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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에서 공공지식인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면서, 2000년대 이후 정보

사회에 이르러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공론장 형성의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공론

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30세의 중국의 대표적 청년 사이버 지식인 한한을 사례로 고찰하였다. 

최근에는 ‘지식인의 종언’이 거론되었고,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집단지성론’이 기존 지

식인론을 대체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이 이성적 토론의 공론장이기도 하지

만, 광기와 배설의 공간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대중이 지식인과 등치

되는 집단지성론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다. 더불어 공공성과 보편

성을 지닌 전통적 지식인의 요소도 집단지성론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라 사이버 공론장을 활성화하되, 사이버공간의 단점을 극복하는 공공성과 보편성을 갖

는 사이버 공공지식인 모델을 제안하였다.  

중국 지식인론의 전개는 ‘사’와 ‘천하’의 개념을 구현한 ‘사대부’의 전통 속에서 관료적 

공공성을 가진 지식인 전통이 근대화 과정에서 변형, 수정되는 과정이었다. 20세기 신중

국 건국과 문화대혁명 및 천안문사태를 거치면서 지식인은 트라우마를 가진채 국가와의 

관계에서 수동성을 지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개혁개방에 따른 공공지

식인의 등장과 쇠퇴의 흐름이 80년대 이후 지속되었다. 90년대 이후 지식인층이 아카데미

로 전문화되고 시장화의 흐름에 노출되면서 지식인의 공공성 추구는 제약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은 중국에 새로운 공론장과 공공지식인 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많

은 네트워크 지식인(파워블로거)이 등장하였다. 최근 중국의 ‘한한현상’은 이러한 흐름 속

에서 한한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진리와 보편성 추구는 아카데미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중과의 소통 없는 진

리와 보편성 추구는 아카데미의 기득권 유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한한은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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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퇴로서 비아카데미, 비제도권 지식인(독립성)이자 대중적 지식인(대중성)이다. 또한 인터

넷이라는 최신 대중매체를 능숙하게 활용한다. 그는 대중성을 지닌 사이버 지식인인 것이

다. 한한은 대중적이었으나 대중추수적이지는 않았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상

식이나 편견과 강하게 대립하기도 하였다(대중과의 대립). 이러한 측면은 한한이 때로는 

집단지성과 호응하다가도 공공성과 보편성을 위해 그것과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음을 보여

준다. 한한이 대중매체의 논리가 만든 미디어지식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는 언론의 끊

임없는 관심인물이었지만, 주류 언론이나 관영TV 같은 주류 대중매체와는 거리를 두었다. 

오히려 그는 해외매체에 우호적이었다. 또한 한한은 상업 논리에 끌려다니는 상업적 지식

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한이 자신의 책을 팔고 싶었다면 레이싱 선수를 그만두고 TV

나 주류 언론 출연에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다. 그는 블로그 글에 집중했다. 왜냐하면 그

가 주장한대로, 정부당국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검열하지만, 또한 인터넷은 중국사회에서 

가장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예언자적 태도). 한한은 비판적 지식인

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사회비판). 한한은 애초에 반체제 분자로서의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았는데, 그가 혁명, 자유, 민주 세 글을 썼을 때 보수로 

전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중국 사회발전 및 사회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도 과감하게 주장하며(사회개혁), 중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측한다(사회현상 

예측).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 한한은 공공지식인의 핵심요건인 공공성과 보편성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한은 공공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하고 글을 

썼으며,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한을 

사이버 공공지식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식인론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본 연구에서 처음

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이 앞으로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지식인 모델로 

활용 가능한지는 본 연구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인 모델을 제시하

고 그 사례를 연구한 본 연구가 앞으로의 연구를 자극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주제어 : 사이버 공공지식인, 한한, 한한현상, 지식인론, 집단지성, 중국 지식인, 사이버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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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에서 공공지식인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면서, 2000년대 이후 정보

사회에 이르러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공론장 형성의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공론

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30세의 중국의 대표적 청년 사이버 지식인 한한을 사례로 고찰하려 한다. 

정보사회에 들어서 지식인층, 특히 공공지식인 집단에서 새로운 구조분화가 일어났다. 

과거에 아카데미 지식인들이 주도하던 대학과 학술지가 이제는 대중이 요구하는 실용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대중 계몽적인 전통적 유형의 지식인의 역할이 점점 축

소되고 있다. 이는 중국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 집단

지성이 기존의 지식인 유형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이 지식인이 된다고 단정하기에

는 지식인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마땅치 않다. 오히려 사이버 공간은 일부 공공지

식인의 새로운 활동무대로서 자신의 생각을 활발하게 표현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자신의 입장과 정보를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한다. 게다가 사이버 공간에 새롭게 등장한 지식인들의 일

부는 기존 지식인에게 요구되던 오프라인에서의 명성이나 학벌조차 없다. 이는 기존 아카

데미 지식인에게는 커다란 도전이며, 기존의 지식인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

한다.   

19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정부도 93년 정보화 프로젝트 “金字工程(Golden Projects)”의 추진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정보화를 개시했다. 이후 중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빠른 속도로 

갖춰지기 시작했고, 2004년까지 중국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1억 2,000만 명을 상회해 미

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 3대 인터넷 사용국가로 부상하였다. 2011년 6월이면 네티즌 수가

 4.85억에 도달함으로써, 전국적인 보편화 비율이 평균 36.2%에 이르렀다. 그 중 웨이보
1
 사용자는 1.95억으로 증가했으며

2
, 개인 블로그 사용자(블로거)의 규모는 3.18억이다. 

                                           

1 微博, 중국어로 “마이크로 블로그”를 뜻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중국 내 

최대 마이크로블로그 사이트로 2009년 8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트위터가 중국 정부의 검열로 인해 

서비스 진출 좌절을 겪으면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크게 성장했으며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73%가 웨이보를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2
 특히 웨이보의 사용자수는 200%가 넘는 성장률을 이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블로그와 동시에 양

대 장(场)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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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2010.12-2011.6 인터넷 분야별 사용 내역
3
 

 

 

  2012년 12월말까지 중국의 블로그와 개인홈피의 총 사용자 수는 3.72억이다. 2011년 

같은 시기에 비해 5천4백만개 증가했다. 전체 인터넷 이용자중 블로그와 개인홈피를 사용

하는 사람은 66.1%을 차지하고, 상반기에 비해 4%가 늘었다. 물론 최근 들어 블로그 사

용자의 증가 추세가 웨이보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비해서는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파워블로거의 블로그에 대한 조회수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현재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사이버 공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기존의 전통적 유형의 지식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기존의 공공지식인 모

델은 과연 이러한 현실 앞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 사이버 공간의 확대로 인해 새로운 유

형의 지식인이 등장하지는 않는가? 또한 그것에 중국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SNS,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발달이 과거의 공공지식인의 형태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지 질문한다. 본 연구

는 정보화로 인해 ‘사이버 공공지식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 유형이 등장한다고 

보며, 이러한 현상이 중국이라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국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탐구하

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고찰 

 

먼저 지식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공공지식인(public intellectual)에 관한 논의

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중국 CNNIC. http://www.cnnic.net.cn/hlwfzyj/hlwxzbg/201107/P020120709345279403991.pdf 

 2010.12 2011.6  

 사용자(만) 사용률 사용자(만) 사용률 증가율 

인터넷 검색 37453 81.9% 38606 79.6% 3.1% 

개인 블로그 29450 64.4% 31768 65.5% 7.9% 

전자 우편 24969 54.6% 25172 51.9% 0.8% 

웨이보(트위터) 6311 13.8% 19497 40.2% 208.9% 

BBS 14817 32.4% 14405 29.7% -2.8% 

http://www.cnnic.net.cn/hlwfzyj/hlwxzbg/201107/P0201207093452794039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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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모델 : 전통적 지식인과 비판적 지식인 

지식인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98년 드레퓌스 사건의 과정에서 나온 “지식인 

선언”에서였다.(포이어 1983:52-53) 이때부터 지식인은 중대한 정치문제에 있어서 국가 

혹은 사회의 양심을 대변하는 역사적 사명을 받은 자이자 예언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

작했다.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지식인이라는 용어는 자신들의 통상적 직업 활동 영역을 

넘어 진리와 정의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교육받은 자를 가

리키게 되었다.  

이어 이 문제를 다루어 이후의 지식인 논의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대표적인 

논자는 만하임(K. Mannheim)과 그람시(A. Gramsci)이다. 그리고 이들보다는 조금 후에 

활동하였지만 이들의 이론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근대적 지식인론을 제기한 인물이 샤

르트르(J.P. Sartre)이다. 샤르트르는 근대적 지식인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 사람이다. 

이들은 지식인을 정의하는 방식이나 지식인에게 부여하는 역할 등 많은 점에서 서로 구별

되며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들의 유사성도 찾을 수 있다.  

첫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둘째, 지식인에게 역사적으

로 ‘보편적’인 목표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의는 결코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와 분

리할 수 없다.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정신사적 특징은 보편적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

이었기 때문이다.  

 

만하임의 ‘자유부동하는 지식인’ : 서구 지식인론의 아버지로 부를 만큼 중요한 자리를 

잡은 칼 만하임(K. Mannheim, 1893~1947)은 ‘자유부동하는 지식인’론으로 특징 지워져 

왔다.  

이처럼 만하임의 지식인 논의가 시기에 따라 변화함으로써 여러 논의가 존재하지만,
4
 

한 가지의 공통점은 역동적 종합에서 찾을 수 있다. 만하임에 따르자면 지식인은 다양한 

사회계급 및 집단에서 산출되고 계급 귀속 의식도 훨씬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유

부동하”며, 핵심 요소인 ‘교육’을 통해 결합되는 집단이다. 이들은 출신, 직업, 재산, 사회

적, 정치적 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식인을 한 계급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식인집단은 사회의 총체성에 민감해 하는 역동적 태도 혹은 실험적 태도의 경향을 갖는

                                           

4 존 헤른(J. Heeren)의 분석에 따르자면, 만하임의 지식인론은 시기에 따라 변화해왔다. 첫째, 

1929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가 출간되기 전까지, 지식인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계급 이익

에 충실했다. 그러나 1929년에 그는 ‘자유부동적 지식인’론을 주장하였고, 1930년대부터 그의 지식

인층에 대한 분석이 점점 “과학적”으로 발전하며 지식인의 사명에 대한 기대지수를 삭감해왔다. 반

대로 헤른의 분석에 대해 반박하는 자도 있다. 딕 펠스(D. Pels)은 헤른의 주장처럼 만하임이 영국 

망명 시절에 비판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부동하는 지식인층에 관한 관점을 급진화

시켰다고 제시했다.(강수택, 2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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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강수택 2001:59) 이들의 상대적인 무계급성과 공통된 교육재(Bildungsgut)는 결국 총

체성에 대한 지향을 요구하게 되며, 또한 사회의 조직화•전문화•대중화 등의 사회변동 속

에서 역동적 종합의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이 “종합화의 수행자”가 되

기 이전에 먼저 실행해야 할 의무는 사회의 근본적 모순, 즉 계층간의 갈등에 대한 깨달

음 얻는 것이다(송호근 1983:22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만하임은 지식인이 계급구속성을 탈피함으로써 사회의 총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보편성을 지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 : 그람시(A. Gramsci, 1891~1937)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마르

크스주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지식인의 이론과 실천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한다. 

그의 지식인 개념은 만하임처럼 지적 활동을 전제로 삼고 있지만 지적 활동은 모든 인간

에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와 지적 활동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의하면 지식인은 기능적인 의미에서 분류해야 하며, 그런 

관점에 따라서 전통적 지식인•유기적 지식인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람시는 자신의 

연구의 핵심을 “유기적 지식인”에 두어 지식인과 대중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했다. 피지

배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은 부르주아의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대항헤게모니를 구축한다.(그

람시 1999) 

 

사르트르의 ‘참여적 지식인’ : 20세기 서구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론 연구자인 장 폴 사

르트르(J.P. Sartre, 1905~1980)은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지식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지식인이란 “실제적 지식(savoir pratique)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주요 모순(전문직업적 

보편주의와 계급적 특수주의의 대립)으로 인해 소외 계급의 보편화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샤르트르 1993:97)  

사르트르가 묘사하는 지식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지식인은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다. 전문가는 실제적인 지식(의사-의학 지식, 변호사-법학 지식, 철학자-철

학지식, 등)을 활용하여 사회 전체에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이다. 둘째, 

보편주의적인 지식과 지배 계급이 요구하는 이익 사이에는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식

인은 항상 내적 긴장을 경험한다. 셋째, 지식인은 특권 계급뿐만 아니라 소외 계급으로부

터도 나올 수 없다. 지식인은 소외 계급을 위해 그들의 이론가가 될 수 있어도 지식인의 

계급적 특수성은 소외계급을 위하는데 끊임없이 방해된다.(샤르트르 1993)  

사르트르는 그람시와 달리 ‘유기적 지식인’(사회통합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부르주

아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을 넘어서 지식인의 참여와 비판을 강조한다.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획득한 지적 권위에 힘입어 다른 분야에 개입하는 자라고 하는 통상적인 

지식인 상은 바로 이 참여적 지식인을 가리키는 것이다.”(샤르트르 1993:17)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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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은 스스로 지속적인 자기 비판을 하며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와 투쟁함으로써 대

중들이 원하는 요구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강수택 

2001:115~116). 지식인은 자신이 처한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한 모순을 깨달아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참여•비판의 방법으로 공공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자다.
5
 

이상의 가장 유력한 지식인론들은 보편성과 진리, 총체성을 추구하며, 대중을 계몽하는 

지식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인의 종언 : 하지만 근래에는 이와 같이 근대적이고 대중 계몽적인 성격을 가진 전

통적 지식인, 비판적 지식인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

서 지적 삶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 증대, 지적 삶의 제도화 및 전문화,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자율적 공공 영역의 확장(공론장의 파편화) 등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 지식인이라는 

표현에 적합한 사람이 오늘날도 존재하는지 점점 더 의문시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인의 

종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리오타르 1993; 강준만 2002).
6
  

 

(2) 정보화와 지식인 : 집단지성의 한계 

한국에서는 정보화가 시작되면서 2000년대 초반 ‘신지식인론’이 아카데미를 벗어난 실

용적이고 상업주의적인 지식인상을 제시하였지만, 그 시장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오래 지

속되지 못한 유행에 그쳤다. 아마도 신지식인론은 시장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과거와 같

은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는 지식인이 몰락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90년대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상아탑으로 칩거하는 ‘전

                                           

5 켈너(D. Kellner)는 사르트르에게서 ‘비판적 지식인’, ‘공공 지식인’(public intellectual), ‘헌신적 

지식인’(committed intellectual)이라는 세 개념을 추출하였다. 비판적 지식인은 비판의 역할을 강

조하는 것이다. 헌신적 지식인은 작가의 역할에 관한 사르트르의 논의에서 추출된 개념으로서 자유

를 위한 참여 활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공공지식인 개념이다. 이것은 신문, 

잡지 등 여러 언론 매체를 창간•지원하면서 공적인 문제에 관해 글 쓰고 연설하고 개입하는 등 공

적 영역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평생 노력해 온 사르트르 자신의 삶에서 추출된 개념이다.(kellner 

1995:429) 

6 본 연구에서 미셸 푸코는 지식인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특수적 지식인’론을 제시하였는데, 

전문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체제에 저항하는 지식인을 가리킨다. 또한 지식인의 대중에 

대한 권위와 계몽적 태도를 부정한다. 이것이 적절한 지적이기는 하지만 특수적 지식인론은 보편성 

자체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닌 존재인지가 모호하다. 특수적 지식인론은 이미 학과

별로 분업화, 전문화된 현 지식시스템에서 기존의 전문화를 넘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지식인 

모델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이성재, 2012)  

7 홍태영은 ‘신지식인’ 담론이 비판정신이 아닌, 잉여를 창출하는 지식이 지배하고 양적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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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식인들이 상업논리와 미디어에 영합하는 ‘상업화’가 진행되었다.(쉬지린 2013)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식인에 대한 담론마저 사라지거나 혼란상태에 빠진듯하다. 그 자

리를 새롭게 차지한 것은 ‘집단지성’(또는 ‘대중지성’) 개념이다(이성재 2012:5장 ; 경향신

문 특별취재팀 2008:10장 ; 피에르 레비 2002).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더 이

상 중심도 없고 하나의 노선도 없는 대중인 ‘다중’ 개념을 제시하면서, ‘무리지성swarm 

intelligence’이라는 표현을 썼다. 열대 지방의 개개의 흰개미의 지능은 미미하지만, 이들

이 이룬 무리의 기능은 대단하다는 것이다. 또한 피에르 레비는 집단지성이 ‘네트워크’를 

구성해낸다는 점에 주목한다. 네트워크상에서 지식은 끊임없이 대중들의 평가 앞에 놓이

며 수정을 요구 받는다. 집단지성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결국 ‘연대’를 낳는다는 

것이다.(네그리&하트 2001) 집단지성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더 이상 대중들이 지식

인의 지도 하에 놓일 수 없게 된 현실을 반영한다. 지식인들은 더 이상 전위(前衛)가 될 

수 없다. 정보 네트워크로 인해 이제 지식은 대중화되며, 지식인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집단지성의 대표적 구현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2008년 한국

에서는 어느 누구의 지도도 없이 인터넷 공간의 토론을 통해 촛불집회가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로 열렸다. 촛불집회가 시민단체의 지도도, 야당의 지도도 없이, 여중생과 인터넷 토

론방에 의해 자발적으로 촉발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8
  

이러한 집단지성에 관한 논의들을 볼 때, 이제 지식은 모든 대중에게 공유되는 것이므

로, <더 이상 지식인은 필요 없는가>란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결국 ‘대중=지식인’이 되

어버린 것인가? 

하지만 집단지성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중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경계해

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한국의 ‘타블로 사건’처럼 한 개인을 집단적으로 매도하여 

큰 상처를 주는 집단 따돌림을 야기할 수도 있다(서이종&손준우: 2011).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과 급속한 확산성은 대중들이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를 신속히 퍼 나르고 무책임하

게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일종의 ‘집단광기’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소수의 지식인

보다 다수 대중의 견해가 더욱 지적이라거나, 유식한 사람이 많은 요즘은 누구나 지식인

이 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지나친 낙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최항섭 2009:292)  

그렇다고 해서 아카데미의 지식인의 영향력이 집단광기를 대체하고 지식인의 공적 역할

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지식인이 분과별로 전문화되고 상아탑으로 고립되거나, 미디어지

                                                                                                                     

지식인을 판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홍태영, 2013:206) 

8 물론 일부 언론은 촛불집회를 ‘광우병 파동’으로 보며 대중들이 잘못된 정보와 선전선동에 현혹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광우병 촛불집회가 집단지성이기보다는 집단광기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로 인

해 MBC <PD수첩>이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 났다. 

9 그람시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지식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그람시 19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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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으로 변신하여 상업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더 이상 지식인이 공적 역할

을 못하는 현시점에서, 아카데미 지식인과 집단지성은 긴장관계를 갖고 있는 듯하다. 

 

(3)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장점과 보편적 지식인의 

장점을 결합하여 공공적 역할을 하는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불가능한 것인가?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관련된 최근 개념인 한국의 ‘대중적 

지식인’ 개념과 중국의 ‘네트워크 지식인’을 먼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두 개념

은 집단지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 연구가 제시하려는 사

이버 공공지식인 개념 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  

대중적 지식인은 노명우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인터넷 논객, 파워 블로거, 파워 트위터

리언 등을 가리킨다.10 그런데 그는 이들이 파퓰리즘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

다. 이들은 이성이나 공공성보다는 대중들의 열광, 즉 ‘셀리브리티’에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1 따라서 그는 ‘전통적 지식인’이 이러한 ‘대중적 지식인’과 결합해야 하

며, 그래야 비로소 부르주아 공론장을 대체하는 보편적 의미의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견은 본 연구의 입장과 동일하다.
12

(노명우 2012)  

또한 네트워크 지식인 개념은 현재 중국의 파워블로거나 인터넷 논객을 가리키는 개념

이다. 네트워크 지식인은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문제에 대해 인터넷 상에 자

신의 의견과 생각을 제시하며, 이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고 시사에 관심이 높으며, 

독서를 하지만 보통 신문과 잡지 위주로 독서하는 자들이다. 또한 세속적인 것을 증오하

고 비판하는 성향을 보인다. 지식엘리트와 대중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일

종의 연예인의 팬이 아닌, 시사부문에 대한 팬이다.”(余志华 向宏艾, 2006)
13

 이 같은 정의

를 요약하면, 네트워크 지식인은 사이버공간의 네티즌들 중에서 두드러지는 개인(들)을 가

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적 지식인과 네트워크 지식인 양자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대중의 선호에 의존하

는 파퓰리즘과 셀리브리티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대중성에 끌려다니는 것은 공공성에 부

합할 경우도 있지만, 공공성과 배치될 가능성도 높다. 다수결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10

 노명우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와 시골의사 박경철을 대중적 지식인의 예로 들었다. 물론 정

교한 논증은 없다.(노명우 2012:276) 
11

 노명우는 팟캐스트 바람을 불러온 방송 <나는 꼼수다>의 한계도 셀레브리티로 보고 있다. 
12

 하지만 노명우는 위키피디아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집단지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노명우 2012)  

13
 참조: http://media.people.com.cn/GB/40606/4299164.html  

http://media.people.com.cn/GB/40606/42991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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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활약하되 공공성이

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이처럼 대중의 선호에 좌우되지 않으며 과거 전통

적인 근대적 지식인(2절(2))이 가졌던 공공성과 보편성을 소유한다. 다시 말해 사이버 공

간의 장점과 근대적 공공지식인의 성격을 결합한 개념인 것이다. 주의할 것은, 사이버 공

공지식인을 과거의 계몽적이고 권위적인 지식인의 부활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실선

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  

 

<그림 1-1> 

 

                               

사이버공간에 진입한 공공 지식인은 학문적 질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아카데미로부터 

자유), 네트워크의 비공식적 특징을 이용해 비판, 의견, 주장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대중성 확보). 물론 이러한 교류방식은 전문적인 학술지가 추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아카데미로부터 소외). 즉 이 같은 사이버상에서 지식활동은 기존 아카데미 지식인

의 활동과는 구조적으로 매우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활동을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중국 사례를 통해 탐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지식인 논의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분

석틀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다. 

 

(4) 사이버 공공지식인 개념 탐색 

공론장 :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사회를 사적 영역(시민사회, 가족; 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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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공권력의 영역(국가: 경찰의 영역, 궁정; 귀족사회), 그리고 공공영역(=공론장 ; 

정치적 공공 영역, 문화적 공공 영역, 도시: 문화 상품 시장)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공공영역은 여론(public opinion)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만인에

게 기본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사적인 개인이 공중(public)이 되려고 나누는 대화 속에

서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public)’의 성격을 정리하자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이성적 담론을 공식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용성 

2003) 

 

공공지식인과 시민적 지식인 : 사이버 공공지식인 개념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앞서 언

급한 ‘공공지식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필요가 있다. 만하임, 그람시, 샤르트르 등의 지

식인론은 보편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지식인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지식인 개념을 

구성하는데 참조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공공지식인 개념을 활용하되, ‘공공성’을 중

심으로 공공지식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중국학자 쉬지린의 개념과 포스너(Posner)의 

분류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쉬지린은 공공지식인의 요건인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공중에

게(to) 발언하는 것, 공중을 위하여(for) 생각하는 것, 사회의 공적 업무나 중대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about)>이다.
14

 하지만 이러한 쉬지린의 개념은 여전히 지식인의 계몽적 성

격, 권위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는 구모델에 머무를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 정보화 

시대에 대중지성, 집단지성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구모델에 가까운 지식인상은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인의 구모델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델로 ‘시민적 지식인’ 개념

을 검토할 만하다.  

또한 미국학자 포스너는 공공지식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자아대중화(self-

populizing), 즉 대중성을 갖추고 대중과 소통해야 하다는 점. 전문영역의 정책건의, 즉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 실시간 비평(Real-time Commentary), 

사회현상 예측(Prophetic Commentary), 예언자적 태도(jeremiad), 일반적 사회비판

(General Social Criticism), 전문적 사회비판(literary Criticism), 사회개혁(Social 

Reform) 등이다. 포스너가 제시한 조건은 공공지식인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묘사한 정리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Posner 2002:44)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너의 주장을 공공

지식인을 묘사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겠다. 다시 말해 포스너가 정리한 요건에 모두 부합하

지 않으면 공공지식인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

                                           

14 쉬지린은 중국 공공지식인의 이념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인, 유기적 지식인, 

특수지식인이 그것이다. 또한 그는 현 시대에는 ‘특수에서 보편으로’ 나아가는 공공지식인 상이 요

구된다고 말하고 있다.(쉬지린 2013:5장) 



- 10 - 

 

제이다. 포스너의 개념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느냐가 분석의 초점이 될 것이다.  

 

시민적 지식인에서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 : 사이버 공공지식인 개념을 도출하는데 있

어, 기존 지식인론 논의에서 ‘시민적 지식인civic intellectual’ 개념이 주목할만하다. 시민

적 지식인은 비판적 기능이 필수적인 과거 진보적 비판적 지식인과는 달리, 하버마스의 

개념인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이성을 발전시켜가는 지식인이다(강수택 2001). 특히 중요한 

것은 지식인에 의한 ‘공론장의 활성화’이다(시민적 지식인 개념을 제시한 강수택은 ‘공공

영역’의 활성화라고 썼는데, 현재는 ‘공론장’ 개념이 많이 쓰이므로 공론장으로 변경하였

다).  

 

“공론장의 활성화 역할은 전통적 지식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지적 

권위에 힘입어 어떤 공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명하고 주장함으로써 공론 형성

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 다른 사람 혹은 공중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냄(강조는 인용

자)으로써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돕는 것”(강수택 

2001:344-345) 

 

시민적 지식인은 전통적 의미의 ‘계몽자’가 아니다. 그는 공론화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기 보다는, “전문적인 문제제기자, 정보 제공자, 해석자”로서 “자신의 지적 능력

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다고 묘사하였다(강수택 2001:344). 그런데 여

기서 공론장의 활성화 역할은 아카데미 지식인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대중들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과거의 지식인-대중의 이분법은 작동하기 어렵

다.
15

  

그런데 시민적 지식인 개념을 제시한 강수택의 논의는 ‘사이버공간이 지식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식인과 사이버공간의 관계는 정보화된 현 시점에서

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정보사회에 이르러서는 인터넷과 SNS가 중요한 공론장 

형성기제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식인이 공론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인터

넷과 SNS는 피해갈 수 없는 매체가 될 것이며, 바로 그곳에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대중지

성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기존의 학술적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즉 일반 대중

도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5) 사이버 공공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공지식인을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 

                                           

15 비유를 써서 말하자면, 과거에 지식인은 공론장을 형성하는 엔진이었다면, 지금의 지식인은 단지 

엔진오일에 머물러 공론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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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것이다. 포스너의 관점에 따르면, 그들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사회적 문제에 대

해 자신의 분석과 관점을 밝히는 지식인이고,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비판성’을 가진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을 주무대로 활약함으로써 대중과 

소통하는 ‘대중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적 지식인의 특성상 그는 대중을 계몽하거나 권위를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그

의 역할은 단지 여론의 형성자로서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인민망(人民网)의 舆情监测室에서 최신 발표한 <2009년중국인터넷민정분석

보고(2009年中国互联网舆情分析报告)>는 공공지식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터넷 상의 풀뿌리 네티즌과 지식엘리트들은 동시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엘리트들의 발언은 블

로그와 웨이보(중국의 트위터)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화계 명인 블로그’, ‘카이디 인터넷’, 

‘중국개혁칼럼’ 등 BBS가 있고, ‘오유춘’, ‘중국선거와 관리망’ 등 학술문화 사이트가 있다. 이 엘리

트들이 소외계층을 동정하고, 사회적 불공평을 증오하고, 공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도덕적 마지노

선의 붕괴를 막고자 한다.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이버 엘리트들은 풀뿌리 네티즌과 호응한다. 

다른 한편으로 아카데미 지식층은 풀뿌리 네티즌과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인용문은 사이버엘리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버공간의 ‘공공지식인’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풀뿌리 네티즌과 사이버 엘리트를 구분한 것이다. 풀뿌리 

네티즌과 구분되는 ‘지식엘리트’, ‘사이버 엘리트’ 여러 칭호를 사용하였지만, 결국 공공성

을 강조한다는 점이 용어와 상관없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과 아카데미 지식층

도 대조하고 있다. 아카데미 지식층은 사이버 엘리트 및 풀뿌리 네티즌과 거리를 둔다. 

사실상 이는 공공 지식인 집단의 분화 및 다원화로 인해 일어난 현상이다.
16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형성된다면,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그 형성방식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유형1 :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이미 전통매체와 긴밀한 연계를 맺어 상당한 기존 

인지도가 있는 공공지식인(오프라인 명성->온라인 명성) 

 

                                           

16 인터넷 매체가 공공지식인이 발언하기에 항상 적합한 공간은 아니다. 먼저 공공지식인은 일반적

인 인터넷 논객과는 달리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하나

의 조건이자 대중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한 발언 환경의 자유(즉 표

현의 자유)도 필수적 전제이다. 대중들이 수많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을 이용해 바로 그들의 글을 

찾아 읽을 수 있고,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인용(퍼나르기)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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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 인터넷의 도움으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해 지명도를 획득한 공공지식인(온라인 

명성->오프라인 명성).  

 

유형2에 비해 유형1가 경력, 학력,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이

버 공간에서 더 핵심적인 것은 대중들에게는 지식인의 학문적, 사회적 배경보다는 표현, 

사고방식, 논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부적인 경력, 학력,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유형2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유형2의 ‘사이버 공공지식인’

만을 연구하고자 한다. 유형2는 기존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정보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에

서 특수성을 가지며 연구가치를 지닌다. 나아가 향후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가능성과 현실 

적합성에 대하여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제3절. 분석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틀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사회에서 사이버공간은 중요한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고, 지식인이 공론장을 주도하

기보다는 ‘활성화’하는 과제에 머무른다면, ‘사이버 공공지식인’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2> 사이버 공공지식인 모델 

 

위의 그림은 대중들이 공론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집단지성을 활성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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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론장’에 사이버 공공지식인(유형2)이 뛰어들어 그것을 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다만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공론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자극

할 뿐이며, 공론장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집단지성을 창조하거나, 대중을 계몽하지 않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일부(하단부)는 광기와 배설의 공간이지만 일부(교집합)는 사이버 

공론장이다. 지식인은 집단지성이 작동되는 사이버 공론장에서 대중들과 끊임없이 상호작

용하면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즉 그는 ‘여론의 형성자’

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형1의 지식인이 사이버공론장에 개입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는 여론에 영향을 미친 뒤 다시 오프라인의 제도적 지위로 회귀한다. 그의 근거지는 제

도권인 셈이다. 하지만 유형2의 지식인은 지식인으로서의 제도적 토대나 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은 사이버공간을 횡단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그림 1-3> 전통적 지식인 모델 

 

반면 전통적 지식인은 공론장의 중심에 자리하여 여론을 창조하거나 주도한다. 즉 그는 

‘여론의 주도자’이다. 대중들은 공론장의 외부에 자리잡으며, 지식인은 대중들의 요구를 

주도적으로 공론장에 반영한다. 지식인에게 대중은 계몽의 대상이며, 대중은 지식인의 지

도에 따른다. 지식인은 전위세력인 것이다. 본 연구는 <그림1-2>와 같은 형태로 지식인 

모델이 변화하였다고 가정하고, 분석틀로 삼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틀을 토대로 하되, 앞서 언급한 포스너의 공공지식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세부적인 공공성 여부를 찾도록 한다. 단, 유형2의 사이버 공공지식인만을 연구대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공공지식인 기준으로 추가함에 더하여, 앞서 대중적 지식

인과 네트워크 지식인과 사이버 공공지식인을 대중추수성 여부를 가지고 구분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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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과의 대립’도 포착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이상을 정리하면 공공지식인의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석도구 : 공공지식인 판단 기준- 

 

독립성 : 제도권으로부터의 독립(유형2의 기본 속성) 

자아대중화(self-populizing), 즉 대중성 : 사이버 지식인의 기본 속성이기도 

함 

대중과의 대립 : 공공성과 보편성을 위해 대중들과 사안에 따라 거리를 둠 

실시간 비평(Real-time Commentary) : 사안에 대한 즉각적 대응 

사회현상 예측(Prophetic Commentary) : 향후 도래할 사회상 예측 

예언자적 태도(jeremiad) : 주류질서와의 강한 대결 

일반적 사회비판(General Social Criticism) 

전문적 사회비판(literary Criticism) 

사회개혁(Social Reform) : 사회개혁의 방향성이나 아젠다 제공 

 

 

 

제4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분석틀과 분석기준에 따라, 중국 사이버공간에서 공공 지식인

의 형성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 지식인의 선정 기준은, 일차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견해를 활발히 표

명하고,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입장과 그 입장의 논거를 분명히 제시하는 이들로, 

대중성을 상당히 확보한 지식인을 고르는 것이다. 즉 ‘사회비판’과 ‘대중성’은 본 연구에

서 탐구하는 지식인의 기본 요건이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해당 지식인이 아카데

미에서, 즉 제도권 학계에서 권위를 갖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이버 공적 

지식인 중 일정한 아카데미적 권위를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유형1의 경우), 이것은 본 연

구의 대상이 아니며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17

  

                                           
17

 또한 사이버 공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익명성’이다.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발화자의 사회경제

적 정체성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폐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사회에

서의 지식위계질서와 어느 정도 독립된 지식인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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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카데미의 활동과 명성을 토대로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되는 유형이 아

니라, 아카데미와 관련 없이(독립성)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명성을 얻어 지식인

이 되는 유형2의 경우만을 다루려고 한다.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또한 대중성을 추구함에

도 불구하고(물론 무조건적인 대중성 추구는 지식인의 권위를 추락시킬 수 있다), 반대로 

대중과 강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대중과의 대립). 그가 공공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형2의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사례로 중국에

서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논객인 ‘한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한은 중국 2010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위에 올라 <

공공지식인 논쟁>을 촉발한 장본인으로서, 중국 지식층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준 대표적 

인물이다. 한한은 기존 공공지식인의 필수자격증이었던 ‘학력’이 없으며(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시절 소설을 이전에 발표하긴 하였으나 오프라인의 명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경우이다. 그는 폭넓은 대중성을 지니지만, 시간

이 흐르면서 아카데미 지식인들로부터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한이야

말로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유형2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인 자료분석과 텍스트분석, 그리고 텍스트를 둘러싼 담론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한한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한한의 텍스트를 내부적

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텍스트 내부적으로는 먼저 한한 블로그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양적 분석(게재글수, 조

회수, 댓글수, 공유(퍼가기), 좋아요 표시)을 시도하고, 한한 글로그가 다루는 주제를 영역

별로 분류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한의 블로그가 대중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을 파악한다. 또한 한한 블로그 텍스트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텍스트 세편(혁명, 민주, 

자유)을 내용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공공성과 보편성을 찾는다. 이 때 분석틀

에서 구성한 공공성 기준을 적용한다.  

텍스트 외부적으로는 한한 블로그 텍스트가 실제로 외적으로(정부기관, 지식계, 대중매

체, 네티즌들)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몇 편의 텍스트를 가지고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한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서 공공성과 보편성을 갖고 공론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

였음을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석틀에서 구성한 공공성 기준을 적

용한다. 

                                                                                                                     

한국의 미네르바의 경우는 익명성을 토대로 활발히 활약했던 바 있다. 한한의 경우는 자신을 공개

하고 활동했기 때문에 익명성의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익명으로 활

동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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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한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한한에 관한 중국의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상당히 많은 연

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한을 한 명의 사이버 논객으로 보기에는 그 영향력이 지

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문학비평의 시각으로 한한과 중국 주류 문학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살피는 연구가 

있다. 李瑞玲은 한한과 문학계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통해 당대 중국 주류 문학비평은 패

권적 성격이 다소 있으며 ‘진정한 주체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한한이 대

표한 비주류문화는 현재 문학계에 참조가 되며, 미래 주류 문학의 발전과 재건에 적극적

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李瑞玲, 2012)  

둘째, 언어학적 분석으로 한한의 작품(소설, 잡지 등 오프라인 매체) 자체에서 드러난 

표현방식 등의 문제에 관한 연구다. 王莲莲의 주장에 의해 한한의 표현방식은 다소 폐쇄

적인 특징이 있으며 이것은 중국 ‘80후 세대’가 주도한 표현양식이며 문학적 언어의 새로

운 발전이다.(王莲莲, 2012) 孙德阁는 한한의 위상이 초래한 사회적 영향력과 그의 작품의 

예술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분석하여, 문학예술, 현실 사회와 문학시장에 그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제시했다. (孙德阁, 2012) 汤天勇는 문화연구의 시각에서 한한 그리고 

‘한한 현상’은 단지 현재의 ‘유행문화’의 표상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비주류문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한한을 분석하며 청년세대(80후), 저항문화, 인

재양성, 교육체제 개혁 등의 측면에서 ‘한한 현상’을 검토한다. 먼저 熊伟는 한한이 주류 

문화가치와 반대로 매우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변문화 유형’이라고 제시했

다.(熊伟, 2009;136) 또한 黄丽娟는 청년비주류문화이론을 적용하여 한한으로 인해 형성된 

저항적 모델에 대해 정리하고, 그가 초래한 문화적 의미가 중국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적

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黄丽娟, 2011) 许娟는 중국 교육체제의 특수성

으로 인해 한한이 대표한 ‘80후’ 세대부터 인재양성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며, “인재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꽤 시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许娟, 2008) 李娜는 ‘한한 현상’을 

통해서 현재 중국 국문교육체제의 문제점(응시제도, 기계적인 교육방식)을 지적하며 국문

교육의 개혁이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李娜, 2011) 

넷째, 대중매체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도 있다. 陈刚의 주장에 따르면 ‘한한 현

상’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대중매체가 한한을 영웅적 존재로 신화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한은 중국 대중매체가 만든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가능성이 사실 사회와 권력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겼고, ‘한한현상’은 오히려 현대 중국

의 사회문화를 반성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비판했다.(陈刚, 2012) 何玲는 그와 반대로 

인터넷을 통해 한한이 ‘의견 지도자(opinion leader)’의 역할을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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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 한한이 블로거 ‘의견지도자’로서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객관적인 태도를 통해 자신

의 가치를 최대화시켰다고 보았다.(何玲, 2010) 邓熙는 한한이 일으킨 ‘한한현상’ 자체가 

전복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러나 한한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자기반성’이라고 지적했다. (邓

熙, 2012) 

이 같은 선행연구들 중에 한한을 공공지식인이라고 명시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장하는 

논문은 없다. 다만 ‘의견지도자’로 한한을 평가하거나, ‘한한 현상’ 자체의 사회적 의의를 

진단하는 연구들은 한한의 공공성을 옹호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

논문 이외에도 한한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가는 대단히 많다. 많은 중국 지식인들이 한한

을 ‘공공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이다(5장 1절 참조).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에

서 더 나아가 한한을 중국 공공지식인의 계보에 위치시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공지

식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제 남은 장에서는 먼저 중국사회에서 지식인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본 뒤, 

그가 사이버공간에 공공지식인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한한현상’에 대해 살펴본다(2장). 이

어서 한한의 대표 텍스트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분석해보고(3장,4장), 그것을 둘러

싼 텍스트 외적 반응(네티즌, 지식인, 언론의 반응과 논란)을 살펴보겠다(5장). 결론에서는 

한한이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제시한 

뒤,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살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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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국 지식인 지형의 변화와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등장 

 

제1절. 중국 지식인 지형의 변화  

 

(1) 현대 이전의 중국 공공지식인론 : 士와 天下 

중국은 역사상 “사(士)”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지식인이자 지배층에 속한 관

료 혹은 관료지망자를 가리켰다. “사”의 뜻은 “지식인”과 비슷하지만, 현대 중국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지식인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 현대의 “지식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은 “현대 사회의 하나의 계층으로 양호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수공이나 노동을 직업

으로 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한다.(쉬지린 2011:7)  

그렇다면 현대 이전 중국의 지식인 ‘사’는 현대의 지식인과 어떻게 다른가? 1987년 위

잉스(余英时)는  <고대 지식인 연구론집>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공자부터 시작해서 중국 “사”의 전통이 이미 2천 5백 년이나 이어졌다. 이것은 세계문화사에서 

유일하다고 본다. 오늘날 서양인에게 지식인은 “사회의 양심”으로 불릴 만큼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라본다. …… 여기서 사용된 “지식인”이라는 단어는 서양에서 특수한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즉 “지식인”은 일반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우선 조건

은 어떤 “지식”, “기능”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다; “지식인”은 교사, 기자, 변호사, 예술가, 문학가, 

엔지니어, 과학자 등 직업에 종사하는 정신노동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직업 

범위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그는 여전히 “지식인”이 되는 자격이 없다. 서양 학술계의 일반적인 이

해에 따르자면 소위 “지식인”은 자신의 전공 혹은 직업에 투신하는 외에 국가, 사회, 그리고 세계

의 일체 공공이익과 관련되는 사업에 깊숙이 관심을 가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항상 개인

의 이익을 초월해야 한다. 

서양 학자가 묘사한 “지식인”의 기본적인 성격은 중국의 “士”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자가 먼저 

제시했던 “사지우도(士志于道)”
18

는 “士”가 기본적 가치를 지키는 자라고 발표했다. 또한 증삼(曾参)

도 “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远。仁以为己任，不亦重乎? 死而后已，不亦远乎?”
19

의 교의로 후세에 

                                           
18

 『论语 里仁』에서 기록됨. 공자의 “士志于道，而耻恶衣恶食者，未足与议也”에서 추출되었다. 즉 

“도(道)에 뜻을 둔 선비가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더불어 큰 일을 의

논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士”의 진정한 목표는 포부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야 하며, 단지 초라

한 외적 환경에 의해 치욕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함께 큰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

다. 

19
 『论语·泰伯章 』 에 기록되어 있으며 “선비가 된 자는 반드시 넓은 포용력과 강인함을 지닐 것이

니, 임무가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仁’을 자기의 임무로 맡았으니 이 또한 무겁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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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말 이응(李膺)은 “高自标持，欲以天下风教是非为己任”
20

의 이미지로 후세

한테 존경을 받았고, 북송 범중엄(范仲淹)은 “士当先天下之忧而忧，后天下之乐而乐”
21

라는 명언을 

남기며 지식인에게 열정과 꿈을 다시 주었다. 만약 서양 지식인을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면 “사”는 

시대의 문화 사명을 지키는 특수계층으로써 예전부터 중국역사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余英时:1987) 

   

위잉스에 따르면 “사”는 국가, 사회,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자다. 

그러나 그는 지식인의 공공성을 자아성(自我性), 전문화와 분리하여 그 중에 내포한 “천

하”(天下)의 개념을 강조한다. “천하”는 중국 고대 유교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개념이

다. “천하”는 현대 공공지식인을 가리킬 때 “공적”의 개념과 가깝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천하 개념은 중국 지식인이 관료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하”는 가국천하(家国天下)를 최종 목표로 한다. 고대 유교사상에서 출세(出世)

과 입세(入世), 도(道)와 리(利) 등의 문제에 관한 토론은 유가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입

장을 잘 드러내준다. 공공성이 국가나 관료로의 진입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둘째, “천하”

가 의미하는 것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세상 모든 사물이지만, 온 백성의 ‘공동 이익’을 의

미하기도 한다. 맹자(孟子)는 “思天下之民，匹夫匹妇有不被尧禹之泽者，若己推而内之沟中，

其自任以天下之重如此”
22

라는 메시지에서 지식인으로써 지켜야 할 사명과 책임을 묘사했

다. 위잉스는 이렇듯 고대 지식인에 있어 “천하”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제시했지만, 막상 

그것이 공공지식인에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 전

통 지식인상은 관료적 요소와 백성의 이익을 위하는 요소가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서구의 지식인이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에 근거한 지식전문가를 토대로 하고 있다면, 중국

의 지식인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존재’의 모델을 갖고 있다. 

유가학자 뚜웨이밍(杜维明)은 유학(儒学) 이념에서 “사”의 개념을 공공지식인 개념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에 따르면 공공지식인은 “새로운 지식인상이고, 이는 서양

문화권의 지식인상과 다르며, 후자의 기반은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23

 그가 

이해하는 공공 지식인에는 단순히 전문화와 비전문화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서구적 기준이 

                                                                                                                     

가? 죽은 뒤에야 이 모든 걸 그만 둘 것이니, 이 또한 멀지 아니한가?”로 이해할 수 있다. 

20
 薛莹，『后汉记』에 기록되어 있으며 “자신의 선비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내세우며, 천하(사회)의 

모든 시비와 공과를 평가하여 결정해야 한다.” 

21
 군주는 백성이 근심하기 전에 근심거리를 걱정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해야 한다. 

22
 군주는 백성에게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23 
“그리스식 교육의 목적은 비전문적인 신사를 양성에 있어; 19세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도 마찬

가지로 빅토리아 시대의 전문화 추세를 대항하려고 노력한다.” (Joseph R. Levenson 20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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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정치, 경제, 언론 등 여러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자가 더 적합하다. 그는 유가 

전통에서 이런 지식인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믿다. 요컨대 그가 주장하는 공공지식

인은 “정치에 대한 관심, 사회참여, 문화를 중시”하는 자이며, 역사적 사명감과 도덕적 자

각(自覺)이 있는 자다.(杜维明:501,606) 

결국 중국 전통 지식인은 인문정신을 가진 자이자 동시에 관료로서 공식적으로 통치에 

참여(활동)하는 존재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인문학적 인간을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로 

선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속성이 구현된 존재가 ‘사대부’이다. 전통시대 사대부의 당당한 

위상은 3가지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 1) ‘정치’는 성인의 도를 구현하는 도덕적인 행위이

다. 2)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조직된 ‘성인의 학’은 최고 그리고 최대의 학문 체계일 뿐 

아니라 지고지선의 가치규범을 제공하는 유일한 원천이다. 3) ‘성인의 학’을 전수받은 사

대부는 최고 지식인인 동시에 최고의 도덕적 인격을 구비한 존재이다. 그래서 사대부는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정치문화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다.(이성규, 1996) 전통

적 사는 사민(四民)의 으뜸이며, 삼민(三民)의 모범이고, 대중에게 분배되는 사회적 역할을 

따라야 했다.(루오즈톈, 1999;270) 사대부 모델을 통해 중국 전통지식인은 국가와 사회를 

일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요약하자면, 중국 지식인 모델 자체가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공공성을 필연적으로 포

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공공지식인이 가지는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대부라는 전통적 자원은 중국의 근대화에 따라 단절되었고 그것

이 지닌 사회에서의 지도적 기능도 중단되었다. 현대 중국에서도 “천하”를 추구하는 가치

관은 90년대의 ‘인문정신’ 논쟁에서도 재연되었다(본장 2절 참조).  

 

(2) 중국 근대화와 지식인 : 탈전통화 

중국 초기 근대화의 핵심인 1919년 5.4신문화운동
24

은 사실상 두 가지 함의가 있다. 하

나는 반제국주의 애국운동이고, 또 하나는 사상계몽 운동이다. 중국 지식층과 청년 학생

들은 중국전통문화를 되돌아보며 계몽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시기 근대적 중국 지식인들

의 특징은 서양문화 수용, 탈관료화, 대중성, 참여 등이다. 

첫째, 서양문화를 수용하여 자신을 반성하였다. 따라서 이후 중국 현대 지식인은 중국

전통문화를 비판하고 서양 현대문화를 옹호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였다(서양문화 수용). 둘

                                           
24

 중국 5.4운동(五四運動)은 1919년, 러시아 혁명(1917년)의 영향을 받아 중화민국 베이징 대학의 

대학 교수, 강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산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혁명운동으로서, 중국에 변화가 

발생되는 사건이 되었다. 학생운동이 혁명운동으로 변화하는 정치운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신민주주의 혁명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또한 근대사·현대사의 중국의 중요한 사

건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참조: http://ko.wikipedia.org/wiki/5%C2%B74_%EC%9A%B4%EB%8F%99  

http://ko.wikipedia.org/wiki/1919%EB%85%84
http://ko.wikipedia.org/wiki/%EB%9F%AC%EC%8B%9C%EC%95%84_%ED%98%81%EB%AA%85
http://ko.wikipedia.org/wiki/%EC%A4%91%ED%99%94%EB%AF%BC%EA%B5%AD
http://ko.wikipedia.org/wiki/%EB%B2%A0%EC%9D%B4%EC%A7%95_%EB%8C%80%ED%95%99
http://ko.wikipedia.org/wiki/%EC%A4%91%EA%B5%AD_%EA%B3%B5%EC%82%B0%EB%8B%B9
http://ko.wikipedia.org/wiki/%EC%A4%91%EA%B5%AD_%EA%B3%B5%EC%82%B0%EB%8B%B9
http://ko.wikipedia.org/wiki/5%C2%B74_%EC%9A%B4%EB%8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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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예전과 달리 5.4운동에 참여하는 지식인은 중국 고대 사대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각과 자아의식을 스스로에게 요구한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체제에 의존하지 않으며, 개

인적 자각을 기초로 하는 ‘독립적인’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다.
25

 더 이상 지식인들은 관

료적이고 국가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독립성=탈관료). 셋째, 대중들과의 관계

에도 변화가 있다. 고대 사대부는 문언문(文言文)을 통해 대중들에 대한 자신의 통치지위

를 확고히 했기에 지식과 권력의 동맹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나 5.4운동부터 지식인은 백

화문을 중심으로 한 문화혁명을 주도하여 이러한 과거의 동맹관계를 파괴하고 지식인과 

대중들 사이의 간극을 축소하려 했다.(대중성) (张爽, 2008) 마지막으로, 1919년 신해혁명

이 실패한 후, 지식인은 급진적 정치행위주의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기 시작했으나, 그럼

에도 여전히 자신을 중요한 정치 참여자로 생각한다.
26

(참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지식인 관념에 많은 변

화가 일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이제 지식인이 국가와 유착되어야 한다는 관념은 부정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관념상의 변화일 뿐이고 이후에도 중국 지식인의 국가와의 유착은 

지속된다. 

 

(3) 신중국 성립과 문화대혁명 : 중국 지식인의 트라우마와 수동성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한 중국에서 지식인의 지위는 대체로 위

축되었다. 특히 건국자 마오쩌둥은 지식인을 기본적으로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존재로

서 인식하였고, 강력한 사상개조 운동을 통해 노동계급 의식을 갖춘 프롤레타리아트로 전

화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27

 이에 따라 1950년대 초반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은 수백 명씩 

사상개조를 받았다.(이문기, 2006) 그러나 마오쩌둥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채

택한 결과 지나치게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개조와 중공업 위주 발전 전략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신해혁명 시기의 경험을 되살려 인민 대중과 다양한 계급

간의 단결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점진적으로 건설하려 하였다.(서진영, 

2008) 마오쩌둥은 또한 사회주의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단계에서의 인민 내부 모순

은 기본적으로 ‘비적대적’이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의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쌍백정책(双百政策：百花齐放 百家争鸣)’을 

천명하였다.(이문기, 2006) 허나 이 같은 일시적인 유화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 

                                           
25

 5.4운동의 계몽은 사실 중국민중의 이성적 의식, 비판적 의식, 개체의 의식을 깨우치며, 내면의 

교화를 통해 서양 산업문명의 이성적 정신과 자유의식을 중국문화에 첨가한다.  
26

 知识分子与现代中国， 人民网 

참고: http://history.people.com.cn/GB/198449/204344 

27
 1951년 9월 29일 저우언라이가 북경시와 천진시 대학교원을 상대로 한 지식인 사상개조 문제에 

대한 보고가 건국 이후 최초의 지식인 정책이다. (『周恩来选集』第5卷，北京，人民出版社，1977) 

http://history.people.com.cn/GB/198449/2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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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백정책’ 이후의 유화 국면에서 지식인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마오쩌둥은 1957년 6월

부터 급격하게 정책을 전환하여 계급투쟁 원칙으로 돌아선다. 지식인을 공격대상으로 삼

는 ‘반우파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28

 중국 지식인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비판기

능이 완전히 차단된 채, 지식과 문화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29

의 

첫 해가 시작된 것이다.(이문기, 2006) 

문화대혁명은 1966년 시작되었다.
30

 중요한 공격 대상이 문화예술인 및 비판적 지식인

이었다. 문화대혁명 기간 중 모든 대학은 폐쇄되었고, 초기에 홍위병 운동에 가담했던 수

많은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하방(上山下乡)되어 농민 재교육 임

무를 맡아야 했다. 마우쩌둥 통치 시기 중국의 지식인은 쁘띠브르조아 계급으로 규정되었

고, 스스로 인민대중과 결합하여 부단히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극복해야만 되는 혁명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지식인은 철저한 탄압의 

대상이었고, 많은 지식인이 반우파(反右派)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이문기, 2006) 

이 시기는 중국 지식인들이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시기이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지식

인 관계에 결정적인 분열을 초래하였다. 또한 지식인 자체도 분열되었다. 지식인은 부르

주아 계급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간주되어 권력 외부로 쫓겨났으며(하방), 일부 지식인은 

관변지식인으로서 문혁 선동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인집단은 해체되었고 사실상 전

국가적으로 교육과 연구가 중단되었다. 지식인의 경제적 생산관계에서의 지위도 격하되었

다.(한설래 1998)  

다시 말해 공공 지식인의 활동공간이 소멸되었으며, 지식인은 관변지식인 이외에는 공

적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간혹 문화

대혁명 중간중간에 해빙기가 존재하여 이공계적 지식전문가와 탈정치적인 인문사회과학에 

한해서 활동이 허용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공산당이었다. 공공지

                                           
28

 반우파 투쟁으로 1년 여간에 55만 명의 지식인과 일부 관료들이 ‘우파분자’로 낙인찍혀 각급 기

관과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 중 일부는 문화대혁명이 종료될 때까지 20년간 노동개조를 받아야 했

다. (胡绳,『中国共产党的七十年』, 北京, 中共党史出版社, 1991) 

29
 일반적으로 지식인에 대해 가장 극심한 탄압이 이루어진 시기를 문화대혁명 10년으로 보지만, 

국가-지식인 관계 측면에서 볼 때 문화대혁명 기간은 1957년 시작된 반우파 투쟁의 연장선상에 지

나지 않는다.(페어뱅크•골드만 2005) 

30
 문화대혁명의 발단은 당시 대약진운동 시기 마오쩌둥의 급진노선을 비판하다 숙청된 펑더화이

(彭德怀)를 추모하기 위해 북경시 부시장 우한(吾晗)이 <해서파관(海瑞罢官)>이라는 문장을 썼다. 이

어 좌파인 야오원위안(姚文元)은 우한을 향해 이념공세를 가하여 <신평해서파관(新评海瑞罢官)>을 

발표했다. 이를 지켜본 마오쩌둥은 당내 주자파(走资派)가 존재한다고 잘못 인식하며 <사령부를 포

격하라: 나의 대자보(炮打司令部：我的一张大字报)>를 인민일보에 실어, 반혁명자 및 우파가 사실 

류야오치와 덩샤오핑이라고 전인민에게 부르짖었다. 이로써 문화대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3 - 

 

식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공공지식인은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한설

래 1998) 

마오쩌둥 시기 중국 지식인의 ‘잃어버린 20년’은 중국의 현대화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

서 지식인의 전문성과 비판기능을 유용한 역량으로 흡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좀 더 긴 

안목에서 보면 2천년 동안 이어져온 ‘문인정신’ 전통의 단절을 의미한다. 마오쩌둥의 중

국적 사회주의 건설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식인의 건전한 비판기능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고 체제 내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이문기, 2006) 이 같

은 문화대혁명의 경험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고유의 ‘수동

성’을 규정한다. 국가의 지식인정책이 지식인의 위상을 규정하는 이 시기에 공공지식인은 

존립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과감한 연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문화혁명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중국지식인 고유의 트라우마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31

  

 

(4) 80년대 : 계몽적 공공지식인의 등장 

하지만 70년대말부터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70년대 말~80년대 초 중국사상해방운동

과, 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문화열(文化热)”이 시작되었고 지식인들은 문화혁명의 

상흔을 딛고 일어섰다.(徐友渔, 2004)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와 함께 지난 20여 년간 직장에서 쫓겨나고 노동개조를 

받았던 지식인은 복권되어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고 각급 학교도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지

식인의 복귀는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지식인이 개혁지도부와 함께 마오쩌둥 시대의 

이념과 정책노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념과 현대화 전략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와의 연대 

세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혁 초기 이들 지식인 엘리트들은 주로 대학이나 

사회과학원과 같은 국가연구기관, 언론, 출판사 등에 종사하면서 개혁정책의 이데올로기

적 기초와 각종 개혁의제를 제출하는 정치적 자문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문기, 2006) 그뿐 

아니라, 80년대의 지식인들 중 일부는 반체제 저항운동을 주도하였다.  

80년대는 지식인들이 ‘계몽적’ 지식인으로서 특히 대중 계몽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이 제시하는 이데올로기가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개혁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등소평의 사회주의 개혁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국가권력의 비

호를 받았다. 또한 대중의 대변인으로서 개혁이념을 선전하고 대중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

의 역할을 담당했다.(박승현, 2011)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회지명도가 매우 높고 수많은 대중 독자들을 끌어 모았

                                           
31

 중국이 아직까지 ‘비판적 지식인’이란 말보다 ‘공공지식인(혹은 공공지식분자)’란 말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인 압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공공지식인이 서구에서 수용한 용

어일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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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공공 지식인(公共知识分子)”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이들 중에는 인문학자, 작가, 

문학자, 철학자 등 학술전문가들도 있었고 정부 내 고위 관료들도 있었다. 70년대 후반부

터 중국의 사상계에서 자유사고, 최초로 나타난 정치적 지향의 동질성,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가 타올랐고, 이런 사회환경에서 “공공 지식인”도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것이다. 

이들은 대학에서 강연하고 신문과 잡지에 글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중국 지식층뿐

만 아니라 대중 사이에도 인기를 모았고 사회의 핵심이 될 만큼 활발하게 활동했다.  

공공 지식인 공간에서 몇몇 유명한 공적 잡지, 예를 들면 베이징의 『독서』, 『미래를 향

하여』, 『문화: 중국과 세계』, 상하이의 『문회월간』, 『서림』, 우한의 『청년포럼』 등이 자신

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론장이 되었다. 그리고 몇몇 유명 지식인 집단이 네트워크적 

유대를 형성했다. 예를 들면 『미래를 향하여』에는 과학주의 지식인들이 집결했고, 『문화: 

중국과 세계』에는 인문주의 지식인이 모였으며, 중국문화서원에는 문화융합주의 지식인이 

모였다. 이렇게 공적 지식인의 형성에 따라 토론의 장이 구성되며 전국적으로 밀접한 네

트워크의 토대가 갖춰졌다(쉬지린 2013:217).  

그러나 이 시기의 지식인들이 완전한 공공 지식인 개념에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애매하

다. 왜냐하면 이들은 추상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상, 관심은 형이상학

적 성격을 가지며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바가 적었다. 이들은 주로 인문

학자로 구성되었고 전문분야가 철학, 문학, 윤리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연구대상은 대부분 

중국문화, 서양문화, 인도주의, 주체성 등이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대중매체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아 지식 전달수단이 전통적 매체인 인쇄물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가정책

이나 공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80년대에 인쇄매체를 중심으

로 공론장이 형성되고, 공공지식인이 계몽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5) 천안문사태 : 공공지식인의 재주변화 

이 같은 공공지식인의 등장은 천안문사태로 잠시 좌절되었다. 천안문 민주화 시위로 인

해 개혁적 정치 지도자와 엘리트 지식인간의 개혁 연대가 좌절되었던 것이다.(이문기, 

2006) 결국 20세기 초 5.4운동 시기에 비견될 만큼 지적 자유를 누리며 다양한 개혁담론

을 형성했던 1980년대 중국 지식인 활동은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좌절과 실패의 역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문기, 2006)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근대화 등의 개혁적 주장들은 더 이상 국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중국식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지식인들은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었다.(박승현, 2011) 천안문 사태 이후 지식인들이 광장에서 밀실로 후퇴하는 이른

바 ‘퇴거서재(退居书斋)’ 조류가 나타났다. 이 같은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학술규범 논

쟁’을 일으킨 베이징 대학의 천핑웬 교수가 주간을 맡은 학술지 <학인>의 창간이다. <학

인>은 중국지식인이 상아탑으로 퇴거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천핑웬은 그 창간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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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도리를 깨달음’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얻기 바

랄 따름이다. …. 물러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 백 번 나은 일이다.” 그는 다만 ‘학술적 

품격’을 추구하려 한다고 다른 곳에서 말하였다(김태만 2004: 91~92). 이에 따라 급진주

의는 비판받고 부정당하기에 이르렀고, 혁명론은 ‘개량론’에 자리를 내주었다(김태만 

2004:128). 이러한 서재로의 퇴각은 천안문사태 이후 탈출구를 찾을 수 없던 현실 속에서 

부득이 한 선택이었다.(이욱연, 2003) 

 

제2절. 중국 공공지식인의 위기 : 전문화와 시장화 

 

천안문사태로 공공지식인은 잠시 주춤했지만, 등소평의 92년 ‘남순강화’ 이후 시장주의

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개혁개방 정책이 좀 더 전면적으로 추진되었고, 지식인의 사상

적 자유와 자율적 활동공간도 더 확장되었다.  

그런데 이런 자율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중국 지식인은 그 담론과 역

할 측면에서 1980년대보다도 오히려 더 보수화되고 국가주의로 경도되는 아이러니한 현

상이 나타났다. 전면적 대외개방으로 서구와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서구 학문이 더 많

이 수입되는데도 반서구화,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의 경향이 더 강화되었으며, 반체제 지

식인 활동은 그 규모와 영향력에서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1990년대 중국사회의 전반적 보

수화 경향을 ‘신보수주의의 부활’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일차적 원인은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과 보수적 정치세력의 득세로 전사회적으로 ‘안정과 질서’

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이문기, 2006)
32

 

90년대가 흐르면서 80년대식 계몽주의의 몰락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는 ‘인문정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자유주의와 신좌파 간의 논쟁구도가 형성되었다.(강진석 2010) 

동시에 중국의 개혁, 특히 시장화가 가져온 부정적 측면인 빈부격차, 지역격차, 부정부패, 

국제관계 등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현실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게 되며 지식인들

의 사조와 사상이 다원화되었다.(이양호 2004) 또한 발전하는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공론

장이 다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90년대 중반부터 『동방』, 『현대와 전통』, 『방법』 등 잡

지를 중심으로 공론장이 다시금 급속히 성장했다.  

80년대의 공적 지식인에 비해 90년대 지식인들은 관심 대상이 더욱 ‘현실적’이고, 여러 

                                           
32

 90년대 지식인의 보수적 경향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소련 및 동구 국가들이 채택한 정

치민주화를 포함한 급진적 개혁모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다른 하나는 1992년 이후 시장경제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경제적 수입증가와 사회

적 신분상승의 수혜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점차 보수적인 기득권세력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이문기, 

2006) 마지막 하나는 지식인들이 80년대의 루소식 급진적 자유주의에서 탈피하여 영미식의 중산계

급 자유주의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萧功秦,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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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출발해 ‘다양한 관점’을 내세웠다. 90년대 공공지식인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90년대 공공 지식인은 대중매체 발달에 힘입어 현실문제에 더 주목하였다. 시장

화와 상품화가 전개되고 기술발전에 따라 대중매체가 점점 발달하면서 평론가, 학자, 작

가들을 양적으로 더 많이 요구하면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왕샤오밍을 필두로 한 인문정

신 논쟁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더욱더 열띠게 진행되었다(김태만 2004:134~140)
33

 따라서 

90년대 일부의 국가지식인이 경제적 독립을 통해 국가종속성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지식

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생겼다. 즉 지식인이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90년에 들어서 중국 지식인은 서양이론의 ‘다원적’인 특징을 깨달았다. 80년대 공

공 지식인은 서양이론을 분석틀로 중국의 현실에 대해 연구, 비판하고자 하였기에 다원적

이지 않고 일원적인 특징을 가진다. 특히 그들에게는 “五四新文化” 운동 이래 “민주”, “이

성”, “자유”, “현대화” 등 이념을 보편적 가치로 수용했다. 비주류 급진적인 성향을 보인 

‘도덕적 이상주의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신적 신도’를 자처하면서 루쉰의 반항과 

비타협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선포했다.”(쉬지린 2013:228)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보여 주는 왕후이를 비롯한 ‘비판적 지식인’(신좌파)이 약간 늦게 등장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빈부의 분화, 정경유착, 부

패 등 불공정의 문제가 점차 두드러졌다. 많은 지식인들은 이러한 불평등의 양극화가 심

화되는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샤오꽁친 : 67). 왕후

이는 일상생활에 은폐된 권력관계를 폭로하는 것이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보았

                                           
33

 50년대 초이래 출판업은 전문분업의 원칙에 따라 집중편집 출판하는 방식으로 국영출판사인 ‘신

화서점’이 계속 독점하였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출판시스템은 문화혁명 시기를 걸쳐 8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어왔다. 1950년에

는 전국적으로 출판사가 211개였고, 그 중에 지방정부 관할 출판사가 184개였다. 중앙과 지방 간의 

양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는 먼저 공영, 지방을 통합시켜 각각 인민출

판사, 인민교육출판사, 외문출판사, 과학출판사, 지도출판사 등 분야별로 재편했다. 1957년 말까지 

출판사 재편은 대부분 끝났고 전국 출판사는 103개로 줄었다(그 가운데 중앙 55개; 지방 48개). 중

국 계획경제체제의 영향 하에 도서 출판업계는 국가사업형 관리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공공부문에 

속했다. 다른 국가기관의 지도를 받는 부서와 마찬가지로 출판부서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출판부서는 대부분 국가소유이므로 국가에게 절대적인 관할권이 있다; 둘째, 조직형식에 의하여 출

판부서는 전형적인 관료제적인 특징이 있다. 각 출판부서는 행정직급(省部级厅，局级，处级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직속 상급주관부서가 관리자를 임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출판부서의 운영비(직원임금

복리, 운영경비 등)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十一届三中全会의 “拨乱反正” 이후 출판

업은 큰 성장의 계기를 맞이했다. 1986년 전국 출판도서가 5만 여종을 이루었고 시장경쟁을 시작했

다.(剻明锋 20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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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4

  

1990년대 중국 지식인의 이 같은 분화와 다원화는 한편으로는 지식인의 전문화 정도를 

높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해 ‘미디어 지식인’이 등장하기 시작했

다. 미디어 지식인은 주로 ‘보이지 않는 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보다는 이윤동기에 따라 

지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격렬한 주제와 표현방식을 활용해 

자신의 효용성을 높였다.(쉬지린 2013:219)  이제는 국가의 통제만큼이나 시장의 압력이 

지식인의 존재양식을 구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공론장의 성장 및 개혁과 시장화가 제공한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식인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체제저항적 지식인은 쇠퇴하였고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국가의 대 지식인정책의 성공과 함께 시장화의 확산에 대한 지식인 집단의 

적응과정에서 형성된 결과이기도 하다. 시장화 개혁이 지식인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양면성

을 갖는 것이었다. 한 측면에서는 문화적•지적 자율성 증대로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크

게 확대되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지식의 상품화와 지식인의 사적 이익 추구활동이 만연

되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비판의식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식인들은 점차 기득권 세력으로 변화하면서 기층대중과의 연대활동은 

물론, 비판적 사회참여 활동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이문기, 2006) 이러한 전문화와 전반

적인 상업화는 지식인이 공적 문제에 참여하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침식하는 측면이 많다

고 볼 수 있다. 쉬지린은 90년대 중국 지식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1980년대에는 전대미문의 활기찬 공공문화생활이 영위되었다. …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

은 크게 변했다. 우선 외부의 환경적 요소가 공론장을 크게 압박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식인, 

잡지, 단체들은 개별적 성과만 남기고는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시장사회가 

등장하고 해외 정세가 변하면서 지식계 내부에 심각한 사상적 분화가 일어났다. … 통일된 지식계

는 완전히 없어졌고 공공문화생활은 심각하게 균열되었다. 더 이상 1980년대처럼 공적 토론을 하거

나 일치된 공적 주제를 갖지 않았다.”(쉬지린 2013:217~218) 

 

과거와 같은 전통적 유형의 공공지식인은 상아탑에 칩거하는 지식인이 늘어나고, 시장

에 투항하는 지식인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사라지는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쉬지린에 

따르면, 90년대 말이 되면 지식인의 공공성 상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이 되

                                           
34

 비판적 지식인(신좌파)들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먼저, 자본주의 비판이론으로 이

미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중국사회를 분석하며, 자본주의가 해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경제와 정치의 관계에 시선을 집중하여 현재 중국 고난은 자본주의의 대가로 본다. 또한 사회적 평

등과 공평의 가치를 강조한다.(샤오꽁친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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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쉬지린 2013: 227)  

 

제3절 중국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등장 : 파워블로거 

 

(1) 인터넷 공론장과 공공지식인 논쟁 부활 

현재 중국의 지식인들은 지식인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신좌파의 거두인 왕후이는 잡지<독서>를 창간하여 지식인들이 전문화와 상업화에서 

벗어나 학술적인 공론장을 마련하도록 애쓰고 있다. “전문학자들간의 토론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매체를 통한 공론장 형성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의 매체에 대한 통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최은진 2012:254)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당국의 언론매체와 대중매체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강력하다(손관수:2013). 이는 중

국의 공론장에 불변하는 상수(常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술잡지를 통한 

공론장 형성은 사실상 전통적인 공론장 형성 방식이다. 따라서 이 같은 방법이 갖는 한계

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보화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에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당국이 언론을 통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2011년 

윈저우 열차 추돌사고, 2012년 베이징 폭우 피해 보도 등에서 인터넷과 SNS는 당국의 통

제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2013년 초 당의 언론통제에 항의

한 <남방주말> 파업사태에서도 인터넷은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파업에 대해 의견 댓글 

수가 5억건을 넘을 정도였다.(손관수, 2013:230~231) 

이 같은 인터넷의 공론장 형성력,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부상에 따라, 

2000년대중반부터 중국에서는 “공공 지식인”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35  특히 

2004년 중국 주간지인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 7호 특집인 “중국의 영향력 있는 공

공 지식인 50인”은 다시 ‘공공지식인’ 개념을 부활시키고, 지식인층부터 대중까지 큰 주

목을 불러 일으켰다. 이 특집을 기획한 이유에 대해서 편집자는 “지금은 지식인이 가장 

많은 시대이지만, 동시에 지식인이 가장 적은 시대이다. 또한 지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라고 말했다.
36

 공공지식인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개탄하고, 지식인들이 공공적 

자리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공공지식인” 개념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서양사회의 “Public Intellectual”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공공지식인의 특수성

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그 후로 <남방인물주간>의 정우경좌제작실(政右经左工作室)은 

                                           
35

 <남방인물주간>이 제시한 공공지식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학술 배경과 전문적 소질이 있는 

지식인들; 2. 사회에 진언(進言)하고 공공 사무(事务)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3. 비판정신과 도의를 지

키는 이상주의자들. 
36

 《南方人物周刊》, 2004년1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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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 매년 중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정우경좌판 공공지

식인”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발표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공공지식인의 몰락에 대해 애

석해하면서도 공공지식인의 부활에 대한 열망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 같은 공공지식인에 대한 관심은, 중국 공공지식인의 상실에 대한 우려임과 동시에 

공공지식인의 등장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특히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많은 파워블로거

들은 언론통제가 강력한 중국 매체 현실에서 공공지식인 부활의 중요한 가능성으로 다가

왔다.  

 

(2) 파워블로거에서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 

현재 중국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고 파워블로거들이 매우 많다. 사이버공간이 탄

생하기 이전 지식인은 전통매체를 통해 발언하였다. 그러므로 난감한 것은 지식인의 발언

이 대중들에게 전달할 때 검열을 통해 가공될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대중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전통매체가 지식인의 발언을 선택적으로 게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파

워블로거의 탄생은 어느 정도 이러한 악순환을 완화시켰다. 공공지식인은 블로그를 통해 

전통매체에 이미 게재된 보도에 대해 직접 보충 설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사후 자신

의 주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 또한 공공문제에 대해 전통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

게 신속히 자신의 관점을 발표할 수 있다. 대중들이 이들의 공공문제에 대한 관점을 알고 

싶다면 블로그만 방문하면 된다. 블로그가 바로 공공지식인이 전통매체에 도전할 수 있는 

도구인 셈이다.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여 사이버상에 비판적 

분석을 게재한다. 특히 각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지식인들의 글을 메인 화면에 노출시켜 

논쟁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이들의 고정 칼럼을 정기적으로 실어 네티즌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어떤 경우 이들의 신분, 배경이 대중들에게 알려지

면서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기도 한다. 

현재 중국 사이버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공문제를 다루는 파워블로거는 주

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블로거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유명세가 있는 공공지식인(유형1)

이다. 이들은 대부분 네티즌들에게 신분과 직급을 공개하여 실명으로 활동한다. 예를 들

면 마우위스(茅于轼)
37

, 랑센핑(郎咸平)
38

, 왕후이(汪晖)
39

 등; 또 하나는 블로그로 인해 유

                                           
37

 茅于轼, 저명한 경제학자, 天则경제연구소소장. 현재 연구소법인대표 및 아시아 개발은행의 등기

고문, 중국환경과 발전국제합작위원회 에너지팀 중국측 전문가, 태평양경제합작위원회 에너지팀 국

제고문멤버, LEAD국제프로제트중국이사회 회원, China Economic Review 고문편집, 중국에너지연

구회 부이사장 등 

38 
郎咸平,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와튼스쿨 박사. 현 홍콩중문대학(香港中文大學) 출강 교수. 랑센핑

은 글로벌 회사의 경영과 금융전문가로서 회사 감독관리, 프로젝트 융자, 직접 투자, 기업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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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를 탄 ‘파워블로거’(유형2),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익명이고 일부는 실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한, 스녠칸차이(十年砍柴)
40

, 连岳
41

 등이 있다.  

2002년 중국의 블로그 창시자 方兴东은 블로그 개념을 제시하고 그 뒤 중국 ‘博客网’의 

홈페이지에 “매일 5분, 사상을 위하여 파이팅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문구에서 드

러나는 것은 중국 최초의 블로그 사이트 ‘博客网’이 시작할 시점, 블로그 상에 가장 활발

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은 바로 언론인과 전문적인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이다. 중국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블로그라는 도구는 기존의 지식인이 주

로 활용한 것이므로, 태생적으로 지식인과 관련성이 높다. 이렇듯 블로그는 지식인 친화

적이므로, 블로거들 중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파워블로거들을 가리키는 말이 1장에서도 소개한 ‘네트워크 지식인’이다. 네트

워크 지식인은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문제에 대해 인터넷 상에 자신의 의견

과 생각을 제시하며, 이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고 시사에 관심이 높으며, 독서를 하

지만 보통 신문과 잡지 위주로 독서하는 자들이다. 또한 세속적인 것을 증오하고 비판하

는 성향을 보인다. 지식엘리트와 대중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일종의 연예

인의 팬이 아닌, 시사부문에 대한 팬이다.” 이 같은 정의를 요약하면, 네트워크 지식인은 

사이버공간의 네티즌들 중에서 두드러지는 개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네크워크 지식인 그룹은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등장하는 인력풀(poll)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대중추수적이고 셀리브리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 중 공공성과 보편성을 고수

하는 지식인만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 파산 등 분야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고 이미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39 
汪晖, 칭화대학인문대학 교수, 1991년 지인과 함께 <학인>을 창간함, 1996~1997년 <독서>잡지의 

주편집장, 주요 저서는 <저항절망: 루쉰과 그의 문학세계(反抗绝望：鲁迅及其文学世界)>(1990), <무

지방황: ‘5.4운동 및 반응(无地彷徨：“五四”及其回声)>(1994), <왕후이자선집(汪晖自选集)>(1998), <

사화를 다시 겪다(死活重温)>(2000), <현대중국사상의 시작(现代中国思想的兴起)>(2005) 
40

 스녠칸차이, 9월 1일, 유명한 인터넷 작가 ｢스녠칸차이(十年砍柴)｣는 서우후(搜狐, sohu)에 있는 

자기의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삭제하고, ｢칼을 휘둘러 스스로 거세를 하니 모두가 조화롭다(揮刀自

宮皆大和諧)｣라는 글을 게시판에 남겼다. 그는 “이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을 삭제했다. 며칠 동안 

글이 편집되어 숨겨진 횟수가 너무 많아 차라리 나 스스로 거세를 하여 온통 하얗게 만들어 진짜 

조화롭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스녠칸차이｣는 사법부에 소속된《법제일보(法制

日報)》의 유명 기자로 본명은 리융(李勇)이다.  

41
 랸웨(连岳), 본명 钟晓勇, 저명한 비판가 및 파워블로거. 1990년 교사, 1994년 검사, 1997년 모 

지방의 신문기사. 2000년 <남방주말>의 기자. 2001년 <21세기 경제보도>의 편집자. 2002년 공직을 

사퇴한 후 전직 칼럼작가로 활동. 칼럼 내용은 주로 중국 국내외 정치평론이고, 젊은 독자 중에 높

은 지명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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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최근 블로고스피어가 더욱더 엘리트화되고 있다. 블로그가 지식인들의 공간

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의 약진은 사이버공간 

이용자의 다수를 웨이보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오히려 블로그를 지적인 공간으로 되돌

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1월 15일 발표된 CNNIC의 <제31회 중국 인터넷 발전상

황 통계보고>에는 블로그와 웨이보[중국의 트위터]의 사용 현황이 나와있다. “블로그의 사

용자는 해마다 감소하며, 그 발전 추세는 최초의 평민화, 풀뿌리화에서 엘리트화로 전환

된다. 일부 파워블로거의 블로그, 그리고 전문성이 강한 블로그는 여전히 높은 조회수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 사용자는 상호작용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웨이

보로 향했다.”(CNNIC, 2013) 

블로그 탄생 10주년을 맞이하여 ‘블로그중국(博客中国)’은 20여 개의 블로그 매체와 연

합하여,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블로그 10년 이래 중국을 영향하는 100명의 파워블로

거(博客十年影响中国百名博客)’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42

 선정 

분야는 ‘건설추친’, ‘과학기술블로거’, ‘경제금융블로거’, ‘사회블로거’, ‘생활블로거’ 등으로 

나누어졌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상은 ‘사회 블로거’이다. 수상자는 李承鹏、韩寒、十

年砍柴、柴静、吴祚来、吴法天、司马南、孔庆东、鲁国平、李之悔、黄胜友 등이다. 이중에

는 언론인, 작가, 인터넷 논객, 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한도 블로그중국의 리스트뿐 

아니라 각종 블로거 리스트에 여러 해 동안 파워블로거로 포함되어 왔다. 한한도 네트워

크 지식인들의 대열에 포함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한한이 일반적인 파워블로거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네트워

크 지식인과 다른 지점, 그들을 넘어서는 무엇이 있는가? 한한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한한현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4절 ‘한한 현상’ 

 

<그림 3-1> 한한 

 

                                           

42http://top100.blogchina.com/home.action# 

http://top100.blogchina.com/hom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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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부터 작가이자 한 사이버 논객이 공공지식인으로 호명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한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1) 해외에서 주목하는 정치 블로거 

중국의 한 청년 블로거가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등극했다.
43

 20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위였다. 또한 

2009년 Foreign Policy지는 그는 세계 100대 사상가(thinker)로 선정했다. 그의 이름은 

한한이다. New Yorker지는 2008년 이미 “한한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한한을 미국인들

에게 소개하였고, 2012년에 Financial Times는 한한과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The 

Atlantic지는 한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훌륭한 외모의 문학 악동, 고등학교 

중퇴자, 베스트셀러 작가, 레이싱 선수, 중국 패션잡지 표지모델을 장식하고, 블로거로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며, 인터넷경찰에 의해 감시당하면서도 때로는 반체제인사들도 화나게 

하는 인물”.
44

 

이렇듯 한한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주목받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블로거로서이다. 한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블로거이다. 2013년 6

월까지 한한 블로그의 방문자수는 6억에 육박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언론탄압에도 불구

하고 정치적 견해를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함으로써 반체제인사들과 청년네티즌들의 환영

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반체제 블로거도 아니다. 그는 ‘민주, 자유, 혁명’

이라는 세 편의 글로 인해, 보수로 전향했다 혹은 원래 보수였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만큼 그는 논란의 중심에 항상 서왔다.  

중국지식인들의 체제비판적 글쓰기는 보통은 현재의 사회문제를 직접 거론하기 보다는, 

과거의 시기를 끄집어내어 –예를 들어 명나라가 이런 현상 때문에 멸망했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 작가들은 영리하게 정치적 트러블을 피하는

데 선수”
45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었고, 인터넷은 감시가 어렵다는 

구조적 속성이 있다. 한한은 이 같은 인터넷의 속성을 잘 활용하여 현재의 사회문제에 대

해서 직접 거론하였다. 하지만 한한은 풍자나 조롱, 아이러니, 유머 등의 방식을 쓰지 직

                                           

43 http://www.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972075_1972078_1972568,00.html 

#ixzz2VXKiXvyy 

44 Jeffrey Wasserstrom, ‘The Most Famous Chinese Blogger and Racecar Driver You’ve Never 

Heard Of’, The Atlantic, 2012.8 

45 Jesper Schlaeger, „Political Blog in China: the case of Han Han‟, 2011.8.12 

[http://infocus.asiaportal.info/2011/08/12/political-blogs-in-china-the-case-of-han-han-by-jesper-

schlaeger-phd-fellow-copenhagen-university/] 

http://www.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972075_1972078_1972568,00.html#ixzz2VXKiXvyy
http://www.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1972075_1972078_1972568,00.html#ixzz2VXKiXv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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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거나 실명을 거론하여 비판하지 않는다. 또한 블로그 외적 환경도 

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한의 독자가 대단히 많아졌기에, 정부는 한한의 블로그를 지

나치게 감시하거나(물론 여전히 감시하고 있지만), 폐쇄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

다.
46

 한한은 절묘하게 경계를 넘지 않되, 주어진 공간과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치

블로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47

  The Atlantic지는 한한은 냉전적 프레임으로는 범

주화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의 지식인이라고 평가하였다. 정부의 감시를 받지만, 그렇다고 

반체제 지식인으로 범주화되지도 않는다.
48

 

게다가 한한은 주류 대중매체에는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물론 한한에 대한 보도

는 수시로 쏟아진다(5장 3절 참조). 하지만 한한은 대중매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른

바 전통적 대중매체에 친화적인 ‘미디어 지식인’도 아닌 것이다. 최근 한한은 블로그 활동

을 다소 줄이고, 전통적 매체인 잡지를 창간하여 활약하고 있다. 

 

(2) 중국 세대 논쟁 주도 :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지식인 탄생 

2006년 3월 2일 중국 문학평론가 바이예는 “80후 세대의 위상과 미래”라는 글을 포스

팅했다. 그 내용은 80년~89년 사이에 태어난 작가들의 작품을 맹렬히 비판하는 것이었다. 

한한은 이 글에 대해 “문학패거리는 꺼져라. 잘난 척 하지마라.”라는 제목의 글로 응수했

다.
49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를 한-바이 논쟁이라고 부른다. 논쟁의 핵심은 80

후 작가들이 과연 진정한 작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이다. 같은 해 3월 4일의 글에서 바이

예는 한한의 글이 문학논쟁의 선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자 작가 루

티엔밍, 루추안, 뮤지션 가오샤오쑹이 논쟁에 끼어들었다. 당시 온라인의 핫이슈가 되었다. 

한한은 이 모든 논객들과 논쟁했고, 위의 네 사람은 결국 자신들의 블로그를 폐쇄했다. 

한한은 이 논쟁을 통해 80후 대변인이자 지식인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청년세대들의 관심

을 끌기 시작했다. 그는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한은 이로 

인해 과거 특출난 ‘천재소년’에서 ‘청년 지식인 대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3) 학벌로 인한 표절 논란 : 학력자본이 없는 지식인 

표절 논란은 이미 한한이 유명세를 탄 이후에 벌어졌다. 2012년 1월 15일 중국 한 저

명 블로거인 마이톈(麦田)이 자기의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인조한한(人造韩寒)”은 사이버 

                                           

46 Jesper Schlaeger Ibid. 

47 Ian Johnson, „Why aren‟t you grateful?‟, NYRblog, 2012.10.1  

[http://www.nybooks.com/blogs/nyrblog/2012/oct/01/han-han-why-arent-you-grateful/] 

48 Jeffrey Wasserstrom, „The Most Famous Chinese Blogger and Racecar Driver You‟ve Never 

Heard Of‟, The Atlantic, 2012.8 

49 http://www.ifeng.com/fcd/200804/0428_3040_51184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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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중국 인기 작가 및 네티즌으로부터 80후
50

 공공지식

인으로 지칭된 한한(韩寒)이 지난 1999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있었던 신개념 글짓기대회에

서 “배중규인(杯中窥人)”
51

으로 1등을 차지한 것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이톈은 “당

시 글짓기대회 시험 출제자는 한한의 부친 한런쥔(韩仁均)과 대학 동기”라며 “한한이 글

속에 인용한 다량의 경전, 라틴어, 명구 등은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17세짜리 소년

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해석해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의 힘을 빌려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마이톈은 지난 2008~2011년 한한이 블로그

에 글을 올린 시기와 한한이 CRC(국가 랠리 챔피언십), CTCC(중국 투어링 카 챔피어십) 

등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기간을 분석한 결과 도저히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

행하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마이톈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한은 강하게 부

인하며 1월 16일 자기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나는 아직 매니저도 없고 대필작가 따위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한한의 이러한 대응에 마이톈이 금새 사과를 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했다.  

하지만 중국 정보통신업계의 신화로 불리는 신화두(新华都) 그룹의 CEO 탕쥔(唐骏)의 

학력위조 사실과 의대 교수의 논문표절 사실 등을 폭로해온 인물인 팡저우즈(方舟子)는 

마이톈보다 더욱 강력히 한한을 공격하고 나섰다. 팡저우즈는 한한의 작품 《삼중문(三重

门)》을 한한의 부친 한런쥔이 대필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한은 “대필”

에 대해 가소롭다는 반응을 보이며 “만약 주위에서 한한 대필 작가진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거나 만난적이 있거나 혹은 대신 글을 써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온다면 현상금 2000만 

위안을 주겠다”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1월 30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한한은 자신의 

소설에 대해 대필 의혹을 제기한 논문 표절 및 학력위조 폭로 전문가 방저우즈를 고소했

다. 한한은 고소장에서 팡저우즈에게 사과와 함께 1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같은 논쟁의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블로그, 웨이보 등을 통해 논쟁

하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은 뜨거워졌다. 도한파연맹(倒韩派联盟), 정한파연맹(挺韩派联

盟)
52

 간의 분쟁은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의 영향을 받아, 특히 집단 구성원이 익

                                           

50 80년 이후 출생한 중국의 외동아들, 딸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참조 

http://baike.baidu.com/view/4689.htm?subLemmaId=6022465&fromenter=%A3%B8%A3%B0%BA

%F3 

51 잒 속에서 읶생을 엿본다. 

52 SNS을 통해 한한 대필의 의혹을 둘러싸 양립하는 두 조직이다. 도한파연맹의 인원구성은 다양

하며 그들의 의견, 입장 등 다소 다르지만 대필여부에 관한 증거와 분석에 동일한 목적을 두고 있

다. 이와 맞선 진영 “정한파연맹”은 한한을 지지하는 데에 있어 목적이 다양하다. 하나는 설령 한

한의 대필 사실이 증명이 되더라도 중국 민주화 발전을 위하여 “여론지도자”인 한한을 지켜야 한다

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대필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 비난은 아직 이르다라는 비교적 이성적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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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 경우 논란의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다.(郭于华, 2012)  

한한 대필의혹 사건의 또 하나의 논쟁은 바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간의 양립불가

적 특성에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한의 대필이 과연 존재했는가에 대한 진위여부가 

핵심이겠지만, 한한이 강력히 이 사실을 부인하며 그에 대한 증거로 자필원고(手笔)까지 

제출한 마당이라 오직 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직후 팡저우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한이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마땅

히 그의 권리다. 하지만 그의 글에 대한 분석, 질의, 비평 등은 언론자유와 학술비평에 속

하지, 명예권을 침범한 것은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의 나의 질의에는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논리를 지켜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언론자

유와 명예훼손 간의 분쟁은 이번 사건의 가장 유의미한 쟁점이고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지식인 간의 갈등, 충돌을 예시하는 시작이다.(万佳欢，唐磊；2012)
53

 또한 이 사건 자체

가 공적 토론을 보여주는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사이버 공

간에서 토론자의 신분불문(身份不问), 즉 연령, 출신, 성별, 직업 등, 개개인 특징은 토론

에 참여하는 문턱이 되지 않고, 반대로 전공, 직급, 능력, 경험 등이 정확한 평판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郎咸平，2012)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바로 한한의 신분이다. 한한은 고등학교 중퇴이다. 

한한 현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54

 2004년 중국<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에서 

선발한 “중국의 영향력 있는 공공 지식인 50인”
55

에 한한이 낙선됐지만, “2008년도 백명

화인 공공 지식인”(2008年度百位华人公共知识分子)에서는 한한이 베이도우(北岛), 천단칭

(陈丹青) 등 저명 학자와 함께 입선됐다. 또한 2011년 연말 한한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谈革命>(혁명을 이야기하자), <说民主>(민주를 말하자면), <要自由>(자유를 요구하

다) 세 편의 글이 그의 공적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고려해야 할 것은 <남방인물주간

>에서 제시한 공공 지식인의 정의다. 즉 “학문적 배경과 전공 소질이 있는 지식인; 공식 

여론을 배포하며 공적인 사건에 참여하는 행위자; 비판적 정신과 도의를 지키려는 이상

(理想)을 가진 자.” 만약 이 기준을 한한에 적용하자면 ‘학문적 배경이 있는 지식인’이라

는 조건부터 불합격이다. 따라서 그는 2004년 공공 지식인의 선발에 낙선되었고 2008년 

                                                                                                                     

고; 또는 “음모론(阴谋论)”을 업어 이 사건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인위적 꾸

민 쇼다라는 한한의 팬클럽의 주장이다. 
53

 《中国新闻周刊》，참고: 2012年第04期 

54
 한국에서 신분 면에서 유사해 보이는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미네르바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중국

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전문대졸의 백수’라는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시민들

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최선

정,2012)  
55

 참조: http://business.sohu.com/s2004/zhishifenzi50.shtml 



- 36 - 

 

다시 입선 되었다. 그런데 이후 한한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지식인을 대표하게 되었다. 기존 지식인층도 한한을 공공지식인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다. 

2004~2008년 간에 중국 지식인층, 그리고 대중은 ‘공공 지식인’에 대한 관점에 어떤 변

화가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한한은 사이버 공공지식인인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한이 블로거로서 활동한 최근 몇 년은 중국 90년대 이래 공공지

식인 집단이 쇠약해지는 기간이었다. 지식인이 국가체제에 의존하든 시장원리에 의존하든, 

그 ‘의존성’은 그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구속한다.
56

 공공지식인이 독립적인 성격과 공공 

문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잃는다면, 가장 중요한 ‘공공성’이 필연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어떤 시대이든 지식인들이 ‘공공성’을 상실하더라도, 대중들은 ‘공공성’을 다시 갈망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에, 도덕기준상실과 사회적 혼란에 

빠진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는 공공지식인은 더욱 비판적인 발언을 해야 한다. 그

러나 대중의 갈망과는 반대로 중대한 공공문제가 발생할 때, 많은 지식인들은 침묵한다.  

중국의 언론통제는 이러한 현실과 공명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그 속성상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 정부의 통제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터넷이 특

히나 중국사회에서의 공론장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7

 한한은 공론장에 가

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중국 인터넷에서의 논쟁들의 중심에 있거나 그 주위에서 활약해

왔다.
58

   

처음 한한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특히 주류매체에서는 그를 ‘이

족(이상한 놈)’으로 보았으며 ‘반역하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그는 ‘별종(另类)’의 

호칭을 얻었고 반역하는 ‘80후 세대(80년대 이후 태어난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한한현상’은 여전히 뜨겁게 논란이 되는 문제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이후 점점 긍정

적으로 바뀌었다. 한한은 블로그로 주류문화를 뒤집어 지지를 확대했던 것이다. 2007년 

                                           
56

 한한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인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작가는 정부와 합작하면 

안되고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한다. 간혹 자신의 관점이 정부와 일치하더라도. 정부가 엉망이면 작

가로써 비판해야 한다.” (CNN 2010.6.3) 

http://www.cnn.com/2010/TECH/web/06/03/han.han.china/index.html 

57
 한한은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100퍼센트의 글쓰기 자유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더 나은 글쓰기 환경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인터넷 환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다만 이렇게 덧붙힌다. “하지만 정부 또한 우리가 쓴 글을 삭제할 자유를 갖고 

있다.”(David Pilling, ‘Lunch with the FT: Han Han’, Financial Times, 2012.4.21) 

58
 Jeffrey Wasserstrom 앞의 글 

http://www.cnn.com/2010/TECH/web/06/03/han.han.china/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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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남방인물주간>의 한 보도는 “아마 우리가 한한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발표했으

며 한한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한의 ‘탈선행위’를 주류문화가 재평가

한 것이다.   

한한의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에 관한 논쟁(일명 2006년 이후의 ‘공공지식

인 논쟁’)은 지식인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천당칭, 아이웨이웨이, 량원다오 등의 공

공지식인이 한한은 공식적인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다. 저명한 작가 육천

명(陆天明)도 그와 인터넷상에서 논쟁한 이후, ‘한한은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고, 자기 

사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작가 왕삭(王朔)은 “한한은 ‘80후’세대 가운데 

가장 명석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王朔, 2012)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 명인 마이톈(麦田)은 ‘사실 한한은 대중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며 독립

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麦田, 2012) 유명 칼럼작가 쉬즈위엔(许知远)은 ‘한

한이 일으킨 파동은 현재 중국의 빈약함, 슬픔, 경박스러움을 두드러지게 했다…… 총명

한 청년이 몇 마디 진언을 하더니 이 시대가 바로 그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한의 승리라기보다는 대중문화의 승리고, 전체 민족의 실패다.”(许知远 2010) 칭화대 

샤오잉 교수는 대중문화의 소비성향과 지식인의 냉소주의(cynicism)가 한한 현상을 만드

는 두 가지 큰 요소라고 주장했다.(肖鹰 2012) 

사실 한한에 칭찬과 비방은 그들의 마음속 지식인상과 한한이 일치하는가에 달려있다. 

한한에 대한 평가는 이미 공공지식인들에게 하나의 ‘기호’가 되었다. 즉 자신이 속한 지식

인 진영과 그 의식구조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한한이 사이버공간뿐

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상당한 영향력과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한한의 공적 발언을 살펴볼 때, 그는 주류질서에 저항하는 ‘공공지식인’의 유형을 재구

성하여 중국사회와 중국 지식계에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중국에서 체

제 내 주류적 지식인을 위협할 정도의 의미가 있음을 이 같은 지식층들의 논란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3장에서는 한한이 어떻게 사이버공간을 통해 ‘공공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

었는지 먼저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분석함으로써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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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한의 공공지식인적 성격과 텍스트 분석Ⅰ 

 

본 장에서는 한한 블로그에 대한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을 시작한다. 먼저 본 장에서는 

한한 블로그 전반에 대한 양적 분석(게재글수, 조회수, 댓글수, 공유(퍼가기), 좋아요 표시)

을 시도하고, 한한 글로그가 어떠한 주제들을 주로 다루었는지를 영역별로 분류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한의 블로그가 대중성과 공공성을 더불어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제1절 연도별 텍스트 총괄 분석  

 

한한은 2006년에 처음 신랑(新浪)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는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지금까지 약 6억 가까운 조회수를 달성했다. 2008년 12월 19일 그는 황젠샹(黄

健翔), 쿵칭둥(孔庆东) 등과 같이 신랑 top10 파워블로거에 선발되었다. 2009년에는 중국 

‘80후’ 청년작가 인터넷랭킹, <아시아주간(亚洲周刊)> 풍운아, <신세기주간> 올해의 인물 

등에 선정되었으며, 2010년 4월에 이르면 미국 <타임> 주간지의 ‘전세계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다.  

본 절에서는 한한이 유명세를 누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그의 블로그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며 연도별로 주제, 내용, 네티즌 반응(조회수, 댓글수, 공유, 좋

아요 표시) 등을 각각 고찰하겠다.
59

 이를 통해 한한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이 대중성과 

더불어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며, 따라서 본고의 주장대로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 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1) 2008년 블로그  

2008년 한한은 총 105편 글을 포스팅했다. 그 가운데 4월, 6월 각각 15편을 써 가장 

많이 발표했고, 11월에 3편으로 가장 적게 썼다. 평균 3일에 한 편을 썼고, 매월 평균 

8.7편을 발표했다. (표6) 

<표4-1> 2008년 한한 신랑블로그 게재 글 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량 4 10 8 15 10 15 6 10 10 7 3 7 

 

2008년 한한의 블로그 포스팅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이다. 한한은 정기적으로 블로그

                                           
59

 한한의 신랑블로그: http://blog.sina.com.cn/twocold,  

http://blog.sina.com.cn/twocold


- 39 - 

 

를 관리하며 네티즌들에게 새로운 관점이나 주장을 펼쳤다. 기존 한한 블로그의 팔로워들

은 습관적으로 한한의 블로그에 들러 새 글을 읽을 수 있고, 마치 정기구독자처럼 한한의 

독자가 된다. 다른 한편 새로운 네티즌들에게는 신선감을 주어 그의 독자가 될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한한의 ‘공공성’ 즉 자신의 전공분야 외에 사회, 정치, 국제관계 등 문제에 관한 공적 

발언을 확인 하기 위해, 먼저 그의 블로그 글을 주제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 개인적 정보 : 4가지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첫째, 한한이 출간한 책에 관한 정보, 대

중반응 등 의 정보들; 둘째, 한한이 레이싱 선수로 출전한 시합에 관한 소개 등; 셋째, 한

한의 사적 생활, 개인 일정 등에 관한 정보들; 넷째, 이상 3 가지를 종합한 정보들. 

- 공공 문제 : 한한은 소설작가이면서 동시에 레이싱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소설과 레

이싱 주제 이외의 주제, 즉 사회, 정치, 국제관계, 예술(영화, 문학) 평론 등. 단순 사실 

전달을 다루는 글이라도 그 사실을 선택해 블로그에 게재한 것 자체가 그의 생각을 반영

하고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문제에 포함시킨다. 

- 기타 : 분류하기 곤란한 잡다한 사적 소회. 예를 들면, 친구의 죽음에 대한 애도글 

등. 

<표 4-2>  2008 년 한한 신랑블로그 분야별 분류 

분야 공공문제 개인적 정보 기타  

수량 72 22 11 

백분율 68.6% 21.0% 10.4% 

  

 주제별로 한한 2008년 블로그를 정리한 결과는 <표4-2>와 같다. 표에 의하면 공공문

제에 관한 글은 72편이고, 개인적 정보와 기타는 각각 22편, 11편이다. 개인정보(소설홍

보, 레이싱 선수 생활 등)에 관한 소개에 비해 공공문제를 다루는 글이 3배 가까이 많다. 

공공문제에 관한 글에는 다양한 소재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작가협회와의 분쟁, 중국영

화가 발전할 수 있는 대안, 쓰촨 대지진에 대한 응원,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 서장 문제 

등이 있다.  

한한은 그러한 공적 소재들을 단순한 사회이슈에 그치도록 하지 않고 보편적 문제로 확

장시켜 자신의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12월24일 ‘新年几事(신년몇일)’에

서 그는 먼저 자신이 게스트로 출현한 영화를 소개하고 대만 연예인 이능정(伊能静)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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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후난성 모 방송의 현장 투표 위조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받은 비난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서 국민투표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에서 공정투표를 바라는 것은 과분한 요구라고 결

말을 지었다. 

또 한가지 특징은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여러 편

의 글을 썼다. 예를 들면 3월17일 ‘松岛枫’에서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 여배우 松岛

枫를 소개해 그녀의 블로그 주소를 링크하고, 이어 4월12일 ‘他们对不起松岛枫’ 글에서 

网易웹사이트 관리자가 ‘한한이 음란을 유인한다’ 등 비판의 글만 모은 행위에 대해 반박

하고, 4월13일 “看过’成人网站’后的反馈”에서 网易가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는 중국 사이버 공간의 발언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대중들의 시선을 끌

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사를 싣되 기사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담은 논평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12월14일 ‘郑继超影视基地’ 글에서 한한은 2007년 11월15일부터 2008년 1월

12일 여러 신문자료에 실린 기사를 검토하고, 중국주석 후진타오를 포함한 수많은 관료들

이 홍수 수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똑같은 한 집만 방문했음을 발견했다. 한한은 한 집

만 여러 인사들이 방문한 사실을 비판하며, “드라마 촬영장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중국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포함된 ‘쇼(show)’적 요소를 지적하였던 것이다. 쓰촨성 대지진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쓰촨성 지진현장으로 가 현장을 보도하면서 중국인들에게 

기부나 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2008년 한한이 공공문제를 다루는 글 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그림4-1>과 같다. 그래프

에 의하면 그가 블로그에 게재하는 글의 수가 많을 때, 글 내용도 공공문제를 다루는 글

이 많았다. 즉 한한의 블로그는 공공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조회

수도 공공 문제를 다루는 글이 높다. 이는 대중들에게도 한한 블로그가 주로 공공 문제 

블로그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월은 다소 예외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공공문제를 

다루었지만 조회수가 높지 않다. 이는 대중이 별로 관심이 없는 올림픽 이슈를 주로 다루

었던 것이다(8개 공공문제 글 중 6개). 올림픽 시기에는 스포츠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

에 사실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담은 한한의 글에 대한 관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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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한한은 자신의 블로그에 네티즌들의 댓글을 소개하기도 한다. 4 월 13 일 

“看过’成人网站’后的反馈”에 이전 글 ‘他们对不起松岛枫’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을 

소개해 자신의 ‘청백’을 밝히려 한다. 그는 중국 网易 사이트 측에서 제기한, ‘한한이 

음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네티즌의 목소리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한한은 기존의 공공지식인과는 다르다. 공공지식인은 자신의 

관점을 대중들에게 전달해 계몽적인 역할이 크다. 그러나 한한은 오히려 때로는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 그는 ‘나는 절대 댓글을 삭제 안 한다.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마찬가지다’라며 그와 네티즌들 간의 신뢰, 인정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교류 방식은 대중들에게는 한한과의 관계가 더욱 평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한한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티즌들과 공통의 

인식을 달성한다. 이러한 네티즌 댓글을 자신의 논의에 다시 피드백시키는 한한의 블로그 

운영방식은 최근 인터넷관련 연구에서 핵심어인 ‘집단지성’의 모델에 부합하는 행위로 

해석 가능하다.  

이제 2008 년 한한의 블로그를 총정리 해보자.  

<표 4-3> 2008년 한한 블로그 조회수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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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블로크 월벿 비교

2008년 블로그 월벿

비교

조회수 40맊 이상의

블로그 수

공공문제에 관핚

블로그 수

블로그 제목 주제 조회수 

日记[2008年05月15日] 

(일기) 
공공 1556335 

不要动不动就举国暴怒           

(걸핏하면 전국적으로 분노에 빠지지말자) 
공공 1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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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회수가 가장 높은 top10블로그 글 중 9개가 공공문제를 다루는 글이다. 이를 

봐도 네티즌들이 한한 블로그를 공적 문제를 다루는 블로그로 인식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이 10편의 글 중에 오직 1편(写给徐浪)만이 한한이 자신의 친구를 애도한 글이고, 

다른 9편은 서로 화제와 분야는 상이하지만 모두 공공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화제의 성질에 의해 공공문제를 다루는 9편의 글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사회에서 실시간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日记[2008年05月

15日], 不要动不动就举国暴怒, 希望刘翔再破世界纪录) 이 세 글은 쓰촨 대지진 응원, 샤론 

스톤 ‘망언’ 사건, 류시앙 올림픽 경기 탈퇴 사건이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일기’는 한한

이 쓰촨 대지진을 주목하고 자신의 응원방식을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

한은 그 외 중국 소수의 유명인사들이 재난 지역에 기부하는 행위를 빌려 자신들의 인지

도와 대중들의 인증을 받는 현상에 대해 비판했다. 따라서 자신은 돈을 기부 하기보다 직

접 쓰촨에 가서 응원하겠다는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한한의 특징이다. 

그는 단순히 한 사건에 멈추지 않고 주제를 연장시켜 네티즌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일종의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방식은 어느 정도는 대중에 영합하여 호

감을 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중성을 갖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 한

한은 사회문제를 ‘실시간 비판’할 뿐 아니라, 매우 창조적인 방식으로 대중성을 획득하였

던 것이다. 

또 한 유형은 독특한 주제이다. 3등을 차지한 ‘松岛枫’은 한한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 

AV 여배우를 소개하는 글이다. 그는 松岛枫의 블로그 주소를 붙여 자신의 취미생활을 소

개하였다. 이 글의 조회수가 높은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독특한 이름

이다. 한한은 ‘거침없이’ 한 AV 여배우를 좋아한다는 것을 밝혀, 아마 이러한 태도는 다

른 공공지식인에게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후속 사건 때문에 네티즌들이 다시 들려 

松岛枫 공공 975196 

关于中国电影的十堆炮灰       

(중국영화에 관한 10가지 먼지 같은 의견) 
공공 941729 

他们对不起松岛枫                 

(그들은 松岛枫에게 사과해야 한다) 
공공 895777 

希望刘翔再破世界纪录          

(류이앙이 다시 세계기록을 깨기 바란다)  
공공 884114 

副主席郑主席               

(부주석정주석) 
공공 865813 

大师们，我等无条件臣服于您      

(대가들, 제가 무조건 굴복합니다) 
공공 864403 

五毛现形记                 

(우모우현형기)                                
공공 852184 

写给徐浪                      

(쉬랑에게) 
기타 85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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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할 수 있다고 본다. 5위를 차지한 ‘他们对不起松岛枫’에 따르면, 한한이 ‘음란을 일으

킨’ 사람이라고 비판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소개하였는데, 이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다.  

마지막 유형은 바로 전형적인 논설문이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담아 신랄한 언어로 비

판 혹은 평가를 한다. 7위를 차지한 ‘副主席郑主席’이 바로 이런 유형이다. 한한은 이 글

에서 허난성 작가협회 부주석 郑彦英 의 주장을 반박하고, 또 논거로 郑彦英의 글을 실었

다.  ‘郑彦英은 진정한 작가라기보다는 부주석 직급이 더 어울린’다고 비판하며, 체제 내 

지식인의 독립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여줬다. 권력에 유착한 관료적 지식인의 한계

를 지적한 셈이다. 이로부터 유추해볼 때, 한한은 자신이 체제로부터 독립적인 지식인임

을 암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60

  

 

(2) 2009년 블로그 

  2009년 한한은 총 78편 블로그 글을 썼다. 그 가운데 2월에는 2편으로 가정 적고, 5월

에는 11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했다. 2009년 한 해 그는 평균 매월에 6.5편을 발표했고, 

2008년보다 2.2편 적다.  

 

<표 4-4> 2009년 한한 신랑블로그 게재 글 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량 9 2 4 5 11 9 8 5 7 5 6 7 

 

앞에 분야별 각 기준에 따라 2009년 한한의 블로그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표 4-5> 2009년 한한 블로그 분야별 분류 

분야 공공문제 개인적 정보 기타  

수량 42 29 7 

백분율 53.8% 37.2% 9.0% 

 

                                           
60

 이 같은 제도적 독립성은 한한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이다. 본고의 분석틀에서 유형2의 

모델이 별도로 제시될 수 있는 것도, 한한이 아카데미나 언론이 아닌 비제도권이기 때문이다. 심지

어 한한은 문학계에서도 아웃사이더의 위치에 놓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시장적(market) 

지식인으로 볼 수도 없음은 이후에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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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비해 블로그 글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공공문제를 다루는 

비중도 낮아졌다. 2008년에는 68.6%였지만 2009년에는 53.8%로 하락했다. 반대로 개인

적 정보, 즉 자신이 출판한 책, 레이싱 선수생활을 다루는 글이 많이 늘어났다. 2008년의 

21.0%에서 37.2%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두 가지 직업(하나는 프로레이싱선수, 

또 하나는 작가)을 더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네티즌들에게 본업에 대해 알리며, 그것이 ‘팬’

들과 서로 소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4-2>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한 블로그의 공공성이 퇴색한 것은 아니었다. <그림 4-2> 그

래프에 따르면, 조회수와 공공문제를 다루는 글 수는 거의 정비례한다. 특히 7월부터 12

월까지 일치하게 나타났고, 공공문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것이 1월이다. 한한은 1월에 쓴 9편 글 중 공공문제에 관한 글은 7

편이지만, 조회수 50만 이상을 받은 글은 3편밖에 안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 3편

은 ‘北川 지방정부 명품차 구매사건’에 관한 글이고, 1편은 공무원의 ‘거짓발언’에 관한 

글이고, 나머지는 대중들이 주목하는 민생문제(휘발유 가격 상승, 도로 통행료 정책 등)를 

다루었다. 이 이슈들은 당시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컸다. 그러나 1월의 조회수는 높

지 않다. 그 이유는 시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인의 가장 큰 명절 ‘춘절’이 다가와 

네티즌의 인터넷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추측된다. 다른 추가적인 추측도 가능하

다. 1월의 글의 주제는 대단히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한이 휘발유가격 

문제라든가 도로통행료 문제 등을 다른 전문가들보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다루기는 쉽

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조회수가 가장 높은 12월을 살펴보자. 그는 총 7편의 글을 썼으며, 그 중 공공문제에 

관한 글 5편 모두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다양한 소재(영화, 국가자

동차관리제도 등)를 다루되, 전통매체(신문, 방송뉴스)로 대중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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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한 블로그 월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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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루며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2010’이란 글에서 그는 ‘80후’에 대해 언급

하였다. 2009년까지도 ‘80후’는 이기적이고 신념이 없으며, 미래에 국가를 이끌어갈 능력

이 없는 세대(희망이 없는 세대)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80후세대는 책임감이 

있으며, 진보적인 세대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미디어 종사자의 주

류가 ‘80후’ 세대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새해에도 계속 중국 각 계층집

단과 ‘교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실 2008년보다 2009년이 조회수는 훨씬 늘어났다. 그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건 전개에 따라 시리즈로 글을 게재하였다. 예를 들어 ‘항주의 과속차량이 사람

을 친 사건’은 4편; ‘상하이 낚시 사건’은 4편; ‘특별시 교통세금’과 ‘北川정부 호화자동차 

구입 사건’은 각 3편; ‘구글 디지털도서관’, ‘후난 고가다리 붕괴사건’, ‘상하이 고속도로 도

로표시판 변경논란’은 각 2편씩 발표했다. 이 이슈들은 당시에 지속적으로 전체 사회의 

언론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민생 문제였고, 한한은 그의 발언을 통해 사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도 했다. 

    

<표 4-6> 2009년 한한 신랑 블로그 조회수 top 10 

블로그 제목  주제 조회수 

建国大业 

(건국대업) 
공공 1471831 

拍一拍身上的土 

(몸에 붙은 흙을 털다) 
공공 1345605 

城市，让人民死的早 

(도시가 인민을 일찍 죽게 한다) 
공공 1333459 

这些狗真麻烦 

(이 개들이 정말 귀찮다) 
공공 1252021 

2010 공공 1173473 

给点咸菜吃 

(짠지를 줘서 먹여라) 
공공 1105736 

亚西克 공공 1008682 

一条船上的人 

(한 배에 탄 사람) 
공공 1006807 

我接受谷歌的六十美元，并欢迎谷歌 

(나는 구글이 준 60 달러를 받겠다. 구글을 환영한

다) 

공공 1003779 

参考消息 

(참고정보) 
공공 99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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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2009년 한한 신랑 블로그 댓글수 top10 

블로그 제목  주제 댓글수 

建国大业 

(건국대업) 
공공 15860 

这些狗真麻烦 

(이 개들이 정말 귀찮다) 
공공 15017 

一条船上的人 

(한 배에 탄 사람) 
공공 13730 

三事 

(세 가지 일) 
개인 13343 

来自上海的神秘公司 

(상하이에서 온 신비한 회사) 
공공 12265 

参考消息 

(참고정보) 
공공 11549 

给点咸菜吃 

(짠지를 줘서 먹여라) 
공공 11074 

拍一拍身上的土 

(몸에 붙은 흙을 털다) 
공공 10987 

城市，让人民死的早 

(도시가 인민을 일찍 죽게 한다) 
공공 9867 

绿坝系统提醒你，以下内容包含不良… 

(그린댐 시스템이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래 내용에 

불량이 들어있다) 

공공 9265 

 

2009년 조회수와 댓글수를 측정한 결과 top10위에 들어가는 조회수와 댓글수가 동시

에 높은 글이 7편이며, 7편 중 공공문제를 다루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회수와 댓글수로 네티즌들의 관심도과 참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 총 10편의 글 중에 7

편이 일치한다는 것은 한한 블로그의 조회수와 댓글수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

러나 내용적 측면만 비교하면, 조회수 높은 글들은 주로 문화에 관한 평론이고, 사회적 

공적 문제에 관한 글은 댓글 참여도가 높게 나왔다. 

 

(3) 2010년 블로그 

2010년 한한은 총 36편 글을 신랑 개인 블로그에서 발표했다. 2008년의 105편, 2009년

의 78편에 비해 많이 줄였다. 월별로 매 달 평균 3편을 발표했고 적을 때는 한 달에 1편 

밖에 쓰지 않았다. 한한은 최소 매월 1편의 발표속도로 네티즌과의 소통을 유지함으로써 

대중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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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2010년 한한 신랑블로그 게재 글 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량 4 7 4 3 5 4 1 1 3 1 2 1 

 

한한의 글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공공문제를 다루는 글 수가 2008년의 

68.6%와 크게 다르지 않은 63.9%이고, 개인적 정보에 대해 소개는 2009년의 37.2%에 

비해 13.9%로 많이 줄어들었다.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기타’ 글은 22.2%로 증가했다.  

그는 여전히 사회적 공공문제에 중심을 두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0년 한한

은 미국타임지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레이

싱 선수, 베스트셀러 작가 등의 호칭 외에 중국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공적인 

이미지가 더 부각됐다. 이러한 반응과 주목은 그의 블로그에서도 나타났다. 개인적 정보

를 공유하는 것보다 공공문제를 더 중심으로 다루는 점은 그의 공공적 이미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표 4-9> 2010년 한한 블로그 분야별 분류 

 분야 공공문제 개인적 정보 기타  

수량 23 5 8 

백분율 63.9% 13.9% 22.2% 

 

2010년 월별 그래프를 살펴보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 평균 조회수가 2008, 2009

년에 비해 2배로 늘었으며 공공문제에 관한 관심도 여전히 컸다. 월별 글 수, 조회수가 

높은 글 수, 공공문제에 관한 수의 분포는 대부분 일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독 2월의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2월에 발표한 글 수가 7편이고, 그 중 공공문제를 다루는 글 

수가 5편이었지만 조회수가 150만을 넘은 글 수는 0편이다.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중국 

중앙방송국(CCTV)에서 방영하는 음력 설 특집 방송 즉 춘완(春晚)에 관한 글 2편, 충칭 

경찰 범죄자와의 충돌에 관한 글 1편, 해외기자 인터뷰 1편, 영화 <공자(孔子)>에 대한 

평론문 1 편이 있다. 한한은 ‘봄의 이야기(春天的故事)’에서 춘완은 대중들의 삶보다 중국

정부홍보용으로 기능 전환했다고 지적하며 한 노래 가사를 빌러 그의 생각을 입증하였다. 

2009년 춘완에서 부른 소수민족 위구르 가요 ‘야커씨’의 가사가 1999년과 다르게 나왔으

며, 그 내용이 원래 위구르민족의 행복한 일상적인 삶에 대해 묘사하는 데에서 공산당의 

공적과 은덕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한은 중국이 점점 관료적 형식주의 경향으로 

기울고 있다며 이에 대해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글 중 조회수가 비교적 높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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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에 대한 평론도 눈길을 끈다. 많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 <공자>가 흥행에 실패하였

고 대중들의 반응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는 이런 결과가 필연적이라고 지적

했다. 그의 이해에 의하면 중국처럼 영화와 정치를 연결시키는 곳은 세계적으로 찾기 힘

들다. 그 중 영화 <공자>가 바로 대표작이다. 심지어 <공자>의 상영에 맞추어 강제로 <아

바타>를 영화관에서 내려놓는 이러한 불공정한 현실이 결국 대중들의 <공자>에 대한 거

부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한 블로그 월별 비교를 할 때 2월은 조회수가 가장 낮지만, 그의 블로그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주로 대중들의 문화생활의 자유에 대해 발언하였는데, 대중은 당연히 자신의 

문화의 취향, 선택에 있어 자유의 권리가 있어야만 하고 국가가 억지로 문화에 정치적인 

의지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림 4-3> 

 

 

이제 2010년 한한 블로그 조회수가 가장 많은 top10 글을 살펴볼 차례이다. 10편의 글 

중에 9편은 공공문제를 다루며, 1편은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는 글이다. 내용에 따라서 9

편 가운데 ‘청춘’은 ‘개미족’에 관한 글이고, ‘모명, 나는 아무 이유없이 당신을 미워합니

다’와 ‘아시아의 고아’는 각각 한국과 북한에 대해 다루는 글이고, ‘산문 한편’은 타임지 

탑100에 선정된 후 얻은 소감이고, ‘공자’는 앞서 언급한 영화 <공자>에 관한 평론문이며, 

남은 4편은 정부의 관리체제에 관한 글이다.  

먼저 ‘청춘’이 1위에 올라선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지식인들

이 지적했듯이 한한이 ‘80후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임을 보여준다. 그는 ‘모명, 나

는 아무 이유없이 당신을 미워합니다’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인들의 과도한 반한감

정을 다뤘다. 그는 이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실시간으로 중국 사회에서 벌어진 사회적 문

제를 논의하며 여러 대상의 구독 요구를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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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2010년 한한 신랑 블로그 조회수 top 10 

블로그 제목  주제 조회수 

青春 

(청춘) 
공공 2488709 

莫名，我就仇恨你 

(모명,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공공 2114756 

韩峰是个好干部 

(한풍은 좋은 간부다) 
공공 1933805 

诸恶与众善 

(악과 선) 
공공 1871765 

散文一篇 

(산문 한편) 
공공 1854876 

我去哪里找，像你那么好 

(내가 어디에 가서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을 찾아?) 
공공 1831722 

十一月大火的过程 

(11월 화재가 진행된 과정) 
공공 1752946 

悲伤的坐在你身旁 

(슬프게 당신 옆에 앉아 있다) 
기타 1751519 

看孔子 

(공자를 보다) 
공공 1708698 

亚细亚的孤儿 

(아시아의 고아) 
공공 1642248 

 

(4) 2011년 블로그 

2011년 한한은 총 23 편의 글을 블로그에서 발표했다. 지난 3년에 비해 그의 발표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보인다. 특히 7월~9월까지 한 편도 없으며 전처럼 최소한 한 달에 

한 편의 글을 싣던 경우와 많이 다르다.  

 

<표 4-11> 2011년 한한 신랑블로그 게재 글 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량 3 2 3 1 3 2 0 0 0 1 5 3 

   

그러나 내용에 따라 글의 종류를 정리하면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공공문제에 관한 글 

수가 여전히 65.2%을 차지하고 그의 관심사에는 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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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2011년 한한 블로그 분야별 분류 

분야 공공문제 개인적 정보 기타  

수량 15 3 5 

백분율 65.2% 13.1% 21.7% 

 

<그림 4-4> 

 

 

블로그 글 수, 조회수, 공공문제에 관한 글 세 변수를 비교할 때 2011년도 한한의 블로

그 분포는 대부분 일치하게 변화한다. 하지만 그 중에 주의해야 할 것은 11월이다. 한한

이 11월에 글 5편을 올렸지만, 공공문제에 관한 글이 1편도 없다.  

 

<표 4-13> 2011년 한한 신랑 블로그 조회수 top 10 

블로그 제목  주제 조회수 댓글수 

马上会跌，跌破一千 

(곧 떨어질 것이다, 천 아래로) 
공공 2407268 23005 

2011-6-30 공공 2233774 54019 

黄艺博是个好干部 

(황이버는 좋은 간부다) 
기타 2079971 18635 

爱的代价 

(사랑의 대가) 
공공 1907023 13448 

给李彦宏先生的一封信 

(리옌훙 선생에게 드린 편지) 
공공 1872966 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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谈革命 

(혁명을 이야기 한다) 
공공 1719724 25988 

我在上海，活的很好 

(나는 상하이에서 잘 살고 있다) 
기타 1693979 21047 

独裁者没有内政 

(독재자는 내정이 없다) 
기타 1642200 15819 

三峡是个好大坝 

(삼협은 좋은 댐이다) 
공공 1601662 18661 

你是谁，问这个干什么？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걸 물어봐요?) 
공공 1499439 14453 

 

조회수를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공공문제를 다루는 글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다. ‘곧 떨어질 것이다, 천 아래로’는 민생문제 중 물가상승에 관한 글이고, 2위를 차지한 

‘2011-6-30’는 중국 자선단체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다. 그러나 뜻밖에 한한의 ‘민주삼논

(民主三论)’ 즉 ‘혁명’, ‘민주’, ‘자유’가 블로그 안에서 높은 조회수를 받지 못했다. 오직 

‘혁명’이 6위에 올라섰다. 이는 오히려 이 세 글이 대단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글도 짧

기 때문에 언론에 전문이 소개된 탓이 컸던 것 같다. 전문을 언론에서 볼 수 있고 공유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한한 블로그에 들어가 찾아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 2012년 블로그 

2012년 한한은 총 38편의 글을 발표했다. 2011년에 비해 글 수가 조금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네티즌들과의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면은 2011년부터 다소 약화되었다. 

 

<표 4-14> 2012년 한한 신랑블로그 게재 글 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량 12 4 0 8 2 2 3 0 1 2   3 1 

 

2012년에는 공공문제에 관한 글이 많이 감소됐다. 2011년까지 거의 60%의 비중을 유

지했던 수량이 26.3%로 떨어졌다. 반면 기타에 속하는 글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

는 한한의 ‘대필논란(代笔门)’과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4-15> 2012년 한한 블로그 분야별 분류 

분야 공공문제 개인적 정보 기타  

수량 10 8 20 

백분율 26.3% 21.1%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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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래프에 따르면 8월부터 공공문제에 관한 글이 없었다. 오히려 1월 그가 ‘대필논

란’에 대응하던 글들이 상당한 조회수를 얻었다. 

 

<그림 4-5> 

 
 

<표 4-16> 2012 한한 신랑 블로그 조회수 top12 

블로그 제목  주제 조회수 댓글수 

这一代人 

(이 세대 사람들) 
공공 1762784 20930 

让一部分人先选起来 

(일부 사람들이 먼저 선택하게 하자) 
기타 1436724 30738 

小破文章一篇 

(별 볼 일이 없는 산문 한편) 
기타 1389900 24050 

操，你想怎么样-几部电影的影评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니?-영화 몇 편에 대한 

평론) 

공공 1369018 9948 

重庆美剧 

(충칭미드) 
기타 1284105 13570 

太平洋的风 

(태평양의 바람) 
공공 1278795 14938 

人造方舟子 

(인조팡조우즈) 
기타 1264677 23065 

二月零三日 

(2월3일) 
기타 1173050 3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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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的2011 

(나의 2011) 
공공 1131035 14955 

正常文章一篇 

(정상적인 문장 한편) 
기타 1079722 19457 

   

 

제2절 2008~2012 블로그 종합 분석 

 

1절에서 길게 분석했듯이, 한한 블로그는 공공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공공문제 글이 조

회나 댓글수 등 대중의 반응도 가장 높다. 따라서 한한 블로그 글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때, 한한 블로그는 공공문제 블로그이며, 한한이 공공성을 주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한의 많은 글은 ‘실시간 비평’을 수행하고 있다. 글이 쓰여지는 시점이 사태가 

발생한 직후이다. 게다가 한 사건에 대해 사건의 변화 추이에 따라 몇 편의 글을 연속적

으로 게재하였다. 이는 인터넷의 신속성이라는 매체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한은 네티즌들의 댓글을 인용하거나 비판 댓글도 삭제하지 않는 등 대중

과 수평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 같은 대중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지식인의 권위로 

여론을 주도(여론의 주도자)하기 보다는 형성(여론의 형성자)하는 사이버 지식인의 특수성

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한한은 2010년에 쓴 <那些洗不干净的葱们(아무리 씻어도 깨끗하지 않는 파들)>에서 이

렇게 말했다. “신문기자는 진실을 추구하고, 역사선생님은 역사를 서술하며, 작가문인은 

옳은 글을 써야 하고, 영화감독은 현실을 찍어야 하지만, 작은 실수로는 이데올로기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심각하면 범죄의 길을 걷게 된다. 어떤 시대에 처하든 야채를 씻

어낸 것처럼 세뇌 당하더라도 그 중에 몇 개는 흙이 묻은 채로 남아있다. 예전이면 씻겨

도 흙이 남은 파는 절대 허용되지 않아 제거당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조용히 알아서 자

랄 수 있게 된다.”
61

 한한은 이 글을 통해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 가능성에 

대해서 묘사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한은 언론검열이 여전히 강력한 중국사회에서 인터넷이 

언론 자유의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언론자유를 직접적으로 요

구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다. 그래서 한한은 이렇게 채소의 비유를 통해 언론자유를 요구

하였다고 볼 수 있다.  

                                           

61 http://blog.sina.com.cn/s/blog_4701280b0100insm.html 



- 54 - 

 

 

<표 4-17> 2008~2012년 한한 신랑 블로그 조회수 top12 

블로그 제목  년도 주제 조회수 댓글수 

青春 

(청춘) 
2010-05-10 공공 2488709 42409 

马上会跌，跌破一千 

(곧 떨어질 것이다, 천 아래로) 
2011-02-22 공공 2407268 23005 

2011-6-30 2011-06-30 공공 2233774 54019 

莫名，我就仇恨你 

(모명,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

합니다) 

2010-06-11 공공 2114756 30457 

黄艺博是个好干部 

(황이버는 좋은 간부다) 
2011-05-04 기타 2079971 18635 

韩峰是个好干部 

(한풍은 좋은 간부다) 
2010-03-04 공공 1933805 13420 

爱的代价 

(사랑의 대가) 
2011-04-21 공공 1907023 13448 

给李彦宏先生的一封信 

(리옌훙 선생에게 드린 편지) 
2011-03-26 공공 1872966 24928 

诸恶与众善 

(악과 선) 
2010-04-14 공공 1871765 19334 

散文一篇 

(산문 한편) 
2010-04-07 공공 1854876 28122 

 

<표 4-18> 2008~2012년 한한 신랑 블로그 댓글수 top 10 

블로그 제목  년도 주제 댓글수 조회수 

2011-6-30 2011-06-30 공공 54019 2233774 

青春 

(청춘) 
2010-05-28 공공 42429 2488709 

不要动不动就举国暴怒 

(걸핏하면 전국적으로 분노에 빠지지마) 
2008-06-04 공공 39555 1172147 

二月零三日 

(2월3일) 
2012-02-03 기타 37474 1173050 

亚细亚的孤儿 

(아시아의 고아) 
2010-06-24 공공 33604 1642248 

2012年09月25日 2012-09-25 본인 31572 738413 

《光明和磊落》—我的手稿集 

(<광명과 정대>-나의 수필집) 
2012-01-25 기타 31410 91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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让一部分人先选起来 

(일부 사람들이 먼저 선택하게 하자) 
2012-02-12 기타 30738 1436724 

莫名，我就仇恨你 

(모명,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

합니다) 

2010-06-11 공공 30457 2114756 

那些洗不干净的葱们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지 않는 파들) 
2010-05-14 공공 30017 1591415 

 

다음 장에서 분석할 세 편의 글에서도 사실 한한의 요구의 핵심은 ‘언론 자유’이다. 이

제 한한의 글들 중 가장 지식인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혁명, 민주, 자유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한한의 공공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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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한의 공공지식인적 성격과 텍스트 분석Ⅱ 

 

본 장에서는 한한 블로그 텍스트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텍스트 3편(혁명, 민주, 자유)

을 내용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공공성과 보편성을 찾는다. 이 때 분석틀에서 

구성한 공공성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또한 텍스트 외부적으로는 한한 블로그 텍스트가 

외적으로(정부기관, 지식계, 대중매체, 네티즌들) 어떠한 담론을 구성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5편의 텍스트를 가지고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한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서 

공공성과 보편성을 가질 뿐 아니라, 공론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석틀에서 구성한 공공성 기준을 적용한다. 

 

제1절  주요 텍스트 분석 : 혁명, 민주, 자유 

 

민주, 자유, 혁명 이 세 글은 중국 언론과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글이다. 민주, 자유, 혁명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사회발전과 개혁 방안을 

다루는 대단히 공공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목이 공적 주제라고 공공성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세 텍스트를 내용적으로 분석하되, 텍스트 내용상 앞서 포스너의 공공지식인 

개념(2장1절(1))에서 제시하는 ‘자아대중화, 전문성, 실시간비평, 사회현상 예측, 예언자적 

태도, 사회비판, 사회개혁’ 등 공공지식인의 요건이 드러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내용적으

로도 한한의 글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자아대중화는 인터넷 블로그라는 형식 자체가 제공해줄 수도 있고, 블로거의 외

부적 활동(한한의 경우 작가활동이나 레이싱선수 활동 등이 유명세를 더해줄 수 있을 것

이다)이 제공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텍스트만 탐구할 경우에는, ‘글쓰기 방식’이 대중성 

확보에 가장 중요하다. 글을 쉽게 쓴다든가, 비유나 유머, 적당한 욕설 등이 여기에 해당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글쓰기 방식에 국한해서 자아대중화를 고찰할 것이다. 

 

<표 4-19> 민주, 자유, 혁명 블로그 분석 상황 

 혁명 민주 자유 

조회수 1697290 1359865 1437485 

대글수 25840 14702 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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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퍼가기) 15350 11594 11159 

좋아요 20084 17454 28203 

 

(1) 혁명(‘담혁명’, 2011-12-23) 
62

 

한한은 이 글에서 자신의 블로그 독자들과 언론매체가 제기해오던 질문들을 종합하여 

self-interview를 구성하였다. 혁명이라는 난해한 문제에 대해 한한은 셀프인터뷰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하려 한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도 

비교적 날카롭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의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부에 매수

되었습니까”란 질문도 있다. 

혁명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한한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 자체가 기존의 중국 지식인이 혁명, 특히 미래의 혁명에 대해서 자유

롭게 논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한한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서 기존 일반

적인 공공지식인과는 달리 혁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남다른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포스너가 말한 ‘예언자적 태도’를 수반하게 된다. 

이는 인터넷이 주는 발언 자유일 수도 있고, 더불어 비제도권이라는 한한의 특수한 속성

이 주는 자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한은 혁명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혁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혁

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사회현상 예측’ 발언이다. 그러면서 대중

혐오론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한다. 중국인들은 자기자신이 이미 자유롭다고 믿고 있으며, 

불공정한 일이 자기한테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본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부정부패에 

의한 불공정함과 모순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개혁 요구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의 요구는 너무 다양하기에 집단적 요구를 어느 하나로 수렴할 수 없으며, 따라

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구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혁

명의 시작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 대중의 성향에 대한 분석은 일종의 중국 

사회비판이자 사회개혁의 가능성/불가능성에 대한 성찰이다(‘사회비판’, ‘사회개혁’). 한한

은 혁명의 독재로의 수렴과 대중의 어리석음을 확신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

해보겠다. 

그는 혁명과정에서 ‘대중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진단한다. 만일 한한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혁명을 일으켜도 중국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면, 중국의 네티즌들은 혁명

을 꿈꾸기보다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불편을 초래한 한한을 증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이 생각하는 자유는 ‘공중도덕의 자유’에 불과하다. 그냥 자유롭게 길

                                           

62 http://blog.sina.com.cn/s/blog_4701280b0102dz5s.html  

http://blog.sina.com.cn/s/blog_4701280b0102dz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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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니고 가래를 뱉는 자유를 중국인은 원할 뿐이다. 따라서 한한이 보기에, 중국인에게 

민주주의와 자유는 별로 관련이 없다. 

또한 혁명과정에서 독재자가 등장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반기를 드는 구성원들이 생겨

나면서 혁명조직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본다. 또한 혁명 말기에는 원래의 대의가 사라

지고 이권 추구만 남을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혁명과정의 혼란으로 대중들은 다시 사회

질서를 회복시켜줄 강력한 독재자를 열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주석을 국민투표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자유주의 선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한한은 회의적이다. 선거를 실시

해도 공산당이 이기며, 중국의 갑부가 선거에 후보로 나가도 돈으로 국민들을 매수하여 

이긴다. 나아가 중국의 갑부는 공산당원이다. 한마디로 중국인들의 의식수준에서는 선거

제도가 도입되어도 별다른 사회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한한의 주장은 혁명에도 회의적이고 개혁(자유 민주주의 선거제도)에도 

회의적인 듯하다. 이처럼 우매한 대중을 전제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

도 있고, 나아가 보수주의적 함의를 지닌다.
63

  

 

 (2) 민주(‘설민주’, 2011-12-24)
64

 

한한은 ‘혁명’ 마지막에서 선거제도의 도입에 대한 회의론을 주장했는데, 이 글에서 한

한은 중국의 민주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한다. 혁명과 민주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평화적 혁명’을 대표하는 체코식 ‘벨벳혁명’이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묻는

다. 대답은 ‘아니오’이다. 중국에서는 평화적 민주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한의 의견

에 따르면, 이제 중국은 혁명도 불가능하고, 평화적 민주화 이행도 불가능한 나라가 된다.  

한한은 중국의 평화적 민주화 이행이 불가능한 이유로, (‘혁명’에서도 거론한) 중국대중

들의 소양부족, 문인의 미미한 영향력을 들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에서 완벽한 민주화는 

불가능하며, 다만 ‘개량’을 차근차근 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도 그는 중국 대중의 수준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다만 대중의 수준이 

민주화를 아예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대중의 저수준

이 민주화를 막기보다는, 대중의 저수준이 민주화 이후의 사회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이렇듯 대중에 대해 불신하는 시각을 갖게 되면 사회변혁이 지도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      

하지만 한한은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집권자의 은혜’를 통한 개혁, 즉 온정주의적 개혁

                                           
63

 반체체 분자로 간주되었던 한한의 보수전향 논란에 대해서는 Eric Abrahmsen, Han Han’s U-

Turn?, <New York Times> 2012.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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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집권자가 국민들의 압력을 수용하여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한은 중국의 집권자는 언론의 압박도 느끼지 못하며, 국민들

의 삶에 무관심하다고 단정한다. “집권자는 여러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도 몇 가지 낙관적인 희망을 제시한다. 사회현상 예측과 사회개혁에 대한 의

견에서 낙관적 진단도 제시한 것이다. 하나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매체의 약진이다. 인

터넷과 매체들이 정보의 풍부함을 통해 대중들의 시야를 넓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식 일당제가 사실상 무당제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공산당 당원이 8천 만 명이며, 관

련 친족들까지 포함하면 관련자가 3억이므로 사실상 공산당 내부에서 다원성이 관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산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의지가 인민

의 의지를 대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당이 교육, 문화, 법치를 교양하여 인민을 개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른다. 결론으로 한한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전히 개량을 믿는

다. 폭력, 비폭력 혁명은 단지 개량을 감독하는 조건이다.” 혁명에 관한 담론은 다만 개혁

을 추동하는 재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사회개혁’이라는 주제, 즉 혁

명 대 개량 논쟁에 대한 한한의 의견이 마무리된다. 

민주를 말하다에는 한한의 문인론, 즉 ‘지식인론’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지

식인은 “역방향의 기회주의자”여야 한다. 즉 지식인은 입장이 있어서는 안되며, 어떤 주

장을 믿어서도, 어떤 신앙을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한한의 여러 논

지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은 어떤 점에 고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

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한의 조건 자체가 

학력자본이 없는 비제도권 블로거로서 독립적인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기에 이러한 지식인

의 조건에 부합한다.  

 

(3) 자유(‘요자유’, 2011-12-26)
65

 

혁명을 말하다에서도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특히 중국인들이 자유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을 제 멋대로 하는 방종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글에서 드러나

는 자유 개념의 핵심은 ‘문화의 발전을 위한, 언론과 사상의 자유’이다. 결국 중국 인민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한은 중국 정부의 언

론 통제가 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다. 문화발전이 저해되면 중국 인민의 소양도 

저급한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요구는 단순하다. “문화, 출판, 뉴스, 영화

에 대한 제약을 풀어달라” 이러한 요구가 한한이 말하는 개량의 최소수준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회개혁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한한은 심지어 언론의 자유가 생겨

나면 자신은 입을 닫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단, 조건을 걸고 있다. 2,3년 내에 언론의 자

                                           

65 http://blog.sina.com.cn/s/blog_4701280b0102dz9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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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실천적인 항의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4) 세 편의 텍스트에 드러나는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 

이상 세 편을 포스너가 제시한 공공지식인의 조건에 따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대중화(대중성) : 한한은 어려운 주제에 대해 셀프인터뷰 형식을 도입하였다. 그러

면서 제기될 반론에 미리 예측하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져 명확한 논리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선거제도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집권자의 은혜에 의지하란 

말입니까?”라고 예측가능한 질문을 미리 던졌다. 

또한 과감한 질문도 대중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당신은 왜 의

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부에 매수되었습니까”, “집권자의 은혜에 의지하란 

말입니까?” 등이다. 

- 사회현상 예측 : 한한은 세 편의 글에서 중국 사회현상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제공한

다. 중국에서 혁명은 불가능하며, 개량만이 가능하다. 중국 대중들의 요구는 다양하여 하

나로 수렴될 수 없다. 혁명 이후에는 독재자가 등장할 것이다. 선거제도를 도입하여도 공

산당이 또 당선될 것이다. 민주화가 만일 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없다. 위로부터의 개혁

도 불가능하다.  

- 예언자적 태도 :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한한은 중

국 사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한계 주제를 다루는 셈이다. 2,3년 내에 언론자유가 생기면 

발언을 관두겠다. 그렇지 않으면 실천적 항의에 돌입하겠다. 

- 사회 비판 : 중국 대중들의 낮은 소양(이기심, 방종 등) 비판, 언론 부자유 비판  

- 사회 개혁 : 혁명이 아닌 개량 주장.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매체가 가진 가능

성,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 공산당이 인민의 의지를 대표할 수 있으며, 인민의 소양을 

개선할 수 있다. 

 

<표 4-20> 

자아대중화 

(대중성) 
셀프 인터뷰 도입; 과감한 질문 

대중과의 대립 반체체 분자로서의 기존 관념 파괴, 보수주의자로 공격당함 

사회현상 예측 혁명보다 개량, 선거제도 도입 불가, 위로부터 개혁 불가 

예언자적 태도 ‘혁명’이라는 주제 도입 

사회비판 중국 대중들의 낮은 소양, 언론 부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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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혁 혁명 아닌 개량, 인터넷의 가능성, 언론 자유 일차적, 공산당의 개량 

 

이상 한한의 대표적 글 세편을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바를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한은 자신의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 공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힘, 인터넷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2) 한한은 기존의 공공지식인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역방향의 기회주의자 

3) 한한은 중국 사회변혁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 중국 대중들의 

무소양,혁명 및 선거제도 도입의 불가능성  

4) 한한은 중국 사회변혁의 방안에 대해 분명하게 공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 혁명이냐 

개량이냐에서 개량 선택, 언론의 자유 요청 

 

(5) ‘민주’, ‘자유’, ‘혁명’에 대한 외부의 반응 

한한의 이 세 편의 글은 중국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중국 지식계, 해외 언론에까지 큰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세 편의 글은 무엇보다 반체제 지식인들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았다. 쟈오징은 “체제

에 대한 충성서약”이며, 당국은 한한의 글에 크게 고무되었다”고 비판했다. 반체제 예술

가 아이웨이웨이는 한한의 “어조가 너무 정통에 가깝고 그의 입장도 당국의 입장에 가깝

다”고 보았다.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신문인 <글로벌타임즈>의 후시진은 한한의 몇 구

절을 인용하면서 한한을 옹호하였다. 쟈오징은 한한의 이 글들로 인해, 개혁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66

 우한(Wukan) 봉기 이후, 민주주

의와 혁명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들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우한 봉기를 통해 기존

에 정치색이 불분명했던 한한 같은 이들의 정치적 입장이 명백해졌다는 것이다. “만일 한

한이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언론과 정부는 한한을 반체제인사로 봤을 것이다. 한한은 

선을 넘어갔으므로, 이제 자신을 지지하던 대중을 잃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민일보> 같은 관영언론에서 한한을 극찬했다는 점이다. <인민일보>는 

‘적극적으로 역사의 미래 파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발전문제는 폭력혁명으로 해결

할 수 없으며,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한의 의견에 지지를 표명했다. <글로벌 타

임즈>는 지식인들의 진영 논리를 비판하면서, 지식인이 이성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한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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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Goodman, „With Essays on Democracy, Chinese Blogger Stires Debate Among 

Reformers‟, The NewYork Times,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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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한의 가장 큰 기여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 자유, 

혁명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논평했다.  

파워블로거인 리청펑은 한한의 선거제도 무용성 논리에 반론을 제기했다. ‘투표를 해보

았자 공산당이 당선되더라도, 1인1표의 자유선거제도는 의미가 있다. 투표를 해서 공산당

이 당선되는 것과, 지금처럼 그냥 공산당이 지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만일 투표를 

해서도 여전히 공산당이 당선된다면, 공산당이 가장 신뢰받는 정당임을 증명한다.’  

한한은 이 글을 쓴 이후,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자유선거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67

 이는 중국 국민들의 시민의식 부족이 보완된다

면, 선거제도의 도입도 가능하다는 절충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한 텍스트의 

전반적인 논리에서는 어긋나지 않는다. 선거제도 이전에 시민들의 소양 문제가 해결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제2절 한한의 공론장 개입 사례 : 공론장의 활성화 

 

한한은 중국에서 공론장이 형성되지 못하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공공적 관점에서 블

로그 글들을 통해 개입하였다. 기존 언론이 지적하지 못했거나 학계에서 침묵하던 사안, 

혹은 대중들의 왜곡된 관념에 대해서 글을 통해 지적하고 논쟁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한

한은 자유로운 토론을 전방위적으로 야기함으로써 공론장을 활성화하였다. 이는 2장에서 

수립한 사이버 공공지식인 모델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한이 공론장

을 형성하거나 활성화한 사례 5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보도록 하겠

다.  

 

(1) ’북천 호화차구입’사건 : 정부기관 

2009년 1월초 모 인터넷칼럼에서 ‘북천정부 110만짜리 호화 SUV차 구입(北川政府110

万采购豪华越野车)’이라는 글이 인터넷상에 네티즌의 열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68

 그 

글에 따르면, ‘북천정부 기관용차 낙찰공고’에 1월12일 북천헌은 110만의 고가로 도요타

의 고급차 랜드크루져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나와있다는 것이다.  

 

<그림 4-6> 

                                           

67 David Pilling, „Lunch with the FT: Han Han‟, Financial Times, 2012.4.21 

68 참조 http://view.news.qq.com/a/20090703/0000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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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한은 2009년 1월21일 자신의 블로그에 ‘북천 재난구역정부는 쇼핑하느라 

바쁘다, 북천은 돈을 막쓴다’는 제목의 글로 이에 대해 비판했다.
69

 “헛소문이다, 이것은 

반드시 헛소문이다. 환각이다, 틀림없이 환각이다.” 한한은 도저히 북천정부가 이렇게 비

싼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내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입한 차의 브랜드와 차종은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각 차종에서도 거의 비교적 높은 옵

션을 골랐다. 예를 들면 푸라뚜어(普拉多)는 Navigation Edition모델이다.” 또한 그는 “같

은 차종이고 같은 옵션이지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북천 정부는 값을 깎을 줄 모르

는가 보다”라고 하며, 북천 정부의 공금남용과 낭비를 지적했다. 

따라 북천 정부는 공식페이지에 공개한 공고를 수정하고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

명에 나섰다. 북천 정부의 해명은 아래와 같다. 

 

“북천 소속 지역에 출장을 갈 때면 산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옵션이 좋은 SUV를 살 계획이었다. 

그리고 공고에 나온 낙찰리스트는 단지 예비구매 명단이다. 최종적으로 낙찰 차량이 아니다.” 

 

또한 1월20일 쓰촨신문망 징양방송(锦阳频道)은 ‘북천정부의 호화SUV은 일반업무를 위

한 것이 아니라, 이 차를 통신 지휘차로 개조해 통신지휘에 사용하고자 산 것이다’라고 

북천정부를 대신하여 대변했다.
70

 이에 따라 1월 22일, 북천 공안국은 통신지휘 용도를 

증명하기 위해 랜드크루져 개조 설계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2009년 1월23일 한한은 ‘북천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

을 쓰고 SUV의 통신지휘 설계도는 분명히 랜드크루져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자신

의 레이싱 선수로서 가진 있는 차에 대한 지식으로 설계도의 오류를 지적했다. 

한한의 연속된 포스팅을 통한 사회문제에의 개입으로 중국의 공론장이 활성화되기 시작

했다. 먼저, 인터넷 사이버 공론장의 활성화이다. 중국 주요 인터넷 매체 신랑, 텅쉰, 

                                           
69

 http://blog.sina.com.cn/s/blog_4701280b0100bxke.html 
70

 참조: http://www.chinanews.com/cul/news/2009/01-22/153822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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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u 등은 특집을 만들어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보도했다.
71

    

둘째, 대중들도 공론장에 들어와 토론하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에게서 많은 의견이 표출

되었다. 일반적인 반응은 중, 저급 SUV의 성능도 괜찮은데 굳이 110만원(한화 2억 정도)

짜리 고가차를 살 필요가 있냐고 대부분 북천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한한의 글에 대해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부패낭비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며 재난지역에서만 일어

나는 것이 아니다. 한한은 왜 하필 재난지역의 부패를 건드리는가. 괜히 재난민들에 대한 

기부금만 줄어든다. 게다가 대중들이 기부한 돈은 호화차 구입과 아무 관련이 없지 않은

가’라는 논리로 비판하였다.  

이렇듯 한한과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이 사건에 대해 오프라인의 언론들은 단지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다고만 보도하고 평가를 회피하였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부패문제는 

언론이 다루려 하지 않는 사회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천 정부의 해당 관리는 다

른 지역으로 좌천되었다.
72

  

북천 호화차 논쟁은 사이버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 미약하나마 중국 지방정부의 행정

에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중국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지위가 무소불위인 것을 감안할 

때,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포스너의 공공성 기준을 적용해보자. 한한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

여 지방정부의 차량에 대해 비판할 수 있었다(전문적 사회비판), 또한 글을 여러편 써서 

실시간으로 여론의 추이에 대응하였다. 결국 정부관리의 좌천을 이끌어냈다(사회개혁).  

 

(2)  ‘한바이지쟁(韩白之争)’(한한-바이예 문학계 논쟁) : 지식계 

2006년 문학평론가 바이예(白烨)가 자신의 블로그에 ‘80后的现状和未来’란 글을 발표했

다. 그는 이 글에서 ‘80후세대 작가’를 폄하하였고, 80후세대를 문학에 있어서의 ‘아마추

어 배우’로 평가하며 한한을 그 예로 들었다. 이 글에 대해 한한은 2006년 3월2일 ‘문학

패거리는 꺼져라. 잘난 척하지 마라(文坛是个屁，谁都别装逼)’라는 글로 그에게 반격을 가

했다. “사실 블로그를 쓰는 사람 모두 이미 문학계에 진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작

가가 자기만의 독특성이 있는 것이다. 모든 소설은 예술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 선생

                                           
71

 예를 들면 2009년 1월22일 신랑의 뉴스센터에 보도한 글 ‘韩寒写博客质疑北川县政府采购豪华越

野车’  

참조: http://news.sina.com.cn/c/2009-01-22/013817092040. 

2009년 1월22읷 텅쉰의 화제관장에 시린 글 „韩寒对北川政府买豪华车提出质疑‟,  

참조 http://view.news.qq.com/a/20090703/000008.htm 

2009년 1월22읷 163왕이 국내뉴스의 „北川县政府招标采购豪华越野车遭质疑‟,  

참조: http://news.163.com/09/0122/01/507OTEF60001124J.html 
72

 참조 http://news.ifeng.com/mainland/200901/0123_17_981809.shtml 

http://view.news.qq.com/a/20090703/000008.htm
http://news.ifeng.com/mainland/200901/0123_17_98180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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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협한 패거리 의식을 가지고 있다. 문학계는 별 것 아니다. 문학계에 들어가야 작가

로 입증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 됐다.” 그리고 한한은 그의 문장에 부분적으로 욕을 섞

어 썼다.
73

 

바이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한의 문체를 비난했다. 한한이 글에서 쓰는 단어들이 

‘80후’ 세대의 소양이 저급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의 블로그에 ‘한한에 

대응한다(回应韩寒)’는 글로 반격했다. “한한이 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

의 문장을 싫어해도 된다. 그러나 거친 욕설로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한한의 비판은 

문학비판이 아니라, 인신공격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한한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사람은 말을 거칠지만 도리는 거칠지 않다. 

어떤 사람은 말은 거칠지 않지만 사람이 거칠다(有些人，话糙理不糙；有些人，话不糙人

糙)’를 포스팅해, 자기가 한 욕설의 의도에 대해 설명하고, 바이예에게 ‘짝사랑을 하지 말

라(잘난 척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3월 9일 한한은 바이예가 남의 돈을 받았으며 자작극을 꾸몄음을 폭로하는 글 ‘송구영

신(辞旧迎新)’ 상, 중, 하 세 편을 발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이예 같은 사람은 겉으

로만 진지한 모습을 가진 위선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마 한한은 문학계에 뇌물관행

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바이예는 자신의 블로그를 닫았다. 

 

<그림 4-7> 

 

 

한한과 바이예의 논쟁은 두 사람 간의 논쟁에 머무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논쟁에 문학

계 인사들도 가담하였다. 문학계 인사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겠다. 

 

비판  

解玺璋: “만약에 내가 한한의 아버지면 반드시 그의 뺨을 칠 것이다. 완전히 교양이 없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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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http://baike.baidu.com/view/25468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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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晓玉: “어째 이렇게 문화대혁명시기의 홍위병이 같은가? 이런 행위는 매우 악질이다. 바이예는 

단지 한한이 문장을 잘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증거를 찾아 바이예를 못 살게 

굴다니. 예전 문혁 때 바로 이랬다. 남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 못 하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

람을 죽게 만들었냐?” 

陆天明: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한한은 단지 열 일곱여덟 밖에 안 된다. 책도 별로 읽지 못했잖

은가.” 

 

지지 

古清生: <한-바이 논쟁에서 바이예의 신분을 탐구하는 것까지(从韩寒白烨之争到叩问白烨身份)>이

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한과 바이예의 논쟁은 대중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끌 수 있다. 즉 바

이예 같이 많은 ‘문학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원, 공적 학자, 또한 도서발행자에게 이러한 일(뒷

돈을 받았다)이 있다니, 완전 재난수준의 학술계의 부패이다. 바이예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용해 

자신이 발행한 도서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한 것은 분명 불공정 경쟁 행위이다. 이는 대다

수 작가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며 중국 문학사업에 매우 심각한 해악을 불러올 것이다.”
74

 

 

한한은 3월14일, 15일 연속 문학계 인사들의 평론에 대해 비판하는 ‘세계에 말한다: 무

엇이 공명정대한 것인가(对世界说，什么是光明和磊落)’와 ‘문학계 패싸움 학술위조의 마지

막 엔딩, 주요대표연설(文学群殴学术造假大结局，主要代表讲话)’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 

또한 3월16일, 문학계 사람들이 제기하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한한이 어떻게 한한을 

반박하는지를 봐라(看韩寒如何反驳韩寒)’라는 자기분석적인 글을 발표해 문학계 인사들을 

비판하였다. 

이렇게 한한이 연속적으로 글을 올리자, 한한을 문화혁명기의 홍위병으로 간주하는 陆

天明 의 아들 陆川(감독)도 논쟁에 개입했다. ‘그(한한의) 평론에 관하여’에서 루촨은 작가

인 자기 아버지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홍위병들[한한] 때문

에 맞을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며 한한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3월21일 한한은 ‘관후총결:중국식 문학논쟁-부자가 출전하고, 친구친척들이 

몰려온다(观后总结：中国式文学争论——上阵父子兵，伙同亲友团)’을 발표해, 陆天明부자를 

비판했다. 

그러자 뮤지션인 高晓松은 논쟁 과정에서 흥분한 한한 팬들이 陆天明 陆川의 블로그에 

남긴 과격한 표현에 화가 나서 논쟁에 끼어들었다. 그는 한한이 쓴 책 <삼중문(三重门)>

이 자기의 노래 ‘청춘은 후회하지 않는다(青春无悔)’ 가사를 표절했다고 한한을 법정고소

했다. 

이에 한한은 자신의 표절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사과했고, 가오샤오쑹은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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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했다. 하지만 바이예는 여전히 블로그를 폐쇄한 상태였고, 2010년 8월5일, 한한, 陆

川, 高晓松는 극적으로 화해했다.  

 

<그림 4-8> 

 

 

 

이 논쟁에서는 다소의 인신공격이 있었고 고소로 이어지긴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한한

이 문학계 뇌물관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여 문학계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

다는 점이다. 한한은 바이예의 비난에 답할 뿐 아니라, 문학계 전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장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도록 하였으며, 문학계 지식인들과 네티즌들도 이 공론장에 

참여하여 논쟁하도록 자극하였다. 따라서 자칫하면 인신공격과 비난이라는 개인적 논쟁에 

머무를 수도 있었던 이 논쟁에서도 한한은 공공성을 부각시켜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속성을 

보여주었다. 

포스너의 공공성 기준에 따라 살펴볼 경우, 이 논쟁은 무엇보다 기성세대 문학인들과 

홀로 논쟁을 전개한 측면이 두드러진다(예언자적 태도). 또한 이는 문학영역의 특수논쟁으

로(전문적 사회비판), 뇌물관행을 공격하여 문학계 개혁을 촉구하였다(사회개혁). 

 

(3) 바이두 저작권 침해 논란 : 대중매체 

 

<그림 4-9> 

 

http://baike.baidu.com/picview/254689/254689/0/c2bce203d3dda1cad53f7c7f.html


- 68 - 

 

 

2009년 9월 27일, 중국 유일한 저작권 관리단체 ‘문저협(文著协)은 자기의 공식 홈페이

지에 <저작자에게 드리는 통지(致广大著作权人通知书)>를 발표하여, 구글이 중국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중국 저자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구글 디지털도서관에서 찾아 침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라고 호소했다. 이에 많은 중국 저자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11월 6일 

중국 저명작가 绵绵은 중국 최초로 자신의 명의로 구글을 고소했다.  

이 같은 비난과 고소에 대한 구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구글 도서검색’은 열람이 

아닌 오직 검색을 위해 설정된 기능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지난 도서들은 독자들이 무

료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도서의 목차 등 일부 내용만 검색된다. 

하지만 중국 저자가 자기의 도서가 구글에 디지털도서로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 

신청하는 저자에 한해서 권당 최소 60달러를 배상할 것이며, 앞으로는 디지털 도서 수입

의 63%을 저자에게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한한은 중국 다른 작가들의 반응과 달리 구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옹호’하였다. 2009

년 11월 26일 그는 블로그에 “나는 구글의 60달러를 받겠다. 그리고 구글이 내 도서를 

스캔하는 것을 환영한다(我接受谷歌的六十美元，并欢迎谷歌扫描我的图书)”는 글을 발표했

다.
75

 한한은 “비교해 보니까 구글이 제시한 조건은 매우 합당하다. 구글은 단지 책의 목

차와 개요를 공개하는데 그 저자에게 60달러를 지불한다. 하지만 국내의 수많은 사이트들

에서 내 책을 공짜로 전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나는 국내 사이트로부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라면서, 구글이 국내 인터넷 매체에 비해 매우 ‘합리적’이

므로 ‘만족’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한은 “이미 출판된 책인데도 나에게 돈을 지불하겠다

는 사이트는 구글이 처음이다. 60달러가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단지 목차만 공개하는 것

이다. 만약 누군가 전체 도서가 필요해서 다운로드 받겠다면 따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구글이 70%대 30%로 수입을 배분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다. 왜냐하면 전통 

출판 경로(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될 때, 서점은 수입의 10분의 4, 5를 차지하고 나는 

단지 10분의 1이다”라고 그의 주장을 부연 설명했다. 다른 한편, 그는 ‘문저협’을 비난했

다. “나는 심지어 여태까지 문저협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지도 몰랐다.” 그는 “현재까지 

해적판 국내사이트가 범람하지만 문저협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으며, 

“이번처럼 ‘잠수’ 상태에 깨어난 김에 구글 말고도 내 장편소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

트를 손봐달라”고 문저협에게 비아냥거리듯 요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11년 벌어진 ‘바이두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한한은 강력

하게 비판했다. 바이두 저작권 침해 사건의 진행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다.
76

 

                                           

75 http://blog.sina.com.cn/s/blog_4701280b0100fzmm.html  

76http://zh.wikipedia.org/wiki/%E7%99%BE%E5%BA%A6%E6%96%87%E5%BA%93%E4%BE%B5%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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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 贾平凹, 刘心武, 阎连科, 张炜, 麦家, 韩寒, 郭敬明, 慕容雪村, 沈浩波 등 50명

의 저명한 작가와 출판 발행인들이 함께 <”3∙15” 중국작가의 바이두 성토서(“3·15”中国

作家讨百度书)>를 발표했다. 그 내용에 의해 따르면 바이두는 누구에게도 저작권료를 지

불하지 않고 작가들의 작품을 ‘바이두 문고’에 올려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바이두 측에서는 “바이두 문고는 사용자가 각자 자율적으로 자료를 업로드하여 서로 공유

하는 공간이다. 바이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내용에 대해 분류, 편집 등 개입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출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변론했다. 

3월 24일, 성토서에 서명한 일부 출판 발행인과 작가 대표는 바이두 사측과 ‘바이두 문

고 저작권 침해’건에 대해 교섭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 협상결렬을 두고 한한은 3월 25일~26일 연속으로 자신의 블로그에서 바이두를 비판

했다. 그의 블로그 글 “식용유[생계를 의미하는 중국어 표현-인용자]를 위하여, 바이두를 

규탄한다”에 따르면 “우리들은 ‘바이두 문고’가 모든 저자의 모든 책을 무료 열람 및 무

료 다운로드해주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구글만 규탄했다”. 

“바이두와 구글은 결국 큰 차이가 있다. 구글은 체면을 중히 여기지만 바이두는 그 반대

이다.” 그는 바이두 문고의 경영구호, 즉 “인터넷의 정신은 바로 무료와 공유이다’를 비판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의 정신은 무료와 공유가 아니라 자유와 전달이다. 만

약 바이두의 말대로 무료라면 왜 바이두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검색순위에 올리는 것은 

공짜로 안 해주냐?”, “바이두는 제 철을 만났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작가, 음악가의 저작

권을 자기 멋대로 침해할 수 있는 시대니까. 무엇보다도 바이두는 제 나라를 만났다. 이 

나라에 있어야 모든 문화산업을 침해해도 계속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또

한 그는 다음 글인 “리옌훙 선생에게 드린 편지(给李彦宏先生的一封信)”에서 “이렇게 바

이두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작가와 출판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냐고”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놀랍게도 이튿날 26일, 바이두는 공식 발표를 했다. 바이두 문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작가의 감정을 다치게 했다고 사과하고, 자신의 관리부실로 인한 저작권침해 행위는 

인정하였다. 또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3일 내에 전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 <재경망>은 기사에 아예 한한 블로그 글 전부를 첨부하였다. 언론은 한한의 

글이 바이두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한 가장 모범적인 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77

 

하자만 이 정도로 사태가 일단락되지는 않았다. 2011년 11월 한한, 郝群 등 수십 명의 작

가들이 바이두를 고소하였다. 즉시 바이두 문고에 담긴 저작권 침해 작품을 삭제하고, 바

이두 홈페이지에 공식사과를 올리고, 또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9D%83%E4%BA%8B%E4%BB%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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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인 2013년 5월 17일, 한한은 최후 승소했다. 2012년 9월 20일 중국신문출판은 한

한이 바이두를 법정에서 이긴 것이 배상금 자체보다 활씬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78

 중국

의 불법사이트가 법적 제재를 받는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문화발전

을 대단히 중시하는 한한은 중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대

단히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듯 바이두라는 거인과 싸우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한은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부조리에 대하여 중국에서 가장 

큰 바이두라는 거대 검색사이트와 대결하였다. 심지어 바이두 사건을 실시간으로 비평하

는 중요한 발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실시간비평), 고소조치 같은 실천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이 사건은 특정 대상을 직접 비판하는 사회비판이면서 동시에, 작가인 한한

의 전문적 영역과 관련된 ‘전문적 사회비판’이기도 하다. 또한 거대 공룡매체와 싸움으로

써 ‘예언자적 실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던 거대 검색사이트의 사과 및 관련 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개혁’에 기여하

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한한은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요건에 적합한 역할을 수

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丁俊晖 안티팬’ 사건 : 대중비판 

2007년 Wembley masters final에서 중국인 丁俊晖 세계 저명한 스뉴커 선수인 오설리

번에 졌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丁俊晖가 무식하고, 배운 것 없다고 丁俊晖를 비판했다. 

(丁俊晖는 초등학교 졸업, 유명해지고 2007년 상하이교통대학교 경영관리전공 입학) 

 

<그림 4-10> 

 
 

이를 지켜본 한한은 블로그에 ‘잡문(杂的文)’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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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하며 丁俊晖를 응원했다. “세상의 논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논리’고, 하나는 

‘중국식 논리’다. 아무 성과도 없는 사람들이 감히 ‘세계 챔피언의 교육모델에 문제가 있

다고’ 나무란다. 이것이 바로 중국식 논리이다. 스포츠에는 나름의 문화가 있다. 따라서, 

한 종목 스포츠의 세계 챔피언은 바로 이런 문화의 가장 큰 성취다. 당신들이 쓸데없는 

교과서를 몇 권 더 읽었다고 문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자 사태가 다시 호전되며 네티즌들이 한한의 글에 의해 사고방식을 바꾸는 사례가 

관찰된다. 선수를 비난하던 네티즌 일부가 자신의 근거 없는 선수 비난을 반성하였던 것

이다. 따라서 한한은 사이버상에서 발현되는 대중들의 비이성이나 광기에 휩쓸리거나 그

것에 편승하기 보다는 대중들과 대립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한 것이다.  

포스너의 공공지식인 조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반적 ‘사회비판’이며,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실시간비평’, 과감하게 대중의 감정을 비판하는 ‘대중과의 대립’ 및 ‘예언자적 

태도’ 등이 드러난다.  

 

(5) 중국 청년들의 ‘반한감정’ 비판 : 대중비판 

한한은 중국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사이버상의 반한 감정에 대해서 거론하는 

‘모명, 나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합니다(莫名，我就仇恨你)’(2011-06-11)라는 글을 

썼다.
79

 2010년 한국의 한류스타들이 상하이엑스포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수많은 인파

가 콘서트 관람을 위해 모여들었기 때문에 중국관객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그

런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한류스타들을 그 충돌의 책임자로 비난했다. 반한감정

이 발동한 것이다. 그러자 한류스타의 중국인팬들은 그같은 반한감정을 담은 공격에 대해 

한류스타들의 홈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남겼다.  

중국인의 반한감정의 원인으로 중국에서 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유산을 

자신의 전통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이 중국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한국고유명절이라며 유네스코에 한국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중국인들은 반발하기 시작

했다. 하지만 한한은 한국의 중국문화유산 훔치기가 일부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중국에

서만 크게 과대포장될뿐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된 대부분의 소문은 중국인이 지어냈을 뿐

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싫어하니까 우리집에 와서 물건을 

훔치는 스토리를 지어낸다”는 것이다. 한한은 한국인들도 존경받을 만한 점이 있는데, 한

국의 민주화와 한국의 한류문화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는 별로 적대감이 없는데, 

한중 청년들끼리만 적대감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한은 이 글로 인해 수많은 댓글로 비난을 받았다. 한 네티즌은 “당신의 관점은 당신

의 관점일 뿐이고, 대부분 중국 청년의 관점은 아니다”라고 한한을 비판했다.  

                                           

79 http://blog.sina.com.cn/s/blog_4701280b0100japd.html  

http://blog.sina.com.cn/s/blog_4701280b0100jap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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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족주의 감정을 지적하며 한한은 대중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중립적이고 이성

적인 태도를 그들에게 요청하였고, 이는 한한이 대중추수적이기 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한

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포스너의 공공지식인 조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반적 ‘사회비판’이며,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실시간 비평’, 과감하게 대중의 감정을 비판하는 ‘대중과의 대립’ 및 ‘예언자적 

태도’ 등이 드러난다.  

 

이상 (1)~(5)의 5가지 논쟁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공공지식인으로서의 한한의 성격을 포

스너의 기준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21> 

 
자아 

대중화 

대중들과의 

대립 

실시간 

비평 

사회현상 

예측 

예언자적 

태도 

일반적 

사회비평 

전문적 

사회비평 

사회 

개혁 

‘북천 호화차구

입’사건 
O  O    O O 

‘한바이지쟁’ O    O  O O 

‘바이두 저작권 

침해 논란’ 
O  O  O  O O 

‘丁俊晖 안티

팬’ 사건’ 
O O O  O O   

‘중국 청년들의 

반한감정 비판’ 
O O O  O O   

*핚핚은 파워블로거이자 얶롞보도를 유발하고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므로 기본적읶 자아대중화

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현상 예측은 혁명, 민주, 자유에는 드러나지맊 위 글들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본 절에서 서술한 한한의 공론장 개입 사례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한한은 정부기

관, 지식계,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토론을 촉발하고, 각 사

회 행위자들에게 보편적 기준에 따라 행위 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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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본 장(4장)에서는 주요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한한의 발언이 정부기관, 지식계,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들에게 큰 논쟁을 불러왔음을 보았다. 한한은 공공적 기준에 따라 각 사회적 

주체들이 토론하고 태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한이 공

론장을 활성화하는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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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한에 대한 지식인의 평가와 네티즌의 열기 

 

본 장에서는 텍스트 외부로 눈을 돌려, 한한의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외부

집단인 지식계, 네티즌, 언론 등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한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제1절 지식인계의 반응 

 

한한을 “공공 지식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중국 지식인층에서는 이미 

많은 논란과 평가가 존재한다.  

 

(1) 지지 

중국인민대학 정치학 교수인 장밍은 지지자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장밍은 한

한의 ‘영향력’과 제도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공공영역 전체 지식층을 다 모

아도 한한 한 명의 영향력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장밍은 한한이 제도권으로부

터 독립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제도권으로부터의 독립’은 한한이 자신의 의견

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문호이자 지식인의 상징이기도 한 ‘루쉰’과의 비교는 중국 사회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지식인이 한한을 루쉰과 비교하고 있다. 량원다오과 

쉬쯔둥, 그리고 작가 주샤윤은 중국의 대문호인 루쉰과 한한이 닮았다고 보았다. 이는 중

국 지식계에서 대단한 격찬이라고 할 수 있다.
80

 반체제예술가인 아이웨이웨이는 한한의 

영향력이 심지어 루쉰보다도 크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한한을 루쉰과 비교하는 평가들을 

통해 한한을 공공지식인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도 다소 소개된 쉬지린은 한한의 글에 ‘보편성과 상식성’이 있음을 지적함과 동

시에, 한한의 생각에 ‘독창성’이 있다고 보았다. 공공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

는 보편성이다. 보편성은 상황에 끌려 다니지 않고 보편적이고 공적인 기준에 따라 불편

부당하게 발언하는 공공지식인의 요건이다. 게다가 쉬지린은 한한의 팬들도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한한 블로그가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80

 한국의 미네르바도 정체가 공개되기 전에는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태동 교수로부터 “우리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격찬을 받았다. 하지만 신상 공개 이후 김태동 교수는 침묵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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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식인들이 공공지식인이 사라지고 있는 중국 지식계에 한한이 공공지식인의 전통

을 부활시킨다고 논평하고 있다. 왕샤오위는 공공지식인으로 한한을 볼 수 있는 아주 중

요한 지적을 했는데, 중국에 문인과 영수는 많지만 한한 같은 ‘공민’이 없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공적 정신이 중국에 쇠퇴한 상황에서 한한이야말로 공공성을 지녔다고 본 것이다. 

임소화는 한한의 학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고졸도 못한 한한은 지식인”이며, 

“석사 박사 졸업한 교수가 오히려 지식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출판업자 루진포는 한한이 

“유일하게 짐승처럼 살지 않는 공공지식인”이라고 말했다. 중국 후뚱미디어그룹의 홍황도 

한한이 중국에서 유일한 공공지식인이라고 평가했다. 남방주말의 샤우수는 한한의 ‘보편

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한한은 너무나 평범하기에 보편성을 지닌다고 본 것이다. 허칭롄

도 한한의 사상이야말로 “중국 중산층의 일반적 의식”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한한은 특히 중국 ‘80후 세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세대의 청년지식인으로도 자리매김하

였다. 아시아주간 편집장인 추리번은 “한한이 ‘80후’ 의견선도자의 대표인물”이라고 보았

다. 대만 작가인 룽잉타이도 한한의 탄생이 중국에서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관찰했다. 후베이성 작가협회 주석인 팡팡은 한한이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

를 대변한다고 보았다. 천단칭(陈丹青)81은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 사고 방식

은 그에게 아예 없다. … 한한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찾았으며 우리와는 다르다.”고 그가 

단순히 새로운 세대 지식인일뿐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개척한 지식인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학계 및 언론계 지식인들의 한한에 대한 지지를 토대로 한한의 공공지식인으로

서의 성격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표 5-1> 

공공성 
왕샤오위 

루진포 

‘공민’ 한한 

유일하게 짐승처럼 살지않는 공공지식인 

독립성 장밍,  제도권으로부터의 독립 

영향력 

(대중성) 

장밍 

량원다오, 쉬쯔둥, 주

샤윤 

아이웨이웨이 

공공지식인을 다모아도 한한에 미치치 못함 

루쉰과 같은 지식인 

루쉰보다 더 큰 영향력 

보편성 
쉬지린 

샤우수, 허칭롄 

보편성과 상식성 

평범하기에 보편성을 지님, 중산층 의식 표현 

세대대변 
추리번, 팡팡 

룽잉타이 

80후 세대 의견선도자의 대표 

새로운 세대의 성장 반영 

독창성 천단칭 새로운 표현방식과 사고방식 

                                           

81
 천단칭, 지명 예술가, 작가, 문화평론가,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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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의 평가를 통해 추출한 이 같은 속성들로부터 판단할 때, 한한을 사이버 공공

지식인으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 한한은 제도권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적 문제에 대하여 

보편성에 호소하며 대중들에게 독창적인 표현방식으로 발언하는 청년지식인으로 볼 수 있

는 것이다.  

한한은 ‘80후’의 청년세대가 가진 정치 무관심, 그리고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였다. 한한은 자신과 동세대의 청년들이 정치적 무관심, 공공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는데도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비판 

그러나 한한을 비판하는 지식인도 없지 않다. 커치엔팅은 한한의 사회비판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사안을 너무 구체적으로 비판하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한한은 

영악하게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한한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이다. 

한한의 지적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갈등하거나 정부로부터 억압당할 일이 없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한한이 사이버상에서 활동하고 제도권에서 독립되어 

있기에 급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은 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한한 글의 논리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한한이 궤변과 억지논리를 쓴다는 것이다. 

앞뒤가 안맞고, 앞뒤가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지식인이 주로 책이나 인

쇄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기존 지식인과 동일하게 일관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리성과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명확히 판단

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한한의 지향이 대중들의 이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한한은 다만 자기

자신과 이해가 맞는 사람과만 같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한의 공공성 추구가 과대평

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한은 자신과 별로 관련 없는 여러 공적 문제들에 대해

서 발언하고 있다. 차라리 한한이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서 글을 쓴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

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한한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글을 쓴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저우페이원은 한한의 블로그가 대중들의 집단적 광기를 대변할 뿐이며, 한한은 연예인

이나 스타와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한한의 인기를 연예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그

가 카레이서라는 점, 세련된 외모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연예인의 인기양상과 유사하다고 해서 지식인이 아니라고 단정짓

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식인으로 활약하는데 있어 그러한 외적 요소들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소셜테이너’로 활약하는 연예인들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 같은 요소를 메시지 전파에 십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한이 지금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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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과 분노가 넘치는 시대에 대중들의 기분에 영합하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한한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대중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비판에 대해 한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하였다. 한한은 자기가 단지 국민으로서 발언하는 자유가 있고, 자

기가 주장한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한은 자신을 단지 ‘공민 한

한’이라고 자칭하였다. 대부분 한한을 지지하는 지식인과 대중은 이러한 솔직함이 전문화 

사회에서 오히려 지식인에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존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

키기 위해 솔직한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2절 네티즌의 반응과 논쟁 

 

한한이 아카데미 공공지식인들의 지지를 점점 더 많이 받자, 흥미롭게도 아카데미 지식

인들보다 기존의 대중들 중 일부가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일부 대중들은 한한이 기

존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엘리트주의적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

의 대중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던 한한이 아카데미 지식인으로부터도 인정받았기에 한한의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확신하였다. 그러나 아카데미 지식인과 사이버 지식인 간의 긴장관

계가 이러한 현상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존재한다면, 그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일까. 사이버공간

의 특성상 사이버지식인은 ‘대중추수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들의 의견을 단순히 

대표하고 대중들의 의견을 모으거나, 아니면 반대로 대중들이 사이버지식인의 의견을 신

성시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추종할 수도 있다. 기존의 집단지성론도 이러한 대중추수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한은 대중들도 틀렸다면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대중들의 오류

를 비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앞서 텍스트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한한은 중국인들의 이

기심과 무관심에 대해서 비판하였으며, 반일주의 및 반한 감정과 결합한 대중들의 과도한 

민족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82

 한한의 이 같은 대중 비판에 대해서 대중들은 한한을 신

랄하게 공격하기도 하였다. 한한은 지식인으로서 어느 정도 대중과 거리를 두기도 한 것

이다. 

한한은 그가 유명해지고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자들의 목

소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 바 있다. 자신이 얻은 명예가 지식인으로서의 보편

적 기준에 비추어야 할 지식인의 책무를 훼손하지나 않을까 우려한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82

 민주 and 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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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으로 인한 광기와 감정의 폭발도 상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토

론보다는 강변이 얼마든지 지배할 수도 있다. 사이버 지식인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은 바

로 이런 요인이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에서 과연 공공지식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회

의와 의구심이 존재한다. 하지만 적어도 한한은 자신이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얻은 명예가 

공공성과 이성을 잡아먹지 않을까 우려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이다.    

 

 

제3절 한한에 대한 언론의 반응 

 

한한이 블로그를 통해서 제기한 여러가지 쟁점들은 인터넷에서의 논쟁뿐만 아니라 언론

의 주목을 받았다. 물론 한한은 적극적으로 언론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지만, 한한이 불러 

일으킨 논란이 컸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다음 표는 2008년~2012년까지 <남방주말>, <남방인물주간>, <남도주간> 등에서 한한을 

보도한 횟수이다. 이 저널들은 광저우 지역의 언론사들이 발행한 것이며, 다소 엘리트 취

향이자,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83

 <남방주말>은 보도량이 가장 많으며, 총 83건을 보

도했다. <남방인물주간>은 보도량은 25건으로 적지만, 대부분 중요한 사건 위주로만 한한

을 다뤘다. <남도주간>은 한한에 관하여 다양한 화제를 다루었고, 보도량은 47건이다.  

 

<표 5-2> 2008~2012년 광저우 3사 한한에 관한 보도량(陈刚,2012:6)

  

 

 

 

                                           
83

 남방주말의 진보성은 2013년 초 발생한 검열반대 투쟁에서 일단을 볼 수 있다.(‘검열 항의파업 남

방주말 "편집 절차 존중받아야’ <연합뉴스> 20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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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2008~2012년 연도별 한한에 대한 주목도 추세(陈刚,2012:7) 

 

 

다음 그래프는 세 신문사가 한한에 관한 보도가 다룬 영역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비교했을 때, 공공문제가 3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

라서 한한이 공공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해당 공공사안에 대해서 한한의 의견을 묻는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어 언론자유, 체제와 제도, 사회책임, 공민 등의 화제).   

 

<그림 5-2> 2008~2012년 광저우 3사 한한에 관한 보도 내용별 분류(陈刚,2012:12) 

 
 

앞에서 잠깐 제시했듯이, <남방인물주간>에서는 한한을 공공지식인이라고 호명하였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한한을 공공지식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보

적 언론에서 한한을 공공지식인으로 가장 강하게 보도했다는 사실은, 한한의 사회비판성, 

반체제성을 일부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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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한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의 공공성을 의심하는 언론보도도 찾을 수 있다. 관영<

신화통신> 2007년 1월 11일자는 한한의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건드리며, 한한 블로그 

글의 맞춤법과 표현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관영 <광저우일보> 2012.4.7일자는 한

한의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복귀를 신간 서적 <광명과 정대> 홍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한을 상업적 지식인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제4절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서의 한한 

 

이 절에는 공공지식인으로서의 한한의 자기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많은 지식

인과 대중, 심지어 언론매체까지 한한을 공공지식인으로서 인정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한의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은 그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가인터넷 블로그를 선택한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 특유의 

국가과 당에 의한 언론통제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기존 인쇄매체에 대한 국가검열과 인터넷에 대한 국가검열의 차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한에 따르면, 인쇄매체에 대한 검열

은 국가가 문장의 일부나 글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민

감한 문장과 문단을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개혁개방 직후 언론사나 출

판사는 공공기관이 되었다. 그러한 구조조정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인쇄매체(책이나 잡지, 

신문 등)를 검열할 수 있었다. 반면 인터넷에 게재된 글의 특징은 부분적인 변경이나 수

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검열의 방법은 다만 게시된 글의 삭제, 접근금지, 검색차단 등

의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한한은 인터넷 특성상 게시된 글의 원본이 공유나 복사를 통해 

그대로 보존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한한은 따라서 인터넷은 대중들이 진실에 가까이 가도

록 유도하며, 범죄적 행위가 과거처럼 은폐되기 어려워지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한 마

디로 언론의 자유가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한한은 중국에서는 국가의 검

열도 자유지만, 글을 쓰는 환경도 자유라고 말하기도 했다.84  

한한의 이러한 주장은 인터넷이 사이버 공론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가리킨다. 한

한의 말을 통해, 중국처럼 가시적인 언론통제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터넷의 특징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언론자유 수단이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작가로 출발한 한한은 인터넷 공간의 공론장 기능을 포착하고 중국의 현

실에서 공공성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십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한한은 문화관련 잡지를 만드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그가 인터넷을 버리고 전적으로 인쇄

                                           
84

 Channel NewsAsia 한한 인터뷰(2011.9.20) http://www.youtube.com/watch?v=gnM-XES3dRw 

http://www.youtube.com/watch?v=gnM-XES3d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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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인터뷰에서 글이 오래도록 읽히지 않고 휘발성이 

높은 인터넷 블로그나 페이스북이 아쉬웠다고 말했다.85 

 

 

 

 

 

 

 

 

 

 

 

 

 

 

 

 

 

 

 

 

 

 

 

 

 

                                           
85

 HKTDC 한한 인터뷰(홍콩채널)(2010.7.26) http://www.youtube.com/watch?v=-bQ42gBTIYU 

http://www.youtube.com/watch?v=-bQ42gBTI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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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성과와 한계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에서 공공지식인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면서, 2000년대 이후 정보

사회에 이르러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공론장 형성의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공론

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30세의 중국의 대표적 청년 사이버 지식인 한한을 사례로 고찰하였다. 

최근에는 ‘지식인의 종언’이 거론되었고,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집단지성론’이 기존 지

식인론을 대체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이 이성적 토론의 공론장이기도 하지

만, 광기와 배설의 공간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대중이 지식인과 등치

되는 집단지성론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다. 더불어 공공성과 보편

성을 지닌 전통적 지식인의 요소도 집단지성론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86

 그

에 따라 사이버 공론장을 활성화하되, 사이버공간의 단점을 극복하는 공공성과 보편성을 

갖는 사이버 공공지식인 모델을 제안하였다.  

중국 지식인론의 전개는 ‘사’와 ‘천하’의 개념을 구현한 ‘사대부’의 전통 속에서 관료적 

공공성을 가진 지식인 전통이 근대화 과정에서 변형, 수정되는 과정이었다. 20세기 신중

국 건국과 문화대혁명 및 천안문사태를 거치면서 지식인은 트라우마를 가진채 국가와의 

관계에서 수동성을 지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개혁개방에 따른 공공지

식인의 등장과 쇠퇴의 흐름이 80년대 이후 지속되었다. 90년대 이후 지식인층이 아카데미

로 전문화되고 시장화의 흐름에 노출되면서 지식인의 공공성 추구는 제약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은 중국에 새로운 공론장과 공공지식인 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많

은 네트워크 지식인(파워블로거)이 등장하였다. 최근 중국의 ‘한한현상’은 이러한 흐름 속

에서 한한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진리와 보편성 추구는 아카데미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중과의 소통 없는 진

리와 보편성 추구는 아카데미의 기득권 유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한한은 고등학교 

중퇴로서 비아카데미, 비제도권 지식인(독립성)이자 대중적 지식인(대중성)이다. 또한 인터

넷이라는 최신 대중매체를 능숙하게 활용한다. 그는 대중성을 지닌 사이버 지식인인 것이

다. 한한은 대중적이었으나 대중추수적이지는 않았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상

식이나 편견과 강하게 대립하기도 하였다(대중과의 대립). 이러한 측면은 한한이 때로는 

                                           
86

 현재까지도 지식인의 ‘보편성’을 줄기차게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가는 에드워드 사이드이다(사

이드 2012). 



- 83 - 

 

집단지성과 호응하다가도 공공성과 보편성을 위해 그것과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음을 보여

준다. 한한이 대중매체의 논리가 만든 미디어지식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는 언론의 끊

임없는 관심인물이었지만, 주류 언론이나 관영TV 같은 주류 대중매체와는 거리를 두었다. 

오히려 그는 해외매체에 우호적이었다. 또한 한한은 상업 논리에 끌려다니는 상업적 지식

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한이 자신의 책을 팔고 싶었다면 레이싱 선수를 그만두고 TV

나 주류 언론 출연에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다. 그는 블로그 글에 집중했다. 왜냐하면 그

가 주장한대로, 정부당국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검열하지만, 또한 인터넷은 중국사회에서 

가장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예언자적 태도). 한한은 비판적 지식인

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사회비판). 한한은 애초에 반체제 분자로서의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았는데, 그가 혁명, 자유, 민주 세 글을 썼을 때 보수로 

전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중국 사회발전 및 사회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도 과감하게 주장하며(사회개혁), 중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측한다(사회현상 

예측).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 한한은 공공지식인의 핵심요건인 공공성과 보편성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한은 공공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하고 글을 

썼으며,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한을 

사이버 공공지식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식인론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본 연구에서 처음

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이 앞으로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지식인 모델로 

활용 가능한지는 본 연구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인 모델을 제시하

고 그 사례를 연구한 본 연구가 앞으로의 연구를 자극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사례이자 한 명의 지식인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보편화,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수사례에 그칠 가능성이 남기 때문이다. 중국 특유

의 언론통제가 중국의 인터넷을 중요한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 한한과 같은 사이버 공공

지식인으로 두드러지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나 일본, 기타 여

러 나라들의 사이버 공공지식인들을 탐색하여 비교 연구를 시도한다면 본 연구의 주장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상의 한계도 있다. 중국의 블로그는 한국

의 블로그처럼 블로거의 글에 대한 찬성/반대 아이콘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네티

즌들이 블로거의 글에 어느 정도 반대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수량화할 수가 없다. 게다가 

댓글에도 찬성/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한국 블로그와는 달리 네티즌들의 댓글의견에 대

해서도 수량화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중국 블로그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연구자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지점이었으며, 어쩔 수 없이 본 연구의 한계가 되었다. 또한 더 많은 텍스

트를 내용적으로 심층 분석하지 못한 점도 한계이다. 또한 한한 개인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도 부족하다. 한한의 소설과 잡지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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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개인의 전체적인 사상적 통일성을 조망하려면 소설과 잡지에 대한 총체적 연구도 본 

연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제2절 한국사회에의 함의와 전망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정보사회의 사이버공간에서 공공지식인이란 존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특히 

세대를 대표하는지식인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중국이든 한국이든 과거에는 대학생들이 지

식인으로 불리고 지식인의 역할을 자임했으며, 청년들은 자신을 대변하는 동세대 지식인

을 언제나 가졌다. 하지만 현재 대학은 교육의 시장화 및 교육의 산업에의 종속에 따라 

취업기지화 되고 있다. 2013년 중국은 최대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절반 정도가 실

업상태에 놓여있다.
87

 한국에서도 청년들은 자기 세대의 지식인이 없이 선배나 기성세대 

지식인의 ‘멘토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강준만, 2012), 중국 청년들도 자신의 미래

와 가치관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한은 청년 세대의 공공지식인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

에서도 청년 세대의 공공지식인이 존재하는지 탐구하는 데 한한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아카데미 지식인마저도 학술적 전문성은 추구하되 공적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주저

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과거의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지식인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사회의 특성상, 과거와 달리 정보는 넘쳐나고 대중들도 마

음만 먹으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지성에 관한 논의들이 주장하는 대

로 대중들이 곧바로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홍수는 정보를 제대로 정

리하고 해석해줄 존재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지식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지

식인론 연구자들이 주장했듯이 과거 식의 대중계몽적 지식인은 현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존재를 탐색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한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기존의 지식인에게 필수였던 학벌, 제

도권 여부, 표현방식 등을 파괴하는 존재이다. 과연 이러한 사이버 지식인 한국에도 존재

할지는 미지수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인터넷 사용인구든 사용빈도든, 사

이버 공공지식인이 활약하기 더욱 유리한 구조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장은 한국에서 한한

과 유사한 유형의 지식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러하다면 왜 그러한지

                                           

87 http://daweinan.com/news/news-show-240.htm 



- 85 - 

 

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다. 만일 한한이 한국에서 활약

했다면 과연 공공지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상력을 발휘해본다면, 중국처럼 폭넓

게 대중과 지식인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국 대중들은 지식인의 엘리트적 성격

에 대한 숭배가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한과 한국에서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

넷 논객 미네르바 관련 사태를 살펴보자. 처음 한국 네티즌들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미

네르바가 고학력의 전문가라고 대부분 상상했다. 하지만 막상 미네르바의 정체가 ‘전문대 

졸업 백수’로 드러나자, 대중들은 그가 정부가 조작한 ‘가짜’라며 진위공방을 벌였다. 미

네르바로 밝혀진 박대성은 정체가 밝혀진 이후, 책을 내거나 강연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

지만 많은 대중들이 그를 가짜라고 단정하였으며 이제는 대중들의 관심밖에 있는 상황이

다. 만일 한국의 저명한 아카데미 지식인과 비판적 지식인들이 미네르바 박대성을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고 인정해주었다면 한국의 대중들은 그를 한한의 경우처럼 공공지식인으로 

인정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중들처럼 한국의 엘리트 지식인들도 미네르바 박대성에 

대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 지식인들이 미네르바 박대성을 검증하려 했다면 

충분히 검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검증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듯

하다. 미네르바와 관련한 한국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정부의 매체검열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문제에만 머물렀다. 따라서 현재 지식인론 관점에서 미네르바를 다루는 연구는 거

의 존재하지 않는다.
88

 필자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반응이 중국인으로서 이상하게 느껴진

다. 따라서 향후 이 같은 한국 미네르바의 사례도 중국 공공지식인 사례와 비교연구할 만

하며, 이는 중국의 특수성과 한국의 특수성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청년 세대의 사이버 공공지식인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인터넷 

세대는 초반에는 정보화 시대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존재처럼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부

터 88만원 세대로 호명되기 시작했다(우석훈 2007).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한한에 비

견할 만한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사이버 공공지식인이라고 할만한 존재는 없는 것 같다. 

반면 한한은 한국의 ‘88만원세대’에 해당하는 중국 ‘80후세대’의 사이버 공공지식인이다. 

인터넷에 완전히 익숙한 최초의 세대가 출현했지만, 시간이 한참 흘러야만 이들 중 사이

버 공공지식인이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은 앞으로 광기와 배설의 공간으로 흘러

갈 것인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본 연구가 함의를 갖

는 지점이 있다면, 중국의 한한을 사례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청년세대 사이버 공공지식인 

탐색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88

 미네르바에 대해 지식인 관점에서의 연구를 시도한 최초의 연구는 최선정의 연구이다. 그녀는 

미네르바의 몇 가지 특성을 추출한 뒤 “흥미롭게도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인 ‘지식인’ 혹은 ‘공공지

식인(public intellectual)’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최선정 2012) 이러한 주장은 아직 충분히 검증

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듯 보이고, 중국이나 일본과의 비교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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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한의 주요 텍스트 번역 

 

谈革命 (2011-12-23 06:09:34) 

最近翻看了很多问题，革命和改革两个词被频频的问起。平时媒体也很喜欢问，但是也只是一问一听，无法见诸报端。

写下来无论什么观点，八成也是不保的命。但作为这次冬至回读者问的第一篇，我就先用整个篇幅来回答我关于革命

两个字的看法。我综合了读者和一些内外媒的提问，在这里一并作答。 

“최근에 „혁명‟, „개혁‟ 두 단어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매체에서도 이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좋아하지맊 결국 

싞문에 싟기는 힘들다. 무슨 입장으로 논의하던 목숨을 걸어야 하기 마렦이다. (중략) 이번 기회를 빌려 독자

들과 국내외 매체의 질문에 대해 여기서 답벾을 하고자 핚다.” 

 

问：中国最近群体事件频出，你认为中国需要一场革命么。 

질문: “중국에서는 최근 집단적 사걲이 빈번하게 읷어나는데, 이와 관렦하여 당싞은 중국에 혁명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까?” 

 

回答：在社会构成越复杂的国家，尤其是东方国家，革命的最终收获者一定是心狠手辣者。很坦率的说，革命是一个

听上去非常爽快激昂并且似乎很立竿见影的词汇，但是革命与中国未必是好的选择。。首先，革命需要有一个诉求，

诉求一般总是以反腐败为开始。但这个诉求坚持不了多远。“自由”或者“公正”又是没有市场的，因为除了一些文艺和新

闻的从业者，你走上街去问大部分人，你自由么，他们普遍觉得自由。问他们需要公正么，他们普遍认为不公正的事

情只要别发生在我自己身上就可以了，不是每个人都经常遭受不公待遇，所以为他人寻求公正和自由不会引发人们的

认同。在中国是很难找到这样一个集体诉求的。这不是需要不需要的问题，是可能不可能有的问题。我的观点是不可

能也不需要。但如果你问我中国需要更有力的改革么，我说一定是的。 

답벾: “사회구성이 혺잡핚 국가, 특히 동방국가에서, 혁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혜를 얻는 자는 틀림없이 사

악하고 잒읶핚 사람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혁명‟이라는 단어는 듣기에는 매우 시원하고 흥붂되는 즉시 효과

가 있는 단어다. 그러나 중국에서 혁명은 붂명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먼저, 혁명은 „요구(诉求)‟를 하나의 조

걲으로 삼는다. 읷반적으로 요구는 늘 부정부패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핚 요구는 오래 갈 수가 없다. 

또핚 „자유‟ 혹은 „공정‟은 시장이 없다. 읷부 문예, 방송계 종사자들 말고는 대부붂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

롭다고 생각핚다. 이 대부붂의 사람핚테 [중국이-역자] 공정하냐고 질문을 던질 경우, 그들은 불공정핚 읷이 

자싞핚테맊 읷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핚다. 모든 사람이 불공평핚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타

읶을 위해 공정과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읶정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집단적 요구‟를 탐색

하기 힘들다. 이 문제는 필요에 관렦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나의 관점은 가능하지

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맊약 나에게 중국에 강력핚 혁명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나의 

답은 „필요하다‟이다.” 

 

问：你为什么不去领导一场起义呢？  

질문: “당싞이 왜 의거를 읷으키지 않는가?”  

回答：开玩笑，就算我认同革命，并在上海起义，而且还稍具规模，官方只要一掐断互联网和手机讯号，我估计不用

政府维稳机器出马，那些无法用QQ聊天或者玩不了网络游戏看不了连续剧的愤怒群众就足以将我们扑灭，你也别指望

着能刷微博支援我，你三天上不了微博就该恨我了。 

답벾: “내가 혁명을 읶정하고, 상하이에서 의거를 읷으켜 규모까지 갖추더라도, 폭력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정

부가 읶터넷과 통싞맊 끊으면, 모든 읶터넷 통싞수단이 끊기는 숚갂, 붂노핚 네티즌들이 우리를 먼저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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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것이다. 웨이보를 통해 내가 지원자를 동원핛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핚다. 당싞이 나 때문에 3읷이나 

웨이보에 접속 못하면 날 증오핛 것이다.” 

 

问：那难道中国就不需要民主与自由了么？ 

질문: “그럼 중국은 민주와 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回答：这是一个误区，文化人普遍将民主与自由联系在一起，其实对于国人，民主带来的结果往往是不自由。因为大

部分国人眼中的自由，与出版，新闻，文艺，言论，选举，政治都没有关系，而是公共道德上的自由，比如说没有什

么社会关系的人，能自由的喧哗，自由的过马路，自由的吐痰，稍微有点社会关系的人，我可以自由的违章，自由的

钻各种法律法规的漏洞，自由的胡作非为，所以，好的民主必然带来社会进步，更加法制，这势必让大部分并不在乎

文化自由的人们觉得有些不自由，就像很多中国人去了欧美发达国家觉得浑身不自在一样。所以，民主和自由未必要

联系在一起说，我认为中国人对自由有着自己独特的定义，而自由在中国最没有感染力。 

답벾: “이 관점에는 폐단이 있다. 문화읶은 읷반적으로 민주와 자유를 자연스럽게 묶는다. 사신 중국 국민에

게 민주가 초래핚 결과는 종종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붂 국민이 생각하는 자유는 출판, 방송, 문예, 

얶롞, 선거, 정치와 관렦이 없으며, 그보다 공공도덕의 자유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사회적 자원(社会关系)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자유롭게 떠들 수 있고, 자유롭게 길을 걲너고, 가래를 뱉을 수 있는 것. 또핚 사회적 자

원을 조금맊 가짂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법규를 위반하고, 자유롭게 제멋대로 하길 원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민주는 필연적으로 사회짂보를 초래핛 것이고, 더 성숙핚 죾법사회를 맊들 것이다. 이러핚 조걲은 대부붂의 

문화적 자유를 무시하는 사람을 현재보다 더 불편하게 핛 것이다. 마치 맋은 중국읶이 유럽, 미국에 갔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요컨대 민주와 자유는 반드시 묶어서 논의핛 필요가 없다. 특히 중국읶은 자유에 

대해 독특하게 정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유가 매력적이지 않다.” 

 

问：我认为中国顽疾太深，改革已经没有用了，只有来一场革命才能让社会好转。 

질문: “중국의 고질병이 너무 싢해서 개혁이 효과를 보지 못핛 것이고, 단지 혁명을 통해 사회를 호젂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핚 당싞의 생각은?” 

 

回答：我们假设革命没有遭到镇压，当然这本身就是不可能的。我们幻想一下革命，假设，革命到了中段，学生，群

众，社会精英，知识分子，农民，工人，肯定不能达成共识。而我们一直忽略了一个人群，那就是贫困人口，这个数

目大概是两亿五千万。你平时都不能注意有他们的存在，因为他们甚至从来不使用互联网。既然革命能够发展到中段，

必然已经诞生了新的领袖。没有领袖的革命一定是失败的，白莲教起义就是很好的例子，而有了领袖的革命，也不一

定好到哪里去，太平天国又是很好的例子。中国式的领袖，绝对不会是你现在坐在电脑前能想象的那些温厚仁慈者。

这样的一个领袖，八成独断专横自私狂妄狠毒又有煽动力，是的，听着有点耳熟。但中国人就吃这一套，也只有这一

套才能往上爬，这个社会习惯了恶人当道，好人挨刀。文艺青年们看好的领袖一个礼拜估计就全给踢出局了。而越是

教育水平高的人，越不容易臣服与领袖。所以这些人肯定是最早从革命中离开的。随着社会精英的离开，革命人群的

构成部分一定会产生变化，无论革命的起始口号有多么好听，到最后一定又会变回一个字，钱。说的好听一点就是把

应该属于我们的钱还给我们，说难听一点就是掠夺式的均富。你们不要以为因为我觉得自己有点钱，所以我怂了，害

怕失去。在革命的洪流里，你拥有一个苹果手机，你是开摩托车的，甚至你会上网，你平时买报纸，吃肯德基，你都

算是有钱人，甚至是有能力在互联网上阅读到这篇文章的人，都是充满着原罪的被革命对象。有一亿家产的人比起有

一万家产的人反而安全，因为他们打开家门，门口已经放的是纽约时报了。最后倒霉的还是中产，准中产甚至准小康

者。以前人们在各种政治运动中自相残杀，现在的人们只认钱，所以很多人民已经被训练成只认钱的自相残杀者。所

以你就想象吧。而中国人讲究清算，这也必然导致镇压。 

任何的革命都需要时间，中国那么大的国家，不说天下大乱，军阀混战，权利真空。稍微乱个五年十年的，老百姓肯



- 93 - 

 

定会特别期盼出现一个铁腕独裁者，可以整治社会秩序，收拾一下局面。至于从百花齐放重新看回人民日报，这个真

的没所谓。况且我们的一切假设都建立在军队国家化的前提下，所以这些都是幻想，连幻想都不乐观，就别提操作了 

답벾: “맊약 혁명이 중반으로 짂행되면 학생, 굮중, 엘리트, 지식읶, 농민, 공읶 등 집단들의 읶식은 틀림없이 

읷치하지 않는다. (중략) 중국식 리더는 젃대로 온후하고 읶자핚 사람이 아니다. 독단적이고 오맊하고 악독하

고 선동적읷 가능성이 높다. (중략) 이 사회는 “나쁜 놈이 정권을 휘두르고 착핚 사람이 칼을 맞는” 것이 흔

히 보이는 현상이니까. (중략) 혁명과정에서 교육수죾이 높은 사람은 그러핚 리더에게 굴복핛 수 없으니 혁명

집단에서 떠날 것이고, 따라서 집단구성이 부붂적으로 벾핛 것이다. 그러므로 애초 혁명의 슬로걲이 얼마나 

멋지든, 결국 마지막에는 „돆‟으로 가는 것이 필연이다. 듣기 좋게 말하자면 원래의 우리 돆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고, 듣기 싡게 얘기하면 „약탈적 균부(均富)‟다. (중략) 마지막 불욲핚 자는 중산층이나 죾중산층이다. (중략) 

혁명으로 읶해 중국이 5년이나 10년 젂쟁터가 되면 백성들이 틀림없이 강력핚 독재자를 기대핛 것이다. 왜

냐하면 이런 읶물이야말로 사회질서를 정리하고 국면을 정돆핛 수 있기 때문이다.” 

 

问：你的观点非常的五毛党，是被政府买通了么？为什么不能一人一张选票选主席。 

질문: “당싞의 관점은 상당히 우마우당적이다, 혹시 정부에 매수되었나요? 왜 선거제도로 주석을 뽑지 못하는 

겁니까?” 

 

回答：在这样一个非此即彼，非黑就白，非对既错，非带路党既五毛党的社会里，革命两字说起来霸气，操作起来危

害更大。也许很多人认为，中国的当务之急就是一人一张选票选主席，其实这并不是中国最大的急迫。相反，一人一

张选票，最终的结果还是共产党代表获胜，谁能比党更有钱？五百亿就能买五亿张选票。不行加到五千亿。一年税收

都十万亿呢。你和人家比有钱?你觉得你周围的朋友的公正独立，那样的人加起来也就几十万张选票。你看好的有识之

士，能有十万张都不错了。唯一能和共产党抗衡的就是马化腾，因为他可以在QQ登陆的时候弹出一个窗口：谁选我马

化腾，谁就可以得500Q币。此举估计也能获得两亿张选票。但问题是，到时候马化腾一定会入党的。民主是一个复杂，

艰难而必然的社会历程，并不是什么革命，普选，多党制，推翻XX，这些脱口而出的简单词汇可以轻易达成的。如果

你对司法和出版都从来没有关心过，你关心普选有什么意义呢。无非就是说起来更拉风一点。这和那些一说起赛车只

会提F1，一说起足球只知道世界杯的人有什么区别呢。 

답벾: “현재 사회는 양붂화 되어있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기세가 등등하지맊 신첚하자면 위해도 크다. 맋은 

사람들의 관점은 중국이 당장 처리해야 핛 것은 선거제도라는 것이다. 신은 이 문제가 가장 급핚 것이 아니

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제도를 신행하더라도 공산당이 이기기 때문이다. 중국에

서는 공산당보다 돆이 맋은 자가 없다. 5백억이면 5억장의 표를 살수 있다. 1년에 세금맊 1조 위앆이 넘는데

… 우리는 주위 칚구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맊 그런 사람을 합쳐봤자 몇 싣맊 표에 불과하다. 

유읷하게 공산당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마화텅(马化腾, 틴센트 CEO)이다. 사람들이 QQ에 로그읶하

기 젂에 „나 마화텅에게 핚 표를 주시면 Q젂(사이버 머니)500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2억 장의 표를 

확보핛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마화텅이 틀림없이 공산당에 입당핛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는 혺잡하

고, 어렵고, 필연적읶 사회과정이다. 혁명, 총선, 다당제 등 이런 단어를 통해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맊약 당싞이 사법, 출판 등에 대해 예젂부터 아무 관싢이 없었다면, 총선에 관싢을 두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问：我觉得中国的革命和民主只是时机的问题。你认为什么时机最合适。 

질문: “중국의 혁명과 민주는 단지 시기의 문제다. 그럼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젃핛까?” 

 

回答：革命和民主是两个名词，这两个名词是完全不等同的，革命不保证就能带来民主，这个咱们不是早就已经证明

过一次了嘛。历史曾经给过中国机会，如今的局面则是我们爷辈的选择。现今中国是世界上最不可能有革命的国家，



- 94 - 

 

同时中国也是世界上最急需要改革的国家。如果你硬要问我在中国，什么时候是个革命的好时机，我只能说，当街上

的人开车交会时都能关掉远光灯了，就能放心革命了。  

但这样的国家，也不需要任何的革命了，国民素质和教育水平到了那个份上，一切便都是自然而然的事情了。也许你

能活着看见这个国家的伟大变革，也许你至死都是这个死结里缠绕的纤维，但无论如何，你要永远记得，错车时请关

掉远光灯，也许我们的儿女将因此更早的获得我们的父辈所追求的一切。 

답벾: “혁명과 민주는 다른 개념이다. 혁명을 신첚했다고 민주의 도래를 보증핛 수 없음을 우리는 벌써 핚번 

입증했다. 역사는 중국에 기회를 죾 적이 있다. 현재 상황은 우리의 조상들이 선택핚 결과이다. 현재의 중국

은 세계에서 혁명이 읷어나기 가장 힘든 국가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에서 혁명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이다. 

맊읷 나에게 „중국에서 혁명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얶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밤길 욲젂자들이 반대방향에

서 마주칠 때 자발적으로 상향젂조등을 끌 때가 오면 걱정 없이 혁명을 핛 수 있다고 답핛 것이다. “ 

“이런 국가에서 어떠핚 혁명도 필요가 없다. 국민소양과 교육수죾이 거기까지 밖에 앆 되기 때문이다. 이러핚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아마 당싞이 죽기 젂에 이 나라의 위대핚 벾혁을 볼 수 있든 없든 영원히 명싢해야 

핛 것은, 상향젂조등을 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손들이 조금 더 읷찍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 

 

说民主(2011-12-24 17:30:02)  

问：革命不一定是暴力革命，天鹅绒革命就是完美的典范。 

질문: “혁명은 꼭 폭력혁명이 아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혁명이 바로 젂형적읶 예다.” 

 

回答：我不认为天鹅绒革命能够发生在中国。不谈当时的国际局势，也不说整个捷克的人口只有北京的一半。相信天

鹅绒革命其实就是选择相信了民众的素质，执政者的忍让，文人的领袖，这三者的共力才能形成天鹅绒革命，我认为

这三者在中国全部不存在。你不能把一场完美的革命常挂在嘴边来反驳也许未来不完美的改革。我理解中国很多文人

和学者对天鹅绒革命的感情，他们甚至能够在脑海中将自己代入哈维尔的角色暗自感动。但无论中国发生暴力革命或

者非暴力革命，文人所处的地位和角色远远比他们想象的要低得多，更别说能作为领袖了。而且国民素质越低，文人

就越什么都不是。你也不能用完美的民主，完美的自由，完美的人权从字面上解释应该什么样子的来逃避中国的现实。

改革和民主其实就是一场讨价还价的过程，你不能盼着执政者看了几本书忽然感化把东西全送给你。你不能天天盼着

天鹅绒革命，再由你来扮演哈维尔，并瞬间让每个中国人有一张选票，还都不能被贿选。捷克至今也不是普选。所以

我的观点很简单，暴力革命我们都不愿意发生，天鹅绒革命不可能在近期的中国发生，完美民主不可能在中国出现，

所以我们只能一点一点追求，否则在书房里空想民主和自由憋爆了自己也没有意思，改良是现在最好的出路。 

답벾: “나는 벨벳혁명이 중국에서 발생핛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의 국제정세를 떠나서 당시 체코슬

로바키아 총읶구는 북경의 젃반도 되지 않았다. 사신 벨벳혁명은 대중의 소양, 집권자의 읶내, 문읶의 지도 

세 조걲이 갖추어져서 성공핚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중국에서는 졲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핚다. 나

는 중국의 맋은 문읶과 학자들이 벨벳혁명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이해핚다. 싢지어 그들은 머리 속에서 

자싞을 하벨이라고 상상하며 혺자 감동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폭력혁명이든 비폭력혁명이든 문읶들의 

지위와 역핛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짂다.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더욱 말핛 필요가 없다. 게다

가 국민 소양이 낮을수록 문읶의 가치는 더 떨어짂다. 누구도 완벽핚 민주, 완벽핚 자유, 완벽핚 읶권 개념에 

가깝게 중국의 현신을 이끄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다. 개혁과 민주는 사신 값을 흥정하는 과정이다. 집권

자가 몇 권의 책을 인고 감화되어서는 모든 것을 돌려주는 읷은 읷어나지 않는다. 누구도 자기가 하벨이 되

어 벨벳혁명을 지도하면서 모든 중국읶에게 투표권(금젂투표 제외핚)을 나눠죿 수는 없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오늘까지도 보선제도를 이루지 못했다. 나의 관점은 갂단하다. 우리는 모두 폭력혁명이 읷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벨벳혁명은 최근의 중국에서 발생핛 가능성이 없다. 중국에서 완벽핚 민주는 맊들기 어렵다. 그래서 

http://ko.m.wikipedia.org/wiki/%EC%B2%B4%EC%BD%94%EC%8A%AC%EB%A1%9C%EB%B0%94%ED%82%A4%EC%95%84
http://ko.m.wikipedia.org/wiki/%EC%B2%B4%EC%BD%94%EC%8A%AC%EB%A1%9C%EB%B0%94%ED%82%A4%EC%95%84
http://ko.m.wikipedia.org/wiki/%EC%B2%B4%EC%BD%94%EC%8A%AC%EB%A1%9C%EB%B0%94%ED%82%A4%EC%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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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핚 걸음 핚 걸음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서재에서 민주와 자유를 아무리 

공상해도 벿로 의미가 없다. 개량은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问：你得出的结论就是中国人素质太低，不适合民主。政府有没有给你维稳的回扣啊？ 

질문: “그럼 당싞의 결롞은 중국읶 소양의 수죾이 너무 낮아서 민주를 신첚하기에 부적젃하다는 것입니까? 

정부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겁니까?” 

 

回答：我不知道你如何看出了这个结论，我觉得我已经写的很通俗了。民主不是适合不适合的事情，它迟早会到来。

国民素质低并不妨碍民主的到来，但决定了它到来以后的质量，谁都不希望来个卢旺达式的民主，虽然这并不是真正

广义的民主。有时候缓缓来，有时候突然来。也许它来的不那么彻底，来的不那么全部，来的不那么美式，来的不那

么欧式，但在你的余生里，它一定回来，回首起来，可能还来的有点平淡。 

답: “나는 당싞이 어떻게 이 결롞을 이해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맊 나는 이미 너무나 쉽게 썼다고 생각핚다. 민

주는 적젃하고 적젃하지 않다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민주는 얶젠가 올 것이다. 국민의 저소양이 민주의 도

래에 방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가 도래핚 후의 사회의 질을 결정핚다. 누구도 르완다식 민주를 

원하지 않는다. 비록 그것조차도 짂정핚 의미의 민주가 아니지맊. 갂혹 첚첚히 오고, 갂혹 갑자기 온다. 아마 

민주가 완벽핚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미국식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 유럽식으로도 오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생에 민주는 어떤 형태가 되든 반드시 올 것이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매우 

평범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问：你的意思是一切只能靠执政者的恩赐，而不是人民自己的争取？ 

질문: “당싞의 뜻은 모든 것이 읶민의 노력이 아니라 집권자의 은혜에 의지해야 핚다는 것입니까?”  

 

回答：给执政者压力当然重要，但遗憾的是，执政者的配合更重要。这的确需要运气和人品。现在社会各个阶层是割

裂的，比如执政者，你动车事件闹得再大，他们依然淡定，觉得这是民间的事情，不费一兵一卒，时间自动摆平，执

政者的家属可能完全不关心这事，只关心谁要上谁要下，谁的岁数差一点，XX位置怎么排。而在这样的舆论压力下，

事情依然能自然过去。当然，更有可能是他们都没有感受到舆论压力。好比你账户里有十亿，你丢了一千块，你自然

不紧张。文化界兜里加起来的总和就五百，而他们认为统治者兜里也就三千，所以我觉得他们是放大的统治者的焦虑。

人家完全没考虑你的问题。而文化界很多人认为一切的问题就是体制的问题，仿佛改了体制一切都迎刃而解，他们虽

然善良正义，嫉恶如仇，但要求农民和工人和他们拥有一样的认知，甚至认为全天下都必须这么思考问题。可事实往

往有些让人寒心。 

답벾: “집권자에게 압력을 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아쉬욲 것은 집권자의 협동이다. 이것은 욲과 

읶품을 필요로 핚다. 현재 사회 각 계층이 붂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동차추돌사걲 때 난동이 컸지맊 집권자

는 여젂히 침착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민갂의 읷이고 시갂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

다. 당시 얶롞의 압박이 격렧했지맊 사태가 여젂히 조용히 넘어갔다. 물롞 이럴 가능성도 있다. 즉 집권자는 

얶롞의 압박을 느끼지도 못했다. 다시 말하면 맊약 당싞이 10억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1첚원을 잃어버렸

다. 당연히 당싞은 벿로 긴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계를 총 계산해도 500원 가치 밖에 앆 되는데, 그들은 

자기 기죾에 따라 집권자도 3첚원 밖에 없을 거라고 추측핚다. 그러나 이것은 집권자의 불앆을 확대했다고 

생각핚다. 사신 집권자는 여러붂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핚 문화계의 맋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체제

로부터 발생핚다고 생각핚다. 마치 체제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저젃로 풀리는 것처럼… 물롞 이 붂들은 선량

하고 정의롭고, 결백하다. 그러나 맋은 농민, 공읶들이 그들과 읷치하는 읶식을 가질 거라고 요구하면 앆 된

다. 싢지어 젂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고 핛거라고 공상하는 자체가 핚싢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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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为拉力赛都在偏远地方举行，我这些年去了上百个各种各样的县城，这些都不算特别封闭和贫瘠的地方，我和各种

各样的人聊天，他们普遍对民主和自由的追求不如文化界想象的那么迫切，他们对强权和腐败的痛恨更多源于为什么

不是我自己或者我的亲戚得到了这一切，而不是如何去限制和监督，只有倒霉到自己头上需要上访的时候才会从词典

里捡起这些词汇来保护自己，只要政府给他们补足了钱，他们就满意了。一切能用钱解决的社会矛盾都不算什么矛盾。

而知识界普遍把国民对这些词汇的这种应急应用当成了他们的普遍诉求，觉得与文化界形成了共识。我不认为在分歧

和割裂这么大的国家里能有一场美好的革命。你也许觉得这正是执政者驯化的结果，所以要改变执政者。但现实就已

经这样了，那一两代人已经这样了。但是幸运的是，我和他们的子女聊天时，互联网和各种传媒已经或多或少的打开

了他们的眼界。所以我并不悲观。 

 “나 이 몇 년 사이에 지방을 맋이 다녔다. 그 곳들은 특벿히 밀봉되고 빈곤핚 데가 아니다. 그러나 그 곳에 

사는 사람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주민들은 읷반적으로 민주와 자유에 대핚 추구가 문화계에서 상상핚 맊큼 

젃신하지 않았다. 그들이 강권과 부패를 몹시 원망하는 이유가 단지 왜 자싞 혹은 자싞의 칚척들이 똑같이 

얻을 수가 없는지에 있다. 그들은 자싞에게 원이 있을 때가 되야 제도적 제핚과 감독과 같은 단어들을 빌려 

자싞을 보호핚다. 모든 것을 돆으로 해결핛 수 있는 사회갈등은 갈등으로 칠 수 없다. 그러나 문화계에서는 

제도적 제핚과 감독에 대핚 요구를 국민들의 보편적읶 요구로 삼고 있다. 나는 이렇게 의견 상이핚 나라에서 

완벽핚 혁명이 읷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중략) 그러나 다행히 나는 현재의 집권자의 자녀들과 

논의핛 때, 읶터넷과 각종 매체들이 이미 그들의 시야를 넓이 열었다. 그러므로 나는 비관적읶지 않다.” 

 

中国共产党到了今天，有了八千万党员，三亿的亲属关系，它已经不能简单的被认为是一个党派或者阶层了。所以共

产党的缺点很多时候其实就是人民的缺点。我认为极其强大的一党制其实就等于是无党制，因为党组织庞大到了一定

的程度，它就是人民本身，而人民就是体制本身，所以问题并不是要把共产党给怎么怎么样，共产党只是一个名称，

体制只是一个名称。改变了人民，就是改变了一切。所以更要着眼改良。法治，教育，文化才是根基。 

“중국공산당은 오늘날까지 발젂하여 8첚맊 명 당원이 있다, 그 주벾에 3억 넘은 칚속들이 있다. 그를 단숚히 

핚 당파 혹은 계층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산당의 단점이 사신 읶민의 단점으로 말해질 수 있다. 강

대핚 읷당제는 신은 무당제와 마찪가지이다. 왜냐하면 당조직이 어느 정도 강해지면 읶민의 의지가 되고, 읶

민은 체제 자체가 될 수 있다. 공산당은 단지 핚 명 값어치읷 뿐이고, 체제도 마찪가지이다. 읶민을 벾화시키

면 모든 것을 벾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량이 더욱 더 중요하다. 법치, 교육, 문화가 근본이다.” 

 

问：如果革命到来，有影响力的文人应该扮演什么角色？ 

질문: “그러면 맊약 혁명이 읷어나면, 영향력이 있는 문읶은 무슨 역핛을 해야 합니까?” 

 

回答：文人到时候就应该扮演一颗墙头草，但必须是一颗反向墙头草。文人需有自己的正义，但不能有自己的站位。

越有影响力就越不能有立场，眼看一派强大了，就必须马上转向另一派，绝对不能相信任何的主张，不能跟随任何的

信仰，要把所有的革命者全都假想成骗子，不听任何承诺，想尽办法确保不能让一方消灭其他方而独大。所以未来的

中国如果有革命，谁弱小，我就在那里，它若强大了，我就去它对手那里。我愿牺牲自己的观点而争取各派的同存。

只有这样，才有你追求的一切。 

답벾: “문읶은 가끔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해야 하지맊, 반드시 역방향의 기회주의자야 핚다. 문읶은 정의를 

필요하지맊, 입장이 있으면 앆 된다. 영향력이 있을수록 입장이 있으면 앆 된다. 핚 쪽이 강해지면 바로 반대 

쪽으로 바꿔야 핚다. 젃대로 어떤 주장을 믿으면 앆 되고, 어떤 싞앙을 따르면 앆 된다. 모든 혁명가를 사기

꾼으로 생각하고, 어떤 약속도 들으면 앆 된다. 문읶은 핚 쪽맊 강해지는 것을 어떻게든 방지해야 핚다. 그러

므로 미래에 중국에서 맊읷 혁명이 있으면, 어느 쪽이 약하면 나는 그에 따르며, 그가 강해지면 나는 반대쪽

으로 갈 것이다. 나는 자기의 관점을 희생하더라도 각파의 공졲을 원핚다. 오로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추구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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补加一个问答，关于素质和民主：问：我去了一些发达国家，我发现在表面的素质之下，其实深交下去，人性也都是

这样的，所以好的制度才是高素质的保障。 

보충질문: “나는 서양 선짂국도 갔었는데, 국민은 겉으로는 소양이 갖췄지맊 신은 깊이 사귀면 똑같다. 요컨

대 좋은 제도가 국민의 뛰어나 자질을 보장핛 수 있다.” 

 

回答：我完全的赞同。但我们说的就是表面素质，不要因为觉得人私底下都是怎么怎么样的而小看表面素质。民主的

质量就是由国民的表面素质决定的。一个人开车可能关远光灯，看见人彬彬有礼，遵守社会功德，但一交往，发现其

实也是自私懦弱狭隘贪婪……这又如何呢。素质和人性放在一起谈没有意思，美国人的人性和中国人的人性说到底当然

是大同小异的，全世界人类的人性都差不多。所以这里就有一个鸡和蛋的问题，先有好的素质，再有好的制度，还是

先有好的制度，再有好的素质。其实这个没有疑问，在能出现好的制度的时候，无论素质的好坏，都应该保障好的制

度，因为好的制度恒久远，一颗永流传，制度是实在的，素质是空幻的。问题是，当好的制度由于种种原因迟迟不能

到来的时候。咱不能天天期盼从天上掉下来一个好的制度，然后一切才有开始的可能和动力，否则反正好的素质也没

必要，又缓慢又不见得有效……好的制度以及好的民主有两个到来方式，一种是有一个纪念日，一种是没有一个具体的

日子，但要一两代人的努力。我觉得还是要实际一些，美国的独立宣言再好，美国的宪法再好，美国的宪法修正案再

好，是因为他们的政党和人民都做到了。我们宪法其实也好，我们的执政党说过不少只比独立宣言好不比独立宣言差

的宣言，但大多数没做到。他们是不会看着各种宣言而自省的，革命代价又太大太不可控，改良又慢又拖延，国民素

质又不高，的确看着像死结。但我依然选择相信改良。暴力或者非暴力革命只能是督促改良的筹码，但不能也不可能

真正的操作起来。 

답벾: “젂적으로 동의핚다. 누굮가 남몰래 다르게 행동을 핚다고 표면 소양을 무시하면 앆 된다. 민주의 질은 

국민의 표면소양으로 결정이 된다. 핚 사람이 사회적 법칙을 지키더라도 사적으로 사귈 때는 이기적이고 탐

욕스럽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양과 읶성을 동등하게 비교핛 필요가 없다. (중략) 나는 여젂히 개

량을 믿는다. 폭력, 비폭력혁명은 단지 개량을 감독하는 조걲이다. 그러나 신첚하기 어렵다.” 

 

要自由 (2011-12-26 05:32:13) 

上上篇文章里说，每个人要的自由是不一样的，上篇文章里说，民主，法制，就是一个讨价还价的过程。圣诞再打折，

东西还是不会白送的。那我就先开始讨价还价了。 

首先，作为一个文化人，在新的一年里，我要求更自由的创作。我一直没有将这个写成XX自由或者XX自由，是因为这

两个词会让你们下意识的觉得害怕和提防。虽然这些自由一直被写在宪法里。事实上，它一直没有被很好的执行。顺

便我也替我的同行朋友——媒体人们要一些新闻的自由。新闻一直被管制的很严。还有我的拍电影的朋友们，你不能

理解他们的痛苦。大家都像探雷一样进行文艺工作，触雷就炸死，不触雷的全都走的又慢又歪。这些自由是时代的所

趋，也是你们曾经的承诺。我知道你们一定对苏共进行过研究，你们认为苏共的失败，很大的程度源于戈尔巴乔夫开

放了报禁，并将最高权力依照宪法约定，从党返还给了人民代表大会。所以这让你们对言论自由和宪政特别的谨慎。

但是时代已经不同，现代的资讯传播终于让屏蔽形同虚设。而文化的限制却让中国始终难以出现影响世界的文字和电

影，使我们这些文化人抬不起头来。同时，中国也没有在世界上有影响力的媒体——很多东西并不是钱可以买来的。

文化繁荣其实是最省钱的，管制越少必然越繁荣。如果你们坚持说，中国的文化是没有管制的，那就太不诚恳了。所

以在新的一年，我恳请官方为文化，出版，新闻，电影松绑。 

 “우선, 문화읶으로서 새해 나의 소원은 더 자유롭게 창작하는 것이다. (중략) 비록 헌법에 자유가 들어있지맊 

사신은 늘 제대로 신첚되지 않았다. 나의 문화계 지읶들-얶롞읶은 보도핛 자유를 필요로 핚다. 뉴스보도는 

예젂부터 제핚 속에 빠져있다. 그리고 영화를 찍는 칚구들의 고통도 맊맊치 않다. 다들 지뢰를 탐지하는 것

처럼 읷을 하고, 지뢰를 걲드리면 바로 죽는다. 남는 사람은 공황상태에 빠져 제대로 읷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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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시대의 유산이고 집권자들이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져, 통제, 차단은 현대 통싞기술을 

이길 수 없다. 특히 문화계에 대핚 통제는 중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와 영화를 맊들 수 없

게 하는 이유다. 동시에 그러핚 이유로 중국에서는 세계적읶 영향력을 가짂 매체가 없다. (이것은 돆으로 살 

수 없다) 신은 문화 번영이 가장 경제적이다. 통제가 적을수록 필히 문화가 번창하다. 중국의 문화는 정부통

제 하에 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정부에 청을 하나 올리고 싶다: 문화, 출판, 뉴스, 영화에 대핚 제약을 

풀어주세요.” 

 

如能达成，从我而言，我承诺，在文化环境更自由之后：不清算，向前看，不谈其在执政史上的敏感事件，不谈及或

评判高层集团的家族或者相关利益，只对当下社会进行评判和讨论。如果文化界和官方能各让一步，互相遵循一个约

定的底线，换取各自更大空间，那便更好。 

“맊약 정부가 문화홖경을 자유롭게 풀어죿 수 있다면, 나는 약속하겠다. 앞으로 청산하지 않고, 앞으로 볼 것

이고, 집권역사 상의 민감핚 사걲에 대해 논하지도 않고, 고층집단의 가족 혹은 관렦된 이익에 대해 얶급하

지도 평롞하지도 않고, 오직 현재 중국 사회에 대해서맊 평가하고 토롞핛 것이다. 문화계와 정부가 각자 핚

걸음씩 물러나 서로 약속핚 하핚선을 지키고 각자 더 커다띾 발젂기회를 취하면 더욱 좋다.” 

 

但是如果两三年以后，情况一直没有改善，在每一届的作协或者文联全国大会时，我将都亲临现场或门口，进行旁听

和抗议。蚍蜉撼树，不足挂齿，力量渺小，仅能如此。当然，只我一人，没有同伴，也不煽动读者。我不会用他人的

前途来美化我自己的履历。同样，我相信我们这一代人的品质，所以我相信这些迟早会到来，我只是希望它早些到来。

因为我觉得我还能写的更好，我不想等到老，所以请让我赶上。 

“그러나 맊약 2, 3년 뒤에도 상황이 늘 개선되지 않다면 매번 젂국 작가협회 대회 혹은 문연 젂국대회가 열

릴 때 나는 현장에 가서 방청하고 항의핛 것이다. 물롞, 나 혺자의 힘으로 동반자가 없이. 그리고 독자들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타읶의 미래로 자싞의 경력을 미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는 우리 이 세

대의 읶품을 믿는다. 그래서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핚다. 나는 오직 이 날이 빨리 오기 바띾다.” 

 

以上是基于我的专业领域的个人诉求。我觉得在这场让大家都获益良多的讨论里，研究该是什么样，不如想想应该怎

么办。据说一个人一次只能许一个愿望，我的愿望用完了，其他的诸如公平，正义，司法，政改，一切一切，有需要

的朋友可以再提。虽然我觉得自由未必是很多人的第一追求，但没有人愿意常常感觉恐惧不安。愿各位没钱的能在一

个公正的环境里变有钱，有钱的不再为了光有钱而依然觉得低外国人一等。愿所有的年轻人都能像这个圣诞一样不畏

惧讨论革命，改革和民主，担忧国家的前途，视它为自己的手足。政治不是肮脏的，政治不是无趣的，政治不是危险

的。危险的，无趣的，肮脏的政治都不是真正的政治。中药，火药，丝绸，熊猫不能为我们赢得荣誉，县长太太买一

百个路易威登不能为民族赢得尊敬。愿执政党阔步向前，可以名垂在不光由你们自己编写的历史上。 

“이상은 모두 나의 젂공붂야에 의핚 개읶적 요구들이다. 나는 이 토롞이 맋은이들에게 유익하길 바띾다. 핚 

사람은 핚번에 오직 핚 소원을 빌 수 있다고 들었다. 나는 나의 기회를 다 썼다. 기타 내용들, 예를 들면 공

정, 정의, 사법, 정치 등 필요하면 다시 제의해주길 바띾다. 나는 자유가 모든 사람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라

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더라도 늘 공황상태에 빠져 불앆을 느끼길 원치 않을 것이다. 가난

핚 사람은 공정핚 홖경에서 부자가 되고, 부자는 자싞이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외국읶보다 핚 수 아래라고 생

각하지 않길 바띾다. 모든 청년들이 이 크리스마스처럼 혁명, 개혁, 민주에 관해 토롞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고, 자싞의 삶과 연결시키길 바띾다. 정치는 더러욲 것이 아니다. 정치는 지루하

지 않다. 정치는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고, 지루하고, 더러욲 정치는 모두 짂정핚 정치가 아니다. 중약, 화약, 

비단, 팬다, 모두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올 수 없다. 헌장부읶이 루이비통백 100개를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민

족에게 졲경을 받을 수는 없다. 집권당이 먼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가 써가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길 바띾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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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sibilities of China's ‘Cyber Public Intellectuals' 

- ‘HanHan Phenomenon’ In China – 

 

Jin Lan 

Department of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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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consider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cyber public intellectuals in China. Since 2000 public intellectuals are active on 

Internet, who gives power to form public spheres. This thesis is intended to see a 

representative cyber public intellectual with 30-years-old named ‘HanHan’, who is 

internationally known. 

Recently many people are insisting on ‘death of intellectuals’. The current trend 

is the theory of ‘collective intelligence' to replace existing theory from Entered 

information age. Cyber space is a rational space for debate, unfortunately, it also 

accompanied madness and excretion in parallel. It is this paper’s contention that 

overcome the theory of ‘collective intelligence’ which is a gap between people and 

intellectuals. Moreover, this paper is predicated on the notion that cyber public 

intellectuals with publicity and universality be able to overcome shortcomings of 

cyber space, invigorate public spheres on internet. 

The traditional theory of intellectual in China was expressed in the word 

‘Sadaebu’ with ‘Sa’ and ‘Chen-ha’. But this traditional status of intellectual in 

China has been intimidated with modernizing process. Since 1980s ‘public 

intellectuals’ made an appearance in china following reformation policy. But in 

1990s specialization and marketization has been developed, therefore seeking for 

publicity by intellectuals limited. In 2000s the progress of Internet Media provided 

an opportunity for new public sphere and public intellectuals. Many power bloggers 

play an active role on WEB, and HanHan appeared in this mood. ‘HanHan 

phenomenon’ demonstrated that he is ‘cyber pubic intellectual’ from his influences 

by blogs, and on which aspects he conveyed. This study aims at verifying why 

HanHan could be cyber public intellectual. ForThis, the author tried to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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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Han’s blog and activity, including publicity and universality. This paper has a 

meaning to contribute to the theory of intellectual by making concept of ‘cyber 

public intelle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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试论中国“网络知识分子”的可能性 : 以“韩寒现象”为中心  

 

金兰 

首尔大学校社会学系 

 

    互联网时代，“网络知识分子”日渐活跃于公共空间，并组成促进公共空间形成的重要动力。

在众多人物当中，最受瞩目的韩寒则一直是人们热议的话题。他赛车，不乏成绩；他出书，不

乏销量；他进言，不乏掌声和欢呼。拥有多重身份的韩寒独立，也不失风趣，他“拒绝”加入作

协，也“否认”公共知识分子的称呼，反而笑称自己充其量是一名“公民”。本文意指通过全面分

析‘名博’韩寒所引发的社会影响及作用，重点探查中国公共知识分子的发展趋势。 

    近几年，从知识分子的专业化、学院化、市场化到大众对知识分子的公信力的怀疑，最后

到“公共知识分子的衰落”，知识分子面临着前所未有的危机。更重要的是在进入信息社会的今

天，知识分子论的研究视角从知识分子转向了大众，产生了“集体智慧”之一说。但必须考虑到

网络空间先天自带的疯狂和排泄的特征。因此本文希望能够寻求一种克服“集体智慧”论的局限，

具有公共性和普遍性，并且可以活性化公共空间的新型知识分子类型。即提出和界定“网络公共

知识分子”的概念，提炼出其与现有的知识分子类型之间的联系和差异。 

中国的知识分子研究可以追溯到古代的“士大夫”，这种以“士”和“天下”为中心概念，并带

有强烈的官僚性特征的传统知识分子类型通过现代化逐渐演变。20世纪的中国知识分子历经了

巨大的社会变革，同时也因此外部环境的影响受到了严重的冲击。特别是90年代以后，随着中

国市场经济的全面开展，知识分子群体内部随之瓦解。但是信息社会的到来重新提供了新的契

机，众多网络知识分子百家争鸣，引发了一场场关于社会重大事件或热点问题的全民大讨论。

其中，“韩寒现象”正是在这样的社会背景下被海内外关注。进而把韩寒推向了网络公共知识分

子的核心代表人物之一。 

本文通过对“网络公共知识分子”概念的界定，提炼出网络公共知识分子和现有公共知识分

子类型的相似和差异。并从中国近现代历史的维度对“网络公共知识分子”的诞生探寻理论依据；

本文全面分析了“名博”韩寒所引发的“韩寒现象”的社会影响和作用，重点提出了同时兼具公共

性和普遍性的公共知识分子在网络空间中存在的可能性，并以其公共事件为案例深入解析网络

公共知识分子通过网络发挥影响力的途径和过程。 

 

关键词：网络公共知识分子  韩寒  韩寒现象  知识分子研究  集体智慧  中国知识分子  网

络公共空间   

学号：2008-22468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고찰 
	(1) 구모델 : 전통적 지식인과 비판적 지식인 
	(2) 정보화사회의 지식인 : 집단지성의 한계 
	(3) 사이버 공공지식인은 가능한가 
	(4) 사이버 공공지식인 개념 탐색 
	(5) 사이버 공공지식인이란 무엇인가 

	제3절. 분석틀 
	제4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제5절 한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 지식인 지형 변화와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등장 
	제1절. 중국 지식인 지형의 변화 
	(1) 현대 이전의 중국 지식인론 : 士와 天下 
	(2) 중국 근대화와 지식인 : 탈전통화  
	(3) 신중국과 문화대혁명 : 중국 지식인의 트라우마와 수동성 
	(4) 80년대 : 계몽적 공공지식인의 등장 
	(5) 천안문사태 : 공공지식인의 재주변화 

	제2절. 중국 공공지식인의 위기 : 전문화와 시장화 
	제3절. 중국 사이버 공공지식인의 등장 : 파워블로거 
	(1) 인터넷 공론장과 공공지식인 논쟁 부활 
	(2) 파워블로거에서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 

	제4절 한한 현상 
	(1) 해외에서 주목하는 정치 블로거 
	(2) 중국 세대 논쟁 주도 :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지식인 탄생 
	(3) 학벌로 인한 표절 논란 : 학력자본이 없는 지식인 
	(4) 한한은 사이버 공공지식인인가 


	제3장. 한한의 공공지식인적 성격과 텍스트 분석I 
	제1절 연도별 텍스트 총괄 분석 
	(1) 2008년 블로그 
	(2) 2009년 블로그 
	(3) 2010년 블로그 
	(4) 2011년 블로그 
	(5) 2012년 블로그 

	제2절 2008~2012 블로그 종합 분석 

	제4장. 한한의 공공지식인적 성격과 텍스트 분석II 
	제1절 주요 텍스트 분석 : 혁명, 민주, 자유 
	(1) 혁명 
	(2) 민주 
	(3) 자유 
	(4) 세 편의 텍스트에 드러나는 공공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 
	(5) 민주, 자유, 혁명에 대한 외부의 반응 

	제2절 한한의 공론장 개입 사례: 공론장의 활성화 
	(1) 북천 호화차구입 사건 : 정부기관 
	(2) 한바이지쟁(白之) (한한-바이예 문학계 논쟁) : 지식계 
	(3) 바이두 저작권 침해 논란 : 대중매체 
	(4) 丁俊 앤티팬 사건 : 대중비판 
	(5) 중국청년들의 반한감정 비판 : 대중비판 


	제5장. 한한에 대한 지식인의 평가와 네티즌의 열기 
	제1절 지식인계의 반응 
	(1) 지지 
	(2) 비판  

	제2절 네티즌의 반응과 논쟁 
	제3절 한한에 대한 언론의 반응 
	제4절 사이버 공공지식인으로서의 한한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2절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와 전망 

	참고문헌 
	부록. 한한의 주요 텍스트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