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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류에 대한 언론 및 인터넷 담론: 

티파니 욱일기논란과 쯔위 대만기논란 사례분석 

황벽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발표한 2015년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첫째, 대부분 조사대상

국의 응답자가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둘째, 반한류 (反韓流)나 혐한류 (嫌韓流) 현상에 있어서 언론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그리 신

뢰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류를 통해 한국을 

넘어서 초국가적인 요소를 접할 수 있느냐에 의론의 여지가 남았다는 것

이다. 조사 질문들을 보면 전부 다 한국과 관련된 것이며 동아시아 내지 

아시아 지역 관한 질문은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여 본 연

구는 한류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한류사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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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한국 언론이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이다. 둘째, 한류의 소비생

산 과정에서 한국을 넘어 범 동아시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다. 이 연구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쯔위 대만기논란과 티파니 욱일기논

란에서 등장한 한국 언론 및 인터넷 담론, 그리고 중국과 대만 인터넷 담

론을 비교분석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한. 중. 대 세 지역의 반응분석을 통해 다음 

두 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 두 사건에서 다양하며 복잡한 

담론이 생산되었는데 이 담론들의 차이점을 통해 한류사례 보도에서 한국 

언론 다음과 같은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했다. 1) 지나친 민족주의; 

2) 조회수를 위한 선정주의; 3) 자국중심주의; 4) 모순적인 상업주의; 5) 

자기검열과 언론통제의 문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류를 통해 

범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한중 양

국과 대만 사람들은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을 정치적인 시선으로만 바

라보고 해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한류를 통해 한

국문화만 인식할 뿐이기 때문에 한류가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문화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에 

대한 담론과 맥락분석을 통해 한국 언론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범 동

아시아 정체성 형성이라는 개념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향후에 한류의 지속가능성 및 반한류나 혐한류 현상 관련 제언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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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해보겠다.  

주요어: 한류, 중국, 대만, 네티즌, 한국 언론 특징과 문제점, 범 동아시

아 정체성 

학번: 2014-2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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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한류 (韓流)라는 용어가 1990년대 말에 중국 매체에서 처음 불리

게 되었다는 것은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이다 (유보전, 2015; 정수영. 유

세경, 2013; 이종임, 2013). 게다가 처음 쓰게 된 계기는 TV드라마 <사랑

이 뭐길래>가 중국에서 방송되어 큰 인기를 끌면서부터라고 했다.1 그 이

후 주지하듯이 한류는 몇 가지 단계를 밟아왔다. 소위 말하는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의 정확한 시점을 정의하는 데에 다소 주장의 차이가 

있으나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한류 1.0시기 (2000년대 

중반까지)란 중국 등 중화권 지역에서 한류 드라마를 열광하는 현상이 등

장해서 한류의 시작인 것이다.  

한류 2.0시기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한류 열

                                          
1 그러나, ‘한류 (韓流)’라는 용어가 어느 중국 언론사, 어떤 맥락에서 처음 쓰게 되었

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예컨대, 황낙건 (2014)은 인민일보 (人民日报)에서 

“한풍 (韩风)이 지나간 후”라는 기사 헤드라인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류(韓流)’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213). 다른 한편, 이호규 (2013)는 

베이징청년보 (北京青年报)에서 ‘한류(韓流)’과 음이 같이 하는 ‘한류(寒流), 찬 흐름

의 뜻’이라는 용어로 한국 대중문화와 연예인들을 미친 듯 쫓아가는 젊은이들의 유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160). 그 전에 ‘한류’라는 용어 처음 쓴 중국 언론은 베

이징청년보라고 브랜드평판연구소는 주장한 바 있으며 “한국대중문화의 거대한 범람”이

라는 뜻으로 쓰게 되었다고 본다 (20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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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이 아시아 각국에서 확장되면서 한류의 중심이 드라마로부터 K팝으로 

전환된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한류의 기세를 확

장해주었던 드라마가 국내시장을 중요시하며 동아시아 지역과의 문화유사

성으로 해당 지역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면 신한류 (한류2.0)의 

주도인 K팝은 “문화, 사회적 환경, 인종 등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

는” 초국가적인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종임, 2013: 49-50). 따라

서 연예기획사에서 “의도적 세계화 기획”을 세운 것이고 (김수정, 2012: 

6) 일례로 동아시아 국가 출신 멤버를 영입한 다국적 아이돌 그룹을 많이 

양성한 것이다.2  

이어 한류 3.0시기 (201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는 드라마와 K

팝뿐만 아니라 패션, 음식, 게임 등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한류 열풍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케이무비 (K-

Movie)’, ‘케이뷰티 (K-Beauty)’ 등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문화체육

관광부 공식사이트에서 오늘은 한류의 이러한 세계화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3 전 세계를 소비대상으로 겨냥하는 한류 3.0시대의 막이 열렸다면 

                                          
2 다른 국내 연예기획사에 비해 JYP엔터테이먼트가 다국적 아이돌 그룹을 많이 양성하는 

편이다. JYP 소속 다국적 아이돌 그룹으로 2PM (태국인 멤버 닉쿤); 미쓰에이 (중국인 멤

버 지아와 페이, 현재 지아가 탈퇴했음); GOT7 (홍콩인 멤버 잭슨, 태국인 멤버 뱀뱀과 

미국 화교 멤버 마크) 그리고 트와이스 (대만인 멤버 쯔위, 일본인 멤버 모모와 사나, 미

나 (미국국적))를 들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사이트에서 한류산업화의 비전으로 “세계인과 소통하는 글로벌 콘

텐츠 강국 구현”이라고 했으며, 현대한류의 목표로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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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한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봐야 마

땅할 것 같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발표한 2015년 ‘해외한류실태조사’4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59.2%의 응답자는 한류가 “4년 이내” 끝날 

것이라고 답했는데 2014년 대비 2%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한다. 국가별로 

보자면, 특히 일본 (84.3%) 그리고 대만 (73.3%) 응답자가 한류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생각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한류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한

류는 4년의 수명만 남았다고 본 응답자가 54.3%이며 지난 조사 결과에 비

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 조사에서 한류가 “4년 이내” 

끝날 것이라는 응답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영국을 제외하여) 반을 

넘은 국가에서 지난 조사 대비 증가한 셈이다. 이것은 곧 대부분 조사대

상국의 응답자가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희망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반한류 (反韓流)에 대해 공감하는 이

유에 있어서 “한국이 타국가에 비판적” (61.2%), “자국 콘텐츠 산업을 

보호” (60.4%), 그리고 “역사적 정치적 이해관계” (59.3%) 등이 주요 

                                          
슬 (K-Arts)”이라고 했다.  

4 이 조사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미국, 브라질, 프

랑스, 영국, 러시아, UAE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했는데 이 14개

의 국가에서 총 6500 명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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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나타났다.5 

언론에게 정보 전달, 분석 및 교정, 담론 생산 및 공론화 등 기

능이 있기 때문에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송종길. 윤재식. 오경수. 천명재, 2013; 김수정. 김은준, 

2015).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빛이 있는 동시에 그림자도 수반한다. 위에

서 언급된 반한류 공감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 “한국이 타국가에 비판

적”, 그리고 “지나치게 자극적 선정적”이라는 것은 언론과 깊이 연결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언론이 한류의 발전에 조력

을 할 수 있으나 언론 보도태도에 문제가 생기면 반한정서와 반한류에 일

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그리 신뢰 받는 존재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5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에서 제공하는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

도’는 3.51점으로 기록되었는데 2014년 대비 0.23점 증가한 셈이다. 하

지만 다른 국가의 언론 신뢰도와 비교하는 또 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5 중국에서 반한류 공감하는 이유에 있어서 “자국 콘텐츠 산업을 보호” (70.2%), “지

나치게 상업적” (69.0%), 그리고 “국민성이 좋지 않음” (57.1%)의 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지나치게 자극적 선정적”이라는 응답이 54.8%로 지난 조사에 비해 가장 많이 증

가한 점이다 (4.8%포인트). 한편 대만에서 “한국이 타국가에 비판적” (85.1%), “자국 

콘텐츠 산업을 보호” (71.1%), 그리고 “국민성 좋지 않음” (68.6%) 등이 반한류 공감

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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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나아졌더라도 그리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 듯하

다. 타국에 비하여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언

론진흥재단과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같이 실시한 의식조사 결

과에 의하면6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2.89점으로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

은 편이었다고 한다. 덧붙여 전자의 조사결과로서 한국에서 뉴스 신뢰도

가 향상되었다고 하나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태도” (29.1%) 및 “권력

과 유착된 보도태도” (18.1%)는 개선해야 할 주요 문제라고 언론수용자

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된 ‘해외한류실태조사’를 통해 한류에 대해 많이 알

게 되었으나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을 겨냥하려는 ‘초국가적인’ 한류 

2.0과 한류 3.0의 시대에 물었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을 간과했다.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넘어 초국가적인 요소를 접하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조사 

질문들을 보면 전부 다 한국 관련 것이며 동아시아 내지 아시아 지역 관

한 질문은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한류를 통해서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문화를 인식하느냐 아니면 한국 문화만 인식하느냐 

묻고 싶은 것이다.  

                                          
6 조사대상국에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호

주, 브라질, 핀란드 등 총 26개의 국가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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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모든 이론 및 조사결과를 염두에 두어 이 논문의 

연구목적이 자연스럽게 생각났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류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데 있다. 첫째, 국내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한류 관련 뉴

스보도, 그리고 국내외 인터넷 공간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비교분석함으

로써 한국 언론의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한류보도 

및 담론에 비하여 특정 한류 사례에 대한 한국 언론과 국내외 인터넷 담

론을 비교 분석해서 문제의 핵심을 한발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

된다.  

따라서 올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된 한류사례 두 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쯔위 대만기논란, 그리

고 티파니 욱일기논란은 그것이다. 이 두 사건에서 출현한 한국 언론 및 

인터넷 반응, 중국과 대만 인터넷 반응 간 어떠한 차이 또는 공통점이 있

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이 두 한류 사례가 역사 및 정치적 갈등

과 관련된 것이다. 때문에 언론과 인터넷 반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양국 및 대만의 동아시아 소비자들은 인식하기에 한류가 과연 동아시아 

내지 아시사를 대표할 수 있는 초국가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류사례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한류의 세계관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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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연구 

여태까지 진행해온 한류 관련 연구 정리는 손승혜 (2009) 및 임

학순. 채경진(2014)의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에 따르면 2008

년까지의 한류 관련 연구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관광산업 등 한

류가 가져온 경제적 이익에 대해 다루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한류 문화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맥락

을 배제하며 한류 경제성과 최대화를 위한 정책적, 산업적 제언을 도출하

려는 연구가 대부분인 것이다. 셋째, 분석대상국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다. 하지만 한류 현상을 분석하는 데 국내요인을 중요

시하는 불가피한 결과로서 해외 수용자 실태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밖에 

가지지 못 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 임학순. 채경진 (2014)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

류를 주제로 하는 학술논문 526편을 분석했는데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진

행된 한류 관련 연구에 있어서 손승혜와 유사한 관찰을 도출했다. 한류가 

가져온 성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시도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

다. 또한 2007년부터 일본에서 발생한 혐한류 (嫌韓流)나 반한류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둔 연구가 출현하기 시작했다고도 지적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연구 대상국이 다양화되었으나 중국과 일본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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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연구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은 손승혜와의 또 다

른 공통 관찰이다. 손승혜와 임학순. 채경진의 관찰을 입증한 학술논문의 

예는 종종 볼 수 있다.7 

손승혜의 글에서 경제와 경영 분야뿐만 아니라 신문방송학도 한

류 관련 연구의 중요한 측면으로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한류보도 

분석연구는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했을뿐더러 (송종길 외 (2013); 최

영묵 (2004, 2006); 윤선희 (2006)) 미국,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언론에서 

제공한 한류 관련 보도를 분석한 연구도 적지 않았다 (정수영. 황경호 

(2015); 최수진 (2014); 유세경. 이석. 정지인 (2012); 김범송 (2008)).  

우선 중국 내 한류 현상 관련 보도에 있어서 한중 언론이 취하는 

태도를 비교 분석한 김범송 (2008)에 의하면 현지 언론이 일시적 유행이

라고 소극적으로 평가했던 반면에 한국 언론은 과장하게 보도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주요 일간지의 한류보도 프레임을 비교 분석한 

정수영. 황경호 (2015)는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한국 언론이 한류

보도에 있어서 “상업주의적 애국마케팅, 경제적. 민족적 자긍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적. 정책적 전략, 상품으로서의 문화, 시장으로

                                          
7 일례로 ‘한류 영상 이미지가 관광 상품 이미지와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및 일본 대학생의 비교’ (김성엽, 2011); ‘아시아국가에서의 K-pop 이용행동과 K-pop으

로 인한 국가호감도 및 한국 방문의도 변화’ (김주연. 안경모, 2012)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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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한류 수용국과 소비자로서의 한류 수용자를 강조”해온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325). 

최영묵 (2004, 2006)은 그전에 이미 한국 언론의 이러한 문제점

을 거듭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한류보도에 국내 언론 보도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언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를 문화적

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기 보다는 경제적, 산업적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경향

이다. 둘째, 민족주의 강한 한국 언론이 ‘우수한 한국문화’를 통해 다

른 국가를 압도하는 ‘아류제국주의’를 구현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문화

교류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과도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이러

한 ‘아류제국주의’는 윤선희 (2006)의 글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졌다. 

송종길 외 (2013)의 연구에서 한류보도에 대한 한국 언론의 문제

점들이 가장 잘 정리된 것 같다. 첫째, 한국 언론이 한류에 대해 보도를 

할 때 경제성과, 그리고 연예인들의 (특히 해외)업적에 대해 과장된 수사

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

는 한류 성취에 대한 보도에서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 그리고 자국중심

적 태도가 보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한류 현상에 대하여 객관적이

지 못하게 선정적으로 보도해왔다는 것이다.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반한류 현상을 거론 안 할 수 



10 

없다. 하지만 혐한류 또는 혐한 담론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나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김수정. 김은준, 2015: 41). 반한정서와 복잡

하게 얽혀 있는 반한류 현상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장을 정

리해볼 수 있다. 첫째, 한류 수용국가에서 자국 문화를 보호하는 차원에

서 한류 문화제품을 제한적으로 수입하려는 의도이다 (조금주. 장원호. 

김익기, 2013; 이윤경, 2009; 김범송, 2008; 한은경. 장우성. 이지훈, 

2007).  둘째,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간에 역사, 정치 그

리고 문화 갈등은 반한류가 발생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는 것이다 (황낙건, 2014; 주정민, 2013; 温朝霞, 2012; 詹徳斌, 2012; 

石源華, 2009). 다시 말해, 동아시아 국가 간에 역사, 정치, 문화 관련 

민족주의적 갈등은 반한류 원인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배타적인 태도와 자국중심주의도 반한류의 원인으

로 지적되었다 (이윤경, 2009; 温朝霞, 2012). 또한 한류콘텐츠에 질적인 

문제를 반한류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시도도 적지 않았다 (김수정. 김은

준, 2015; 이윤경, 2009). 그리고 앞서 지적된 한류보도에 있어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 반한류 및 반한정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학자

들도 있었다 (허진. 원춘잉. 류샤오화, 2013; 詹徳斌, 2012; 신영미, 

2011; 罗洁. 詹小洪. 朴光海. 王晓玲, 2009; 김범송, 2008).  

한류는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서 (East Asian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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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가지는 의미에 대해 Chua가 여러가지 연구에서 다루어보았다. 

Chua (2004, 2010)에 의하면 동아시아 문화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가 서로 다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제일 우뚝한 문화상품 생산국이고 한국은 1997

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중문화 상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키려고 

한다. 또한, 대만은 음악, 홍콩은 영화 산업에 집중하며 중국어 문화상품

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한편, 중국과 싱가포르는 해당 문화상품의 소비국으로서 동아시

아 문화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류 문화상

품, 특히 드라마가 외국어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중국, 홍콩, 대만 그리고 

화교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하여 중국어 또는 광동어 더빙하며 자막을 

입혀서 수출되기도 한다. Chua의 말을 빌리자면 “동아시아 대중문화는 

하나의 문화경제로서 이 지역의 많은 화교들이 일본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소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2012: 101). 

이어서 한류를 비롯한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생산, 유통 및 소비 

과정을 통해서 범 동아시아 정체성 (Pan East Asian Identity) 또는 문화

산업의 아시아화 (Asianization)는 출현하거나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학자들은 지적한 바 있다 (Chua, 2004, 2010, 2012; Siriyuvasak, 

2010; Shin, 2007; Jeon and Yoon, 2005). 예컨대, 한류 드라마에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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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시적인 생활과 젊고 고운 얼굴은 아시아인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Chua, 2004). 또한 가족중심주의와 

같은 유교 이데올로기 담은 드라마 내용을 통해서 화교들은 어렵지 않게 

문화적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한다 (Chua, 2012). 뿐만 아니라 아시

아 나라들은 같이 투자하여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 이러한 문화

상품은 더 넓은 시장을 겨냥하려는 상업적 의도를 바탕으로 하지만 범 동

아시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Chua, 2004).  

뿐만 아니라 같은 가수 또는 배우를 응원하는 ‘초국가적인’ 소

비자나 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팬들과 감정 그리

고 자원 (예컨대, 자막 처리가 된 영화나 드라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

다 (Chua, 2010). 또한 미국, 캐나다과 오스트리아 등 서양 국가에서 거

주하는 아시아 디아스포라들이 동아시아 문화상품인 한류를 소비함으로써 

범 동아시아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린 연구들도 있었다 (Sung, 2012; Ju and Lee, 2015; Yoon and 

Jin, 2016). 요컨대, 한국 대중문화는 동아시아 내지 아시아인들에게 문

화적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주

장이다. 

앞서 말한 ‘초국가적인’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 또는 배우가 정

치적 논란에 휩싸인 때에 국가 정치이념과 입장을 불문하고 응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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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한다 (Tsai, 2007, 2008). Tsai의 연구에서 대만 유명 가수 장후이

메이 (張惠妹) 논란을 연구사례로 삼았다.8 그 당시에 장후이메이가 다시 

중국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해협양안 팬들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장후이메이가 중국과 대만 간 정치적 갈등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초국가

적인’ 팬들의 공통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즉, 복잡한 정치 싸움과 담론

이 존재했음에도 장후이메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응원

해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Tsai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초국가적인’ 요

소가 있었기에 범 동아시아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다.  

한편 한류를 비롯한 동아시아 대중문화 소비생산 과정을 통해 범 

동아시아 정체성이 등장할 수 있다거나 등장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반신반의하는 학자들 있다. Chua가 그중에 한 명이다. 그는 한류를 통해 

범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할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걸림돌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역사 및 정치적 갈등 그리고 자국 문화 보호 차

원에서 나타난 민족주의라고 한다 (2012). 식민지 시기, 세계2차대전 그

리고 냉전으로 인한 역사적 및 정치적 적대감은 아직까지 동아시아 각국

                                          
8 2000년에 장후이메이가 천수이볜(陳水扁) (당시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만 국가를 불러

서 중국에서 親민진당 (民進黨,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 연예인으로 인식되어 4년동

안 중국에서 활동 금지되었다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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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다. Chua에 

의하면 한 국가에서 동아시아 대중문화를 소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대다수인데 이러한 ‘비소비자’들이 “자국 문화의 수호자”라고 지칭한

다. 그들은 외국 대중문화, 해당 문화 수출국 그리고 ‘초국가적인’ 팬

들을 비판하는데 특히 외국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문화적 배신자”

라고 지탄한다는 것이다 (2010: 206). Chua의 주장에 동의한 Wee (2016)

는 “동아시아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촉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초지역적인 

정체성은 국민의 단결심에 제압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311).  

위에서 진술된 바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첫째, 대부분의 한류 

관련 연구는 경제적인 측면을 위주로 진행해왔다. 또한 한류 현상을 분석

하는 데 국내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언론이 한류에 대해 보도할 때 드러난 문제점의 키워드로는 실리주의, 민

족주의, 자국중심주의 그리고 선정주의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한류를 통해 범 동아시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치

적 요소가 이를 견제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을 참조하여 이 논문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

류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먼저 특정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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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으로 하여 한류에 관한 한국 언론 및 국내외 온라인 담론을 검토

해보는 시도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게다가 본 연구는 한국 언론과 온

라인 담론이라는 국내요인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

의 온라인 반응도 같이 고려하여 한국 언론이 드러난 특징과 문제점들을 

보다 깊이 있으며 넓은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한류를 통해 범 

동아시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한류사례 보도에서 

드러난 한국 언론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본 연구가 한류3.0의 

지속가능성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다. 

1-1. 연구문제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의 연구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특

정 한류사례 2건을 비교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쯔위 대만기논란과 티

파니 욱일기논란은 그것이다. 논란들 관련 언론 및 인터넷 담론을 분석하

고 이 담론들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강조하

건대 이 두 사건에서 나타난 반응과 맥락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언

론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범 동아시아 정체성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은 이 논문의 주요 연구목적이다.  

연구문제1: 쯔위 대만기논란 및 티파니 욱일기논란 관련 국내담론이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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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이 두 사건에 대하여 중국과 대만에서 어떠한 담론이 나타났

는가? 

연구문제3: 이 세 지역에서 이러한 담론들은 등장한 배경과 맥락이 무엇

인가? 

연구문제4: 이 담론들이 어떠한 차이점 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3. 연구방법 

1-1. 분석대상과 분석기간 

분석기간을 2016년1월15일에 JYP엔터테이먼트가 페이스북, 트위

터와 웨이보 공식페이지에서 쯔위 사과 동영상을 올린 뒤, 또한 2016년8

월15일에 티피니가 인스타그램에서 1차 친필사과문을 올린 이후로 설정했

다. 논란에 대해 사과한 이들은 한국, 중국과 대만에서 어떠한 반응을 받

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데일리안, OSEN, 스포츠동아, SBS뉴스, 이렇게 10군데의 보

수, 진보 및 중도 한국 언론사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했다. 해당 언론사들

에서 제공한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 관련 보도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

할 기사 종류로서 매 사건에 스트레이트와 스캐치 10건, 그리고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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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설 또는 칼럼 10건, 총 40건이 있다.  

또한 한중 양국 그리고 대만의 네티즌들도 이 논문의 분석대상이

다. 이들은 페이스북 (한국, 대만), 뉴스포털 (대만)과 웨이보 (중국)에

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에서 인용될 온라

인 댓글들은 SNS 또는 뉴스포털에서 가장 공감되는, 즉 가장 많이 ‘좋아

요’를 받은 댓글들이며 중국과 대만에서 중국어로 된 댓글내용들을 필자

가 직접 번역했다. 본 연구에서 한국 언론보도에 대해서만 다루며 중국과 

대만 언론에 대해 다루지 않은 이유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에서 

분석할 대만과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대부분 한국 언론 및 네티즌의 담

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한류사례 관한 언론보도에 있어서 

한국 언론이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이 논문의 주요 연

구목적이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언론보도에 대해 다루지 않기로 했다. 

1-2.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문제에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 비판적 담론분석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Fairclough (2015)

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담론에 있어

서 텍스트 (text), 상호 작용 (interaction), 그리고 맥락 (context), 이 

세 가지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분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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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부터 해당 텍스트의 생산, 소비 및 분배 과정에 

대한 분석, 이어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된 것이다 

(Fairclough, 1995). 이 세 가지의 분석은 ‘담론 텍스트 분석’, ‘담론

적 실천 분석’, 그리고 ‘사회적 실천 분석’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담론 텍스트 분석’은 문법, 단어, 비주얼 이미지 (visual image) 등 

언어학적 측면에서 담론을 접근 연구하는 것이며, ‘담론적 실천 분석’

은 한발 물러서서 텍스트 주변의 환경, 즉 해당 담론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타 담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Fairclough의 말로는 이것이 

상화텍스트성 (Intertextuality)라는 것이다. ‘사회적 실천 분석’은 해

당 담론 주변에 사회 맥락을 감안함으로써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즉 비판적 담론분석에 있어서 맥락 (context)이란 상호

텍스트성과 사회문화적 지식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Fairclough. 

Muldering. Wodak, 2013). 

비판적 담론분석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 가

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비판적 담론분석은 고정된 포

맷이 있는 연구방법이 아닌 문제 지향적인 것이다. 즉 비판적 담론분석의 

첫 단계로서 정해져 있는 이론 또는 연구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연구문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는 것이다. 특정 한류사례에서 생산된 담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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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비판적 담론분석이 최선의 방법인 

듯하다. 다음으로 담론이 사회 그리고 문화와 상호 구성하는 것이다. 담

론을 통해 세계, 인간의 사회관계, 사회 및 개인 정체성이 재현되는 동시

에 사회와 문화적 맥락의 영향 하에서 담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다 (Fairclough et al., 2013). 

앞서 언급했듯이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부터 텍스트를 이해하

고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사회적 영향까지 감안하는 것이 비판적 담론분

석이다. 그래서 분석과정을 통해 한 사회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이데올

로기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한 권력관계 등 사회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비판적 담론분석의 기능이라고 한다 (Fairclough et al., 

2013).  

마지막으로 담론은 ‘역사적’인 (historical) 것이다. 담론은 

생산되는 데 맥락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서 담론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Van Dijk (2008)가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담론에 있어서 이전에 생산된, 동시에 생산되는 그리고 이후에 생

산될 담론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해당 사건에 크고 작은 모든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논문의 주요 연구사례인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에 있어서 상

호텍스트성을 보이는 한국의 언론환경과 온라인환경, 그리고 양안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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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터 이 세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판적 담론분석은 제일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여 본 연구는 쯔위 사건 및 티파니 사건에 있어서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의 반응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담론 텍스트 분석’ 아래 한국 언론 및 한. 중. 대 인터넷 

공간에서 언급된 주요 행위자와 해당 행위자에게 어떠한 행위 및 성격이 

부여되는지에 대해 관찰하기로 했다. 주요 행위자에 대해 어떠한 단어가 

자주 쓰였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담론적 실천분석’은 담론 생산, 소비, 해석 그리고 

분배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즉 한국, 중국 및 대만에서 이 두 사건

에 대한 담론들이 이전, 동시, 또는 이후에 등장한 기타 담론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분석’은 말 그대로 한. 중. 대 세 지역의 사회 분위기를 관찰하여 이는 

쯔위와 티피니 사건에서 나타난 반응들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상호텍스트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 두 사건에서 등장한 언론, 인터넷과 사회적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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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례배경 

1. 쯔위 사건 

쯔위가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자 아이

돌그룹 트와이스의 멤버이다. 대만 출신인 그녀가 사건 발생 당시 16세에 

불과했다. 2015년11월22일에 MBC 제작한 예능프로그램 <마이리틀텔레비전

> (이하 마리텔) 인터넷 생방송에서 쯔위가 대만기와 태극기를 같이 흔들

었다. 이어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가수 황안 (黄安)이 중국 최대 소셜

미디어인 시나 웨이보 (新浪微博, 이하 웨이보)에서 그녀를 ‘대만독립론 

(臺獨, 이하 대독)’ 지지자라고 고발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쯔위가 중국에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16년1월에 황

안이 다시 웨이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을 때부터다. 심기가 불편한 

중국 네티즌들은 JYP를 보이콧하는 ‘저제JYP (抵制JYP)’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트와이스를 비롯한 JYP 소속인 모든 가수의 중국 활동이 연기되었

다고 한다. 이후 1월15일 오후에 JYP가 페이스북, 트위터 및 웨이보 공식

페이지에서 쯔위가 사과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동영상에서 쯔위가 

“중국은 하나 밖에 없으며 해협양안 (海峽兩岸, 중국과 대만을 가리킴)

이 하나며, 전 제가 중국인임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중국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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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9 

쯔위는 동영상을 통해서 사과했으나 중국 네티즌들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JYP의 사건 대처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

과 대만 언론 및 네티즌들은 무고한 쯔위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

해 이해를 못한다는 반응이다. 또한 중국 네티즌들이 왜 16세 소녀를 괴

롭히고 정치색을 입히는지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요컨대 

중국과 달리 한국과 대만에서 쯔위 편을 들어준 언론과 네티즌이 대다수

인 셈이다. 또한 <마리텔>이 11월에 방송되었으나 1월이 되어야만 논란이 

일었다. 그 이유는 1월16일에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이것은 즉 쯔위가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다는 것이다. 

쯔위 소속사인 JYP기획사가 이 사건에 대해 네 번이나 공식성명

을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공식성명은 1월13일 오후에 발표되었는데 

JYP가 한중 양국 문화교류를 추진한 문화 기업으로서 기획사도 쯔위도 정

치적 발언과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아직 미성년자인 쯔위에게 “정치적 

관념이 형성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10 이것은 곧 ‘문화와 정치는 

                                          
9 김미화. 2016. 「쯔위, 직접 입 열었다.. 대만기 논란 중국에 공식사과.. “죄송합니

다” JYP웨이보 통해 사과 영상 게재」. 『미니투데이 스타뉴스』, 1월15일. Available: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6011523055355970&type=1&outlink=1 

10 박설이. 2016. 「JYP “쯔위, 정치적 발언 및 행위 한 적 없다” (전문포함)」. 『TV 

Report』, 1월14일. Available: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6011523055355970&type=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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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원칙 하에서 버티려는 의도였다. 두 번째 공식성명 발표일자는 1

월14일 오후였다. 쯔위는 대만 출신이지만 대만 독립운동자가 아니라며 

쯔위를 비롯한 소속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11  

이어 쯔위 사과 동영상이 올라온 날에 JYP 대표 박진영은 직접 

나서서 중국 팬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JYP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 따

르면 박진영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른 나라와 일하는데 있어 그 나라의 

주권, 문화, 역사 및 국민들의 감정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

다”며 “쯔위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잘 가르치지 못한 저와 저희 회사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하다”는 내용이다.12 가면 갈수록 ‘문화와 정치는 

별개’ 원칙을 꿋꿋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JYP에서 네 번째 공식성명 발표 일자는 다음 두 사건이 발생한 

후이다. 우선 1월17일에 JYP 공식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마비되

었다. 이에 JYP측은 공격의 근원을 알아내기 불가능하다고 하나 국제 해

킹 그룹 ‘어나니머스 대만’ 해커들은 쯔위가 사과한 데 불만을 표시하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853493 

11 정준화. 2016. 「JYP “쯔위, 대만독립운동자 아니다.. 중국 원칙 존중” [2차 공식입

장]」. 『The Huffington Post』, 1월15일. Available: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14/story_n_8985098.html 

12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2016. 「[전문] 쯔위 ‘대만 국가 논란’에 결국 中활동 중단

… 박진영 “쯔위를 잘 가르치지 못한 책임”」. 『동아일보』, 1월16일. Available: 

http://news.donga.com/3/all/20160116/75933370/1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853493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14/story_n_8985098.html
http://news.donga.com/3/all/20160116/7593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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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설이 나왔다.13 다음 날인 18일에 한국다

문화센터에서 JYP와 박진영이 쯔위에게 사과를 강요한 인권침해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14 비슷한 시간에 대만에서 인권변

호사 왕커푸 (王可富)와 사회자 후충신 (胡忠信) 등은 JYP가 쯔위에게 사

과 강행했다며 강제죄 (强制罪)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법원 검찰에 고발했

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15 1월18일 오후에 JYP측은 쯔위가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최종 결정 내리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상의했

다”며 “한 개인의 신념은 회사가 강요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일이며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16 

                                          
13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2016. 「‘쯔위 논란’에 JYP 홈페이지 다운… 중국 대만서 

디도스 공격? 후폭풍 무슨 일이?」. 『서울신문』, 1월18일. Available: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8500425 

14 이투데이 온라인뉴스팀. 2016. 「다문화단체 “쯔위 사과, 심각한 인권침해… 강요 확

인되면 JYP. 박진영 제소할 것”」. 『이투데이』, 1월18일. Available: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71972 

15 연합뉴스. 2016. 「대만변호사, ‘쯔위 사과 강제’ 혐의로 JYP 검찰 고발」. 『연합

뉴스』, 1월19일. Availabl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9/0200000000AKR20160119109800074.HTML

?input=1195m 

16 한예진. 2016. 「JYP측 “쯔위 사과, 부모님과 상의 후 최종 결정한 것” [공식입장 

전문」. 『한국경제』, 1월18일. Available: 

http://hei.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180065H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850042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7197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9/0200000000AKR20160119109800074.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9/0200000000AKR20160119109800074.HTML?input=1195m
http://hei.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18006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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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15년11월22일에 MBC <마리텔> 인터넷 생방송에서 태극기와 대

만기를 흔드는 쯔위의 모습. 

(출처: ENews24)* 

2. 티파니 사건 

티파니가 한국에서 JYP엔터테이먼트 못지 않은 대규모 연예기획

사 SM엔터테이먼트 소속 여자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다. 2016년8월

14일 광복절 전날에 그녀가 일본도쿄돔에서 SM타운콘서트를 마치고 멤버

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한국 네티즌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게시물에 일장기와 하트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이다. 이어 광복절 

오전에 욱일기 (전범기)가 들어간 ‘도쿄 재팬’ 글씨를 넣은 사진을 올

려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모든 한국인들에게 뜻 깊은 광복절에 일장기

와 욱일기를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티파니는 고정으로 출연중이었던 KBS2 예능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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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들의 스램덩크> (이하 언니쓰)에서 하차 요구가 파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쯔위가 대만 총통선거라는 타이밍에 정치적으로 이용 당했다면 

하필이면 광복절 날에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욱일기를 올린 티파니가 

맞지 않은 타이밍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쯔위 사건에 처한 JYP엔터테이먼트와 달리 SM엔터테이먼트가 티

파니 사건 내내 침묵했다. 이후 티파니는 게시물을 삭제하여 친필사과문

을 올렸다. “소중하고 뜻깊은 날에 저의 실수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

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이다.17 그랬음에도 네티즌들은 진정성

이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18  

뿐만 아니라 처음에 티파니가 일장기 이모티콘이 들어간 사진을 

올렸던 당시 팬들에게 삭제하라고 경고 받았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다음 

날에 고의적으로 욱일기 들어간 사진을 올렸다는 설도 나타났다.19 요컨

대 대다수 한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티파니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

                                          
17 한국일보. 2016. 「광복절 태극기 대신 일장기. 욱일기 올린 티파니 자필 사과」. 

『한국일보』, 8월15일. Available: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59268&code=61131211&cp=nv 

18 전종선. 2016. 「티파니 사과문, ‘진정성’논란… “이름 빼면 누가 뭘 사과하는지도 

몰라”」. 『서울경제』, 8월16일. Available: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VSQZCP 

19 이휘경. 2016. 「티파니 욱일기 논란, 팬들 지적에도 전범기 떡하니… ‘고의성 의

혹’ 번져」.『WOW한국경제TV』, 8월16일. Available: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816002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59268&code=61131211&cp=nv
http://www.sedaily.com/NewsView/1L05VSQZCP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8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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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8월17일에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에

서 김명준 앵커는 올림픽 배드민턴 준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일본 대

표팀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쉽지만 축하해야 할 건 축하해

야죠. 축하 드립니다 티파니 씨”라고 티파니를 야유했다.20 

8월18일에 <언니쓰> 제작진은 “논란이 된 내용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감하여” 티파니의 하차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다.21 

논란된 지 12일째인 8월26에 티파니가 다시 한번 친필 사과문을 공개했

다. 1차 사과문에서 무엇을 잘 못했는지에 대해조차 정확히 언급하지 못

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에는 욱일기 실수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여 사과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가수, 그리고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잊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

았다고도 했다.22 “진정성이 느껴진” 티파니의 2차 사과가 한국 네티즌

들의 분노를 가라앉힌 것 같다.23 

                                          
20 전종선. 2016. 「김명준 앵커, 한일전 패배에 “축하 드립니다. 티파니씨” 발언 논

란」. 『서울경제』, 8월18일. Available: http://www.sedaily.com/NewsView/1L06STW4IH 

21 이승록. 2016. 「[공식입장] ‘슬램덩크’ 측, “욱일기 논란 티파니 하차 결정”」. 

『마이데일리』, 8월18일. Available: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1608181705131117&ext=na 

22 송선미. 2016. 「티파니 2차 사과문 “늦었지만 진심 전달되길 간절히 바라” [전

문]」. 『티브이데일리』, 8월26일. Available: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722137171152000010 

23 부산일보 디지털콘텐츠팀. 2016. 「’욱일기 논란’ 티파니 2차 사과문 게재에 네티즌 

http://www.sedaily.com/NewsView/1L06STW4IH
http://www.mydaily.co.kr/new_yk/html/read.php?newsid=201608181705131117&ext=na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722137171152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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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사건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설이 등장했을 뿐만 아

니라 한편 티파니가 여자라서 예능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는 여성우월주의

자의 해석도 나왔다.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서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그림을 게시했다. 티파니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

히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그림이 국기를 모독했

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9월1일에 한국 언론이 보도

했다.24 또한 비슷한 사건 제발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를 사

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티파니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도 

알려졌다.25 

                                          
“짐심일까?” VS “진정성 느껴져”」. 『부산일보』, 8월27일. Available: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827000017 

24 연합뉴스. 2016. 「檢, 태극기. 욱일기 합성한 ‘워마드’ 회원 수사 착수」. 『연합

뉴스』, 9월1일. Availabl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1/0200000000AKR20160901184500004.HTML

?input=1195m 

25 강지영. 2016. 「[Talk쏘는 정치] ‘티파니 방지법’ 필요? 불필요?」. 『JTBC뉴스』, 

8월22일. Available: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97923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8270000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1/0200000000AKR20160901184500004.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1/0200000000AKR20160901184500004.HTML?input=1195m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9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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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2016년8월14일과 15일에 티파니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장기 

이모티콘 (좌) 그리고 욱일기가 들어간 ‘도쿄재팬’ 글씨 (우)를 올렸

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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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에 대한 언론과   

인터넷의 반응 

1. 쯔위 사건 

1-1. 한국 언론의 반응과 그 특징  

쯔위 사과 동영상이 올라온 후에 한국 언론보도 20건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제일 빈번

히 나타난 담론은 ‘쯔위 동정 담론’, ‘거대한 중국시장 담론’ 그리고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이다. 그 외에 ‘방송국 비난 담론’과 ‘소속

사 비난 담론’도 등장했다. 이러한 담론들을 생산한 보도의 공통점이 있

다. 쯔위는 주요 행위자로서 잘못 하나도 없으며 그저 기획사 경제이익,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에 정치싸움에 나타난 희생자로 재현했다는 것이

다.  

반면에 소속사로서 JYP가 아티스트를 보호하기는커녕 중국이라는 

최대 한류시장 앞에서 무릎 끓고 쯔위의 인권을 무시한 무능한 기획사라

고 비판 당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연예인이 그저 기획사에 이윤을 가

져오는 경제적 도구이며 아무 인권 누리지 못한다는 ‘한류상품화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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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방송국 비난 담론’에 있어서 <마리텔>

을 제작한 MBC가 논란 내내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무책임한 태도 보이기 

때문에 규탄되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관계를 설명하고 

중국의 이러한 예민한 반응을 정당화하려는 이들도 있었으나 중국 네티즌

의 행동을 “과잉반응”이라고 해석하여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에 기

여를 한 기사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쯔위 사건과 

함께 한국에서 활동중인 중국 출신 연예인들이 남중국해 영토분쟁 판결에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건,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광고에서 중국을 멸

시하는 행동 등을 거론하여 중국 자본력이 커진 만큼 강해진 자부심을 가

지는 네티즌들이 조금이라도 중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발견하면 방송국, 

기획사, 연예인들에게 압력 줘서 사과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가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1-2.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과 그 추이 

이어 쯔위 사건에 있어서 한국 네티즌들은 과연 언론과 같은 태

도를 취하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 가운데 한국 언론과 유사하게도 지

배적인 담론은 ‘쯔위 동정 담론’과 ‘소속사 비난 담론’이었다. 여기

서 쯔위는 주요 행위자로서 소속사로 인해 희생 당한 무고한 소녀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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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 언급되었던 반면에 소속사가 중국시장 탐내서 보호해야 할 아티스트를 

버린 기획사라고 평가되었다. 또한 ‘거대한 중국시장 담론’, ‘중국 네

티즌 비판 담론’, ‘한류상품화 담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비판은 역

시 중국은 “땅만 넓고 속 좁다”는 것이다.26 

쯔위가 사과했다는 뉴스보도에 대한 댓글에 자주 나온 키워드로 

“불쌍하다; 잘못 없다; 어린 애” 등 쯔위를 동정하는 단어와, “아티스

트 보호; 돈을 위함; 중국시장” 등 JYP를 규탄하는 단어 그리고 “속 좁

다” 등 중국을 비판하는 단어를 들 수 있다. 다음은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댓글 중에 일부이다. 

“??? 아니 왜 사과를…하는거야…???” (성**, 2016년1월16일 1210

시, 2273개 좋아요) 

“님들. 대만에서 2년살다가 현재 중국에서 2년째 살고있는 유학생

인데요 대만이랑 중국이랑 완전딴 나라입니다. 중국과 반대로 대만

은 민주주의국가이며 화폐와 심지어 여권까지도 다른 나라입니다. 

엣날에 대만에서 미국학교 다닐때 우리 학교팀이 국제로봇대회에 

                                          
26 작가 유시민과 변호사 전원책도 중국 비판 담론에 동참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들 2016

년1월21일 방송된 JTBC 시사토론프로그램 <썰전>에서 쯔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며 유

시민은 중국에 대해 “땅은 엄청 넓다. 그러나 속은 엄청 좁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한

철. 2016. 「‘썰전’ 유시민, 쯔위 두둔 “중국 땅 넓고 속 좁다”」. 『데일리안』, 1

월22일. Available:  http://www.dailian.co.kr/news/view/551882/?sc=naver 

http://www.dailian.co.kr/news/view/551882/?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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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국기를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가한 중국팀이 그 국

기를 보고 위원회한테 가서 그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게해달라고 요

청을 했었는데 대회 주최국가인 미국이 "우리는 대만을 국가로 인

정하기 때문에 대만 국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라고 했습니

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대만을 국가를 인정하고 있고요...  

UN에 대만이 가입을 못하고 올림픽때도 대만 국기 대신고 타이페이

시 깃발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국이 워낙 강대국이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이 외교가 단절된 이유가 중국이 협박

했기 때문이고요.  

대만사람들은 자기나라가 독립된 국가라고 매우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이랑 외교적으로 문제도 있고요. 그!런!

데! 대만사람인 쯔위가 "중국과 대만은 하나" 라고 하게 만든 박진

영을 보세요. 대만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머나 배신감

이 들고 얼마나 쯔위가 짜증나고 얼마나 싫겠습니까? 또 어렸을 때

부터 주위 어른들이랑 교과서에서 대만은 독립국가라고 강하게 배

웠는데 억지로 "중국과 대만은 하나" 라고 말했어야 하는 자기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슬플까요? 

불쌍한 쯔위좀 살려주세요... 자기나라 국기를 자기가 든다는데 도

데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O**, 2016년1월16일 0130시, 20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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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와 진짜 이건 왜 사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쯔위가 뭘 잘못 한 

건지 모르겠다 ㅋㅋㅋ 악플 보면서 진짜 힘들었을 듯 이제 나온 신

인한테 뭐 하는 거임 진짜 ㅋㅋㅋㅋ” (김**, 2016년1월16일 1211

시, 1847개 좋아요)   

한국 네티즌의 이러한 생각은 한국일보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기

관인 리얼미터 (Realmeter)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한

국일보에서 쯔위의 ‘대만국기 흔들기’논란에 대해 네티즌의 반응을 알

아봤는데 1900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결과에 따르면 무려 84%의 응답자

가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인들의 과잉반응”이라고 답했는데 반면에 

“정치적 사인 신중했어야”라고 답한 자가 16%에 불과했다.27 또한 리얼

미터에서 JYP가 ‘쯔위사태’ 대응에 대해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의

견을 조사해본 결과, 42.4%의 응답자가 이것은 소속사의 “인권. 표현자

유 무시, 과도한 대응”이라고 답했는데 반면에 35.6%의 응답자가 JYP의 

대응은 “중국시장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여겼다.28 

                                          
27 박일근. 2016. 「한국 걸그룹 쯔위 사과로 대만 내 반중 감정 들끓어」. 『한국일

보』, 1월17일. Available: http://hankookilbo.com/v/93cc597d1fdc48748fa6831f47dd44fc 

28 김영석. 2016. 「“JYP, 쯔위 사과 대응 너무 과도했다…42.4%” 불가피 의견 

35.6%」. 『국민일보』, 1월22일. Available:  

http://hankookilbo.com/v/93cc597d1fdc48748fa6831f47dd44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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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과 그 추이 

요컨대 한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쯔위가 방송에서 제작진이 줘어

준 대만기를 흔들었을 뿐인데 사과까지 강행되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

응이다. 한편 쯔위의 출생지인 대만의 대부분 네티즌들이 한국 네티즌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였다.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대만 네티즌들의 담론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쯔위 동정 담론’; 2) 

‘소속사 비난 담론’; 3)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 4) ‘대만 정치현

황 개탄 담론’; 5) ‘선거에서 투표 담론’; 그리고 6) ‘대만 언론 비

판 담론’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지배적인 담론은 1), 2)와 3)이다. 

이 담론들에서 쯔위를 주요 행위자로서 소속사의 경제이익을 위

하여 자신의 국적까지 숨겨야 하는 불쌍한 대만 소녀라고 거론했는데 상

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소속사, 중국 네티즌 그리고 황안을 비난했다. 여

기서 대만 네티즌들이 한국 언론과 똑같이 돈에 눈이 멀어 아티스트를 보

호 못한다는 점에서 JYP를 격렬히 비판했다.  

또한 그들은 황안이 명예를 위해서 쯔위를 저격한 한물간 연예인

이라고 규탄하며 중국 네티즌들이 한 어린 소녀를 괴롭히는 수치심 없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79361&code=61121111&cp=nv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79361&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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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고 여긴 바도 있다. 대만 네티즌 이들 생각하기에 중국이 괴롭히

는 사람은 쯔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만 전체를 약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다. 후자가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현재까지 세계에서 정치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의 이러한 정치적 곤경을 극복하기 위

해 1월16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중 (親中, 친중국) 입장인 국민당 (國民

黨)이 낙선되도록 투표를 독려한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소속사 페이스북 공식페이지에서 올라온 쯔위 사과 동영상, 그리

고 쯔위 사과에 대해 보도한 뉴스 밑에서 남겨진 댓글에 자주 쓰인 단어

와 문장으로 “16歲的小女孩 (16살인 소녀)” 등 쯔위의 상황은 가련하다 

여기는 것과, “為了錢 (돈을 위함); 壓力 (압력)” 등 소속사의 ‘중국

시장 만세주의’에 항의하는 것과, “欺負 (괴롭히다)” 등 중국과 황안

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台灣是個國家 (대만이 국가다); 子瑜是台灣人 

(쯔위가 대만인이다)” 등 세계에서 정치적 신분이 불분명한 약자로서 대

만의 비애에 대해 개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래는 페이스북에서 수집

한 대만 네티즌들에게 가장 공감되는 반응 중에 일부이다. 

“JYP 너무 한 거 아니야 쯔위가 16살뿐인 아인데 왜 이토록까지 

압력을 받아야 하나… 황안은 정신 나갔는데 JYP도 같이 정신 나간 

건가?” (趙**, 2016년1월15일 2323시, 11598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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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진짜 실망이다. 진짜 꼴 보기 싫다. 쯔위는 우리 대만의 아

이다. 쯔위를 사과하도록 강요한 것은 당신들에게 딸을 위탁한 쯔

위 부모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다. 대만 출신임에 잘못 없다, 대

만은 국가임에도 틀림 없다, 도대체 왜 사과한 거지. 며칠 전에 쯔

위를 지키겠다고 했잖아. 뻥을 친 거네! 이런 책임감 없는 기획사 

그만둬도 좋을 거야. 대만인들이 변함없이 쯔위를 지지할 테니깐. 

하지만 JYP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대만인인데 어쩌

라고!” (L**, 2016년1월16일 1216시, 6864개 좋아요) 

“황안아 고맙다. (총통)선거 전 밤에 ‘92공식’,29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뻥이라고 많은 사람들에

게 알려줘서. 16세 어린 소녀가 이토록 압력을 받았다니 우리의 잘

못이다. 내일은 꼭 투표하러 가자 국민당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傅**, 2016년1월16일 1212시, 5366개 좋아요) 

“젠장…! 이렇게 어린 소녀를 괴롭히는 거 참 수치심 없네! 이걸 

보고 그저 분노만 느낀다… 소속사도 밉고... 중국인도 밉고… 가

장 미운 것은 중국의 뜻을 거의 무조건 따르는 국민당…!” (劉**, 

                                          
29 92공식 (九二共识) 이란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이 양안 정치적 관계에 대한 불문의 공

동 인식인데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각자의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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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월15일 2323시, 2082개 좋아요)  

1-4.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과 그 추이 

한국과 대만에서 쯔위 사과한 이유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면 일부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감안할 때 쯔위가 죽을 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웨이보에서 수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

응을 분석했는데 다음 네 가지 담론이 출현했다. 1) ‘쯔위 비난 담론’; 

2) ‘소속사 비난 담론’; 3) ‘거대한 중국시장 담론’; 4) ‘쯔위 동정 

담론’은 그것이다.  

1)-3) 담론에서 한국과 대만 담론에서처럼 쯔위가 연약하고 순진

한 소녀라고 언급되지 않았고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영혼 없는 사과를 한 

대독분자라고 언급되었던 것이다. JYP의 대처에 있어서 중국 네티즌들 역

시 한국 및 대만 네티즌과 같은 생각인데 이것은 곧 기획사가 중국 자본

력에 굴복해 사과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4) ‘쯔위 동

정 담론’에 기여한 댓글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과 

대만 네티즌처럼 소속사가 경제이익을 위해 사과했다는 점에 대해 분노했

다기 보다는 풍자적인 톤으로 야유했던 것이다. 그것보다 기획사 대처에 

있어서 그들을 화나게 한 일은 JYP가 웨이보에서 중국인에게 사과를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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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SNS에서 중국을 속 좁은 나라라고 모욕했

다는 것이다. 또한 소속사가 왜 웨이보에서만 여러 번이나 공식성명을 발

표하고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사과 동영상 제외하고 아무 성명 없었느냐에 

대해서도 이해 못한다는 반응이다. 즉 그들은 보기에 JYP의 앞뒤 안 맞는 

대처가 중국 네티즌 명성 훼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의 정서를 반영하는 단어로 “两面三刀 (이중성); 中

国猪 (중국돼지)” 등 JYP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중국 네티즌이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공격 당했다는 일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것과, “为了钱 

(돈을 위함); 中国市场 (중국시장)” 등 소속사와 쯔위의 사과를 진정성 

없는 것이라 비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래는 웨이보에서 수집한 중국 

네티즌들에게 기장 인기 있는 반응 중에 일부이다. 

“그만 웃기시지. 여기서 모르는 척 하지마, 우리는 안 먹힐 테니

까! 당신들은 ins Facebook twitter에서 다른 태도를 보였잖아. 중

국인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르는 줄 알았냐?” (A**, 2016년1월15

일 2224시, 58589개 좋아요) 

“이걸 복사하세요! JYP 사장은 14일에 인터뷰에서 중국인의 감정은 

잠시일뿐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중국네티즌 속이 좁다고 

하구요! JYP 앞뒤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웨이보에서 한 성명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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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기타 소셜미디어에서 한 내용과 전혀 달라요! 14일 JYP주가 폭

락해서 중국 돈을 못 벌까 봐 얼버무리는 거예요! JYP와 저우쯔위

가 지금 중국인 대항하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해외 팬의 지지를 요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굳게 보이콧하세요!” (和**, 2016년1

월15일 2231시, 46939개 좋아요) 

“Please apologize to all of Chinese in twitter ins and sns. 

Because of Your ignorance, all of us were blamed without reason. 

If you don’t know the history of China, please don’t speak 

everything you want you must know that Chinese aren’t pigs. 

@JYPnation” (夢**, 2016년1월15일 2226시, 20942개 좋아요)  

2. 티파니 사건 

1-1. 한국 언론의 반응과 그 특징 

티파니도 쯔위와 다름없이 깃발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는 지경까

지 이르렀으나 한국인들은 티파니 사건에서 쯔위 사건과 정반대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분석한 똑 같은 국내 언론사에서 제공한 티파니 사건에 대

한 산문기사 20건을 가지고 분석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한 담론들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티파니 비난 담론’; 2) ‘연예인 부족한 



41 

역사인식 담론’; 3) ‘연예인과 권력자에 대한 이중잣대 담론’; 4) ‘한

국 네티즌 과잉반응 담론’; 그리고 5) ‘티파니 동정 담론’이 그것이

다.  

‘티파니 비난 담론’에서 티파니는 주요 행위자로서 광복절이라

는 모든 국민에게 뜻 깊은 날에 욱일기가 들어간 사진을 올렸음에도 불구

하고 뭘 잘 못했는지조차 자세히 말하지 못한 “샘플 사과문”으로 성의 

없는 사과를 한 무개념 연예인이라고 비판 받았다. 이러한 담론에 기여한 

기사들 중에 한국 네티즌들이 티파니 사과에 대한 싸늘한 반응을 인용한 

것도 있으며 과거에 다른 연예인이 저지른 역사인식 실수에 대해 언급하

며 연예인들의 역사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든 언론사가 ‘티파니 비

난 담론’을 치중적으로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담론 3), 4)와 5) 같

은 경우에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그리고 SBS뉴스 등 언론사에서 한국인들

은 티파니 등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였는데 반면

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상하게도 침

묵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서론에서 인용된 한국언론진흥재단

과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의 또 다른 결과를 거론해보겠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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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용자들이 “정치. 국제.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은 (26개국 전체)

평균보다 낮고, 생활. 문화. 연예 뉴스에 대한 관심은 평균보다 높아”라

는 관찰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SBS뉴스는 연예인과 정치인 

문제적 발언 또는 행동에 대한 보도기사량을 비교해봤는데 “연예인엔 과

잉, 공직자엔 과소”라는 결론을 내렸다.30 이것은 곧 한국인들은 “연예

인을 보는 도덕적 기준은 정치인이나 종교인보다도 높다”는 것이다.31 

1-2.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과 그 추이  

한국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본다면 한국인이 연예인에게 과도 엄

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는 일부 언론의 평가를 입증하는 것 같다.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석했는데 ‘티파니 비난 

담론’만 주요 담론으로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티파니는 미

국국적을 가지지만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연예 활동을 해왔으면서 광복

절에 욱일기를 올렸다니 외모만 고운 무식한 연예인, 그리고 저지른 실수

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못하는 무개념 연예인이라고 그녀를 부정적으로 

                                          
30 SBS뉴스에 의하면, AOA멤버 설현은 안중근에 대한 말실수 보도는 2016년 5월 13일 하

루에 214건에 도달했고 티파니의 일장기논란에 대해 2016년 8월 15일 하루에 188건 보도

가 나타났다고 한다. 다른 한편, 이정호의 천황폐하 실언 관련 보도는 2016년7월 1일에 5

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안중근 실언은 2016년 8월 15일에 34건만 나왔다는 것이다. 

31 동아일보에서 한 대중문화평론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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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시선이 대다수이다.  

티파니 1차사과 관련 보도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는 자주 등장했다. “무식하다; 실망하다; 하필; 광복절; 나가라” 

등 티파니를 규탄하는 단어와, “미국인 쉴드; 매국노” 등 티파니가 미

국국적이니 이해해줘야 한다고 옹호한 팬들을 비판하는 단어는 그것이다. 

다음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한국 네티즌의 댓글들 

중에 일부이다. 

“저 외노자년이 더 괘씸한 건, 사과문에서 일본팬 의식한 티를 대

놓고 ㅋㅋㅋㅋ 자고로 사과문이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읽

어도 무엇으로 인해 사과하는지,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지가 명확

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일본팬 눈치 본다고 절대 광복절, 전범

기라고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서술함. 독도에 태극기 들고 

방문한 모 아이돌은 자국 땅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색적인 욕과 

협박을 들었는데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 (박**, 2016년8월15일 

1627시, 4311개 좋아요) 

“쉴드 칠 걸 쳐라 저건 그냥 노답이다 전범기를 그것도 광복절에 

올린 행동이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티파니 쉴드 치

는 애들은 매국노로밖에 안 보인다 사과문도 참 얼척 없게 써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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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드만” (안**, 2016년8월15일 2009시, 1230개 좋아요) 

“이게 실수라니 ㅋㅋㅋ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면 광복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진 않을 텐데ㅋ 하필 이런 날에 전범기를 올려? 

그냥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는 건가. 그냥 한국땅 영원히 밟지 마시

길 ^^! 그리고 댓글에 욱일기가 일본국기인줄 아는 한국인을 보고 

심히 놀랐다. 욱일기가 뭔지 모르면 좀 관심 있게 검색해보시길 이

런 기초 상식도 모르고 쉴드치면 매국노랑 수준이 똑 같은 거 티내

는 거임” (이**, 2016년8월15일 1707시, 295개좋아요) 

1-3.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과 그 추이 

대만에서 티파니 사건에 대해 ‘티파니 비난 담론’ 그리고 ‘티

파니 동정 담론’, 이렇게 양극적인 담론이 생산되었다. 우선 ‘티파니 

비난 담론’에 있어서 티파니는 틀림없이 사과할 만한 무개념 실수를 했

기에 민족주의 강한 한국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을 이해한다는 주

장이다. 반면에 ‘티파니 동정 담론’에 티파니가 미국국적을 가지는데 

왜 불쌍하게 사과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해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

국인의 이러한 과잉반응은 중국 네티즌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것이 있다.  

티파니 1차사과 관련 보도에 대한 댓글을 정리해봤는데 눈에 띈 

단어가 몇 가지 있었다. “韓國民族性  (한국민족성); 國情 (국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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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는 한국인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고, “盲目護航 (맹목적으로 변호

하다)”는 대만 팬들이 잘 못한 티파니를 위해 맹목적으로 변호하지 말라

고 경고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玻璃心 (보리씬, 마음이 취약하다는 

뜻);32 不需要道歉 (불필요한 사과); 美國國籍 (미국국적)” 등 단어를 

써서 미국국적을 가진 티파니가 중국 네티즌처럼 과도 민감한 한국인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다. 아래 인기 댓글들은 대만 네

티즌의 이러한 양극적인 반응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만약 어떤 대만 연예인이 10월10일 (중화민국 (대만)의 국경일)

에 소셜미디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국기를 하트 이모티콘

과 같이 올렸다면 여러분 아마도 똑 같았을 걸요… (화난 표정)그

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번 사태가 얼마니 극심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사과해야 하냐, 사과할 필요 없다는 댓글을 봤는데… 저는 우리

가 한국인 아니라서 이러한 일은 한국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맹목적으로 변호하지 

마세요. 다들 티파니 마음에 반드시 상처 받았다고들하는데, 하지

                                          
32 “보리씬”이라는 단어가 대만과 홍콩 네티즌들은 중국 네티즌들의 과잉반응을 야유하

는 데 자주 쓰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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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국 네티즌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예전에 일본이 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조사해보세요!” (林**, 2016년8월15일 1824시, 페이스

북에서 761개좋아요) 

“해외 팬들은 한가지 알아두어야 되는 게 한국인의 민족성이에요. 

한국이 한국이고 해외는 해외예요, 그래서 해외 팬의 시각으로 이

번 사건을 이해하면 안 되죠. 

또한 국적 쉴드는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한국 (아이돌)그

룹의 멤버이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광복절에 대해 알

고 있었을 텐데 잠시 부주의로 실수를 쳤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한국인들은 마음이 취약하다고 그만 해요,한 나라

와 사회에 대한 일인데 한 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게

다가 이러한 민감한 시기인데 말이죠 틀림 없이 잘못했어요. 사과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은 PC인 (泡菜人, 김치인간, 한국인을 뜻함)을 자극하

지 마요. 그들은 티파니에게 화풀이해서 논란이 심각해질 테니까” 

(S**, 2016년8월15일 1736시, 페이스북에서 185개 좋아요)  

“애국한다고 다른 나라를 부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포옹과 존중을 

쭉 가르쳐왔잖아? 누구나 실수를 할 때도 있죠! 이게 너무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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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 아닌가요?” (A**, 2016년8월15일 1554시, 피키캐스트에서 

154개 좋아요) 

“한국 팬들은 과민하다는 생각밖에 안 난다 아무리 아이돌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마음 아프네” (C**, 2016년

8월15일 1612시, 피키캐스트에서 19개 좋아요) 

“티파니는 미국사람인데” (L**, 2016년8월15일 1553시, 페이스북

에서 17개 좋아요) 

1-4.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과 그 추이 

한국 언론들은 티파니 논란이 일본에서 일으킨 반응에 대해서 일

본 네티즌의 부정적인 담론에 집중하여 보도하였고33 이번 사건이 중국 

매체에서도 보도되어 중국인의 관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

국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고만 해놓고 중국 언론과 네티즌이 왜 이 사건

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 안 했거나34 중국인이 주목하는 이

                                          
33 예컨대, 조선일보가 일본 누리꾼들의 “일본이 싫으면 오지마라. 돈은 여기서 벌면

서”; “역시 욱일기는 멋있구나. 티파니는 알고 한 것 같다”; “한국은 역시 속좁은 나

라. 일장기를 좋아(하)는게 어때서” 등 한국인 감정을 자극하는 댓글을 인용하여 사건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디지털이슈팀. 2016. 「티파니 SNS 논란, 日네티즌 “역시 욱일기

는 멋있구나 티파니도 알고 한 듯… 일장기 좋아하는게 어떠냐” 관심」. 『조선일보』, 

8월16일.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6/2016081601371.html 

34 고영준. 2016. 「티파니 SNS 논란, 中매체도 집중조명…논란 커지나」. 『동아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6/20160816013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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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일부만 공개했다는 것이다.35 따라서 티파니 사건은 욱일기가 만들

어진 일본에 비해 중국에서 더 눈길을 끈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티파니가 1차 사과 이후 웨이보에서 정리된 중국 네티즌 반응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언론과 네티즌 이중잣대 담론’; 2) ‘티파니 비

난 담론’; 3) ‘한국 네티즌 연예인에 대한 태도 담론’이 그것이다. 

‘티파니 비난 담론’에 있어서 역시 국민일보 지적했듯이 예전에 티파니

가 방송에서 쓰촨성 대지진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다는 일과 무관

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네티즌과 마찬가지로 티파니

가 얼굴만 예쁜 무식한 연예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티파니 논란에 대해 중국 

네티즌은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2) ‘한국 언론과 네티즌 이중

잣대 담론’에 있어서 중국 네티즌들은 티파니 사건을 쯔위 사건과 연결

시켜 한국인을 비판했던 것이다. 이것은 즉 그들은 보기에 티파니 사건에

                                          
8월15일. Available: http://sports.donga.com/3/all/20160815/79773286/2 

35 국민일보에서 티파니가 2008년 Mnet <소년소녀가요백서>에 출연해 수만명의 사망자를 

낸 쓰촨성 대지진에 대해 “2PM멤버인 황찬성에 빗대는 언어유희를 했다”며 티파니가 경

솔한 발언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것이 처음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동우. 2016. 

「광복절에 전범기 올린 티파니… 중국서도 ‘시끌시끌’」. 『국민일보』, 8월15일. 

Available: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59518&code=61181111&cp=nv 

http://sports.donga.com/3/all/20160815/79773286/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59518&code=6118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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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잉반응을 보이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 쯔위 사건에서 보인 반응에 

대해 뭐라고 지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쯔위 사건에서 중

국 네티즌을 과민하다 비판했으면서도 이번 티파니 사건에서 못지 않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한국 네티즌들을 위선자라고 풍자한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네티즌들 연예인에 대한 엄격

한 도덕적 기준요구를 보고 감탄하며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온 중국인이 이러한 건강한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네티즌 반응에 자주 나타난 단어들을 살펴보면 “双标 (이

중잣대); 玻璃心 (마음이 취약하다); 周子瑜 (저우쯔위)”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단어들은 쯔위 사건 당시 한국 네티즌들 중국 네티즌에 

대한 비판이 후자에게 얼마나 신경 쓰인 일인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国家面前无偶像 (아이돌보다 국가 우수); 洗白 (변호하다); 脑残 (나오

찬, 어리석다)” 등 한국 네티즌의 강한 민족주의에 대해 감탄하며 중국 

팬들이 티파니를 생각 없이 무조건 변호하는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것이 있다. 아래는 웨이보에서 수집한 중국 네티즌들에게 가장 공감되는 

반응 중에 일부이다. 

“한국 네티즌의 이중잣대를 봅시다, 자기 나라에 대한 일이니까 

참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일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의 언

행에 이러쿵저러쿵하지 마요.” (k**, 2016년8월15일 1523시, 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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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좋아요) 

“한국인의 ‘아이돌보다 국가 우수’는 진짜 대박이네” (天**, 

2016년8월15일 1521시, 3112개 좋아요) 

“고의적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녀가 참 무식하네” (W**, 2016년8월

15일 1526시, 2166개 좋아요) 

“이 점만으로도 한국 사람들을 탄복한다. 단결심, 그리고 애국심

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 우리 나라가 

비교되지 않지…” (肉**, 2016년8월15일 1522시, 869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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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 언론과 네티즌의 반응에 대한    

사회적 배경 

1. 담론적 실천 분석 

1-1. 티파니 사건  

티파니가 대부분 한국 네티즌들에게 비난 받은 이유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담론을 거론 안 할 수 없다. 첫째, 

한국 언론은 이번 티파니 실수에 대해 보도하거나 분석할 때 과거에 다른 

연예인이 저지른 욱일기 또는 역사인식 실수도 같이 언급하곤 했다.36 둘

째, 광복절에 다른 연예인의 ‘애국표현’과 함께 빈번히 대조하여 보도

한 것이다.37 한국 언론의 이러한 보도를 보고 네티즌들이 티파니의 행동

                                          
36 예를 들어, 일요서울에서 과거에 아이돌 그룹 빅스, 비스트 장현승과 포미닛 현아, 빅

뱅 탑 그리고 걸스데이 혜리는 욱일기 모자를 쓰거나 옷을 입어서 도마 위에 올렸다고 보

도했다. 또한 AOA멤버 설현과 지민이 예능프로그램 <온스타일 채널 AOA>에서 순국자 안중

근의사 못 알아보고 지민이 “긴또깡”이라는 김두한의 일본식 발음을 한 후 설현이 “도

요토미히데요시”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 계기로 연예인의 역사

인식 부재 담론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획사에서는 아이돌 멤버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한 대중문화평론가의 주장을 인용하

기도 했다. 최새봄. 2016. 「[Weekly Hot ISSUE] 욱일기 주홍글씨 티파니, 아이돌 역사의

식 부재 논란 재점화」. 『일요서울』, 8월27일. Available: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69 

37 미디어펜에서 티파니가 광복절에 일장기, 욱일기 사진을 올려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

데 반면에 가수 바다, 전효성 그리고 배우 황정음이 태극기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만

세” 와 같은 글을 올리며 긍정적 눈길을 끌었다고 티파니의 무개념 행위와 대조시켰다. 

임창규. 2016. 「바다. 전효성 “광복절, 감사드립니다”… 욱일기 논란 티파니 ‘참 대

조적이네’」. 『미디어펜』, 8월15일. Available: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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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대하게 바라볼 리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되었듯이 일부 한국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실언

과 티파니 실수를 같이 거론하여 한국 대중은 연예인과 정치인에게 요구

하는 도덕적 기준에 있어서 이중잣대가 존재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렇

다면 이 두 사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이중잣대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실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고

자 한다. 지난 8월15일 71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박대통령이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 대한민국”은 “역사적 과업”이라

고 여긴 바 있다.38 하지만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사형을 당한 안중근

의사 순국한 장소를 뤼순 아닌 하얼빈으로 잘 못 말해서 비난 당했다. 논

란이 일자 청와대는 안중근이 사형 당한 곳은 “하얼빈 감옥이 아니라 뤼

순 감옥”이라고 뒤늦게 정정한 것이다.39 

언급된 이중잣대를 검증하기 위하여 거의 같은 시간에 발생한 이 

                                          
http://www.mediapen.com/news/view/177514 

38 김종원. 2016.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건강한 공동체 만들자”」. 

『아시아투데이』, 8월15일. Available: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15010007470 

39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2016.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안중근 의사 순국장소 

틀려 『서울신문』, 8월15일. Available: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5500142 

http://www.mediapen.com/news/view/17751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1501000747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155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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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관련 기사 보도량을 살펴보고자 한다.40 검색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박 대통령 실언에 대한 신문기사는 총 94건이 있었던 반면에 티파니 

실수에 대한 신문기사는 무려 597건 있었다. 바꿔 말하자면 한국 언론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논란에 비해 티파니 논란에 6배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한국 언론의 지적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놀라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마이뉴스에서 연예인 마녀

사냥을 지양하고 그것보다 ‘공인’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언론의 최대 관

심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도 마땅한 행동인 것 같다.41 

오마이뉴스 등 일부 한국 언론은 티파니를 대상으로 하는 마녀사

냥에 빠져들지 않고 연예인과 권력자에 대한 주목도의 차이를 지적하며 

반성을 당부함으로써 칭찬할 만한 시도를 해봤으나 사실 연예인의 말 한

마디, 한 작은 움직임에조차 집착한 한국 언론은 금시초문이 아니다. 시

간 조금 거슬러 2016년6월로 돌아가서 아이돌 그룹 JYJ멤버인 박유천 성

폭행 혐의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건 경과에 대해 요약하자면 6월13

                                          
40 이 두 사건의 기사 보도량을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뉴스 검색도구를 이용하였다. 뉴스

보도 기간을 2016년8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로 한달 동안 설정했고 박근혜 대통령 실언 

보도에 대한 검색 키워드는 “박근혜; 광복절; 뤼순”으로 하며 티파니 사건 보도에 대한 

검색 키워드는 “티파니; 광복절; 욱일기”로 하였다. 

41 김민준. 2016. 「박근혜와 티파니, 언론의 소름 끼치는 이중잣대: 연예인 마녀사냥은 

그만두고 ‘공인’의 역사인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오마이뉴스』, 8월16

일. Availabl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588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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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JTBC방송국에서 박유천이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에게 성폭

행 혐의로 고소 당하였다고 보도했다.42 이에 박유천 측은 “악의적인 공

갈. 협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43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일주일 채 안 돼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

다고 주장한 두번째 여성이 나타나서 논란은 커진 것이다.44 하지만 여기

서 끝이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주장을 한 여성 두 명이 연이어 경

찰서를 찾아 비슷한 내용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45 요컨대 그

때 당시에 박유천이 네 명의 여성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피소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한 달쯤 되어 경찰은 성폭행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피소 

                                          
42 김민준. 2016. 「[단독] 박유천, 성폭행 혐의로 피소… 피해 여성, 증거 제출」. 

『JTBC』, 6월13일. Available: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52153 

43 강영수. 2016. 「’한류스타 박유천, 강남 유흥 업소 화장실서 20대 여성 성폭행 피

소”… 박유천 측 “악의적 공갈. 협박”」. 『조선일보』, 6월13일.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3/2016061302625.html 

44 이동휘. 2016. 「’박유천 성폭행’ 주장한 또 다른 여성, 사건 직후 112 신고했었

다」. 『조선일보』, 6월17일.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7/2016061700901.html 

45 양지혜. 2016. 「박유천 소속사, ‘3번째 성폭행 피소’에 패닉… “현재 확인 

중”」. 『조선일보』, 6월17일.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7/2016061702258.html 

최은경. 2016. 「박유천, ‘성폭행 혐의’ 3번이 끝 아냐, 4번째 피소…”이번엔 노래방 

화장실”」.『조선일보』, 6월17일.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7/2016061702064.htm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5215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3/201606130262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7/201606170090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7/201606170225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7/20160617020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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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46 현재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

했다고 주장한 첫 번째 여성 A씨가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월

2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7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

형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오는 2017년1월17일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

라고 한다.47 

주목할 점은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 논란에 휩싸인 당시에 한국 

재계에서 커다란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같은 6월에 경찰이 비자금

 의혹, 탈세 의혹 등으로 다국적 기업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수사 시작하

였고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까지 일어났다고 한다.48 여기서 언론이 과연

 정치인, 경제인 등 권력자에 비해 연예인에게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이 두 사건 관련 보도 기사량을 알아보기로 했다.49 검

                                          
46 김도형. 2016. 「박유천 성폭행 피소 4건 모도 무혐의로 결론」.『동아일보』, 7월12

일. Available: http://news.donga.com/3/all/20160712/79143251/1 

47 김수정. 2016. 「박유천 고소 여성 ‘공갈’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노컷뉴스』, 

12월23일. Available: http://www.nocutnews.co.kr/news/4706144  

48 장승주. 2016. 「위기의 롯데, 6대 의혹에 수사력 집중」. 『내일신문』, 6월13일. 

Available: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9181 이소아. 2016. 「[위기의 롯데 어디로] 

검찰 수사에 경영권 분쟁 겹쳐 사면초가: 오너 일가 비리 의혹 도마에… 신동빈 회장 소

환 가능성도」. 『중앙시사매거진』, 7월4일. Available: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2092 

49 이 두 사건의 보도 기사량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네이버뉴스 검색도구를 이용하였다. 

뉴스보도 기간을 2016년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설정했고 박유천 성폭행 혐의 보도에 

대한 검색 키워드는 “박유천; 성폭행”으로 하며 롯데그룹 비자금 추문에 대한 검색 키

http://news.donga.com/3/all/20160712/79143251/1
http://www.nocutnews.co.kr/news/470614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9181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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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결과, 박유천 성폭행 혐의 관련 보도는 8142건으로 롯데그룹 비자금 

추문 관련 6754건의 기사에 비해 많았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진행

한 보도량 조사결과도 이와 같은 맥을 하는 것이다.50 요컨대 권력자에 

비해 한국 연예인은 언론에서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만큼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 받고 있다는 것에 더 말할 나위도 없다. 

1-2. 쯔위 사건  

티파니, 박유천 등 연예인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하며 그들은 올

바른 언행 밖에 못하도록 하는 한국 언론은 쯔위 사건에서 왜 180도 달라

진 태도를 보였을까? 쯔위도 그들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인데 왜 

특별히 관대하게 대해주었는가 말이다. 티파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실

언, 그리고 박유천 논란과 같은 맥락에서 거론할 수 있다면 쯔위 사건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즉 소위 말하는 상호텍스트성 보이는 사건은 중

국 연예인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 논란인 듯하다.  

                                          
워드는 “롯데; 비자금; 수사”로 하였다. 

50 오마이뉴스가 6월17일부터 19일까지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그리고 MBN 

7개의 공영 및 사영 방송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방송국이 “박유천 성추문”, “전현직 

법조 비리”, “롯데 경영권 분쟁”,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윤엔 인권이사회 발

표”, “세월호 철근 적재”사건들에 얼마나 보도했는가에 대해 조사했는데 “박유천성추

문” 보도량이 기타 사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이봉우. 2016. 「’박유천 

성추문’에 이성 잃은 ‘채널A」. 『오마이뉴스』, 6월20일. Availabl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98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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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위가 사과한 지 한 6개월쯤 지난 2016년7월12일, 국제상설중재

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중국 대 필리핀의 남중국

해 영유권분쟁 판결에 필리핀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중국이 패소했다. 이

날 웨이보에서 인기 급상승한 사진이 한 장 있다. 이것은 바로 중국본토

를 비롯해 주권 싸움에 처한 대만, 영토분쟁 중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 

그리고 남중국해 섬까지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지도이다. 수많은 네티즌

들이 사진을 공유하고 ‘中国一点都不能少 (중국은 조금도 잃을 수 없

다)’라는 글을 남기며 중국의 패소함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국민으로서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누구나 비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논란의 시

작은 한국에서 활동했거나 활동중인 중국 출신 연예인들도 같은 행동을 

했을 때부터이다. 

 

*그림3: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연예인들이 위의 사진을 SNS를 통해 공

유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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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빅토리아 웨이보)*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은 빅토리아 (에프엑스), 차오루 (피에스

타), 페이 (미쓰에이), 엑소 전 멤버인 타오, 크리스, 루한 등이다. 한국 

네티즌 중에 중국인으로서 조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국

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국에 돌아가라는 비난의 소리도 결코 적지 않았다.51 조선일보에서 중

국 연예인들의 조국 옹호입장을 자본력 커진 만큼 자부심이 강해진 중국 

네티즌의 압력으로 인해 “정치적 입장 강요당”했던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연예인 입장 밝히는 이유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예

가 몇 가지 더 있었다.52 

                                          
51 조선일보 디지털이슈팀. 2016. 「빅토리아, ‘남중국해 판결’에 중국 편들어… 네티

즌 “중국 연예인들이 앞장서 억지를 쓴다” 싸늘 반응」. 『조선일보』, 7월13일.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3/2016071301018.html 

52 일례로 뉴스타운에서 빅토리아의 중국 지지 입장을 보도하면서 예전에 그녀가 모 방송

에서 “중국은 출연료 자체가 높다”고 한 것을 언급했다. 빅토리아가 입장 밝히는 것은 

중국시장이 가져오는 거대한 경제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하도록 독자들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지민. 2016. 「‘남중국해 판결 반대’ 빅토리아, “중국서 회당 출연료가 억

대다”: 빅토리아 중국 회당 출연료」. 『뉴스타운』, 7월15일. Available: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826 또 다른 예가 영남일보

에서 “‘남중국해’ 빅토리아-차오루 발언. 중국은 반대목소리 크게 내도 된다면 대만국

기 흔든 쯔위는 왜 사이버 테러했나?”라는 헤드라인으로 중국 연예인들이 자신의 애국심

을 밝힐 수 있다면 쯔위는 그저 자신 출신지인 대만의 국기를 흔들었을 뿐인데 왜 사과까

지 강요 당해야 하나 의문 던진 것이다. 영남일보 인터넷뉴스팀. 2016. 「‘중국해’ 빅

토리아.차오루 발언. 중국은 반대 목소리 크게 내도 된다면 대만 국기 흔든 쯔위는 왜 사

이버테러했나?」. 『영남일보』, 7월13일.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3/2016071301018.html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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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예인들이 남중국해 판결에 불복한 의사를 표한 가운데 소

녀시대 멤버 윤아와 같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도 입장 표명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윤아의 SNS에 “중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53 한국 언론이 역시 

이를 곱게 바라볼 리가 없다.54 중국 팬의 이러한 강요 발언은 동남아시

아 팬의 발언과 대조하여 보도한 한국 언론도 적지 않았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윤아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강요 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으나 뉴스에서 캡처된 SNS 댓글내용은 동남아 팬들이 윤아에게 

아무 입장 밝히지 마라는 조언일 뿐이다.55 또한 헤럴드경제에서 중국 네

티즌의 이러한 행동을 “‘문화 전도사’에게조차 자신들의 극우적 정치

성향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거기서 캡처된 윤아의 

SNS 댓글사진을“윤아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중국 네티즌”이라고 명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713.9900109591

12248 

53 김진선. 2016. 「[M+한류 진단] 윤아는 왜 中팬들의 강요를 받아야 했나」. 『MBN』, 

7월18일. Available: http://star.mbn.co.kr/view.php?no=512740&year=2016&refer=portal 

54 예를 들어, 경향신문에서 중국 네티즌의 행동은 “그들에게는 애국이지만 다른 나라에

는 공격적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기. 2016. 「[여적] 중국 애국주의」. 

『경향신문』, 7월17일. Availabl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72038005&code=990201 

55 선한결. 2016. 「[중국 ‘남중국해 분쟁’ 패소 이후] 편들기 강요당하는 한류 스타… 

SNS서 “너는 어느 편인가?”」. 『한국경제』, 7월13일. Available: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1320201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713.990010959112248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713.990010959112248
http://star.mbn.co.kr/view.php?no=512740&year=2016&refer=porta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72038005&code=99020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132020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13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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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으나 사진을 보면 그런 내용 아니었던 것이다.56 

 

*그림4: 헤럴드경제에서 윤아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에 대해 입장 밝혀 달라 강요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올라온 중국 네티즌들 

댓글의 스크린 캡처에서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출처: 헤럴드경제)* 

남중국해 입장표명 논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 언론과 네티

즌들이 한국 연예인이든 외국 연예인이든 한국에서 활동하면 똑 같은 도

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당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것은 곧 쯔위가 한

국계 연예인 아니니까 덜 엄격하게 대해주었음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해 한국 연예인과 정치인 사이에 이중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56 헤럴드경제에서 올린 윤아 SNS 댓글사진을 보면 “속아서 윤(아)의 인스타그램을 더럽

게 만들것일 뿐. (윤아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돼.”; “조금만이라도 EQ가 있어도 이 정

도까지 (안 할 거야)”; “그녀의 나라도 아닌데”; “뭘 믿고 그녀를 속박하는 거지?”; 

“윤아 보고 뭘 하라고 요구 안 했는데 그저 여러분은 가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등 내용만 있었다. 김소현. 2016. 「中팬들, 한류 연예인들에 “남중국해 입장 밝혀라” 

요청 쇄도」. 『헤럴드경제』, 7월13일. Available: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1300019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130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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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국 연예인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연예

인이 똑 같은 취급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단, 또 다른 이중잣대가 작용하

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거듭 언급된 조선일보에서 제공한 ‘연예 산업에서 중국 

네티즌의 횡포’라는 기사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다. 이 기사에서 중국 네

티즌들로부터 강요 받는 연예인으로서 윤아와 쯔위뿐만 아니라 배우 박보

검도 언급되었다. 그는 지난 8월에 모 의류 브랜드 광고를 촬영했다. 거

기서 한 남자와 바둑경기 및 춤배틀을 했는데 박보검의 승리로 대결이 끝

나버렸다. 중국 네티즌의 심기를 자극한 점은 저 패배한 멍청해 보인 남

자의 이름은 ‘만리장성’인 것이다.57 이에 조선일보에서 박보검을 “중

국을 멸시했다”고 저격한 중국 네티즌에 대해 한반도 사드배치로58 인해 

정체된 한중관계 가운데 한국 국내용 광고까지 트집을 잡았다고 평가했

다. 거기서 내린 결론은 중국 네티즌들이 “편협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네티즌들도 이를 못지않게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예인 사례 

                                          
57 심재훈. 2016. 「中’한류스타 때리기’ 가열… 박보검 광고에 “만리장성 무시” (종

합)」. 『연합뉴스』, 8월5일. Availabl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5/0200000000AKR20160805079600083.HTML

?input=1195m 

58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제V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5/0200000000AKR20160805079600083.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5/0200000000AKR2016080507960008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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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거론해보겠다. 

2009년9월8일에 아이돌 그룹 2PM멤버 박재범이 어떤 논란 끝에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탈퇴 선언을 했다. 논란의 원인은 4년전인 

2005년에 블로그를 통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다. “나는 한국인 싫어. 

돌아가고 싶어. 여기 사람들은 내가 랩을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해. 

멍청이같아”라는 한국인을 폄하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박재범이 공

식 사과문을 올렸으나 비난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에 탈퇴하게 되었다고 

한다.59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그의 잘못이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결

과를 가져온 것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든 요인은 범국민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네티즌들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언을 한 박재범을 비판하는 마음에는 

국가주의가 존재한다며 “내가 곧 대한민국이고, 국가를 욕하는 것은 나

를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박재범을 향해 증오에 가까운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60 이에 대해 한국 언론에게 책임 없지 않

다고 한다. 무시하면 그저 넘어갈 수 있는 10대 후반 연예연습생의 개인

                                          
59 이재환. 2009. 「(단독) 2PM 재범 탈퇴 공식발표 ‘죄송합니다. 안녕’」. 『연합뉴

스』, 9월8일. Available: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9081230071002 

60 원성윤. 2009. 「“문화적 획일성과 배타성이 빚어낸 그릇된 증어심” [이동연과 차우

진의 연예방담] 2PM 사태로 본 한국사회 현주소」. 『PD Journal』, 9월15일. Available: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02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9081230071002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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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발언인데 언론이 한국인의 민족주의를 부추기 위하여 기사화했기 때

문이다. 이와 더불어 “조회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

려주면서 뒤에는 책임지지 않는 옐로우 저널리즘”이 한국의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평가한 바도 있다.61 

박재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네티즌들이 조선일보

에서 지적된 것처럼 지나친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네티즌들은 

오십보백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언론과 네티즌들이 박재범과 티

파니 사건에서 어느 정도나 민족주의를 보이면서도 쯔위 사건, 박보검 사

건 그리고 빅토리아 사건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지나친 국수주

의”, “과잉반응”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 민족주의’와 

‘중국 민족주의’ 간 이중잣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61 김세옥. 2009. 「“민족주의 유도하려 2PM 재범 발언 기사화” [라디오뉴스메이커] 대

중문화평론가 김현식, CBS ‘김현정의 뉴스쇼’」. 『PD Journal』, 9월15일. Available: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76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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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실천 분석 

1-1. 티파니 사건 

티파니 사건에 있어서 연예인과 권력자에 대해 이중자대를 적용

하기 때문에 티파니를 격렬히 비난하고 고정 출연하던 예능프로그램 하차 

요구까지 했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이다. 다시 말해 티파니 논

란은 한국의 특별한 언론 맥락이 있어야만 가능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

금부터 그녀를 향해 이러한 비난 담론이 어떠한 사회맥락 하에서 생산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광복 71주년인 오늘은 한국인이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

본에 대한 인식부터 이야기하겠다. 2016년 동아시아연구원에서 19세 이상

의 한국인과 18세 이상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

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진 한국 측 응

답자가 작년 (15.7%) 대비 증가해 21.3%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일본에 대

한 인상은 “좋지 않다”는 61.0%의 응답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양국국민 “감정 악화에는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것은 곧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의 역사관과 역사문제 대처에 대해 불만이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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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62 일본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생산된 담론은 티파니에게 일변도 불리하진 않았을 터

인데 그래서 또 다른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중국과 똑 같이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으로서 일장기와 욱일기를 좋게 바라볼 리가 없다. 한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장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일시위 할 때 빈번히 써왔다

는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일본인 디자이너가 제작한 일장기 모양이 담긴 패

션 작품에 거부감이 “있다”는 응답이 52%이었다고 한다. 이유로는 “식

민지 경험이나 군국주의 등 역사문제에 의한 거부감이 많았다”, “위안

부문제나 교과서문제 등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우월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기분 나쁘다는 의견” 있다 (허은주, 2010, 

187-188).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일장기보다 심한 욱일기를 올린 티

파니는 왜 한국 언론과 네티즌의 비판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해할 것 

같다. 이것은 곧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나 일본과의 

                                          
62 2016년에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한일간 합의를 통해 일본정부

가 사과한 것이라고 보느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인 응답자의 84%가 “사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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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와 연상하게 만드는 데 일장기를 초월한 옥일기는 언제까지나 기

분 좋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아래 하재근 문화평론가의 평가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욱일기는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 엿볼 수 있다. 요컨

대 티파니가 일장기만을 올렸다면 이 정도까지 비판을 받고 예능 프로그

램 하차까지 할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다.  

“(대중문화계에서) 동정여론은 나올 수가 없구요. 그러니깐 만약

에 일장기하고 아이 러브 재팬 (I Love Japan), 요 정도만 했다면, 

처음에 일장기 올렸을 때 네티즌들이 비난을 했는데 사실은 일본이 

우리의 우방 아닙니까? 일장기가 금지된 것도 아니고, 다만 굳이 

광복절에 그걸 올리는 것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요런 정도 

이야기인데, 그래서 일장기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라면 

대중문화계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동정여론은 있을 수도 있지만 욱

일기, 전범기, 이거를 올린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재근, TV조선, 2016년8

월16일)63 

                                          
63 TV조선. 2016. 「[심층분석] K팝 스타 ‘역사의식’…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TV

조선』, 8월16일. Available: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6/2016081690086.html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6/20160816900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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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쯔위 사건 

대만은 과연 중국영토의 일부인지 아니면 독립주권을 가진 국가

인지 판단 내리는 것이 이 논문의 토론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그것보다 

쯔위 사건에 있어서 해당 주권갈등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한국 언론과 네티즌에 대한 흥

미로운 점 하나 있다. 한국은 199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中華人民共和國, 

중국대륙)과 수교한 동시에 중화민국 (中華民國, 대만)과의 국교가 단절

되었다. 이는 곧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중화민국 (대만) 아닌 중화

인민공화국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과 대만 주권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고대로부터 소중화(小中華)로 자칭하며 중국

의 깊은 영향을 받아왔고 미국과 러시아 등 열강들 간의 싸움 속에서 생

존을 위해 몸부림쳐왔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단일민족’, 

‘순수혈통’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명분

론’에 쉽게 기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인희, 2013: 300). 이러

한 ‘명분론’은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한인

희의 또 다른 관찰이다. 즉 중국이 “크고, 정통적, 근본적”인데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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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작고, 비정통적이고, 부속적”이라고 생각해왔다는 것이다 

(301).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만을 중국과 분리된 독립주권을 가진 

나라라기 보다는 중국의 일부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쯔위 사건에서 이러한 인식은 언론에서든 온라인에

서든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 흥미롭다고 생각된다. 한국 언론사들은 정치

적 이념 불문하고 쯔위 사건 관련 보도에서 대만 편을 들어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인터넷에서 보인 반응들은 역시 이와 비슷했

다.64 다른 말로 한국에서 지배적인 ‘쯔위 동정 담론’은 ‘대만은 중국

과 다른 독립된 나라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의 추측이 가능할 

것같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1992년에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편을 

들었으니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포기했던 셈이다. 대만인들의 입장에서 이 

것은 아주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것과 다름 없었다고 한다 (박철

성, 2011).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쯔위 동정 담론’은 한국이 대

만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둘째, 중국의 국력이 

                                          
64 다음 댓글들은 한국인의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Jyp 하는 짓 좀 봐라 

중국에서 돈 못 벌까 봐 아주 급하게 사과 시키고 난리났네 중국과 대만 엄연희(히) 국기

가틀린데 뭔 하나의 중국이래” (유**, 2015년1월15일 2336시, 페이스북); “대만이란 나

라가 잘 못한 적 있는지? 반세기동안...민주주의국가에다가… 평화적으로 살고 있고…주

변국에 한번도 폐를 끼치적도 없고… 중국이 양이라면 대만은 질인 것입니다…” (o**, 

2016년1월15일2335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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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진 가운데, 즉 소위 말하는 ‘중국 부상’이라는 국제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똑 같이 열강들 사이에 생존을 위해 허우적거려야 하며 같은 민주

주의인 대만을 향해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티파니 사건 담론의 사회적 실천분석에 있어서 한국인 대 일본 

인식을 살펴봤으니 여기서 한국인 대 중국 인식을 살펴봐야 마땅한 것이

다. 퓨리서치센터 (Pew Research Center)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에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 61%의 호감도가 기록되었다. 또한 부정할 수 없

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것

이다. 2016년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56.1%

의 한국 응답자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

식했다는데 2015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역

할이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자가 31.9%에 불과했다.65 

하지만 중국의 고속도 경제 성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국에게 도

움이 될 수 있으나 반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2014년에 아산정

책연구원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인의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다.66 이와 더불어 2016년 아산정책연구원의 같은 인식조사는 한국과 미

                                          
65 뿐만 아니라, 2015년에 61%의 한국 응답자가 중국은 이미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적 초

강대국(Global Superpower)이 되었거나 미래에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조사결과는 퓨리

서치센터에서 발표한 바도 있다.   

66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0명중에 6-7명은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팽창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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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간 “협력적” 또는 “경쟁적”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의견을 알아봤는데 38.0%의 응답자가 한중관계는 “경쟁

적”이라고 답했다. 2015년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이러한 조사결

과들을 ‘중국부상’ 맥락과 같이 생각하면 한국언론 및 온라인에서 중국

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는 이해 불가한 일이 아닌 듯하다.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YTN. 2014. 「“한국인 60~70%, 중국의 군사. 경

제성장에 위협 느껴”」. 『YTN』, 6월24일. Available: 

http://www.ytn.co.kr/_ln/0104_201406242226153580 

http://www.ytn.co.kr/_ln/0104_20140624222615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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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국과 대만에서 인터넷 담론의 사회적 배경 

1. 쯔위 사건에 대한 담론적 실천 분석 

1-1. 중국의 담론적 실천  

앞서 살펴봤듯이 대다수 한국 언론 및 네티즌들은 중국 네티즌들

이 보인 격한 반응을 향하여 이해 못 한다는 시선을 던졌다. 따라서 중국 

네티즌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된 쯔위 사건 담론

과 같은 맥을 하는 기타 담론을 거론해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 즉, 

한국 언론 및 인터넷 공간에서 아래와 같은 담론들이 제시되었다면 중국 

네티즌들을 비판하는 반응도 없어지지 않았을 까 생각이다. 

첫째, 쯔위와 비슷하게 중화권 출신이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의 ‘애국표현’담론이다. 우선 앞서 다룬 남중국해 논란에 휩싸인 

빅토리아와 같은 그룹에 속한 엠버 (중국어 이름 류이윈 劉逸雲)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빅토리아와 달리 엠버의 부모는 대만출신이며 

본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엠버는 출신지 표명에 있어서 쯔위와 상이한 대답을 해서 중국 네티즌

의 눈길을 모았다. 쯔위 사건이 발생하기 한 일 년 전쯤의 이야기였다.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에 출현해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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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적을 받은 엠버가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미국국적이며 부모가 대만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중

국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번에 처음 아니었다.67 

또한 쯔위와 같은 연예기획사에 속한 GOT7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

다. 그 중에 홍콩 출신인 젝슨 (중국어 이름 웡가이 王嘉爾)과 미국 화교 

(부모는 대만인)인 마크 (중국어 이름 두안이은 段宜恩)라는 멤버가 있

다. 잭슨은 중국 네티즌들 가운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까닭은 엠버와 

비슷한 ‘애국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홍콩 출신인데도 잭슨은 출현한 

여러 프로그램, 그리고 SNS에서 본인이 중국 사람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중국인임을 자랑스럽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에게 ‘애국 보

이’ (爱国boy)라는 애칭을 받기도 하였다.68 엠버와 잭슨의 ‘애국표현’

에 대해 극찬을 보낸 중국 네티즌들이 대다수이며 쯔위의 발언 및 행동과 

대조하여 후자를 비판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또한 웨이보에서 ‘JYP보이

콧’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을 때 잭슨 속한 그룹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중

국 활동은 일시 정지하게 되었기에 팬들이 불평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 

                                          
67 2011년 4월 23일, KBS 연예뉴스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 인터뷰를 받은 f(x)멤버들

은 자기소개를 했는데 엠버가 “저는 중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했다.  

68 예컨대, 2014년12월3일에 KBS <슈퍼주니어의 Kiss The Radio>에 출현한 잭슨은 “홍콩 

사람 이닌가요?” 질문 받았는데 “중국 사람이었죠” 라고 답한 바 있다. 모 중국네티즌

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잭슨의 ‘애국표현’을 정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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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정은 아래 댓글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오늘은 저우쯔위에 대한 뉴스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 본인이 

대만에서 왔다는 자기소개한다니, 한국 방송에서 대만국기를 흔들

었다니, 어이없음… 똑 같이 대만 출신인 엠버와 마크도 중국인이

라고 인정하는데, 당신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무섭네!” 

(J**, 2016년1월14일 2317시, 웨이보) 

“#웡가이 Jackson# #저우쯔위가웡가이게게 사과하기# 잭슨이 이렇

게 착한 아인데… 모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솔직하고! 저 周

台独 (저우대독)때문에 연루된 거잖아! 우리 오빠 괴롭히는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龍**, 2016년1월13일 2303시, 웨이보) 

쯔위는 대만기 흔드는 행동, 그리고 엠버, 잭즌과 달리 반복적인 

대만출신 발언으로 인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에게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제III장에서 거론되었듯이 쯔위의 소위 말하는 

‘대독’ 언행에 화가 난다기 보다는 소속사의 이중적인 대처로 인해 중

국 네티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에 더욱더 신경을 쓴 사람도 적지 않

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격분하게 만든 것은 소속사인 JYP가 

웨이보에서 중국인들에게 사과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긴 공식성명을 발표하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해외SN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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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속 좁다고 모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웨이보뿐만 아니라 다른 

SNS를 통해서도 똑 같은 사과 내용은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영어로 발표

해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한류의 최대 시장인 중국을 그토록 중요시하며 중국 사람

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해 보호해야 할 연예인을 사과하도록 강행하는 기

획사로서 과연 중국 네티즌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의

문 들었다. 우선 중국 네티즌 담론에 자주 언급된 “中国猪 (중국돼지)” 

악성댓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 댓글의 기원을 찾아봤는데 처음 쓰게 

된 것은 TV 리포트에서 쯔위 논란 관련 보도에 대한 댓글임을 알게 되었

다.69 추후 이러한 댓글들은 코리아부 (Koreaboo)라는 연예뉴스포털에서 

인용되기도 했다.70 어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뉴스를 보고 소속사에서 이

                                          
69 2016년1월14일, TV리포트에서 쯔위 논란에 따라 중국에서 ‘JYP보이콧’운동이 일어났

기 때문에 JYP소속 다른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도 일시 정지될까 봐 우려된다고 보도했는

데 해당 기사 밑에서 다음과 같은 댓글이 발견되었다. “중국돼지들아 어린 아이를 하나 

가지고 속좁게 이 난리 치면 대만이 먹히기라도 하냐 이건 불법 밀수꾼들도 안 하는 짓이

야” (s**, 2016년1월14일 1223시); “ㅋㅋ 중국 클래스 ㅋㅋ” (c**, 2016년1월14일, 

1032시); “어린애 가지고 저게 뭐하는 거지 도대체 진짜 꼴 보기 싫고 없어 보인다” 

(o**, 2016년1월14일, 1424시) 등 중국 네티즌을 폄하하는 댓글들이었다. 박설이. 2016. 

「[리폿@차이나] 쯔위 논란, 소속사에도 불똥… #보이콧JYP확산」. 『TV Report』, 1월14

일. Available: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0832625 

70 Koreaboo. 2016. “Chinese netizens boycott JYP following Tzuyu scandal.” 

Koreaboo, January 14. Available: 

http://www.koreaboo.com/news/chinese-netizens-boycott-jyp-following-tzuyu-scandal/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0832625
http://www.koreaboo.com/news/chinese-netizens-boycott-jyp-following-tzuyu-sca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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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모욕적 발언을 했을 거라 착각해서 일어난 안타까운 오해 아니었나 

싶다. 요컨대 일부 한국 네티즌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중국을 속이 좁

다고 규탄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JYP에서 이러한 중국 폄하 발언을 

했거나 중국 네티즌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배후에 그들을 깔봤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림5: 한국 네티즌들이 중국인을 폄하하는 악성댓글은 연예뉴스포털 

코리아부에서도 인용되었다. 

(출처: 코리아부Koreaboo)* 

1-2. 대만의 담론적 실천 

강조하건대 대만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황안, 중국 네티즌, 그

리고 JYP엔터테이먼트를 비난하며 쯔위를 동정하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담론들과 영향을 주고 받는 담론들을 거론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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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독’을 지지한다고 해서 논란에 휩싸인 대만 배우 다이

리런 (戴立忍)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다. 90년대 초반에 데뷔한 그가 대

만 드라마 및 영화 산업에서 활약하게 활동하면서 정치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서 글을 올리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국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가 2014년에 반중 (反中, 반중국) 성향이 강

한 대만 해바라기 학생운동과 홍콩 우산혁명71에 대해 응원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가 중국에서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다이리런

이 “어릴 적부터 정정당당한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며 

“대만 독립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으나72 논란

이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에 “정치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

국 영화 주연에서 하차했다.73 

                                          
71 해바라기 학생운동은 2014년 3월에 3주동안 대만 입법원 (국회의사당 격)은 학생운동

권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점령 당했다는 사건을 뜻한다. 그들의 목적은 양안서비스무역협

정을 반대하는 데 있다. 시위를 조직한 대학생들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이 무역협정을 통

하여 대만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Aljazeera. AFP. 2014. 

“Thousands of Taiwanese protest China pact.” Aljazeera, March 31. Available: 
http://www.aljazeera.com/news/asia-pacific/2014/03/thousands-taiwanese-protest-

china-pact-201433011153598142.html 

이어 2014년 9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홍콩에서 금용가 센트럴을 점령하는 ‘우산혁명’

을 벌였다. 해바라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홍콩 시위의 조직자는 학생들이었고 중국의 영향 

아래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었다. Iyengar, R. 

2014. “6 Questions You Might Have About Hong Kong’s Umbrella Revolution.” Time, 
October 5. Available: http://time.com/3471366/hong-kong-umbrella-revolution-occupy-

central-democracy-explainer-6-questions/ 

72http://weibo.com/ttarticle/p/show?id=2309403997609034423684 (검색일: 2016.10.31)  

73 羊城晚报. 2016. ““没有别的爱” 遭网友抵制 赵薇终于宣布撤换戴立忍.” 人民网, Ju

http://www.aljazeera.com/news/asia-pacific/2014/03/thousands-taiwanese-protest-china-pact-201433011153598142.html
http://www.aljazeera.com/news/asia-pacific/2014/03/thousands-taiwanese-protest-china-pact-201433011153598142.html
http://time.com/3471366/hong-kong-umbrella-revolution-occupy-central-democracy-explainer-6-questions/
http://time.com/3471366/hong-kong-umbrella-revolution-occupy-central-democracy-explainer-6-questions/
http://weibo.com/ttarticle/p/show?id=230940399760903442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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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리런 논란을 계기로 과거에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된 대만 연예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다.74 또한 앞서 

살펴본 남중국해 영토분쟁 판결에 린신루 (林心如), 천쯔펑 (陳志朋) 등 

대만 출신 연예인들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는데75 반면에 침묵한 연예

인들은 중국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침묵

의 권리조차 없다고 동정한 담론도 나타난 것이다.76 대만 연예인으로서 

중국에서 연예활동을 벌이려면 양안과 관련된 정치적인 발언 또는 행동은 

절대 금지라고 개탄한 목소리는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쯔위와 다이

리런 등 중국에 사과한 연예인이 연이어 출현하기 때문에 대만에서 ‘중

국사과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특히 대만과 홍콩 네티즌들 가운데 열렬

한 반응을 보였다.77 

                                          
ly 17. Available: http://media.people.com.cn/n1/2016/0717/c40606-28559887.html 

74 서론에서 언급된 가수 장후이메이가 그 중에 한 명이다. 三立新聞網. 2016. “血淋淋

案列多！中國封殺台灣藝人 張惠妹唱國歌被冷凍4年.” 三立新聞, January 16. Available: 
http://www.setn.com/News.aspx?NewsID=118793 

75 三立新聞網. 2016. “台灣藝人兩樣情表不表態都是錯.” 三立新聞, July 15. Availabl
e: 

http://www.setn.com/E/news.aspx?newsid=164724 

76 高睿希. 2016. “[噓編娛論] 台星赴陸發展 形勢比人地·滿紙心酸淚!” 聯合影音，July 

15. Available: https://video.udn.com/news/526769 

77 ‘중국 사과 대회’에 참가한 인기 댓글로 “대만인이라서 미안하다” (翁**, 2016년7

월17일 0234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쓸 수 있어서 미안하다“ (W**, 2016년7월17일 

0252시); “홍콩 사람으로서 홍콩말 (광동어)를 하고 중국어 번체를 써서 그리고 천안문 

사건을 잊지 못해서 미안하다” (M**, 2016년7월17일 0550시); “우리 홍콩 사람은 중국

http://media.people.com.cn/n1/2016/0717/c40606-28559887.html
http://www.setn.com/News.aspx?NewsID=118793
http://www.setn.com/E/news.aspx?newsid=164724
https://video.udn.com/news/52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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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담론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쯔위 사건에 있

어서 대만에서 일변도 중국만 비판했을 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대만 언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만 네티즌도 있

었다. 

“이게 국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 언론이 계속해서 중국인의 인내

심을 자극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쯔위를 갖고 이슈를 만들었

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진 거예요. 국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제발 좀 대만 언론에게 오도되지 마세

요.”（陳**, 2016년1월17일 1234시, 페이스북） 

“언론도 반성해야 돼요. 당신들은 조회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선동적인 헤드라인을 제시하며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칭호

를 부여해서 단순히 무대를 사랑하는 소녀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

요. 16살인 어린 나이에 출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다… 대

만 매체들, 조회수를 위해 남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 좀 그만 하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쯔위가 언론에 의한 마지막의 희생자가 아닐 

거예요.” (吳**, 2016년1월15일 2358시, 페이스북) 

                                          
인 아니라서 미안하다” (Y**, 2016년7월16일 2347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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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일부 네티즌들은 대만 언론이 쯔위에 대해 보도를 할 

때 선정적인 수사로 중국인의 감정과 자존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에 제시된 대만 언론보도 헤드라인들은 그

들의 지적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2015년에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로 

데뷔한 쯔위는 한국에서 점점 인기를 떨치면서 대만 매체에서도 각광을 

받았다. 이들 대만 언론은 쯔위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던 반면에 ‘강국

인’인 중국 네티즌에 대해 풍자적인 단어와 톤으로 조롱했던 것이다. 

“쯔위는 대만국기를 흔들었기에 네티즌: 강국인 (強國人, 중국인

을 여김) 玻璃心 (보리씬)이 찢어진 소리가 들렸다” (Liberty 

Times Net, 2015년11월22일)78 

“얼짱 저우쯔위 국기를 흔들며 네티즌 “대만의 빛”이라고 극찬” 

(Apple Daily, 2015년 11월23일)79 

“쯔위가 데뷔 비하인드 스토리 토로 “대만에서 왔다고” 강국인

을 무시” (Now News, 2015년12월11일)80 

                                          
78http://ent.ltn.com.tw/news/breakingnews/1517000 (검색일: 2016.10.29) 

79http://www.appledaily.com.tw/realtimenews/article/new/20151123/738336/ (검색일: 

2016.10.29)  

80http://www.nownews.com/n/2015/12/11/1916896 (검색일: 2016.10.29) 

http://ent.ltn.com.tw/news/breakingnews/1517000
http://www.appledaily.com.tw/realtimenews/article/new/20151123/738336/
http://www.nownews.com/n/2015/12/11/191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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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만에서 인기 최고인 그녀! 저우쯔위는 한국에서 폭발적 

인기 玻璃心 (보리씬)이 찢어지다” (Setn.com, 2015년12월22일)81 

가수 황안도 역시 대만 언론을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처음에 한

국 방송에서 쯔위가 대만기를 흔든 모습을 보고 웨이보에서 그녀를 ‘대

만독립주장’ 지지자라고 고발했으나 그녀의 팬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메

시지를 받아 고발을 취소했다. 나중에 ‘대독’ 입장인 대만 언론들이 그

녀를 ‘대만의 빛’, 그리고 ‘대독연예인’으로 재현했으므로 다시 고발

한 것이라고 했다.82 또한 황안은 쯔위가 사과한지 며칠 지난 1월18일에 

대만 사람들에게 성명을 밝혔는데 “쯔위 사건은 매우 복잡하다. 많은 일

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국기를 흔든 것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

만 언론들이 자신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공론화했는데 목적은 양

안 인민 간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대만 언론을 다시 비판했

다.83 

이러한 상황에 대만 사람은 대만 언론보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

                                          
81http://www.setn.com/News.aspx?NewsID=113809 (검색일: 2016.10.29) 

82 中国日报网. 2016. “艺人周子瑜被黄安举报”台独“遭安徽春晚出除名.” 网易新闻, Ja

nuary 14. Available: http://news.163.com/16/0114/07/BD9AU7IC00011229.html 

83 이투데이 온라인뉴스팀. 2016. 「[카드뉴스] 황안 “쯔위 사건 복잡하지만 국기 흔든 

것과는 무관” 무슨 뜻?」. 『이투데이』, 1월19일. Available: 

http://www.etoday.co.kr/issue/newsview.php?idxno=1272782 

http://www.setn.com/News.aspx?NewsID=113809
http://news.163.com/16/0114/07/BD9AU7IC00011229.html
http://www.etoday.co.kr/issue/newsview.php?idxno=127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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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데 반면에 중국인들은 대만 언론을 비판하고, 황안의 웨이보 발언에 

대해 대만인들은 비난하는데84 반면에 중국인들은 찬양하는 것이85 상식적

으로 맞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았다. 위에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만 언론보도에 대해 모든 대만인들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인들은 전부 다 황안을 향해 박

수만 쳐주지 않았는데 말이다. 예컨대, 쯔위 논란이 대만 총통선거 기간

에 일어났기 때문에 민진당 후보 차이잉원 (蔡英文)이 당선되기 위해 대

만에서 반중감정을 선동하도록 황안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정치적 음모설

이 나타났다. 다른 한편, 대만 네티즌들은 모두 다 쯔위를 동정한 눈빛으

로 바라봤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언론에서 그녀에게 과도 주목한다

는 점에 불만을 표한 자도 있다.86 

                                          
84 쯔위 사과 동영상을 올린 후 다음과 같이 황안을 향해 분노를 표한 대만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이 한물간 연예인이 자신과 상관없는 몇 마디 따위로 

한 어린 소녀가 이토록 압력을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건 공식사과까지 강요당했다니 대체 

뭐냐고 당신이 왜 한물가는지를 이제 잘 알았네 타인을 생각한 적이 없잖아!” (賴**, 

2016년1월15일 2335시, 페이스북); “젠장 황안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왜 아직 살아 있지 

왜 16세 소녀를 괴롭히지?” (李**, 2016년1월15일 2321시, 페이스북) 

85 2015년12월28일에 황안이 모 유명 “L씨 가수”를 ‘대독’ 연예인이라고 고발했다고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황안을 지지한다. 잘한다. 대독을 지지하면서 대륙에 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모순적인 것이다.” (E**, 2015년12월28일 0946시, 웨이보); “황안이 명

예를 위해서 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독과 콩독 (港獨, 홍콩 독립주장) 연예인은 누

가 있는지 알려주었다. 그런 사람들이 대륙에서 돈 버는 것을 반대한다.” (大**, 2015년

12월28일 0948시, 웨이보); “황안 같은 사람은 몇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조국이 이미 통

일했을 것이다!” (钱**, 2015년12월28일 0944시, 웨이보) 등 황안의 행동을 찬양하는 댓

글들 눈길을 끌었다. 

86 쯔위와 관련하여 빈도 높게 과장 보도한 Apple Daily에 대해 대만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언론은 다들 누군가를 싫어하게 만들고 싶으면 끊임없이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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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파니 사건에 대한 담론적 실천 분석  

1-1. 중국과 대만의 담론적 실천 

티파나 논란에 있어서 중국과 대만에서 서로 비슷한 담론들은 등

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중국의 상황부터 

이야기해보겠다. 쯔위 사건에서 중국 네티즌 분노의 원인은 쯔위의 소위 

‘대독’ 언행뿐만 아니라 해외 SNS에서 중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악담 

때문이기도 한다는 것이 거듭 지적한 바이다. 이것은 곧 중국 네티즌들은 

멸시 당하기 싫어하며 상당히 자존심 강한 집단이라는 조선일보의 지적에 

어느 정도나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또 다른 예가 있다. 티

파니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 내 티파니를 개념 없다고 비난하면서 쯔위 

사건 당시 중국 네티즌을 “속이 좁다”는 한국 언론과 네티즌의 비판을 

다시 거론하여 한국 네티즌의 이중잣대를 규탄했다. 즉 제III와 IV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 언론과 네티즌들이 쯔위 사건에서 중국 네티즌을 “속 

좁다”고 비판했으나 티파니 사건에서 중국 네티즌과 별 차이 없이 민감

                                          
해 보도하면 돼요”; (吳**, 2016년6월21일 1547시, 페이스북); “한국에 가서 막 데뷔한 

연예인인데 귀국해서 영웅 대접 받았다니, 이런 자존심 없는 민족이 드무네.” (Y**, 

2016년3월21일 0815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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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반응하였으니 중국인을 뭐라고 지적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국인의 민족주의는 무죄, 중국인의 민족주의는 유죄’라는 

이중잣대가 존재한다고 불만의 지적이다. 

중국 인터넷 반응에 있어서 티파니, 한국 언론과 네티즌들을 비

난한 것은 대부분이었으나 한국에서 연예인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기준 

요구를 보고 중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개탄한 자도 있다. 그들은 중국에서 

연예인에 대한 태도가 과도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한

국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쯔위 사건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였다고 비판했던 

반면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티파니 사건에서 한국 네티즌의 애국적인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 한국 연예인의 ‘중국 멸시’ 행동 하나 더 들어보

겠다. 

지난 9월16일에 인기 남성그룹 빅뱅의 멤버 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집까지 찾아올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일침을 가한 글을 올렸다. 이러한 발언에 사생팬이 전부 다 중국 팬이

라는 편견이 관철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중국 팬들은 탑을 비난했다.87  

                                          
87 박설이. 2016. 「탑, 中팬 의식했나… SNS사생팬 경고글 삭제」. 『TV Report』, 9월

18일. Available: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928732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92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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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지난 3월에 중국 현지에서 팬들 지켜보는 가운데 담배

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린 그의 부적당한 행동과88 연관하여 웨이보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탑이 중국에서 이러한 매너 없는 행동을 하고 중국 팬

들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중국 팬들은 왜 계속적으로 탑을 위해 

변명하고 그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중국 네티즌

들의 반응이었다. 이것은 즉 앞서 말한 ‘아이돌 보다 국가 우수’ 원칙

이 있으니까 중국을 무시하는 탑을 생각 없이 옹호하는 나오찬 (脑残, 어

리석은)행동을 하지 말라고 중국 팬들을 경고했던 것이다. 

“#중국 팬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요# 이것은 탑이 중국 팬을 

지명하여 규탄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는

데 벌금을 낸 거 없었고, 다른 나라에서 감히 해봐! 담배를 무단 

버리는 것은 위법이야! 중국에서 했다니 다행인줄 알아라. 만약에 

그저 경고하고 싶었다면 이렇게까지 중국 이름을 대어 말할 필요 

없었을 텐데. 한한령 (限韩令, 한류금지령)89 빨리 시행해요! 효과

를 내봐요! 팬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이돌 보다 국가 우수예요. 

탑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앤티다.” (么**, 2016년9월18

                                          
88 이은비. 2016. 「빅뱅 탑, 中팬들 앞에서 담배꽁초 버려 논란」. 『YTN』, 3월14일. 

Available: http://www.ytn.co.kr/_sn/0117_201603142100066256 

89 한한령에 대해서 추후 자세히 다룰 것이다. 

http://www.ytn.co.kr/_sn/0117_20160314210006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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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32시, 웨이보) 

이러한 담론이 있었기에 티파니 사건에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네티즌들 이구동성으로 타피니를 비난한 애국적 모습을 찬양하며 중

국에서 한류 스타를 향한 ‘무조건 사랑’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대만에서 티파니를 비난하는 반응은 동정하는 반응과 

공존한다. 후자 담론과 영향 주고 받는 것이 한국 네티즌 연예인에 대한 

태도를 대만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한국과 달리 대만인들

이 실수를 한 연예인을 아주 쉽게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다. 대만은 한국

과 마찬가지로 병역제도 실시하는 나라이니까 연예인 병역 기피 논란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고자 한다. 우선 대만에서 교육이나 건강상황을 핑계

로 병역을 기피하는 연예인을 종종 볼 수 있었으나 여론의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던 실정이다.90 대만 언론에서 한국 배우 현빈과91 비교하여 대

                                          
90 일례로 대만 배우 밍따오 (明道, 2010년 당시 31세)가 병역 기피를 위해 9년동안 4번

이나 대학 전학 또는 휴학했으나 졸업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東南新聞網. 2010. “台灣

男藝人避兵役方法用盡延遲畢業扮成病人.” CRI Online, December 2010. Available: 

http://big5.cri.cn/gate/big5/gb.cri.cn/27824/2010/12/16/110s3091961.htm 

91 2011년 초에 드라마 <시크릿가든>으로 인기 한참이었던 현빈은 해병대 자원입대를 했

는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그리고 건장한 남자라면 병역이라는 게,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게 어느 누구에게나 의무다”라는 발언으로 한국에서 극찬을 받았다. 황혜진. 2015. 「현

빈 해병대 자원입대 이유 “건장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의무有” (명단공개)」. 『뉴

스엔미디어』, 8월24일. Available: 

http://big5.cri.cn/gate/big5/gb.cri.cn/27824/2010/12/16/110s30919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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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예인의 “남자답지 못 한” 태도를 비웃으며 유승준 논란을92 거론

하여 한국인들은 실수를 한 연예인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엄격한지 지적

한 바도 있었다.93  

다시 말해 대만과 한국 간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담론

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담론은 한국인들 미국국적을 가진 티파니에게 지나

치게 요구를 하며 중국 네티즌과 마찬가지로 별거 아닌 일에 과잉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동정 담

론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담론이 한국인들 연예인에 대한 엄격한 태

도를 배워야 한다는 중국 네티즌 담론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티파니 비난 담론’에 동조하는 것이 있다. 추후 대만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508242111320410 

92 다른 한편, 가수 유승준은 2002년에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한국 국적을 포

기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그 

이후 미국으로 떠난 유승준은 입국비자 발급이 거듭 거부되어 14년동안 한국땅을 밟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매일신문 뉴미디어부. 2016. 「유승준, 14년째 한국땅 못 밟아.. “병

역 기피 의도 없었다”」. 『매일신문』, 9월30일. Available: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7177&yy=2016 

93 李安君. 2012. “日韓藝人犯錯一夜就完了還給你時間哩做夢! (上).” 娛樂星光雲, Febr
uary 7. Available: http://star.ettoday.net/news/23394 

蔡曉婷. 2014. “逃兵=宣判星路死刑? 盤點韓星拒入伍下場.” 中國時報, September 28. Av

ailable:  

http://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40928002157-260404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508242111320410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7177&yy=2016
http://star.ettoday.net/news/23394
http://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40928002157-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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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실천 분석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으나 대만 네티즌들은 보기에 

한국인들이 강한 민족주의를 가진 민족이니 하필이면 광복절에 욱일기를 

올린 티파니에게 비난을 했다는 것은 마땅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다. 이것은 곧 티파니를 비난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이해했다는 것이

다. 

3. 이 두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실천 분석  

1-1. 쯔위 사건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에서 중국과 대만 사회문화적 맥락에 있

어서 같이 생각해볼 거리가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같이 다루기로 했다. 

우선 앞서 다룬 중국 네티즌의 ‘아이돌 보다 국가 우수’ 원칙, 그리고 

과거에 ‘대독’ 혐의로 인해 보이콧 당했다는 연예인 사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에 비해 못지 않게 강한 민족주의를 가지며 극

도로 정치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중국에서 연예인 및 문화

상품을 정치와 연결할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대만, 홍콩, 티베트 등을 중국영토에 속한다고 인식

해왔기 때문에 ‘조국 분열’ (祖国分裂)하는 연예인의 언행을 절대로 용

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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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는 신영미 (2011)가 잘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오늘의 중국정

부와 네티즌들의 공통적 입장으로서 “중국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중국에 

대한 비판은 내정간섭이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고, 서구의 시각으

로 중국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134). 

최근에 일어난 논란이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지난 

10월9일에 ‘한어교(汉语桥) 세계 대학생 캠프 및 중국어 대회’ 결승전

은 중국에서 방송되었다. ‘나의 중국 스토리’는 주제인 말하기 코너에

서 한 이집트 선수가 연설을 하면서 스크린에 중국 지도가 나왔는데 대만

은 중국 영토가 아닌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중국 네티즌들

의 비난이 역시 파도처럼 쏟아졌다.94 추후 후난웨이시에서 담당자를 처

벌하고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한 영토”라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여 논란

을 가라앉혔다. 이는 중국에서 정치와 문화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 그리

고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은 조금도 잃을 수 없다’라는 원칙에 대해 얼

마나 집착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대만에서 ‘하나의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대만 지

표 민조 (台灣指標民調, Taiwan Indicators Survey Research)에서 실시한 

                                          
94 다음은 방송국 후난웨이시(湖南卫视)를 향해 비난 댓글의 일부이다. “이렇게 뻔한 오

류인데 검열 과정에서 못 봤다고? 웃기고 있네” (雨**, 2016년10월11일 2147시, 웨이

보); “‘대독’ 지지자가 망고타이 (芒果台, 후난웨이시의 별칭)에 잠입했네” (海**, 

2016년10월11일 2148시,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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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먼저 쯔위 사건 발생 전인 2015년 2

월에 대만이 독립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만인들은 51.3%이었고 (대만 독립

에 반대하는 응답자: 32.7%)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67.7%로 나

타났다 (찬성의견은 17.7%에 불과). 3개월이 지난 5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독립 찬성의견: 35.4%; 통일 찬성의견: 

15.5%).  

이어 쯔위 사건 이후인 2016년3월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하

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대륙)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

답자가 81.6%인데 받아들일 수 있다는 9.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 (대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

이 역시 비슷하게 대다수였다 (찬성의견: 28.8%; 반대의견: 60.0%). 요컨

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

식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국분열’ 행동이 발견될 때마다 격분

하는 중국 네티즌의 반응, 반면에 독립에 찬성하는 대만 여론조사 응답자

의 의견을 감안하면 쯔위 사건에 있어서 중국과 대만에서 나타난 담론들

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린 쯔위에게 정치색을 입혔다고 중

국 네티즌을 비판한 대만 네티즌들은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제III장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대만 네티즌들은 쯔위 사건을 계기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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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상황에 대해 개탄했으며 정치적 행동을 호소했다. 즉 대만 총통선거

에서 친중 입장을 취한 국민당은 낙선되도록 다른 대만 네티즌들에게 투

표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쯔위 사과동영상 관련 보도 밑에서 이러한 댓글

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쯔위 사건을 보고 대만 

정치상황을 개탄하되 선거에서 투표와 같은 정치적 행동과 연결하는 것이 

즉 쯔위에게 정치색을 입히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댓글들은 대만에서도 연예인이 정치화되었다는 증거이자 댓글을 남긴 대

만 네티즌들은 그들이 제일 증오하는 ‘강국인’ 네티즌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총통선거 이후 각 언론사에서 국민당이 민

진당에게 패배함에 있어서 쯔위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던 

것이다. 8년 만에 다시 민진당에게 정권을 넘겨야 하는 국민당으로서 쯔

위 사건을 그들에게 “최후의 일격”이라고 여긴 바 있으나 국민당 패배

에 결정적 역할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수사가 아닌가 싶다. 

“한국 걸그룹 멤버 쯔위, 대만선거 결정적 역할 했다- 국기사건 

강요된 사과에 격분, 중도층 유권자 투표장 몰려가 차이잉원특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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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올려” (국제신문, 2016년1월17일)95 

“쯔위 사건이 대만 차이잉원 당선 결정적 요인” (연합뉴스, 2016

년1월17일)96 

위에 헤드라인들은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있어서 쯔위 사건의 역

할을 강조한 신문 기사들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대만 연합보, 홍콩 사우

차이나모닝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의 보도를 인용해 쯔위 사

건이 대만인들을 분노케 하여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것까지 일어났다는 것

이다.  

하지만 쯔위 사건이 과연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의

논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쯔위 사건 발생 전인 2015년10월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진당 후보 차이잉원의 지지율이 이미 다른 정당 

후보들을 대폭 앞장서고 있었던 셈이기 때문이다.97 이것은 곧 많은 대만 

유권자들은 쯔위 사건과 관계없이 진작 민진당에 표를 던지려고 했기 때

                                          
95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60118.22020192

231 (검색일: 2016.11.01) 

96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7/0200000000AKR20160117033600089.HT

ML?input=1195m (검색일: 2016.11.01) 

97 대만 지표 민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10월 당시 민진당 후보 차이잉원의 

지지율이 47%로 기록되었는데 국민당 후보 주리룬 (朱立倫)은 18%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

고 친민당 (親民黨) 쑹추위 (宋楚瑜)는 최저의 10% 지지율만 받았다고 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60118.2202019223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60118.220201922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7/0200000000AKR20160117033600089.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7/0200000000AKR2016011703360008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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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쯔위 사건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어린 쯔위가 양안 관계에 정치적 희생

양이 되었다고 그를 동정한 한국 언론은 쯔위 사건을 총통선거와 연결시

킴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쯔위에게 정치색을 입히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1-2. 티파니 사건 

한국의 사회적 실천 분석에서 한국인 대 중국과 일본 인식을 살

펴봤으니 여기서 중국인과 대만인들 한국에 대한 인식도 짚고 넘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중국인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부터 거론

해보자면 2016년에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했는데 반면에 일

본이 여전히 증오하는 존재이다.98 일본에 대한 나쁜 인식은 중국에서 

‘티파니 비난 담론’과 같은 맥을 하는 것이다. 한국인에 비해 더욱더 

일본을 증오하는 중국인으로서 욱일기를 올린 티파니를 고운 시선으로 바

라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반일감정에 있어서 역사와 정치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

                                          
98 2016년에 퓨리서치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55%로 기록되었는데 2015년 대비 8%포인트 상승했던 셈이다. 한편 2016년에 일

본에 대한 호감도는 14%로 기록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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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이 주지한 사실이다. 강한 민족주의로 인해 발생한 역사와 정치 

논쟁은 중국인의 반한정서에도 작동하고 있으며 반한정서가 반한류와 영

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온 점이다 (황낙건, 2014; 

주정민, 2013; 温朝霞, 2012; 詹徳斌, 2012; 石源華, 2009). 근래 중국에

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한한령 (限韓令, 한류금지령)도99 한국과 

중국 언론에서 비슷한 해석으로 보도했다. 사실 이러한 중국의 한류 규제

는 금시초문이 아니다. 2005년에 한류 드라마가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당시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국 드라마의 수입과 

방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본격화된 바 있다 (브랜드평판

연구소, 2010: 27-28).  

하지만 이번에 한한령이 그때 당시와 달리 중국 본토 드라마 지

지를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둔다기 보다는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결정으로100 인해 중국으로부터 소위 ‘한류 보복’을 당했다는 

                                          
99 한한령이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이하 광전총국)에서 

한류 콘텐츠와 스타들의 출연에 제약을 두라고 내린 지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한한령에 

의해 영향을 받은 한류 스타들로 팬미팅이 일방적 취소된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주연 

수지와 김우빈, 촬영중인 중국 드라마 <상애천사천년 (相爱穿梭千年)>에서 하차된 유인나, 상하

이 콘서트 취소된 아이돌 그룹 엑소, 그리고 중국 예능프로그램 <도전자 연맹 (挑战者联盟)>에 출연했으나 모

자이크 처리되거나 대폭 편집된 황치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드라마 <함부로 애특하게>와 같은 경우 주최

측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팬미팅을 취소했다고 한 바 있다. 문상진. 2016. 「송중기. 박보

검. 김우빈. 수지… 한류 사드보복 ‘한한령’ 그것이 알고 싶다」. 『미디어펜』, 8월6

일. Available: http://www.mediapen.com/news/view/174616 

100 지난 7월에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내렸다. 유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에 대해 “자위적 

방어 조치”이니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한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

장이 이는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항의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장승철. 

http://www.mediapen.com/news/view/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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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한국과 중국 언론에서 지배적이다.101 이러한 담론이 나타난 까닭을 

추측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대에서 30대 중국 남성과 여성이 한국인

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또 다른 조사결과를 살펴보겠다. 여기서 한국인에 

대해 제일 인상 깊게 남긴 특징은 “경제 발전”이라고 한 응답자가 대다

수이다 (허윤정. 김익기. 장원호, 2015). 이러한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중국과 한국에서 ‘한류보복’ 담론은 왜 설득되는지 알 것 같다. “경제 

발전”을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은 한한령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부터 해석할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에서 한한령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102 티파니 사건 이

후 한한령 목적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연예인의 지위가 극도로 낮다는 것이

                                          
2016. 「中 “한반도 사드 배치, 신뢰 해 끼쳐” 韓 “자위적 조치”」. 『MBC』, 7월25

일. Available: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800/article/4038453_19830.html 

101 일례로, 쯔위 사건에 있어서 중국을 “땅이 넓은데 속이 좁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유시민 작가는 이번에 “중국이 자신들은 피해를 거의 안 입을 분야인 엔터테이먼트 사업

에 집중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은 ‘한류 보복’을 하

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동건. 2016. 「‘썰전’ 유시민 “사드 배치 후 한류 제동? 경제 

보복은 어려워서”」.『스포츠한국』, 8월12일. Available: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1608/sp20160812093718136660.htm 

102 2016년 11월21일에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 겅솽 (耿爽)은 한한령에 대한 

질문에 “첫째, 한한령에 대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 중국 당국이 중한 간 인문교류

에 대해 언제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YY. 2016. 「外交

部回应限韩令升级: 没有听说"限韩令"」. 『新浪娱乐』, 11월21일. Available: 

http://ent.sina.com.cn/s/j/2016-11-21/doc-ifxxwrwk1606995.shtml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800/article/4038453_19830.html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1608/sp20160812093718136660.htm
http://ent.sina.com.cn/s/j/2016-11-21/doc-ifxxwrwk160699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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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니깐 연예인들에게 무관용 태도를 취한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지나치게 포용적인 태도로 대해오지 않았을까 

반성해야 한다. 이래서 중국에서 어떤 연예인들은 (실수를 했는데

도) 반성할 줄 모르는 거야.이것은 아마도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을 

즐겨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 (m**, 2016년8월18일 1650

시, 웨이보) 

“한국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맞는다고 생각해. 나오찬(脑残)팬들은 

이를 배워봐라. 광전총국의한한령이 맞는 결정이다.” (荳**, 2016

년8월26일 2107시, 웨이보)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네티즌과 같이 티파니를 비난하는데 한편 

한국 네티즌들의 엄격한 도덕적 기준 요구에 대해 찬탄한 것이 앞서 이미 

살펴본 바이다. 위의 웨이보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 팬들 연예인

에 대한 ‘무조건사랑’은 한류 스타들이 중국에 몰려오는 현상의 이유라

고 생각하여 한한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류 스타들에게 중국 

‘나오찬’ 팬들이 만만해 보여서 중국을 즐겨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으로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

장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한령 목적에 있어서 갖가지 해석이 가능하

지만 하재근의 지적처럼 한국 언론이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선동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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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보복’ 담론을 여론화했다는 것이다.103 

한편, 중국과 대만 간 ‘하나의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질뿐더러 일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 대만은 중

국 그리고 한국과 달리 과거에 네덜란드, 일본 등의 식민 통치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외래 문화를 보다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인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대만의 특징으로서 장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왔음에도 불

구하고 반일감정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다 (전성흥, 

2002).  

2015년 대만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조사 결과가 이러한 현상

을 재확인해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6%의 대만인들은 일본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로 뽑았는데 2위 중국 (6%), 3위 미국 (5%)보다 훨씬 앞장

섰던 것이다. 또한 80%의 응답자가 일본에 대해 친근감이 느낀다고 답하

여 역대 최고 수치가 기록되었다고도 한다.104 이러한 조사결과가 한. 중. 

                                          
103 하재근. 2016. 「‘박보검 광고’ 보니 중국 화날 만하네: ‘사드 보복’ 성격 중국의 

생트집?... 내용상 ‘중국 모욕’으로 볼 여지 다분해」. 『시사저널』, 8월18일. 

Available: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786 

104 郭冀铭. 2016. “台人最喜欢国家调查 日本第一·大陆最有影响力.” 中國時報, July 2

4. Available: 

http://www.chinatimes.com/cn/realtimenews/20160724002519-260405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786
http://www.chinatimes.com/cn/realtimenews/20160724002519-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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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세 지역의 인터넷 공간 가운데 ‘티파니 동정 담론’이 왜 대만에서만 

주요담론으로 나오는지 이유를 말해준다. 한중 양국과 달리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을 가진 대만인으로서 한국 네티즌들이 과잉반응을 보였다고 생

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네티즌 반응을 이해한다는 ‘티파니 비난 담론’

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여 볼 수 있을까? 허윤정 외 (2015) 연구

의 조사 대상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대만인과 일본인도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만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제일 깊은 인상으로 “민족의식

과 자존심” 그리고 “단결력”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13년에 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인식조사 결

과를 감안하면 대만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재입증 되었다고 

할 수 있다.105 한국인에 대해 대만인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티파니 비난 담론’이 등장해도 뜻밖의 일이 아닌 것 같

다. 이것은 곧 일부 대만 사람들은 보기에 한국인이 민족주의와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니 광복절에 무개념 행동을 한 티파니를 비난하는 것이 충분

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05 조금주 외 (2013)는 대만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이 한류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통해 알

아봤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만에서 남녀학생 불문하고 한국을 “민족성과 단결력이 강

하고, 열심히 일하며, 문화적 우월감을 가진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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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쯔위와 티파니 사건을 통해 본 한류의     

지속가능성 

1. 이 두 사건에 대한 한국언론 보도의 특징 

지금까지 한중 양국 및 대만에서 쯔위 대만기논란과 티파니 욱일

기논란에 대해 보인 반응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의 맥락과 배경을 검토해

봤다. 이렇게 복잡하며 다양한 담론들 간의 차이점을 통해 한국 언론의 

다음 몇 가지 문제점 및 한계는 발견되거나 재확인되었다. 

첫째, 한국 언론의 민족주의가 지나쳤다. 가장 돋보이는 예는 정

치성향을 불문하고 중국과 일본을 향해 비우호적인 보도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은 티파니 사건에서 한국 네티즌과 같이 티파니의 눈치 

없는 행동을 비판한 일본 네티즌의 글에 비해 그들이 한국 네티즌을 야유

하는 악성댓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사의 정치이념을 불

문하고 대부분의 신문기사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고 박

태균 (2006)이 조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106 “반일감정을 형성하는 것

                                          
106 한국 언론의 일본보도에 있어서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진보언론인 한겨레에서 긍정적

인 내용에 비해 (조선일보: 16.8; 한겨레: 11.9%)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많았으며 (조

선일보: 21.7%; 한겨레: 23.3%)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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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교육’보다 일반 대중을 대상

으로 한 ‘한국의 언론’”이라고 지적한 최석영 (2010: 5)도 한국 언론

의 왜곡된 일본 보도에 자극되어 일본에 대한 혐오 감정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급한 극복 과업이라고 했다. 그러나 티파니 사건을 

통해 한국 언론이 아직까지 이러한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다음으로 쯔위 사건에 대해 한국 언론에서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이 빈번히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 비해 중국을 향해 비우호

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관련 보도에 있어서 한겨레와 한

국일보 등 진보언론들은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에 비해 부

정적으로 보도할 경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Lee, 2014). 또한 한겨레

에서 중국을 ‘신뢰할 만한 동반자’로 재현하는 프레임은 33.3%로 ‘의

심스런 지역패자’ 프레임의 29.2%보다 많았으며, 조선일보에서 ‘의심스

런 지역패자’ 프레임은 42.0%로 ‘신뢰할 만한 동반자’의 18.5%를 압도

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김성해, 2006). 이어 김성해가 “한국 ‘보수

지’과 ‘진보지’ 간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71).  

쯔위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적 관행’이 나타나는지 검증

하기 위해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와 진보언론인 한국일보에서 쯔위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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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선거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알아보았다. 동아일보 및 한국일보에

서 쯔위 사태를 대만 선거와 연결하여 보도하는 기사 각 3건을 분석대상

으로 선택했다. 

“[사설] 대만의 첫 女총통 탄생과 ‘아이돌쯔위’의 對中 사과” 

(동아일보, 2016년1월18일)107 

“투표혁명 이끈 대만 2030… 양안 관계 흔들 새 변수로” (동아일

보, 2016년1월19일)108 

“8년만의 정권교체, 차이잉원“쯔위 사태는 나의 책무를 일깨워 

줬다” (동아일보, 2016년5월20일)109 

“‘쯔위의 사과’ 대만 선거에 어떤 영향 미쳤나 대만 기자가 본 

국민당 참패의 원인” (한국일보, 2016년1월17일)110 

“대만 ‘딸기 세대’, 정권 교체의 지렛대 역할” (한국일보, 2016

                                          
107http://news.donga.com/3/all/20160117/75967551/1 (검색일: 2016.11.01) 

108http://news.donga.com/3/all/20160119/75989209/1 (검색일: 2016.11.01) 

109http://news.donga.com/3/all/20160520/78207460/2 (검색일: 2016.11.01) 

110http://www.hankookilbo.com/v/681a7a3fbf7f417980fc3397f5281839 (검색일: 

2016.11.01) 

http://news.donga.com/3/all/20160117/75967551/1
http://news.donga.com/3/all/20160119/75989209/1
http://news.donga.com/3/all/20160520/78207460/2
http://www.hankookilbo.com/v/681a7a3fbf7f417980fc3397f52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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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월18일)111 

“[지평선]대만 딜레마” (한국일보, 2016년1월24일)112 

결론부터 말하자면 쯔위 사건과 대만 총통선거 보도에 있어서 동

아일보와 한국일보 간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동아일보

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쯔위 사건으로 인해 분노한 대만 젊은이들은 투표

소로 몰려가 선거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지 월스

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 기사를 인용해 이러한 현상

을 “대만 딸기세대 (2030 세대)의 복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억압은 양안관계의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는 선거 당선자인 차이잉원의 경고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에 중

국정부 입장에 대해 “국무원 대만판공실 (国务院台湾事务办公室), 외교

부 성명, 관영 언론들을 총동원해 ‘대만의 어떠한 독립시도도 결연히 거

부한다’”는 언급에 불과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즉각 정권 교체 환영 

논평을 냈지만 중국은 축하 메시지를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111http://www.hankookilbo.com/v/586286ceefcc403388ec470427767d6b(검색일: 2016.11.01) 

112http://www.hankookilbo.com/v/e357c49466b349b18f205777f0665e6c(검색일: 2016.11.01) 

http://www.hankookilbo.com/v/586286ceefcc403388ec470427767d6b
http://www.hankookilbo.com/v/e357c49466b349b18f205777f0665e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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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김성해의 평가가 맞았다면 중국을 ‘신뢰할 만한 동

반자’로 간주하는 ‘진보지’인 한국일보는 여기서 중국에 대해 우호적

인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 그러나 보수지인 동아일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 보도했던 것이다. 한국일보에서도 WSJ의 똑 같은 보도를 인용하여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데 ‘딸기세대’의 힘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해바라기 운동’에서 그들이 표출한 “(중국을) 저항 정

신”도 언급했다.113  

동아일보와 상이한 것은 한국일보에서 중국 당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차이잉원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기에 신경이 쓰인 것이다. 

해당 신문기사에서 한국과 대만의 정치적인 공통점을 나열하며 차이잉원

은 한국과 한류에 관심이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시 축하해줬다고 한

다. 그래서 이번에 “적대국가도 아닌 가까운 이웃의 새 지도자 탄생을 

모른 체하는 건 정치논리를 떠나 예의가 아니”라고 평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만해협 (台海 )의  안전  및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여러분  다  같이  기대하는  것이며 , 양안이  이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현상유지’는 제가 대만 인민 그리고 국제사회에게 드린 약속인

                                          
113 ‘해바라기 운동’에 대한 자세 설명은 제V장을 참조. 



103 

데,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안관계 처리에 있어

서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며 도발 행동도 사고도 없을 거라고 여

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차이잉원 당선 선언, 2017년1월17일)114 

위에서 제시된 문장들은 차이잉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페이스

북을 통해 발표한 승리선언의 일부이다. 키워드는 ‘현상유지’; ‘적극

적 소통’; 그리고 ‘도발행동 없다’라는 것이다. 즉 양안관계에 있어서 

차이잉원이 주장하는 방법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상을 유지하며 중국과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115 그러나 동아일보에서 차이잉원이 꼭 중국에 

적대감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재현했다.  

또한 중국 당국에서 차이잉원의 당선을 축하해줄 리가 없었을 것

이다. 2016년1월16일에 국무원 대만판공실에서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않다는 태도를 진작 표명했다”며 선거보다는 양안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고 공식성명을밝혔기 때문이다.116 같은 날에 또 다른 공식성명을 발표했

                                          
114 蘋果日報. 2016. “蔡英文當選總統勝利宣言.” 蘋果日報, January 17. Available: htt
p://hk.apple.nextmedia.com/news/art/20160117/19455667 

115 추후 WSJ과의 인터뷰에서 차이잉원은 이러한 생각을 다시 언급했다. 양안관계에 대해

서 차이가 “‘현상유지’라는 약속에 변함 없으나 우리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

다. 단, 과거의 적대관계로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 간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 회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鄭仲嵐. 2016. “蔡英文

接受專訪談兩岸[不走對抗老路].” BBC中文網, October 5. Available:http://www.bbc.com/
zhongwen/trad/china/2016/10/161005_taiwan_tsai-ingwen 

116http://www.gwytb.gov.cn/wyly/201601/t20160116_11366650.htm (검색일: 2016.10.29) 

http://hk.apple.nextmedia.com/news/art/20160117/19455667
http://hk.apple.nextmedia.com/news/art/20160117/19455667
http://www.bbc.com/zhongwen/trad/china/2016/10/161005_taiwan_tsai-ingwen
http://www.bbc.com/zhongwen/trad/china/2016/10/161005_taiwan_tsai-ingwen
http://www.gwytb.gov.cn/wyly/201601/t20160116_113666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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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대만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92공식’을 견지한다”며 “어떠한 

‘대독’ 분열활동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했다.117 

한편, 한국일보에서 박근혜 정부가 차이잉원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논리를 떠나 예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된 점이 있다. 새로 당선된 지도자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간단한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보내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언

제나 정치적으로 이해되는 법이다. 즉,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적 

의미가 부여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조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118 

양안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하나의 중화민국’ 아닌 

‘하나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대통령이 차이 

대통령에게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행동을 단순히 예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주목할 점은 정치성향을 불문하고 한국 외교정책에 어긋난 보도

경향을 보인 언론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곽위위. 유홍식 

                                          
117http://www.gwytb.gov.cn/wyly/201601/t20160116_11366668.htm (검색일: 2016.10.29) 

118 다른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차이잉원에게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오래된 

우방국으로서 싱가포르가 대만과의 긴밀한 관계 및 협력은 우리의 일관된 ‘하나의 중

국’ 원칙 아래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공식성명을 밝힌 바 있다. 1990년에 중국과 수

교를 한 싱가포르로서 ‘하나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Channel News Asia. 2016. “Singapore congratulates Tsai Ing-wen and DPP 

on election win.” Channel News Asia, January 17. Available: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singapore-congratulates/2432740.html 

http://www.gwytb.gov.cn/wyly/201601/t20160116_11366668.htm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singapore-congratulates/24327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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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은 2008년 티베트 소요 사태119 당시 한국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

했는지를 조사 분석한 바 있다. 티베트 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외교정

책은 대만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언론사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불문하고 한국정

부의 외교적 입장과 상반된 보도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제일 많이 사용

한 프레임 중에 하나는 ‘중국정부 비판’이며 가장 자주 활용한 정보원

은 중국정부 아닌 달라이라마측의 정보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쯔위 

사건과 대만 총통선거 관련 보도에 있어서 보수언론인 동아일보 그리고 

진보언론인 한국일보에서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회수 또는 시청률을 위해서 비판의 목소리만 강조하거나 

한국인들의 민족정서를 자극한 내용 또는 수사로 객관적이지 못하게 사건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소위 말하는 선정주의 또는 옐로저널리

즘 (Yellow Journalism)이라는 것이다. 언론의 사회적 기능으로서 중요하

                                          
119 2008년 티베트 소요 사태는 티베트 독립운동 49주년인 3월10일에 티베트 수도 라싸에

서 수백 여명의 티베트 승려가 중국정부를 향해 벌인 항의 시위로 시작했다. 추후 방화 

및 민족간 살육 사건도 나타나 중국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인민해방군을 동원하고 최

루탄을 쏘며 시위자를 강제 해산했다고 한다. 중국 당국에서 3.14 소요 배후에 티베트 정

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조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으나 달라이가 전면 부인했다. 대만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분리되어 주권 있는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느냐

는 것이 티베트문제의 핵심이다. Johnson C. 2008. “Tibet unrest deepens, with 

violence and rioting: Tibetans threw stones at Chinese troops and set fire to 

buildings Friday.”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March 14. Available: 
http://www.csmonitor.com/World/Asia-Pacific/2008/0314/p99s07-woap.html 

http://www.csmonitor.com/World/Asia-Pacific/2008/0314/p99s07-woap.html


106 

다 판단한 의제를 선정하고, 해당 의제에 있어서 쟁점을 도출하며, 독자 

또는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들여 그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공론화되도록 하

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이슈를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언론사의 정

책이나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르게 반영하거나 재구성한다”고 지적했다 

(백선기, 2015, viii). 다른 말로 언론이 한 사회의 분위기나 감정을 반

영하기에 그치지 않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사건에서 

한국 언론의 의제 선정을 통해 이러한 선정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우선 한국 언론에서 쯔위 사건에 대해 중국 내 ‘쯔위 비난 담

론’은 지나치게 각광 받았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 

네티즌에 대해 “중국돼지”와 같은 악성댓글로 비판하고,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언론에서 다시 주목되었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 격노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 것은 다시 말해 한국 언론들이 부정적이며 선정적인 

의견을 강조하는 옐로저널리즘이라는 경향이 있었기에 나타난 악순환인 

것이다. 한국 언론이 ‘반한류’ 현상 보도에 있어서 분노의 소리만을 집

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송종길 외, 2013)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티파니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인을 야유한 

댓글내용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 역사인식 실수를 한 연예인, 그리

고 광복절에 ‘애국표현’을 한 연예인을 거론하여 전자의 ‘애국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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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태도’에 네티즌의 격분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목적은 한국인의 민족정서를 자극하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다. 그러므로 한국 인터넷 공간에서 ‘티파니 비난 담론’만 등장했다

는 것에 한국 언론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속좁댄다 ㅋㅋ 우리나라였어도 마찬가지여 ㅋㅋ 쯔위가 일본 지

지한다고 했으면 가만히 있었겠냐 ㅋㅋ” (w**, 2016년1월14일 1427

시, TV Report) 

“사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그만 해 만약에 누군가가 대만국경일

에 중국 관련 글을 올렸다면 무조건 욕을 먹었을 거다 미영은 진짜 

잘 못했다 사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녀랑 함

께 곤란을 겪는 거 최선의 방법이다” (Y**, 2016년1월15일 1555시, 

페이스북) 

위에 첫 번째 댓글은 쯔위 사건에 대해 어떤 한국 네티즌 남긴 

글이며 두 번째 댓글은 티파니 사건에 모 대만 네티즌의 의견이었다. 한 

마디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둘 다 일리 있는 말이

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의 자국중심주의가 지나치므로 사건보

도에 있어서 타국의 입장을 간과하곤 하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이 중국에 

대해 보도를 할 때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중국의 국정 (國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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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그리하여 “문제에 대한 시각이 매

우 지엽적이고 협소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주재우, 2006, 87-90). 즉, 

한국 언론사 중에서 역지사지하며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를 가진 자가 극히 소수라는 것이다. 한류뉴스 보도에 있어서도 똑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거듭 말했듯이 쯔위 사건에서 한국 언론이 중국 네티즌 반

응에 대해 “과민하다”, “지나친 민족주의” 등 비판적인 해석만 가했

다. 하지만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쯔위 비난 담론’만 나타

난 것이 아니라 ‘쯔위 동정 담론’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120 한편 대만

에서도 ‘쯔위 동정 담론’ 제외하고 갖가지 담론이 등장했다. 또한 중국 

내 티파니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담론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러한 담

론들은 한국 언론보도에서 배제되었다. 한국 언론이 타국의 국정, 입장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배타적인 태도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쯔위 사건 당시 한국에서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은 지배적인 반응들 

                                          
120 제III장에서 언급되었으나 제시되지 않은 ‘쯔위 동정 담론’ 댓글의 예는 다음과 같

다. “한국기획사에서 주는 압력이 충분히 컸을 터이고, 어릴 때부터 ‘대만식’ 교육을 

받아온 대만인으로서 이 정도까지 말을 한 것은 책임감 있는 거요. 대만에 돌아가면 거기

서 받을 압력도 적지 않을 텐데,  (우리 쪽에서) 계속 비난을 하면 속이 좁아 보이는 거

요.이 어린 소녀는 양안의 갈등에 도화선일 뿐이다.” (c**, 2015년1월15일 2235시, 웨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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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은 “타자를 정형화된 이미지로 재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종임, 2013: 169). 신영미 

(2011)도 한국 언론이 중국의 실체와 다른 왜곡된 부정적인 중국 이미지

를 한국인에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쯔위 사건의 맥락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이해해본다면 이것은 곧 

한국 언론이 국내에서 정형화된 중국의 이미지, 즉 ‘지나친 민족주의’

라는 이미지를 신문보도에서 재현하려는 의도였다. 중국의 이러한 특성에

만 집착하며 다른 담론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사건 분

석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티파니는 욱일기 사진을 올리고 사과한 후 한

국 네티즌 오십보백보의 ‘과잉반응’을 비판하기는커녕 일부 언론이 마

녀사냥에 동참한 것이다.121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122이라

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고 중국인들은 분노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티파니 

사건 때 한국 언론과 네티즌의 이중잣대를 거론하여 지탄했던 것이다.  

한국 언론과 인터넷에서 중국인들의 ‘지나친 민족주의’는 비판

되었으나 한편 중국에서 한국인들의 ‘아이돌 보다 국가 우수’ 원칙은 

배울 만한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이것은 즉 역설적이게도 중국 네티즌들

                                          
121 하재근. 2016. 「<하재근의 문화읽기> 소녀시대 티파니, 욱일기 ‘논란’」. 『EBS』, 

8월22일. Available: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557994/N 

122 전 국회의장 박희태의 유명한 경구이며 이상기 (2014: 286) 글에서 인용된 바 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557994/N


110 

이 보기에 한국이야말로 중국에 비해 넘친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중국 학자들은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 “단결된 

민족의 힘”이라고 부러운 감정을 표했던 반면에 “극단적 민족주의” 성

향은 중국에서 반한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신

영미, 2011: 134). 그러나 한발 물러서서 ‘지나친 민족주의’ 또는 ‘적

당한 민족주의’란 누가 어떻게 기준을 정한 것인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

다. 이것은 결국에 한국 언론이 다른 나라 국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 간 한국 언론 보도태도

에 차이가 난 이유는 전자에 얽힌 것이 한국 아닌 타국의 민족주의 문제

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중국 모욕 얘기가 나오면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해외에서 한국을 그렇게 묘사할 때 우리

는 과연 기분이 좋겠는지, 이런 관점에서 상대 마음을 공감해야 한

다는 것이다.” (하재근, 2016년8월18일, 시사저널) 

안타깝게도 민족주의와 자국중심주의가 뿌리 깊게 내린 한국 언

론에서 역지사지하는 태도는 아직 많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국 언론은 남을 지적하기 전에 자성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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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국 언론은 한류가 가져온 경제성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왔음에도 이 두 사건에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 언론은 한

류가 가져온 경제적 성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는 주장이 있다 

(송종길 외, 2013). 이는 한류를 한국과 다른 나라 간의 문화 교류를 증

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수출액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 수

단이라고 간주해왔다는 지적 (정수영. 황경호, 2015: 323)과 일맥상통하

는 것이다. 게다가 어떻게 해야 중국 등 나라에 더 많은 문화수출을 이루

어 경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왔다고 한다 (최영

묵, 2006). 앞서 언급된 ‘한류보복’ 관련 한국 언론보도는 이러한 태도

를 잘 반영한다. 

“[사드 보복] ‘한류 때리기’ 카드 꺼낸 中… 떨고 있는 ‘K-뷰

티’” (News 1, 2016년8월6일)123 

“한류로 튄 중국 사드보복… SM.YG 주가 연중 최저” (중앙일보, 

2016년8월6일)124 

“한반도 내 사드배치…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 (일요신문, 2016

                                          
123http://news1.kr/articles/?2739817 (검색일: 2016.11.02) 

124http://news.joins.com/article/20408099 (검색일: 2016.11.02) 

http://news1.kr/articles/?2739817
http://news.joins.com/article/2040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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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9월26일)125 

위에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 알 수 있겠으나 한국 언론사들은 

‘한류보복’ 관련 보도를 할 때 초점을 둔 것은 한한령에 따른 문화 교

류 감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경제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이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한국 언론의 실리주의를 지적한 최영목 (2004, 2006) 등 

학자의 주장에 설득력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쯔위 사건에 있어서 한국 언론에서 ‘쯔위 동정 담론’ 

그리고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과 같이 빈번히 등장한 담론은 ‘소속

사 비난 담론’과 ‘거대한 중국시장 담론’이다. 기획사가 만만치 않은 

중국 자본력에 굴복해 “돈 많은” 중국 네티즌의 감정만 배려했던 반면

에 대만 네티즌의 감정을 배제하며 쯔위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녀를 사과

하도록 강요한 행동을 비판한 것이다. 소속사뿐만 아니라, 대만 언론과 

중국 네티즌으로 인해 쯔위의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강조한 언론사도 있

다.  

이러한 담론들은 한국 언론이 중국시장에 대해 보여온 보도경향

과 상반된 것이다. 한류 스타의 인권에 비해 한류 경제성과에 더 많은 관

                                          
125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04561 (검색일: 2016.11.02)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0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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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중국이 가져온 한류 경제성과에 대해 박

수를 치면서도 한편 등을 돌려서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중성을 보

인다는 것이다. 자국중심주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쯔위 사건에 한국 민

족주의 문제가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쯔위의 인권을 중시한 태도를 보였

다고 할 수 있다. 

몰론 쯔위의 인권이 중요하다. 게다가 미성년자인 쯔위는 정말로 

사과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의론의 여지가 남았으니 그녀의 인권이 침

해 당했다는 것에 더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바꿔 말하자면 빅토리아와 

같은 중국 연예인들에게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인

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성폭행 혐의로부터 벗어난 

박유천을 가만히 두지 않고 추석연휴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조

차 보도하는 행위가126 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쯔위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인권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말이다. 

쯔위의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한국 언론의 모습을 보고 티파니, 박유

천, 빅토리아의 얼굴은 뇌리에 떠오르며 한국 언론의 이러한 이중적인 보

도태도에 대해 역설적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 

                                          
126 조혜련. 2016. 「리폿@스타 성폭행 혐의 벗은 박유천, 긴 추석 연휴 뭐할까?」. 『TV 

Report』, 9월13일. Available: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928050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92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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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 언론이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거듭 지적된 바이다. 하지만 연예인과 

권력자에 대해 한국 언론의 이러한 이중잣대를 살피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언론통제’와 ‘자기검열’이다.  

오늘의 민주국가에서 정통성을 확보해주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능”이자 “일

상적 행위”라고 지적된 바 있다. 다른 한편, 언론은 또한 정보 해석 및 

전달, 정부에 대한 견제나 비판 등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와 사

회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남식, 2006: 32).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당시 남북관계에 대한 부적절한 발

언과 처리에 대부분 국내 언론이 침묵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고승우 

(2009)는 이를 “자기검열에 빠진 언론”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사들은 대

통령의 주장에 관행적으로 지지를 표했다는 사례가 하나 더 거론하겠다. 

민주화 이후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의 비율은 전체의 85.3%에 도

달했다고 신혁기. 최정민 (2016)이 지적한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대

통령이 주도한 ‘공무원때리기’에 언론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보도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46).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어려운 민주화 투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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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진정한 언론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Reporters Without Borders, 이하 RSF)에서 발표된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조사결과는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180

개 조사대상국 중에 한국은 홍콩을 뒤따라 70위라는 역대 최저 순위를 기

록했다.127  

RSF는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과 당국 사이 관계가 매

우 긴장스럽다”며 “정부는 비판을 참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된 미디어

에 대한 간섭은 언론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128 요컨대, 

언론과 정치인의 이러한 권력관계 하에서 권력자에 비해 연예인에게 엄격

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는 일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다. ‘언론통제’

와 ‘자기검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 박유천, 티파니를 이어 다음 피

해자가 나타나날 것이며 한국은 진정한 언론자유를 누리지 못 할 것이 확

실하다. 

 

                                          
127 2015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60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2002년부터 조사대상국으로 포

함된 이래 최고 순위는 2006년에 31위였다.  

128 이재덕. 2016. 「한국 언론자유지수 10계단 하락한 세계 70위… 역대 최하위」. 『경

향신문』, 4월20일. Availabl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16060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16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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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 동아시아 정체성으로서 한류의 가능성 

쯔위와 티파니 사건 관련 한중 양국과 대만 세 지역에서 보인 반

응들의 다양성과 차이점은 한국 언론의 한계를 말해주었다면 이 담론들의 

공통점은 한류를 통해 범 동아시아 정체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말해주었던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연구는 Chua과 똑 같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사 

및 한. 중. 대 네티즌들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안경’을 벗지 

못한 채 이해하며 해석했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 언론과 인터넷 공간에서 ‘쯔위 동정 담론’과 ‘티

파니 비난 담론’을 생산하는 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전제가 있다. 쯔위 

사건에서는 쯔위가 왜 사과했는지 이해 못한다는 ‘쯔위 동정 담론’은 

쯔위를 양안 간의 정치적 갈등에 희생양이라고 여기면서 ‘대만은 중국으

로부터 분리된 독립 국가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IV장에서 지적된 ‘보상심리’와 ‘동병상련심리’와 무관하지 않

다. 또 하나의 전제가 중국 민족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

서 다룬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티파니 비

난 담론’은 역사와 정치 갈등으로 인해 일본을 향한 비우호적인 태도라

는 전제가 없었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지나친 중국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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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한국 민족주의에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둘째, 대만에서는 쯔위를 행해 동정한 시선을 보낸 사람은 대다

수이었으나 동정하면서도 대만 정치현황 그리고 선거 투표라는 정치적 행

동과 연결하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편, 중국에서 장후이메이 논란과 달

리 정치입장을 불문하고 대만 팬들과 함께 쯔위를 응원한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쯔위 동정 담론’ 없지 않다 하더라도 쯔위의 상황

을 이해한다는 뿐이지 응원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류 소비자를 비롯

하여 ‘아이돌보다 국가 우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

다.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Chua가 지적한 자국문화 보호 차원에 비하

여 자국 정치입장을 옹호 차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쯔위에 비하여 엠버와 젝슨에게 극찬을 보낸 것도 그들이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옳은 행동은 대만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만

에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요컨대, 한. 중. 대 세 지역에서 쯔위 사건

과 티파니 사건을 ‘초국가적인 한류 사건’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정치

적 사건’이라고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한령’ 실시 

목적에 대한 지배적 해석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셋째, 대만에서는 티파니 사건에 대해 주요 담론으로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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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동정 담론’은 대만과 상이한 한국 국정과 민족주의를 이해한다

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 민족주의를 찬탄한 ‘한국 네티즌 연예인

에 대한 태도 담론’은 이러한 민족주의가 중국의 그것과 다르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아시아 사람, 특히 중국인, 홍콩인, 대만인과 

화교들은 ‘초국가적인’ 한류 연예인인 티파니의 작품을 감상하며 국적

을 불문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 물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국정, 한국 민족주의는 타국과 다른 것이라고 인식하므로 다시 거리감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에서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을 

바라보는 데 ‘초국가적인 한류 안경’에 비하여 ‘정치적 안경’을 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때문에 이 두 사건에서 쯔위와 티파니는 ‘초국가

적인’ 한류스타라기 보다는 단지 대만인과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엠버 그리고 젝슨과 같은 한국

에서 활동하는 중화권 연예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초국가적인’ 한류 

연에인으로 간주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에서 티파니 사건을 

통해 한국과의 차이점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말 만하다. 이

러한 시선과 인식들은 한류를 통해 범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한류를 통해 한국문화만 인식할 뿐

이며 한류는 동아시아 문화를 대표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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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면 본 연구가 한류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 것 같다. 우선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에서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에 대해 생산된 언론 및 인터넷 담론들이 복잡하며 다

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들의 차이점을 통해 한류사례 관련 보도에서 

드러난 한국 언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들이 다양하면서도 공통점은 없지 않다. 그것

은 즉 언론과 네티즌들이 이 두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시선으로 해석하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티파니 사건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와 다시 거리

를 두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과로서 Sung, Ju and Lee 등 학자들이 희망

한 한류를 통해 범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에 의론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

다. 다른 말로 한류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만 가능할 뿐이지 동아

시아 (또는 아시아)문화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류의 이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한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한류보도 및 담

론에 비해 특정 한류사례에 나타난 담론과 맥락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후 

한류의 두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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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여태까지 진행해온 한류 

관련 연구는 대부분 경제 또는 경영적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었다고 한다 

(임학순. 채경진, 2014; 손승혜, 2009).  

뿐만 아니라 한류 수입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배제하며 한류 

경제성과 최대화를 위한 정책적, 산업적 제언을 도출하려는 연구가 대부

분이라고 한다 (손승혜, 2009). 그리하여 신문방송학 측면으로부터 한류

라는 주제를 연구하며 중국과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데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도 같이 고려한 이 논문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전세계 시장을 겨냥하기 때문에 인

터넷 공간의 역할이 극도로 중요한 한류3.0시대에 의미 없지 않다고 본

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특정 한류사례에 나타난 반응들을 비판적 

담론분석이라는 연구방법으로 다루어봤다는 점이다. 우선 ‘담론적 실천 

분석’을 통해서 쯔위와 티파니 사건에서 보인 반응들이 언론과 인터넷에

서 등장한 다른 담론들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엿 볼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실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 두 사건에서 네티

즌의 반응들이 사회적 맥락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잘 보

여준 것 같다.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에서 복잡한 언론, 인터넷 및 사

회적 맥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들을 이해하는 데 ‘담론적 



121 

실천 분석’과 ‘사회적 실천 분석’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언론

의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범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이라는 개념의 한계

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한류의 지속가능성 및 반한류 현

상 관련 제언을 검토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한계 몇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한국, 중국 및 대만의 반응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손승혜 (2009)와 임학순. 채경진(2014)이 한류 관련 연구의 제한

점으로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루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논문

에서 다룬 한류사례들은 중국 그리고 대만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국의 반응을 알아보지 않았다.  

다음으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가 한국 언론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며 중국과 대만 언론을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

째, 이 논문에서 분석한 대만과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한국 언

론 및 인터넷 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논문의 주요 

연구목적은 한류사례 관련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한국 언론의 특징 및 문

제점을 검토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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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기사를 본 네티즌의 반응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온

라인 반응에만 집중했고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물을 수 있는 포커스그룹

과 같은 연구방법을 쓰지 않았다. 하여 후속 연구들이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해서 한류의 세계화 비전을 지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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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부록 

 

표1: 쯔위 사건에 대한 한국 언론 반응 

언론사 주요담론 주요행위자& 행위 

동아일보 1) 쯔위 동정 담론; 2) 

방송국 비난 담론; 3)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 

4) 소속사 동정 담론. 

1) 쯔위: 강제로 사과한 무고 

소녀; 2) 중국 네티즌: 과잉

반응; 3) 황안: 중국 네티즌 

감정을 선동함; 4) 방송국: 

논란 내내 침묵함. 

조선일보 1) 쯔위 동정 담론; 2) 

거대한 중국시장 담

론; 3)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 

1) 쯔위: 강제로 사과한 무고 

소녀; 2) 중국 네티즌: 과잉

반응, 자본력을 이용해 타인 

압박함.   

중앙일보 1) 쯔위 동정 담론; 2) 

소속사 비난 담론; 3) 

중국 네티즌 비판담론. 

1) 쯔위: 강제로 사과한 무고 

소녀; 2) 중국 네티즌: 과잉

반응; 3) 소속사: 아티스트를 

보호 못함. 

한국일보 1) 쯔위 동정 담론; 2) 

거대한 중국시장 담

론; 3) 소속사 비난 

담론; 4) 방송국 비난 

담론; 5) 한류상품화 

담론; 6)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 

1) 쯔위: 강제로 사과한 무고 

소녀; 2) 중국 네티즌: 과잉

반응; 3) 소속사: 중국시장을 

위해 굴복함, 아티스트를 보

호 못함; 4) 한국 네티즌: 

JYP,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비판함, MBC 사

과 요구함.  

경향신문 1) 쯔위 동정 담론; 2) 

거대한 중국시장 담

론; 3) 소속사 비난 

1) 쯔위: 강제로 사과한 무고 

소녀; 2) 소속사: 중국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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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4) 한류상품화 

담론. 

위해 굴복함.  

오마이뉴스 1) 쯔위 동정 담론; 2)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 

3) 거대한 중국시장 담

론; 4) 소속사 비난 담

론; 5) 방송국 비난 담

론. 

1) 쯔위: 강제로 사과한 무고 

소녀; 2) 중국 네티즌: 과잉

반응; 3) 소속사: 중국시장을 

위해 굴복함, 아티스트를 보

호 못함; 4) 방송국: 논란 내

내 침묵함. 

데일리안 1) 쯔위 동정 담론; 2) 

거대한 중국시장 담

론; 3) 소속사 비난 

담론; 4) 한류상품화 

담론. 

1) 쯔위: 강제로 사과한 무고

소녀; 2) 소속사: 중국시장을 

위해 굴복함; 3) 대만 네티

즌: 강제한 사과에 대해 분노

함. 

OSEN 1) 쯔위 동정 담론; 2) 

거대한 중국시장 담

론; 3) 소속사 비난 

담론; 4)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 

1) 쯔위: 강제로 사과한 무고 

소녀; 2) 중국 네티즌: 쯔위

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 싸늘하고 과잉반응; 

3) 황안: 쯔위를 공격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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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1) 쯔위 동정 담론; 2) 

거대한 중국시장 담

론; 3) 중국 네티즌 

비판 담론. 

1) 쯔위: 강제로 사과한 무고 

소녀; 2) 중국 네티즌: 과잉

반응, 대만 언론과 함께 쯔위 

인권 침해함. 

SBS뉴스 1) 쯔위 동정 담론; 2) 

거대한 중국시장 담

론; 3) 한류상품화 담

론. 

1) 쯔위: 강제로 사과한 무고 

소녀; 2) 중국 네티즌: 과잉

반응; 3) 한국 네티즌: 정치

적으로 이용 당한 소녀를 동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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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티파니 사건에 대한 한국 언론 반응 

언론사 주요담론 주요행위자& 행위 

동아일보 1) 티파니 비난 담론; 

2) 연예인과 권력자에 

대한 이중잣대 담론. 

1) 한국 네티즌: 티파니 개념 

없다고 비난함, “샘플사과

문” 비판함, 연예인에게 지

나치게 엄격한 도덕기준 요구

함. 

조선일보 1) 티파니 비난 담론. 1) 한국 네티즌: 티파니 “샘

플사과문” 비판함. 

중앙일보 1) 티파니 비난 담론; 

2) 연예인 부족한 역사

인식 담론. 

1) 한국 네티즌: 티파니 “샘

플사과문” 비판함, 욱일기 

의미 몰랐다면 이해해줘야 한

다는 반응도 있음; 2) 일본 

네티즌: 한국 네티즌 과잉반

응 비판함. 

한국일보 1) 티파니 비난 담론; 

2) 연예인 부족한 역사

인식 담론. 

1) 한국 네티즌: 티파니 “샘

플사과문” 비판함, 연예인 

역사인식 부족 규탄함. 

경향신문 1) 연예인과 권력자에 

대한 이중잣대 담론; 2) 

연예인 부족한 역사인식 

담론; 3) 한류상품화 담

론. 

1) 한국 네티즌: 연예인 역사

인식 부족 규탄함; 연예인에

게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 기

준; 2) 한국 언론: 연에인 실

수와 달리 권력자 역사인식 

문제에 침묵함; 3) 연예기획

사: 소비자들에게 심기불편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예인에게 필요한 역사교육 

안 해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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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 티파니 동정 담론; 

2) 한국네티즌 과잉반

응 담론; 3) 연예인과 

권력자에 대한 이중잣

대 담론. 

1) 티파니: 고의적인 행동 아

니었음; 2) 한국 네티즌: 과

잉반응; 3) SBS: 연에인 실수

와 달리 권력자 역사인식 문

제에 침묵함. 

데일리안 1) 티파니 비난 담론; 

2) 티파니 동정 담론; 

3) 한국 네티즌 과잉반

응 담론. 

1) 한국 네티즌: 티파니 개념 

없다고 비난함, “샘플사과

문” 비판함, 티파니를 향한 

마녀사냥, 과잉반응; 2) 한국 

언론: 일부 언론은 티파니를 

“매국노”라고 재현함. 

OSEN 1) 티파니 동정 담론. 1) 티파니: 사과하고 반성중

에 있음. 

스포츠동아 1) 티파니 비난 담론; 

2) 연예인 부족한 역사

인식 담론; 3) 해외에서

도 논란 담론. 

1) 티파니: 무지한 행동을 했

음; 2) 중화권매 체: 티파

니 사건 보도했음. 

SBS뉴스 1) 티파니 동정 담론; 

2) 연예인 부족한 역사

인식 담론; 3) 연예인과 

권력자에 대한 이중잣대 

담론. 

1) 티파니: 사과하고 반성중

에 있음; 2) 한국 언론: 연에

인 실수와 달리 권력자 역사

인식 문제에 침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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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에 대한 한국 네티즌 반응 

쯔위 사건 키워드 불쌍하다; 잘못없다; 아티스트 보호; 어린 애; 

돈을 위함; 중국시장; 속 좁다. 

주요담론 1) 쯔위 동정 담론; 2) 소속사 비난 담론; 

3) 거대한 중국시장 담론; 4) 중국 네

티즌 비판 담론; 5) 한류상품화 담론. 

티파니 사건 키워드 무식하다; 실망하다; 미국인 쉴드; 매국노; 하

필; 광복절; 사과문; 나가라. 

주요담론 1) 티파니 비난 담론. 

 

표4: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에 대한 중국 네티즌 반응 

쯔위 사건 키워드 两面三刀 (이중성); 中国猪 (중국돼지); 台独 

(대만독립론, 대독); 为了钱 (돈을 위함); 中

国市场 (중국시장); 16岁的孩子 (16살인 아

이); 抵制 (보이콧). 

주요담론 1) 쯔위 비난 담론; 2) 소속사 비난 담론; 

3) 거대한 중국시장 담론; 4) 쯔위 동

정 담론. 

티파니 사건 키워드 双标 (이중잣대); 玻璃心 (마음이 취약하다); 

周子瑜 (저우쯔위); 无知 (무식하다); 国家面
前无偶像 (아이돌보다 국가 우수); 洗白 (변호

하다); 脑残 (어리석다). 

주요담론 1) 한국 언론과 네티즌 이중잣대 담론; 2) 

티파니 비난 담론; 3) 한국 네티즌 연

예인에 대한 태도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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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쯔위 사건과 티파니 사건에 대한 대만 네티즌 반응 

쯔위 사건 키워드 為了錢 (돈을 위함); 壓力 (압력); 欺負 (괴롭

히다); 16歲的小女孩 (16살 어린 소녀); 台灣

是個國家 (대만이 국가다); 子瑜是台灣人 (쯔

위가 대만인이다). 

주요담론 1) 쯔위 동정 담론; 2) 소속사 비난 담론; 

3) 중국네티즌 비판 담론; 4) 대만 정

치현황 개탄 담론; 5) 선거에서 투표 

담론; 6) 대만 언론 비판 담론. 

티파니 사건 키워드 韓國民族性 (한국 민족성); 國情 (국정); 盲目

護航 (맹목적으로 변호하다); 玻璃心 (마음이 

취약하다); 支持 (지지하다); 不需要道歉 (불

필요한 사과); 美國國籍 (미국국적). 

주요담론 1) 티파니 비난 담론; 2) 티파니 동정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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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a and Online Discourse on Korean Wave: 

Focusing on Tiffany and Tzuyu’s Flag Controversies 

Wong Pheak Zern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veral points could be noted when one refers to the 2015 ‘Overseas Hallyu 

Survey’ result releas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First of all, most of the overseas respondents showed a pessimistic attitude toward the 

sustainability of Hallyu. Second, the Korean media bears responsibility to a certain 

extent in the anti-Hallyu phenomenon. To make matters worse, the media suffers from 

low credibility in today’s Korean society. Last but not least, the notion as to whether 

consumers come across trans-national elements through Hallyu is contestable. This is 

because in the survey none of the questions asked were regarding elements outside of 

Korea. Following these observations, this study hopes to demonstrate two aspects of 

Hallyu. First is the limitations of Korean media in reporting news about Hallyu 

incidents. Second is the question as to whether a pan East Asian identity can be formed 

through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cess, i.e. the cultural traffic of Hally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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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the said purpose this study will look into two case studies, namely Tzuyu 

Taiwanese flag controversy and Tiffany Rising Sun flag controversy. Korean media 

and netizen discourses, along with Chinese and Taiwanese netizen discourses 

regarding these two events will be studied and compared. The media, internet and 

social context surrounding these events will also be examined.    

Following the analysis of the responses in Korea, China and Taiwan, two 

findings can be established as a result. First, various complicated discourses have been 

produced in both cases. Through the differences among these discourses we know that 

in covering Hallyu incidents Korean media suffers from the following unique 

limitations. 1) Excessive nationalism; 2) Sensationalism to increase hits; 3) Nation-

centrism; 4) Conflicting commercialism; 5) Self-censorship and media control. More 

importantly this study poses question to the possibility of a pan East Asian identity 

through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lyu as an East Asian popular culture. 

This is because Koreans, Chinese and Taiwanese similarly filtered and interpreted 

these two events through politics. In other words, through Hallyu what we understand 

is only Korean culture, and therefore Hallyu does not represent the East Asian or Asian 

culture. To re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scourses and contexts in both controversies, two aspects of Hallyu have been 

discovered. First is the problematic attitude of Korean media in reporting Hallyu news, 

and second is the limitation to the idea of East Asian identity formation through Hallyu. 

Hence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fresh implications to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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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uture for solutions to the issues of Hallyu sustainability and anti-Hallyu 

phenomenon.     

Keywords: Hallyu, China, Taiwan, Netizen, Unique limitations of Korean Media, Pan 

East Asian Identity 

Student Number: 2014-2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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