 국내 동학과 글로벌 스윙 국가
중견국이 위기를 느끼고 중견국 외교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 상황은, ‘구조적
공백(structural whole)’(Burt 1992)의 발견이 크게 요구되고, 그것을 채울 필요가
절실할 때이다. 이러한 국제 구조(international structure)에 대한 인식은 외교전
략·전술을 구상하기 전의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학자들은 국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견국 외교 연구 프로그램의 경향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세대론’에 따르면(김
상배 2015), 제1세대는 주로 냉전 시기의 국제 구조를 상정하지만, 탈냉전시기에도
미국과 소련 혹은 러시아와의 양 대립 진영을 상정하면서, 서구 선진국들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6) 대상이 되는 국가들도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이며, 비교적
미국에 가까운 자유·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규범을 지지해 온 국가들이 주로 해당된
다. 제2세대 중견국으로 분류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는 미국의 패권이 도드라
지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은 낮아졌지만, 동시에 여러 지역 강국들이 부상
하는 시기를 전제로 한다. 중견국들은 미국 또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적대하는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종종 개발도상국을 이끄는 위치에 서기도 하고, 서방과
비서방 진영과 사안에 따라 연합하는 행태를 보였다. 주로 브라질, 인도, 남아공과
같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제3세대 중견국 외교는 기존과 다른 국제정세 속에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자국 중심주의적 기조가 확산되
고, 군사·안보 외에도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새로
운 사안들, 예를 들어, 환경, 이민, 사이버 공간 관련 사안들이 창발하며 기존의 국제관
계를 복잡하게 한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정책선호가 전통적의 구분선(fault line)과는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게 된다. 결국, 다양한 사안들의 부상과 그들 간의 복잡한
연계성, 실존적 생존에 관한 군사·안보 문제의 상대화, 행위자들의 증가에 따른 다양
성, 그리고 자국이익추구의 중요성 증대는 제3세대 중견국 외교가 펼쳐지는 국제정세
의 특징들이다.
본 연구가 다루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영역도,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
과 권위주의 비서방 진영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갈등 대립선이 존재한다.
6) 물론, 학자에 따라 다른 분류를 시도한다(Cooper 1997; Jordaan 2003).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
하고, 모든 부류가 공통적으로 국제 구조의 영향력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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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대립층은 종종 강대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더 복잡하게는 각 진영도
인터넷 산업과 관련 국내 규제의 발전에 따라, 서로의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비록
세세한 사안에서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지만, 크게 보았을 때, 인터넷 거버넌스 상에
서의 국제정치의 지형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와 국가(정부) 중심 다자간주의 지지로
나누어진다.7)
중견국 외교론에서의 국제 구조의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구조적 공백’을 찾기
위함이다. ‘구조적 공백’은, 구조를 구성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공통이익의 사안영역을 채우는 행위자가 부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채우는 것은, 국가 간 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한 그룹에 전적으로 가담해서, 군사안보 사안에서의 대가로 다른 사안들에
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전통적 외교와 차별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상황인식에서 기존의 중견국 외교 연구의 방점은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 확장, 유지하는 가에 놓여 왔다. 선행 연구에서 보이듯, 중견국의
연대, 중개, 그리고 규범 외교는 그 대표적 유형화이다. 그런데, 어떤 가치를 내걸고,
무엇을 기치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선행 연구가 소홀히 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의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그러한
중견국 외교를 채울 내용이 국내에서 발달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국제정치의 자유주의 전통은 외교정책의
국내 기원의 측면을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보여 왔다. 지역 통합(Moravcsik 1997),
지역 협력(Solingen 1998), 민주주의 평화론(Oneal and Russett 2001), 자유주의
국제질서(Deudney and Ikenberry 1999)를 설명한 연구들은, 국내 정치의 변화로
대외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Gourevitch 1978). 다만, 본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들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되는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차이점과, 그 차이점이 가져오는 외교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본 연구는 권위주의의 제도적 관성과 민주주의 실험의 혼재가
낳는 특유한 외교적 자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중견국 외교에의
영향력을 주장한다.
7) 다중이해당사자주의와 다자간주의 간의 분류는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학계와 실무자 간에 이미
널리 받아들여져 있다(유인태 외, 2017).

46 국가전략 2019년 제25권 4호

그렇다면 권위주의 제도적 관성과 민주주의 실험이 혼재하는 정체에서는 어떠한
외교적 자산이 배태될 수 있는가.8) 국내에서 상반되는 가치를 중재하고 조화시키는
경험이다. 또한 그러한 경험 끝에 창출되는 합의일 것이다. 이런 경험은 그리고 국제사
회에서도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창출된
합의는 외교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창출된 합의는 그때 그
때 사안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유연하고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수용
하고, 대립되는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스윙 국가(swing
state)’ 중견국들은 중견국 외교의 토대가 될 ‘열린 국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국내적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9) 원래 ‘스윙 스테이트’ 개념은 미국정치
맥락에서 혼재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주들을 지칭하는데 쓰였다. 이들 주들은 미국
대선의 큰 결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배분할 때 주요한
참고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와 같은 나라들
이 ‘글로벌 스윙 국가(global swing states)’가 되는데, 이들 국가들의 국제질서 형성
에의 접근은 더욱 유동적이며, 변화에 개방적이다(Kliman and Fontaine 2012).
그리고 이들의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결정이 종종 전 지구적 질서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윙 국가’ 개념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 입장에도 적용 된다.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 입장에도 두 이념적 위치가 있는데, 이 상반된
두 입장을 대표하는 두 개념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multistakeholderism)’와 ‘국가
중심 다자간주의(state-centered multilateralism)’이다. 국제정치의 장에서 정부는
종종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윙 국가’란 이 둘 간에 계속해서 이동이
있었거나 이동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동시에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질서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을 지칭한다.
8) 본 연구는 권위주의 제도적 관성으로서 다자간주의를 지지하는 정부 부처를 주목한다. 권위주의
는 체제성격상 다자간주의를, 민주주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성은 이미 널리 알
려져 있다. 따라서 서방선진국과 달리 비교적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는, 권위주의 제도적
관성으로 다자간주의를 선호하는 정부 부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9) ‘글로벌 스윙 국가’들이 모두 중견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 WCIT-12에서의 스윙 국가
들을 보더라도, 중견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약소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Maurer and
Morgu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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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로벌 스윙 국가’는 상반된 가치들을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도 경험해 본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 지향이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중견국 외교를 시행할 수 있는 국내 정치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글로벌 스윙 국가들 중에서도 ‘열린 국가
가치’를 견지하는 국가들은 민주정체를 운영한다.
전 지구적 단위에서의 갈등되는 가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열린 국가
가치’를 외교 기조로 담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열린 국가 가치’는 국제 사회
에서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숙고하여, 보편적인 가치 혹은 규범을 창출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회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체제 특성상 다양한
가치를 용납하고, 사회의 가치가 정부의 외교 정책에 투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하
는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는 제도를 통해 수렴을 하며, 수렴된
요구는 사회의 합의로써 정부가 대외적으로 행동할 시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민주
주의 사회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의 병존과 이러한 가치들을 수렴하고
합의로 승화시키는 역량은 민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체가 충분조건은 아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에서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뿌리 내린 경우가 많고, 오히려
다자간주의에 대한 이해와 필요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
인도, 한국과 같은 비교적 신생 민주주의 국가는 정부 주도의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관성으로 다자간주의에 대한 선호도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대한 선호와 동시에 존재
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성격 차이는 국내 다양한 가치의 존재가 경합하며 특수한
정치적 역동성을 만들어 낸다. 그 결과, 특유의 중견국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덧붙여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구조적 상황이다.10) 비록 본 연구의 초점은 아니지
만, 계속 전제되어 온 것은 중견국이 위치한 특수한 상황적 절박함이다. 이 절박함은
한편으로는 강대국 간의 갈등에서, 자국의 자율성이 심하게 침해받는 상황을 회피해
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다수를 이루는 제3세계 발전도상국으로부터도 동떨

10) 퍼트남의 ‘양면 게임 모델’을 보더라도 구조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국내 게임에 대한 인식 못지
않게 중요하다(Putnam 1988). 자유주의적 전통에서도 국내의 상충된 선호의 갈등과 합의 뿐
아니라, 국가 간 거래(bargain)의 중요함이 역설된다(Moravcsi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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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다. 결국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단층들 사이에서 어떻게 구조적 공백을 찾아내고, 그 공백을 중개외교,
연대외교, 규범외교로 채우는 가가 중견국 외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요약하자면, 글로벌 스윙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구조적 공백을 찾고, 이를 채우기
위한 적절한 가치를 찾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강대국 간 대립하는 국제 구조 하에서, 어느 한 쪽으로 가담할 경우
전체적인 국가 이익보다는 손실이 큰,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전제된다. 그렇지 않고서
는 굳이 구조적 공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둘째, 국내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충돌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대립되는 가치의 조화는, 국제사회에서의 성공
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경험은 권위주의적 역사를 지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종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자의 결정
과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특히 두 번째 조건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이하 사례 연구절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 논쟁에 있어 ‘글로벌 스윙 국가(swing
state)’였으며, 중견국으로 인식되는 브라질, 인도, 한국의 사례를 고찰한다.

Ⅳ. 사례 분석
이하에서는 브라질, 인도, 한국의 순으로 사례 분석을 행한다. 세 나라 모두 글로벌
스윙 국가로 분류된 바 있으며(Maurer and Morgus 2014), 동시에 중견국 외교
연구에서 흔히 중견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다. 구조적 공백, 국내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1. 넷문디알에서의 브라질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우든(Edward J. Snowden)의 폭로는 브라질로 하여금
당시 인터넷 거버넌스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였고, 브라질의 정책결정자들
의 선호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다. 루세프 대통령도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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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시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안 브라질 여론은 이를 주권의 침해로 받아들였으며,
군사독재시기의 첩보활동이라는 어두운 기억을 상기시켰다.11) 이에 루세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방미 예정을 취소하고 브라질의 방어를 강화하는 수단들을 발표했
다. 스노우든 폭로는 브라질이 미국과 선을 긋고 독자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충격적 폭로에 대한 브라질의 즉각적인 반응은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영역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와 유사한 정책 노선을 취하는 것이었다. 스노우든 폭로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사이버 공간의 사용은 NSA를 통한 타국의 기밀 정보탈취였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의 최초 반응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보호주의의 방향으로 흘렀다. 루세프 대통령
은 미국을 경유하는 네트워크를 대신할 해저 통신망의 완성, 자체적인 암호화된 이메
일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국지화를 주문하였다(Trinkunas and Wallace 2015).
그리고 국가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국가 중심의 인터넷
통제를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초기의 정책 선호는 국내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변화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CGI.br에 영향을 받으며, 자유롭고, 개방되며 보편적인
인터넷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CGI.br은 이미 2009년도에 결의
(Resolution CGI.br/RES/2009/003/P)를 통해 시민적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등의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인터넷을 위한 원칙을 정리한 바 있으며, 시민사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들의 압력은 결과적으로 2013년 9월 24일에 있을
루세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노선을, 미국의 불법적 감시를 규탄하면서도, 자신들
의 원칙에 부합되게 수정하는 데 성공한다(Knight 2014).
이와 같이 국내외 압력과 대통령의 정책 선호의 변화 끝에 개최되는 것이 2014년
4월 넷문디알 국제회의이다. 그리고 여기서 채택되는 것이 다중이해당사자 원칙에
기반을 둔 인터넷 거버넌스 방침이다. 넷문디알 ‘결과 문서(Outcome Document)’
는 다자간주의에 대한 한 차례 언급 없이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대한 많은 언급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애초에 브라질 대통령의 정책 선호도 아니

11) Harold Trinkunas, “U.S.-Brazil Relations and NSA Electronic Surveillance,” Brookings
Up Front (blog), September 18, 2013, http://www.brookings.edu/blogs/up-front/post
s/2013/09/18-us-brazil-nsa-surveillance-trinkunas. (accessed 09.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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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국내에도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나 국가전기통신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gency)은 여전히 다자간주의를 선호했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사실은, 그만큼 국내외 행위자들이 대통령의 정책선호 변화에 강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넷문디알의 개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Trinkunas and Wallace 2015, 28),
넷문디알 개최 확정과 함께 브라질은 기존 외교와는 다른 노선을 택한다. 우선
미국과의 화해이다. 브라질은 미국과 당 행사를 공동주최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임으로 스노우든 사태 이후, 냉각되었던 양국 관계가 호전된다. 브라질은,
중국과 러시아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비판과는 거리를 두었고, 당시 전 지구적으로
요구된 미국의 인터넷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 전환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
이런 브라질의 외교적 행보는 전 지구적 인터넷 거버넌스 질서 수립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는 스노우든 사태 이후 미증유의 글로벌 인터
넷의 분열 위기를 맞고 있었다. 미국의 감시, 감청 행위 폭로 때문에 많은 서방 및
비서방 국가들이 다 같이 인터넷 규제를 위한 국가의 통제를 주창하고 있었고, 특히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은 비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더욱 지지를 얻어 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넷문디알의 개최는 미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
고, 미국에 의해 훼손된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다시 한번 전 지구적 인터넷 거버넌스
질서의 핵심 가치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넷문디알 개최는 브라질 인터넷 거버넌스 외교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브라질의 행보가 전통적 강대국들, 즉 미국, 영국, 유럽, 러시아,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독자적인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기초한 인터넷 거버
넌스 노선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는 국내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2. 브릭스(BRICS)에서의 인도
인도의 인터넷 거버넌스 외교는 최근 서방세계와 유사한 노선을 취하기 시작했지
만, 인도 정부는 한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서 정부 중심의 다자간주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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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했다(FDFA 2014). 그리고 정부 내에는 이러한 접근을 선호하는 집단들이 존재했
다. 그에 반해 인도의 비즈니스 영역은 비정부적인 접근을 꾸준히 선호해 왔는데,
이는 미국 정보통신(ICT)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다. 인도의 인터넷 거버넌스
외교에 있어 국내 집단들의 양분된 선호는, 인도의 인터넷 거버넌스 외교 행태에
종종 예상치 못한 전환을 야기했다.
인도의 자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방향이 처음으로 표명된 것은 2011년 10월
66차 유엔총회 세션에서이다. 여기서 인도는 사이버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축소와 정부 중심으
로 운영하는 다자간기구를 의미하는 프로포절을 제시하였는데, ‘인터넷 정책 관련 UN
위원회(the UN Committee for Internet-related Policies, CIRP)’를 추진하는 것
이 대표적인 사안이다.12) 이 위원회를 통해 핵심 인터넷 자원에 대한 정부 간 국제기구
감독이 행해질 수 있게끔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2년의 유엔총회에서도 CIRP 창설
주장을 반복한다. 다자간주의 입장은 사실 2011년 9월에 개최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
스에 관한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India-Brazil-South Africa, IBSA) 다중이해당
사자주의 회의에서부터 일관되며, 이와 같은 정책적 입장 때문에 인도는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과 유사한 입장에 서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13)
그러나 인도의 다자간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은 인터넷 정책 스펙트럼에서 정반대의
입장으로 바뀌는데, 2012년에 12월에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WCIT-12)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인도
는 WCIT-12에서 IBSA 나라들 중에서 수정된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ITRs)에 사인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된다.
사인하지 않은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과 노선을 같이 하는 한편, G-77 국가들과는
거리를 둔다.
이러한 변화의 전조는 WCIT-12보다 조금 전인 2012년 10월 부다페스트에서 열
린 사이버스페이스 총회(Global Conference on Cyberspace, GCCS)에서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 인도는 사이버안보에 관해 기존에 취했던 입장과 다른
12)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dias-proposal-for-government-controlof-internet-to-be-discussed-in-geneva/article3423018.ece (accessed 09.20.2019)
13) https://www.orfonline.org/research/cyber-diplomacy-indias-march/ (accessed 09.2
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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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변화를 보이며 국제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인도는 공식적인 정부 간
양자·다자 협력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시민사회와 사적영역의 행위자들의 참여를 인정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의 입장은 2013년 서울 GCCS에서도 지속된다.
인도의 2012년 입장 전환이 주목할만한 이유는, 바로 한 해 전에 2011년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즉 소위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국가들이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주창하며,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상의 다자간주의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SCO는 2011년 9월 ‘정보안전을 위한 국제행동
규약 드래프트(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며 유엔총회 66회 세션을 위한 공식 문서로 회부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2012년에 보인 인도의 변화는 이들과 같은 극단적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책적 입장과 다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의 놀라운 외교 정책의 변화에는 비정부영역에서
의 압력이 작용한 바가 크며, 특히 이들의 압력은 2012년의 WCIT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 비정부영역의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은 2011년 10월 26일의 66회 유엔총회에 제출된 CIRP 설립 프로포절
때부터라 할 수 있다.14) 이 프로포절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사안이 인도 국내에
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이익 단체들이 정부는 시민사회, 산업 그리고
학계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5)
시민사회나 ICT 산업 부문은 동일하게 정부에 의한 콘텐츠 통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다.16) 특히, 인도의 입장 전환에는 인도의 ICT 산업의 영향력이 컸다. 인도
의 ICT 산업의 로비 파워는 거대하며, 이들의 선호가 정부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외교적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Ebert and Maurer 2013; FDFA 2014). 인도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브라질, 중국과 함께 ICT가 발달된 나라이지만, 특히 인터넷

14) https://www.dailymail.co.uk/indiahome/indianews/article-2220692/How-India-help
ed-bunch-bureaucrats-custodians-Internet.html (accessed 10 October 2019).
15) https://wap.business-standard.com/article-amp/economy-policy/india-inc-opposes
-global-internet-monitoring-body-112092002011_1.html (accessed 09.20.2019)
16)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civil-society-industry-oppose-indias-plan
s-to-modify-itrs/article4124046.ece (accessed 09.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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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CT 산업의 부흥은 시장의 자유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Kurbalija 2016). 따라서
자연스럽게도 인도의 ICT 산업 영역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적은 시장질서와 친화적이며, 이와 동조하는 국제질서의 수립을 선호한다. 인도 정부
로서도 사이버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관심 뿐 아니라 ICT 교역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ICT 산업 부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인도의 외교 정책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 내 부서 간 역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인도 정부 부처 간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입장은 양분된다. 인터넷
거버넌스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크게 두 부처가 있는데, 외교부(Ministry of
External Affairs)와 정보기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이다.
그런데 정보기술부는 국내 ICT 산업의 로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
에서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선호한다. 따라서 정부 내 정치적 역학에 의해 정보기술
부가 국가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적 기조를 운영할 수 있을 경우, 인도는 다중이
해당사자주의로 가는 경향이 보인다.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2012년 10월의 GCCS를 앞두고, 정부의 다중이해당사자주
의 지지 선언은 정보기술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의 비정부영역에서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17) 그리고 그 이후의 WCIT에서의 외교 노선의 전환과
GCCS개최 모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반면에 정부 간 다자간주의를 강조하
는 경우, 외교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2015년 BRICS회의에서는
특히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변환
한 입장의 고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도의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은, 단순히 서방세계의 가치에 치중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의 국제 구조상의 입장은 BRICS 구성국인데서도 드러나듯이, 러시
아나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강대국들과 GCCS 주도국인 영국과 미국과 같은 서방
민주주의 선진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다. 이러한 자리잡기는 인도의 BRICS 맥락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외교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015년 7월 러시아에서 열린 BRICS
수뇌회동 나온 ‘우파선언(Ufa Declaration)’을 보면, 인도는 다른 BRICS 구성국들과

17)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world-divided-india-undecided-as-193-n
ations-gear-up-to-decide-the-future-of-net-mobile/article3904680.ece (accessed 0
9.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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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정부의 역할 강조와 정부 주도의 국제기구를 인터넷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 찬동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러시아와 같은 극단적인 다자주의적
국제기구의 설립 창설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다자주의적 인터넷 거버넌스
(multilateral Internet governance)”라는 문구를 선언에 넣으려고 했을 당시에 인
도의 주장에 따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relevant stakeholders in their
respective roles and responsibilities)”라는 문구로 대체되었다.18) 그 이후
BRICS는 계속해서 미국과 러시아 입장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이 어구를 사용하는
데, 이는 일종의 인도 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도는 G-77의 지도자 역할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서방
민주주의나 비서방 권위주의와는 다른 제3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한다. 인도가 우파선
언에 삽입을 주장한 문구가 WSIS의 튀니스 아젠다(Tunis Agenda)에서 채택된 문구
라는 점은, 인도가 Tunis Agenda에서의 ICT를 통한 경제 개발 Mandate가 이행되
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인도는 2017년 GCCS를 자국
에서 개최하는데, 여기서는 서방 선진국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지지하면서도 ICT
를 통한 경제 개발 아젠다에도 집중하였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도는 GCCS, BRICS, WSIS, G-77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
크에 참여하며, 서방과 비서방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중견국 외교를 펼치
고 있는 것을 보인다. 비록 인도는 한때 다자간주의와 다중이해당사자주의 사이에서
국내의 다양한 이행당사자들의 존재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부와 정보
기술부 간의 갈등도 다자간주의와 다중이해당사자주의 양자를 인도가 ‘스윙’하였던
이유이다. 그럼에도 2015년 이후에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의 튼튼
한 국내 지지기반으로 부처 간 대립이 줄어들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그룹 사이에서 중견국 외교의 모습을 보인다.

3.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의 한국
앞서 WCIT-12의 ITRs에 대해서 경제협력기구(OECD)의 34개국이 반대하는 응
집성을 보였지만, 오직 3개국만이 찬성했다. 멕시코, 터키, 그리고 한국이다. 이에
18) https://www.cfr.org/blog/indias-internet-diplomacy-reading-tea-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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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삼국은 글로벌 스윙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Maurer and Morgus 2014). 특히
경제개발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의 찬성은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 국가
들의 서방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을 볼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질서 형성에 있어, 전통적 정치·군사·전
략 동맹국들과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WCIT-12의 찬성표에 대한 국내 비판도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째,
WCIT-12에서의 찬성표는 곧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기통신에 대한 정부 통제
권을 강화하는 규칙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이 비판에 대해 방통
위는, 인터넷 규제 관련 문구들이 선언적으로만 삽입되어 있으며, 국제기구 공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또한 선언적 문구로 들어간,
정보보호, 스팸 방지, 네트워크 침해와 같은 이슈들은 ITU뿐 아니라, 많은 관련 국제
기구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ITU의
WCIT-12에서의 규칙개정 작업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선언적 수준에 불과
하므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 인터넷 규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해명한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은 다자간 국제기구인 ITU의 권한 범위
확장에 찬동을 보인 모양이 되었다. 둘째, 정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었을 뿐, 정부 내 다른 부처 및 민간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2013년 서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GCCS)나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를 개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WCIT-12
때와는 달리, 서울 GCCS는 외교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개최 전에는 민간으
로부터의 활발한 참여를 기획하였지만, 실제 개최시에는 정부 행위자 중심으로 그치
고 말았다.19)
한국이 인터넷 거버넌스 글로벌 스윙 국가로 보여진 이유는 WCIT-12에서의 전적과
GCCS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GCCS는 2011년 영국에 의해 설립되며, 런던프로세스
라 불릴 정도로 서방 선진국의 클럽과 같은 성격으로 당초에 설립되었으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이버공간의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다중이해당사자모델을 표방
했다. 그리고 GCCS 설립은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질서 수립에
대항하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존재했다.20) 2011년 당시 SCO 국가를 중심으로 유엔총
19) 이러한 민간 참여의 한계는 2015년 4차 네덜리란드 헤이그에 열린 GCCS에서 대폭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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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정보 보안을 위한 행동 규약(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
회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WCIT-12에서 서방 선진국과 다른 입장에서
표를 던졌었고, 바로 다음해에 GCCS를 개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13년 GCCS 개최 성과를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첫째, 1차 런던과 2차 부다페스트 총회에서는 60여 개국이
참가했던 것에 비해, 서울 총회에는 총 87개국 그리고 18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그밖에 연구소, 민간기업 그리고 시민대표 등을 포함해서 모두 1천600명이 참여하는
유례없이 관심을 받은 대규모 회의였기 때문이다. 둘째, 단순한 양적인 증대뿐 아니라,
참여국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전 총회 때 보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그 뿐 아니라, 서방선진국 주도의 국제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였
다. 셋째, 의제의 범위도 기존의 사이버 안보 중심의 5개의 이슈뿐 아니라, 경제개발과
연계된 역량 강화를 별개의 제6의 주제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주요 성과로 내세워진다.
이러한 성과들은 최종적으로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서울 프레임워크
(Seoul Framework for and Commitment to Open and Security Cyberspace)’
의 채택으로 귀결되었다.
서방과 비서방국가들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을 폭넓게 아우른 참여국의
확대는 한국의 외교적 성과다. 물론 이에는 당시 국제 구조의 변화추이가 미치는
영향력도 있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UN정부전문가그룹(GGE)은 제3차인 2013년
에서야 처음으로 합의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합의는 국제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 간, 특히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대표하는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화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직전해의 제2차 GCCS
나 WCIT-12에서의 표출된 대립 관계로부터의 큰 변화다. 따라서 제3차 UNGGE에
서의 합의라는 긍정적 기류는 제3차 GCCS에의 참여국 범위에도 영향을 미쳤고,
GCCS에서의 보다 발전된 논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키는 외교적 능력은 별개이다.
서방과 비서방 국가들은 사이버 안보 관련 규범과 관련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GCCS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었다. 그런
20) GCCS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영자(2017); 유인태(2019a;
2019b)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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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이 서울 GCCS에 결국 참여한 것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서방과 비서방국가들로 양분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및 갈등 이슈가 어느 정도 갈등 조정 단계에 들어서는 것 같아지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혜택 및 기회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아젠다가 가능했지만, 선진국과들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관심이
중첩되는 영역인 역량개발을 부각시킨 것도 중견국 외교의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지향하던 중견국 아젠다인 개발원조 관련 외교 노선과도 부합하였다.
즉, 서울 GCCS는 국제사회 여러 갈등 단층들에 다리를 놓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상의 위협 및 갈등 이슈가 UNGGE를 통해
어느 정도 관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였던 국면은, 한국의 고질적인 안보 딜레마,
즉 미국과의 전통적 안보 동맹과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지역 강대국 중국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그뿐 아니라,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그리고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논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이 진전되지 않아, 개발
도상국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작지 않았었는데, 선진국들이 대거 참여하는 서울 GCCS
는 두 집단 간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물론 서울 GCCS에 대한 비판도 있다. 첫째, ‘서울 프레임워크’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다. 기본원칙만을 포함하고 새로운 입장과 구체적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남
상열·이진 2013; 유인태 2019a). 둘째, 지속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외교 정책을 위한
한국적 아젠다의 부재다. 이는 서울 GCCS 이후 후속 외교적 노력의 부족에도 기인한
다. 비록 외교부 장관이 2015년 GCCS 총회에서 개도국에 사이버보안 조치 관련
정책조언과 컨설팅, 훈련 등을 제공할 글로벌정보보호센터(Global Cybersecurity
Center for Development)의 설립을 언급한 바 있고, 이에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책
협력본부 다자협력팀에서 출범하여 계속해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기술 협력의 강화
는 평가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국가·외교적 아젠다로서의 사이버 역량 강화는 희미해
졌다고 볼 수 있다. WSIS라는 국제기구와는 차별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
공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회의 개최가 필요하며, 그러할 때에 포럼쇼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국내 정치·사회적 합의의 부재이
다. 서울 GCCS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표방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21) 특히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컸었으며, 이러한 불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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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의인 2015년 제4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GCCS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세계 시민사회의 의견이 도드라졌던 것과는 비교된다. 당초 서울 GCCS는 기획 단계
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장관급 회의의
성격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시민사회에 폭넓은 참여기회도
제공되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이 가지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지향점과 현실과의
간극에서 결국 정부 중심의 다자간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노정한다. 이러
한 국내 사회적 합의의 부재는 한국의 지속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중견국 외교를
위한 국내적인 토대가 부재함을 보인다.
<표 1> 브라질, 인도,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외교 비교

국가

구조적 공백

미국 대(對) 서방선진국가,
브라질 비서방 권위주의 국가,
발전도상국가

정부 부처 간 그리고
민간과의 합의

결과

외교부와 국가전기통신청이 다자간
주의 선호 그러나 루세프 대통령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로 결속. 브라질
시민사회와 CGI.br과의 긴밀한 합의
유지

넷문디알

인도

서방선진국가 대(對) 비서방
권위국가 (발전도상국가)

외교부와 정부기술부 간의 갈등
그러나 모디 정부 이후 결속.
시민사회와 ICT 산업의 영향력 큼

BRICS
우파 선언,
GCCS(2017)

한국

서방선진국가 대(對) 비서방권
위주의국가 (발전도상국가)

외교부 주도의 잠정적 부처 간 합의.
GCCS(2013)
시민사회와의 합의 약함

주: 구조적 공백에서 괄호안의 발전도상국가들은 대립적 행위자였으나, 주요 국제무대에서 뚜렷이
부각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https://cyberdialogue.ca/2013/10/2013-seoul-conference-on-cyberspace-by-tim-m
aurer-and-camino-kavanagh/ (accessed 09.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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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견국 외교의 성공을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국내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견국
외교 연구는 갈등이 고조되는 국제 구조를 상정하지만,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제1세대 중견국들, 브라질, 남아공, 인도와 같은 제2세대 중견국들, 그리고 새로
이 거론되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와 같은 제3세대 중견국들이 놓인 국제
구조는 다 달랐다(김상배 2015). 제3세대가 놓인 국제 구조, 외교적 역량, 국내 정치적
특성이 다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중견국 외교를 설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의 제시와 학문적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냉전의 종결 이후 전례 없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합의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 관련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사안을
다루었다. 점증하는 지구화의 결과, 사안의 다양화와 다양한 사안을 둘러싼 국제 관계
는 더욱 복잡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조건은 중견국 외교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즉, 구조적 공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중견국 연구는 주로 중견국 외교의 성공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 집중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중견국 외교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즉, 중견국 외교가 더욱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네트워
크를 형성할 것인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가치 형성이라는 성공적 중견국 외교를 위한 또 다른 요인에 착목하였다. 그리고 정체
성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브라질, 인도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에서 널리 알려진 외교정책의 국내근원을 분석하
는 이론적 모델의 전통에 의존하였다. 특히 국제정치이론에서의 자유주의학파는 자유
민주주의의 속성에서 외교정책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민주주의 정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스윙 국가 개념에 착목하여, 이들 국가들 중에,
민주주의이면서 권위주의적 전통이 남아 있는 스윙 국가들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이들의 특징을 ‘열린 국가 가치’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가치가 국내적으로 극대화하였을 때, 구조적 공백을 채우는 중견국 외교의 역할 가능
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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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한 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에서
는, 브라질, 인도, 한국 모두 구조적 공백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우선 전제하
였다. 그리고 세 나라 모두 ‘글로벌 스윙 국가’의 성격을 나타냈음을 지목하고, 이는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복합적인 역학의 산물임을 보였다. 국내에 대립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입장이 존재했었고, 이러한 균열은 사회 내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존재해서, 대외적인 외교적 입장은 양 방향으로 진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 갈등 경험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루어낸 경우, ‘구조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의 시발을 보였다.
투 고 일: 2019. 10.31.
심사완료일: 2019. 11.22.
게 재 일: 20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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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Power Diplomacy of Global Swing States
in Internet Governance: Cases from Brazil,
India and South Korea
In Tae Yoo

Under what conditions would middle power diplomacy be more likely to succeed? According to the extant literature, three conditions are particularly important:
the international structure, diplomatic capabilities and domestic consensus.
However, most existing studies pay little attention to how the domestic factor is
shaped and why it is crucial in middle power diplomacy. This research argues that,
using the concept of the global swing state in global internet governance, democratic countries with authoritarian legacy may have an open national value, which
originates from its experience of both multilateralism and multistakeholderism, and
thus, be able to fill the structural hole on the networks of states even when tension
between great powers is mounting. Case studies include Brazil’s Netmundial, India
of BRICS, and South Korea’s GCCS. All the cases demonstrate how each country
successfully demonstrated its state power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achieve its
own diplomatic agenda at the height of great power struggles. However, the degree
to which domestic consensus was achieved differed among the three and affected
subsequent similar efforts.
Keywords: Internet Governance, Middle Power Diplomacy, Global Swing State,

Brazil, India,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