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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와 관련된 중국 언론보도의 특징
최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2005 년 한국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셰계문화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등재되자 중국인들이 한국이 자신들의 명절 '단오(端午)'를 강
탈해 갔다고 오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오해가 형성될 수 있는 원인은 중국
여러 매체의 가짜뉴스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2010 년 한국주중대사관의 성명을 기반으로 중국언론에서 가장
많이 전파되며 영향력이 큰 다섯 가지 이슈를 선정하였다.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중국언론에서 나타난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
의 특징을 정리했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가짜뉴스의 비중 및 빈도의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생산
된 이슈들은 ‘단오절/단오제 논쟁(2004 년, 10 건)’, ‘한자 한국 기원설(2007 년,

6 건)과 ‘서예 유네스코 등재(2008 년, 5 건)’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2004 년, 2007 년 및 2008 년에 가장 많은 가짜뉴스가 생산되었고, 가
짜뉴스, 반론보도 및 일반보도가 각 1/3 를 차지하여 균분하였다.
둘째, 한 이슈에 대한 가짜뉴스들은 최초의 가짜뉴스의 내용을 검증없이 인
용하는 특징이다. 예컨대 ‘단오절/단오제 논쟁’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보도
한 매체들은 <인민일보>의 2004 년 5 월 6 일의 첫번째 보도를 많이 인용했다.
셋째, 가짜뉴스의 작성 주체는 기관지와 도시 신문이었다. 중국 언론의 특
징을 고려하면 중국의 기관지 및 도시 신문은 정부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감
시를 받기 때문에 기관지와 도시 신문이 작성한 가짜뉴스는 정부의 감시 역
할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중국언론에서 생산된 가짜뉴스들의 기사 형식은 기획 특집, 스트레이
트와 오피니언으로 나뉠 수 있다. 가짜뉴스의 보도 논조의 경우 부정적인 논
조가 대다수였다. 부정적인 진술을 통해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력히 비판하였
다. ‘허위 정보 전달 + 부정적 논조’는 허위 정보를 전달 할 뿐 만 아니라 편
향적 또는 선동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독자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섯 째, 가짜뉴스의 처리 과정의 경우 중국 언론사는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 결과로 나타났다. 반론보도의 작성 주체는
기관지, 도시 신문 그리고 인터넷 매체였다. 반론보도의 형식은 주로 ‘스트레
이트’와 ‘해설’이었다. 따라서 반론 보도 내용은 ‘사실 규명’ 및 ‘사실 규명 +
긍정적 태도’로 나뉠 수 있다.
반론보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 언론에서 반론을 하더라도 가짜뉴스의
작성 주체인 매체에 대해 비판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 <언론법>이 아직 부재
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론보도를 통해 독자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으나 가
짜뉴스를 막아내는데 있어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 외국 정부가 나서
서 외교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주요어:
학번:

가짜뉴스, 중국 언론, 정정보도,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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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1992 년 국교 수립 이후 한·중의 밀접한 관계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민

간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2005 년 한국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셰계문화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등재되자 중
국인들이 한국이 자신들의 명절 '단오(端午)'를 강탈해 갔다고 오해하기 시작
하였다. 이런 오해가 형성될 수 있는 원인은 중국 여러 매체의 가짜뉴스 보도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의 일부 언론은 상세한 중국단오절과 강릉단오제의 차
이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한국이 단오라는 명절을 약탈 했다는 식으로
편향된 특정 사실만을 부각해 보도하였다. 게다가 강릉단오제 등재 이후 한국
에 대한 수많은 허위 정보가 중국 언론에 의해 날조되어 중국에서 퍼져나갔
다. 예컨대 중국의 국부 손중산(孫中山), 유교의 창시자 공자(孔子), 삼국지의
조조(曹操)가 한국인의 혈통이라는 것, 한자가 한국인이 먼저 발명했다는 것,
한국이 한자 서예(書藝)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했다는 것, 한국이 중의(中
醫)를 한의(韓醫)라는 이름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것 등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언론을 장식했다. 이러한 가짜뉴스 보도로 인해 중국인들의 반한 정서 및 민

1

족주의를 더욱 심화하였다. 결국 한국주중국대사관에서 앞장서서 이를 해명하
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매체인 <인민일보(人民日报)>, <중국청년보(中
国青年报)>, <신쾨보(新快报)> 등은 중국의 공신력이 있는 매체임에도 불구하
고 검증없이 인터넷상의 글을 그대로 신문에 옮겨왔다. 한·중의 민간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짜뉴스 보도의 나타난 중국 언론의 특징을 분석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 또는 대응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2010 년 5 월 한국주중대사관의 성명으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 중 가장 많이 전파되며 영향력이 큰 다섯 가지 이슈를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며 이 다섯 가지 이슈와 관련된 중국 언론의 보도를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하여 중국 언론에서 나타난 가짜뉴스보도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2

II.

이론적 배경

2.1

가짜뉴스에 대한 이해

2.1.1 가짜뉴스의 현황
최근에는 가짜뉴스(fake news) 현상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있다. 콜린스
(The Collins)영어사전은 ‘fake news’를 ‘2017 년의 단어(the word of the year
2017)로 선정하였다. 이는 2016 년부터 ‘fake news’라는 단어의 사용량이 365%
1

로 전례없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세계신문협회(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and News Publishers)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2017 년 주목해야 할 저널리즘 이슈로 선정하였다2.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뉴스미디어연합(News Media Alliance)은 세계신문협
회와 함께 ‘진짜뉴스 캠페인(campaign supporting REAL NEWS)’을 시작하였
다. 캠페인 주도자인 Marcelo Rech 에 따르면 가짜 뉴스의 확산에 대한 해독

1

콜린스 사전의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뉴스 보도의 겉으로

드러난 거짓 정보, 종종 선정적 정보(false, often sensational, information
disseminated under the guise of news reporting)’이다.
출처: https://www.collinsdictionary.com/zh/woty
2

출처: https://blog.wan-ifra.org/2017/10/03/trusted-sources-campaign-to-

fight-proliferation-of-fake-news
3

제로서의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미디어의 인식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며, 미
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이러한 비뚤어진 현상을 세계적인 규모로 다
룰 강력한 기여이다.
미국의 경우, 2016 년부터 대선에서 나타난 가짜뉴스로 인해 전통 매체가
‘신뢰 위기’에 빠졌다. Google Trends 에 따르면 ‘fake news’의 검색 량이
2016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동시에 미국 국민들이 대중매체에 대한 믿음
이 1970 년대의 70%에서 2016 년에 사상 최저인 32%로 떨어졌다(Gallup
Polling) 3 . 도널드·트럼프(Donald Trump)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에게의
신뢰는 질의를 여전히 받고있다.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경선 기간
에 트럼프의 발언 중 70%가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혹은 고의적으로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였다. 그러므로 대선 끝난 후, 버락·오바마
(Barrack Obama)는 가짜뉴스를 미국 미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공개적으
로 비판하였다4.

3

출처: https://news.gallup.com/poll/195542/americans-trust-mass-media-

sinks-new-low.aspx
4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may/13/boris-johnson-

donald-trump-post-truth-politician
4

한국의 경우, 2017 년 5 월 19 대 대선을 치른 한국에서도 가짜뉴스는 크게
주목 받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big kinds)’ 시스템에서
가짜뉴스 관련 기사를 추출한 결과에 따르면 대선이 본격화된 2017 년 2 월부
터 가짜뉴스 관련 기사의 양이 급격히 많아졌다. 가짜뉴스 관련 기사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대통령’, ‘미국 대선’, ‘공식 선거법’ 등 정치 관련
단어 들이며, 인물의 경우는 ‘도널드·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
령’ 등 대선과 관련 있는 인물 등장 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오세옥·정세
훈·박아란, 2017).

중국에서도 가짜뉴스의 확산의 추세가 보인다. 미국,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 가짜뉴스는 정치 영역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로 사회·문화 분야에
서 집중되었다. 《신문기자(新聞記者)》는 2001 년부터 해마다 ‘올해의 10 대 가
짜뉴스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2001 년-2010 년 10 년 사이의 100 건 가짜뉴스
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교육 분야는 31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 20 건, 체
육 10 건이 보도되었다(Zhang Taofu, 2011). 중국 학자들은 중국에서 아직 “언
론법”이 반포되지 않아 현존의 규범들은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짜뉴스의 생산 및 전파를 막아내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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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다(Tong Bing, 2001; Hu Ying, 2010; Lin Xisheng, 2011).

2.1.2 가짜뉴스의 범주 및 정의
가짜뉴스의 개념 분류
가짜뉴스(fake news)의 개념은 단일한 의미로 쓰였지 않았다. 잘못된 정보
(misinformation),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

패러디(parody),

루머

(rumor) 등 다양한 개념과 혼용되어 가짜뉴스는 넓은 범위 안에서 혼란스럽
게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축소시켜야
하며 특히 제작 의도나 작성 형식 면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김동진, 2017).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를 위해 문헌을 통
해 “가짜뉴스”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이 황용석·권오성(2017) 및 박주현(2017)의 기준 연구를 기초
로 개념 구분하겠다.

가)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기만적 정보(disinformation)
가짜뉴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기만적
6

정보(disinformation)의 개념을 구분 할 필요가 있다. Karlova & Fisher(2013)
에 따르면 사실성(truth), 정확성(accuracy), 완전성(completeness), 통용성
(currency)과 기만성(deceptiveness) 등 다섯 가지 특징을 통해 잘못된 정보
와 기만적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와 기만적 정보의 내용은 모두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이지만 보도의 태도, 즉 의도적 혹은 기만적인지
가 핵심적인 구분점이다.
잘못된 정보는 작성자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즉, 잘못된 정보는 작성자의 ‘의도성’과 상관없이 허위 혹은 잘못된 정보를 모
두 지칭한다(황용석·권오성, 2017). 따라서 기만적 정보는 ‘의도적’의 요소를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며 가짜뉴스와 풍자, 패러디가 ‘의도적’
인 요소가 갖추기 때문에 기만적 정보의 범위에 속한다.

나) 풍자(satire)
가짜뉴스는 오랫동안 ‘풍자적 가짜뉴스(satirical fake news)’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풍자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뉴스형식을 취하고 있다
는 면에서 가짜뉴스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풍자와 가짜뉴스르 구분하기 위해
7

‘의도적’과 ‘기만적’을 개념 규명할 필요가 있다. 풍자(satire)는 작성자가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작성했지만 독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즉 독자는 풍자형 보도를 읽으면서 보도 내용이 허위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풍자는 독자들에게 이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Verstraete, Bambauer & Bambauer, 2017).

다) 루머(rumor)
루머도 역시 가짜뉴스와 많이 혼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이다. 기존의 연구에
서 루머에 대한 정의들이 여러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 있다.
루머가 생산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Difonzo & Bordia(2006)는 루머를
“상황적으로는 모호함과 위험 및 잠재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에 만들
어지고, 기능적으로는 상황을 이식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가운데 아직 검증되
지는 않았지만, 유용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떠돌아다니는 정보”라고 정
의했다. 즉 사람들은 공식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의 모호함을 극복
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수단이 루머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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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가 전파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올포트와 포스트먼(Allport &
Postman,1951)은 루머를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 사람들을 통해 널리 퍼지면
서 신뢰하도록 만드는 진술”이라고 정의했으며 루머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
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다: leveling(전파과정에서 세부 사항의 손실),
Sharping(전파할 특정 세부 사항에 대한 선택), assimilation(무의식적인 동기
의 결과로서의 정보 전달의 왜곡).
루머가 사회적인 집단 행위라는 관점에서 선스타인(Sunstein, 2009)은 루머
를 “사람과 집단, 사건, 단체와 관련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주장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즉 루머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겨 가면서 신뢰를 획득해 사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의 기존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루머의 특징은 아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루머는 공식적인 정보가 없고 불명확한 상황에서 생산된다. 둘째,
루머의 전파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검증이 없다. 셋째, 루머는 사회적인 집단
행위이다.
모든 루머가 잘못된 정보 혹은 의도적으로 파산된 정보라고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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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그 루머의 내용이 진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뉴스와 루머의 차
이는 그 사실성 여부를 검증 했는가에 있다. 언론 보도로서 뉴스는 언론인의
직업적 노동의 결과물로 사실 검증에 대한 저널리즘 규범 56 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박주현, 2017).

가짜뉴스의 범주
가짜뉴스를 정의 및 분석하기 위해 가짜뉴스의 범주, 즉 가짜뉴스를 구성하
는 제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세옥·정세훈·박아란(2017)은
가짜뉴스를 ① 작성 주체, ②작성 내용, ③ 작성 목적 ④ 작성 형식의 네 가지

5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제 4 조(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

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
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
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출처: http://www.ikpec.or.kr/sub/sub_01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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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취재 준칙, ‘취재 보도’1 항: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에 기반하여 진실만을

보도한다. 신속 보도는 언론의 생명이지만 속보 경쟁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
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1258.html
<한겨레> 윤리강령, ‘정직한 보도’13 항: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복수
의 취재원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신속한 보도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속보 경쟁
에서 앞서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보도하지 않는다.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출
처:http://www.hani.co.kr/arti/society/archives/844064.html#csidx34057e481c619
ccb68c243c4519b6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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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로 정리하였다.
첫째, 작성 주체다. 디지털 시대에는 언론 매체의 범주가 점차 확대되면서
‘언론이란 무엇인가’ 내지 ‘기자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박
주현, 2017). 개인이나 언론사나 누구나 뉴스의 작성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
나 앞서 논의된 듯이 언론사는 뉴스 사실 검증에 대한 저널리즘 규범에 적용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가 정보원에 대해 어떻게 무엇인가를 알게 됬고 왜 그
것을 믿는지 설명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Singer, 2005). 또한 개인이 작성한
가짜뉴스보다 언론사가 작성한 가짜뉴스의 전파력, 영향력 그리고 독자들이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짜뉴스의 작성 주체를
언론사로 정하였다.
둘째, 작성 내용이다. 작성 내용의 진위 여부가 한 뉴스를 가짜뉴스인지 아
닌지의 판단 기준 중의 하나다. 내용 진위의 문제는 결국 언론 윤리의 문제다.
사실성, 객관성, 공정성, 불편부당성 등은 언론 윤리의 핵심 개념들이다(이준
웅, 2017). ‘사실성’과 ‘객관성’은 뉴스 내용에 대한 기준이며 ‘공정성’과 ‘불편
부당성’은 뉴스 작성자의 해석 혹은 의견에 대한 기준이다. 여기서 뉴스의 내
용이 해석의 기반을 될 것이다. 허위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또는 공정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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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 사실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의
견과 사실을 구분하고’,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다’라고 주장하는 언론의 객관
주의(journalist objectivity)가 20 세기 초에 등장했다(Schudson, 1978, 2001).
그러나 반대로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했다고 해서 편향적이지 않거나, 불공정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Habermas, 1979). 따라서 가짜뉴스를 정의하기
위해 내용(사실성 및 객관성)과 해석(공정성 및 불편부당성)을 동시에 고려해
야한다.
셋째, 작성 목적이다. 제 1 절에서 논의된 듯이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유포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도적’과 ‘기만적’을 개념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예
컨대 풍자(satire)는 작성자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작성했지만 독
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즉 독자는 풍자형 보도를 읽으면서 보도 내
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풍자는 독자들에게 이 내용이 허위임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Verstraete, Bambauer & Bambauer, 2017). 따라서 가짜
뉴스는 의도적 뿐만 아니라 기만적인 목적을 갖추고 있다.
넷째, 작성 형식이다. 가짜뉴스의 작성 형식은 작성 주체와 연관되어 언론
사가 작성 주체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기사 형식을 갖춘 것으로 제한 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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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스의 형식을 갖추는 것은 작성자가 독자로 하여금 신뢰도를 높이려 하
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박주현, 2017). 따라서 기사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지라시’ 혹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루머’나 ‘유언비어’는 가짜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짜뉴스의 정의
제 1 절에서 가짜뉴스와 유사한 개념들을 개념 구분하였고 제 2 절에서 가짜
뉴스의 범주에 대해 검토하였다. 앞서 살펴본 결과를 기반으로 가짜뉴스를 아
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가짜뉴스란 공신력 있는 매체가 작성 주체가 되어 정보의 사실성에 대한
검증없이 공정성이 없는 편향적 의견이 표출될 수 있으며 독자가 믿을 만한
뉴스 형식을 갖춘 기만적인 뉴스 형식이다.

2.2 가짜뉴스의 처리과정
작성자 혹은 여론이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가짜뉴스의 처
리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여기서 처리과정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정
13

하는 정정보도(correction report)와 연론 혹은 잘못된 정보로 피해 입한 피해
자가 반박하는 반론보도(refuting report)로 나뉜다.
정정보도(correction report)는 인쇄매체와 방송 등의 미디어 상에서 편파,
허위, 과장 기사가 보도되었을 경우 그것을 진실로 정정하여 보도함을 말한다
(임양준, 2007). 정정보도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된다. 언론사에서 잘못된 보도 내용을 정정해 달
라는 피해자의 표현 권리가 반영되며(김정탁,1989), 잘못된 사실을 수정하고
부가 설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의 역할도
한다(박명식‧ 박선홍‧ 배은미‧ 이창환, 2009).
언론사 입장에서도 정정보도는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는 수치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자들에게 정확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고(김정탁,
1989),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정 소송을 피하게 하며(김
재협, 2004; Whitney, 1986),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 된
다(Fowler &Mumert, 1988). 실제로 정정보도를 보고 신문에서 보도되는 뉴스
의 질을 더 좋게 여기는 독자(63%)는 더 나쁘게 여기는 독자(8%)보다 많았다
(Urb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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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refuting report)는 정정보도와 달리 잘못된 보도를 작성한 언론사
가 아닌 피해자 혹은 다른 매체가 잘못된 보도의 내용 또는 의견에 대해 반
박적 주장을 제시하는 보도이다(윤지희 이건호, 2011).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는 작성 주체에서 나타나지만 보도 내용은 동일하게 가짜뉴스의 정보 허
위 및 작성자의 잘못된 주관적인 해석에 대한 반성 혹은 비판하는 보도이다.

2.3

중국 가짜뉴스 관련 문헌 검토
중국 언론에서 생산된 가짜뉴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짜뉴스의 생산 원

인, 위험 그리고 처리 조치에 주목하였다.
가짜뉴스의 생산 원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언론
인의 전문성과 도덕의 결함이다. 언론인의 전문성과 도덕의 결함은 가짜뉴스
생산의 주요 원인이 되며 조급한 뉴스 생산과정에서 불명확한 정보원 또는
사리사욕에 현혹될 수 있다(Chen Lidan, 2002; Liu Baoquan, 2003). Lu Di(2001)
는 가짜뉴스의 생산을 피동적과 주동적 두 가지로 나눴다. 피동적으로 가짜뉴
스를 생산하는 원인은 포장된 허위 정보에 속아 넘어가 언론인의 전문성 부
족 또는 잘 못된 판단이기 때문이다. 주동적 혹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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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경우 공리적인 목적과 개인의 증오가 뉴스에게 주는 영향이 원인이 된
다. 둘째, 시장 경쟁의 영향과 저널리즘규범과 관한 나라의 정책의 부재이다.
중국의 경우 시장 경제 체제의 확립은 저널리즘 업계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
익을 주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도 초래한다. 발행부수 혹은 시청률을 추구하기
위해 일부 언론사들이 부당한 경쟁 수단인 가짜뉴스를 통해 시선을 끌었다.
사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신의 공신력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아직 “언론법”이 반포되지 않아 현존의 규범들은 강력한 징계 조치
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짜뉴스의 생산 및 전파를 막아내기에 여전히 어
려움이 많다(Tong Bing, 2001; Hu Ying, 2010; Lin Xisheng, 2011).
가짜뉴스의 위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 주목
하였다. 첫째, 사회에 대한 위험이다. 가짜뉴스가 매체를 통해 사회에서 전파
되어 사회 질서 또는 사회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불안정을
초해한다. 둘째, 매체의 공신력에 미치는 영향이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의
공신력이 손해되어 더 이상 독자에서 믿음을 얻기 힘들다. 특히 중국 같은 경
우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매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매체
의 공신력이 손해 된 것은 정부의 공신력도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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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게 주는 피해다.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개인이 될 수
있으며 기관 또는 국가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가짜뉴스로 1 차 피해를 입은
뿐 만 아니라 가짜뉴스에 따른 의론, 비평 심지어 지적 등 2 차 피해 때문에
명예 훼손, 심리 혹은 인신 창상을 입게 된다(Yang Baojun, 2006; Liao
Xiangdong, 2006; Cheng Fei, 2011)
가짜뉴스의 처리 조치에 대한 연구들은 세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첫째, 언
론인의 자율(自律)이다. 언론인은 뉴스 기자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지켜야하며
저널리즘 규범을 준수해야한다(Chen Lidan,2002). 그러나 Li Tiechui & Xiong
Yin(2011)는 중국 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지와 편집인이 뉴스 최종 등재를
결정하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기자와 편집인에게 주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연구의 문제점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는 것이다. Lu Di(2001)는 가짜뉴스를 ‘사실과 다른 뉴스’로 정
의하며 Chen Lidan(2002)는 가짜뉴스를 ‘기자가 날조한 뉴스’라고 정의했으며
가짜뉴스가 보도한 이슈나 사건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고 중장하였다. 심지
어 Yang Baojun(2006)는 가짜뉴스를 ‘진실성이 부재하여 뉴스라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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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주장하였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사례연구는 주로 국내(중국)의 가짜뉴스에 대해 연구하
였다. Ma Binbin(2015)는 ‘올해 10 대 가짜뉴스’을 연구주제로 중국의 가짜뉴스
를 연구하였다. Wang Fan(2013), Li Rui(2012), Zhou Sisi(2006)도 비슷한 국내
이슈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한·중 관계와 관련한 가짜뉴스 사례연구의 경우
는 주로 ‘단오절/단오제 논쟁’에 집중되었다. 임상훈·허재철(2014)는 한국의
강릉단오제를 연구하여 단오제와 중국의 반한 정서 간의 상호 관계를 제시하
였으며 더 많은 연구들은 한·중 단오절/단오제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구 단오
제의 정체성을 강조하였다(박진태, 2012; 이창식, 2012).
앞서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중국의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가짜뉴스의 개념 및 정의가 불명확하고 둘째, 가짜뉴스에 대한 사례연구는 주
로 국내(중국) 이슈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셋째, 한·중 관계와 관련한 가짜뉴스
사례연구는 주로 ‘단오절/단오제 논쟁’에 집중되어 가짜뉴스의 위험 또는 부
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였으나 중국 가짜뉴스 또는 언론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존에 논의된 가짜뉴스의 개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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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정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단일한 이슈를 연구
하는 것 보다 표본과 기간이 넓어져 이에 따른 분석한 중국 언론의 특징은
더 정확하고 가치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앞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짜뉴스의 범주, 즉 가짜뉴스를 구성
하는 제도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했고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 절에
서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겠다.
연구문제 1: 한 이슈에 대한 전체 보도 중에 가짜뉴스가 주도적인가? 즉, 가
짜뉴스의 비중 및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

연구문제 2: 중국여론에서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의 작성 주체가 무엇인가? 즉,
누가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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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가짜뉴스는 어떻게 보도됬는가?
연구문제 3-1: 가짜뉴스의 보도 형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2: 가짜뉴스의 보도 논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가짜뉴스에 대한 처리과정은 어떻게 보도됬는가?
정정 혹은 반론보도의 여부, 보도의 작성 주체, 그리고 보도의 내용을 통해
가짜뉴스의 처리 과정을 분석하겠다.

3.2 연구대상의 선정
3.2.1 매체
중국에서 공신력이 있는 전국적, 지역적 매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관지, 도시 매체, 인터넷매체 및 TV 매체를 모두 포함하여 <인민일보(人民
日报)>, <베이징 석간(北京晚报>, <베이징 청년보(北京青年报)>, <신쾨보(新快
报)>, <신경보(新京报)> 등 주류 매체를 선정하였다. 앞서 가짜뉴스의 범주에
대한 논의한 듯이 가짜뉴스는 기사 형식을 갖춘 것으로 제한되 있다. 따라서
기사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지라시’ 혹은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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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된 ‘루머’나 ‘유언비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체 별 사항 및 보도 건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총 79 건의 정리한 보도가
42 개의 중국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기관지 12 개, 도신 신문 26 개, 인터넷 매
체 3 개 그리고 TV 매체는 1 개였다. 기관지와 도시신문의 매체 수 또는 보도
건수는 전체 연구대상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선정(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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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이슈
본 연구는 한국과 관련하여 중국언론에서 가장 많이 전파되며 영향력이 큰
다섯 가지 이슈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1) 단오절/단오제 논쟁
2) 순중산 한국인 설
3) 한자 한국기원 설
4) 서법/서예 유네스코 등재 논쟁
5) 중국 신화의 한국 기원설
위와 같이 다섯 가지 이슈를 선정한 이유는 2010 년의 한국주중국대사관의
해명 때문이다. 2004 년부터 중국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가 점점 늘
어나면서 이로 인해 중국인들의 반한 정서 및 민족주의를 더욱 심화하였다(임
상훈·허재철, 2014). 결국 2010 년에 한국주중국대사관이 앞장서서 이를 해명
하기까지 이르렀다.
한국주중국대사관의 성명에서 여섯 가지 이슈를 제시하였지만 ‘조조 한국
인 설’7과 관련하여 실제 중국에서 공식 매체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적이 없으

7

‘조조 한국인 설’ 사례 배경: ‘<대한민보>의 보도에 따라 이화여대 정재서교수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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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전파되니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3.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양적 내용 분석과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양적 분석 및 질적 분석으로 나뉠 수 있다. 내용분석은 체계적
이고 저자의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텍스트, 영상, 기호 등 해석을 의미한
다(Krippendorf, 2013).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 및 이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의
비중, 빈도 및 주체를 파악하기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엔진인 ‘바이두 뉴
스검색(Baidu News Search)’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한 뉴스 정보를
Excel 로 정리하여 Pivot Table 을 통해 수량화 및 도표화 하였다.
가짜뉴스와 정정 및 반론보도가 어떻게 보도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을 통해 보도의 형식 및 논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텍스트를 분석하여 뉴스 내용의 허위 여부와 태도가 편향적인
지 아닌지를 파악한다.

중 역사에 대한 연구를 퉁해 삼국지의 조조의 조상이 한반도에 있다고 주장’이었다.
사실은 한국에서 <대한민보>라는 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재서교수가 이러한 주장
을 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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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유형
뉴스를 분석하기 위해 뉴스 기사의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최윤규·최용준
(2013)에 따르면 기사 유형은 스트레이트 기사(straight article)와, 해설 기사
(think piece), 피처(pitcher), 오피니언(opinion), 기획 특집(special project)으
로 구분할 수 있다.
8

스트레이트 기사는 육하원칙(六何原則) 에 따라 단순 사실만 나열한 기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오피니언은 언론사 사실과 칼럼, 기고로 정의한다. 해설 기
사는 단순 사실 뿐만 아니라 배경을 설명하거나 차이점을 분석하는 등 사실
을 더 자세하게 보도한 기사이고 피처는 흥미로운 내용이나 교양을 다룬 기
사로 정의한다. 기획 특집은 시리즈나 인터뷰 등 한 가지 주제를 심도 깊게
기사로 분류한다.

2) 논조 분석
뉴스 논조는 언론보도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 대상에 대한

8

역사 기사, 보도 기사 따위의 문장을 쓸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를 이른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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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나 태도를 의미한다(정수영·유세경, 2013). 논조 분석을 통해 기사의 주
제나 소재 또는 형용사 사용에 따라 이미지 또는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특
정 키워드, 판에 박은 문구(stock phrase), 정형화된 이미지, 정보원, 문장 등
과 같은 요소들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논조(tone)가 결합되어 창출되는 맥
락적 단서(contextual cue)들은 뉴스의 방향성을 이끌며, 특정 이슈나 추세에
대한 공중의 지각과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Entman, 1993; 이동근,
2009).
본 연구는 보도 논조를 기사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
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긍정, 중립 그리고 부정으로 구분했다. 기사 유형과
관련하여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중립으로 분류했다.
부정적/냉소적 논조: 선동적, 편향적, 냉소적, 부정적 또는 풍자적 단어/표
현이 사용되어 부정적 태도를 보여줌.
긍정적 논조: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 뿐만 아니라 교훈 혹은 계시를 통해 긍
정적 태도를 보여줌.
중립적/정보 전달적 논조: 가치판단을 보류하고 보도대상에 관한 객관적 사
실 서술을 의미함.
25

<표 2> 부정적 논조 정리
부정적 논조
한국어 번역

원문

한국어 번역

원문

강탈 되었다

被抢走

비애/무의미

悲哀/无聊

조상들에게 얼굴을 내밀
면목이 없다

有何颜面去见列祖
列宗

비굴하다

自卑和无自信

풍자적이다

讽刺

한국 학자의 외쪽생각

韩国学者的一
厢情愿

표절행위

剽窃行为

속에 꿍꿍이수작(꿍꿍이
셈)이 있다.

心里有鬼

강도

抢劫

마구 소리 지르다.

瞎嚷嚷

매우 웃긴다

非常搞笑

소란을 피우며 생떼를 부
리다

胡搅蛮缠

염치없는 사람은 무식하
无耻者无知，无知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
고, 무식한 사람은 두려움
者无畏
란이나 피우는 소인배
을 모른다

跳梁小丑

우주도 한국 것

宇宙都是韩国的

파렴치한 행동

无耻行径

중화문명에 대한 강탈

争夺中华文化

염치없는 약탈

厚颜无耻掠夺

한국인의 '식욕'이 점점 더 韩国人的“胃口”越 도둑놈 심보를 버리지 못
커지고있다.
来越大
하다

贼心不死

중국문화에 대한 표절

对中国文化的剽窃

무식하다

无知

조그마한 한국

小小韩国

(스스로) 재미없는 일을
찾아 하다

自讨没趣

국민 심리가 문제 있다

国民心理有问题

터무니없는 말

瞎话

장래성이 없는 나라

不太有出息的国家

자신을 모욕하다.

侮辱自己

도둑/강도

贼/强盗

국제 웃음거리

国际笑话

(한국)문화 자체가 기만적 其文化本身就具有
이다
浓重的欺骗性
또 한국에게 빼앗다

又被韩国抢先

수치스럽다

令人蒙羞

부정적 논조는 선동적, 편향적, 냉소적, 부정적 단어 혹은 표현이 사용되
며 부정적 태도를 보여준 것을 의미한다. 표현 자체가 부정적일 수가 있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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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자체가 중립적이지만 컨텍스트와 함께 고려하여 부정적 논조에 간주할 수
도 있다. 예컨대, ‘강탈’, ‘표절’, ‘비애’, ‘염치없다’ 혹은 ‘무식하다’ 등 표현 자체
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 논조에 간주한다. 또는 ‘우주도 한국 것’이라는
문장을 보면 ‘우주’, ‘한국’은 그저 중립적인 명사이지만 컨텍스트와 함께 해석
하면 부정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도 본 연구에서 부정
적 논조에 간주한다. ‘장래성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장래성’이라는 단어 자체
는 중립적이지만 ‘없는’와 합쳐 한국을 지칭할 때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
에 부정적 논조에 간주한다. ‘한국인의 식욕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 심리
가 문제 있다’ 등 표현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
정적 의미 또는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부정적 논조에 간주하였다.
이상 논의한 기준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79 건의 가짜뉴스의 텍스트
분석하여 부정적 논조를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논조는 세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첫째,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와 관련된 다섯 가지
이슈의 공통적인 특징은 ‘중국의 문화, 전통 또는 명인이 한국에게 빼앗다’의
식으로 보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난은 가짜뉴스에서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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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예컨대, ‘강탈’, ‘표절’, ‘빼앗다’, ‘소란을 피우며 생떼를 부리다’, ‘파렴치
한 행동’ 또는 ‘풍자적’ 등 부정적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비난이다. 행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
난도 나타났다. ‘조그마한 한국’, ‘장래성이 없는 나라’, ‘비굴하다’, ‘소인배’, ‘도
둑’, ‘강도’ 등 표현이 한국을 지칭 또는 형용하여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 비
난하였다.
셋째, 추가적 부정적 해설이다. 행위 또는 한국에 대해 직접 비난하지 않
았으나 추가적 해석을 통해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순중산 한국
인 설’과 관련하여 <강서 TV>가 보도한 가짜뉴스에서 ‘우주도 한국 것’이라는
표현이 나타났다. 이는 보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난 추가적 해설이었다.
‘우주도 한국 것’이라는 표현은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남의 것을 약탈하겠다’
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 풍자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긍정적 논조는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 뿐만 아니라 교훈 혹은 계시를 통해
긍정적 태도를 보여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가 가짜뉴스이기 때
문에 긍정적 논조가 무조건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이러한 가짜 뉴스는 관심을 자극하고 끌어 들이기 위한 것이며 책임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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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긍정적 논조 정리
긍정적 논조
한국어 번역

원문

한국 강릉시의 민간무형문화에 대한 중
시 및 보호를 통해 강릉단오제가 지역문
화의 상징이 되었다.
강릉 단오제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및 미적 가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할 수 있는 근원이다.
한국 강릉시는 단오제를 통해 다른 나라
와 문화보호에 대해 성공 경험을 공유하
였다.
자기의 전통문화를 중시해야하며 보호
해야 한다.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성공은 중국에게
좋은 계시를 주었다
(한국 단오제는)중국의 문화보호에 대해
참고할 가치가 있다
문화의 민족성을 중요시하는것 보다 문
화 발전의 세계적인 의미를 중요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강릉 단오제를 배워야 하며 젊은층을 끌
어들어야 한다
한국은 전통문화에 현대적 요소를 도입
하여 세계적 인정을 받았다.
세계문화유산은 인류의 공통적인 재부
이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관심을 자극하고 끌
어 들이기위한 것이며 책임감 없는 행위
이다

韩国江陵市政府对民间无形文化的高度重视和有
效的保护。正是这一举措，使得一个民间节日成
为江陵文化的标志，韩国民族精神的象征
端午祭历史价值、文化史价值和美学价值之所
在，是被列为韩国国家指定的无形文化遗产的根
本所在。

국민의 심리 상태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国人的心态值得反思

韩国江陵以端午祭为载体的文化活动，与世界各
国分享文化保护的经验
应该对自己的传统文化有足够重视，加强保护
韩国申遗成功实际上给中方带来了很好的启示
对于中国文化遗产的保护有借鉴意义
过分执著于文化的民族性，而忽略了文化发展的
世界意义，这对文化发展和认同并不是一件有利
的事情
要学习“江陵端午祭”的一些做法，吸引年轻人，
“薪火相传”
韩国把传统的文化活动注入了现代的元素，成功
地实现了现代转型，并得到了国际认同
无形遗产属于全人类共享
这样的假新闻只是为了刺激，吸引眼球，是不负
责任的行为

한국에 대해 편견이 없다면 언론이 센세 如果不是对韩国抱有成见，媒体难以达到制造轰
이션을 일으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动效应之目的
한· 중 문화는 한 줄에 끊임없이 내려오
고 있으며 역사적 연원은 끊기기가 어렵
다.
(중국은) 문화적 열등감에서 벗어나야한
다

中韩文化一脉相承，历史渊源难以割断
应从文化自卑中解脱出来

행위이다’의 문장에서 ‘책임감 없다’의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가짜뉴스
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긍정적 논조에 간주하였다. 긍정적 논조는 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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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뉴스에 대한 반론보도에서 나타났지만 한국 문화를 소개한 단순한 해설 기
사에서도 나타났다. 79 건 뉴스 보도에서 출현한 긍정적 논조는 <표 3>와 같이
정리하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 이외에 긍정적 논조는 두가지 측면에서 반
영되었다.
첫째, 한국 강릉단오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이다. <신안전(新安全)>은 해설
기사를 통해 강릉단오제를 소개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보도 내용을 보
면 ‘한국 강릉시의 민간무형문화에 대한 중시 및 보호를 통해 강릉단오제가
지역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강릉단오제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및 미적
가치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근원이다’ 또는 ‘한국 강릉시는 단
오제를 통해 다른 나라와 문화 보호에 대해 성공 경험을 공유하였다’ 등으로
기술하였다. 한국 정부의 민간 문화에 대한 중시와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강릉단오제의 역사적, 문화적, 미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남
방일보(南方日报)의 경우 ‘한국은 전통문화에 현대적 요소를 도입하여 세계적
인정을 받았다’고 기술하며 한국 정부의 전통 문화 보호 방식에 대해 높이 평
가하였다.
둘째, 중국이 배울 수 있는 교훈과 계시다. 동남조간(东南早报)는 ‘(한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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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가) 중국의 문화 보호에 대해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기술하였으며 ‘문화
의 민족성을 중요시하는 것 보다 문화 발전의 세계적인 의미를 중요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저우야간신문(郑州晚报)> 및 <산시뉴스(山
西新闻网)>는 중국에게 주는 교훈에 입각하여 보도하였다. <정저우야간신문(郑
州晚报)>는 ‘한국에 대해 편견이 없다면 언론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렵다’고 하며 중국 국민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산시
뉴스(山西新闻网)>는 ‘한· 중 문화는 한 줄에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으며 역사
적 연원은 끊기기가 어렵다’고 하며 중국인들이 문화적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부정적 논조와 관련된 표현들을 정
리하였다. 제 4 장에서 이슈 별로 자세한 논조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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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례 분석결과
9

4.1 단오절/단오제 논쟁
4.1.1 사례 배경
단오(端午)는 최초에 중국 한대(漢代)의 문헌에 나타났지만 현재는 한국·중
국·일본 등 나라에서 명절로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8 년이전에는 공식 공휴일이 아니 였으며 중국인은 그저 명절 중 하나 뿐
이라도 인식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단오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였
으며 공휴일도 아니고 그저 강원도 강릉에서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로 지역
적인 제사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2005 년 11 월 25 일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자, 중국인들이 한국이 자신
들의 명절 단오를 강탈해 갔다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중국여론에서 한국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최초의 보도는 2004 년 5 월 6 일 기관지인 인민
일보(人民日報)가 “자기의 전통 명절을 잊지 말아 10 ”의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9

단오(端午)는 음력 5 월 5 일을 말하며 수릿날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한다. 한국·중

국·일본 등에서 지키는 명절이며 중국에서는 중오(重午) ·중오(重五) ·단양(端陽) ·오월절
이라고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0

<인민일보>, 2004 년 5 월 6 일, “자기의 전통 명절을 잊지 말아”

출처: http://data.people.com.cn/rmrb/2004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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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단오제와 단오절의 유래와 차이점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국이 중
국의 전통 명절을 강탈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 이후 중국 여론에서 단오제/
단오절에 대한 보도가 다양하게 보도되었다. 본 연구는 2004 년부터 2017 년
까지 중국 여론의 보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4.1.2 분석 결과
1) 비중 및 빈도
<그림 1> 단오절/단오제에 대한 보도 건수 (건)
12
10
8
6

사실

4

허위

2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언론에서 2004 년부터 2017 년까지 한국 단오제에대한 총 보도 건수는
49 건이었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듯이 보도가 한국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한
2005 년과 전년인 2004 년에 집중되었다(22 건, 47%). 가짜뉴스는 10 건이 있었
고 전체 뉴스의 20%를 차지하였다. 2004 년에 단오제에 대한 가짜뉴스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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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要冷落了自己的传统节日

한국 단오제를 '단오절'로 그대로 오용
주역 유네스코 등재 논쟁과 함께 비판
주역 유네스코 등재 논쟁과 함께 비판

스트레이트 중립 韩国媒体关注中国保卫端午举动 称申报确有其事
惊闻韩国申报端午节
端午节申遗中国输给韩国

闲云：不与韩国争周易申遗的败家子心态
不与韩国争周易申遗的败家子心态

오피니언 부정적
기획 특집 부정적 韩国端午祭尝甜头 拟改中医为韩医申报世界遗产
韩国揽走端午节并非坏事

오피니언 부정적

오피니언 부정적
오피니언 부정적
오피니언 부정적

허위
허위
허위
허위
허위
허위
허위

기관지

도시 신문

기관지

기관지

도시 신문

도시 신문

기관지

차이나뉴스(中新网)

동방망(东方网)

인민일보(人民日报)

차이나뉴스(中新网)

사천뉴스(四川新闻网)

동북망(东北网)

환구시보(环球时报)

2004.5.11

2005.11.28

200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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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17

2009.1.9

2009.1.9

한국 단오제를 '단오절'로 그대로 오용

1. 한국 단오제를 '단오절'로 그대로 오용; 2. 중국 단오절은
강탈 되었다고 주장
1. 중국이 한국에게 졌다; 2. 한국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빼앗
다.

1. 한국 단오제를 '단오절'로 그대로 오용;

1. 한국 단오제를 '단오절'로 그대로 오용; 2. 중국 단오절은
강탈 되었다고 주장

2004.5.11

端午申遗：我们不能割断自己的文化之根

기획 특집 부정적

허위

기관지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1. 한국에게 졌다; 2. 한국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빼앗다

2004.5.13

기획 특집 부정적 韩国准备申报端午节为文化遗产为国人敲响警钟

오피니언 부정적

허위

허위

핵심내용
1. 한국 단오제를 '단오절'로 그대로 오용; 2. 중국 단오절은
강탈 되었다고 주장

도시 신문

기관지

제목

야간신문(新闻晚报)

인민일보(人民日报)

2004.5.6

매체 분류 사실 여부 기사 유형 논조

2004.5.9

매체

보도 일자

많았으며(5 건) 2005 년부터 2007 까지 각 1 건 씩 보도되며 2008 년에 없었지

만 2009 년에 또 2 건의 가짜뉴스가 다시 나타났다. 2009 년에 나타난 2 건의

가짜뉴스를 살펴보면 당시에 ‘주역(周易) 유네스코 등재’와 연관되 있다. ‘주역

의 유네스코 등재’도 역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였으며 주역 이슈를 꺼내

자 과거의 단오절/단오제 논쟁을 함께 ‘비판’한 가짜뉴스였다.

<표 4> 강릉 단오제에 대한 가짜뉴스 정리

2) 주체
<표 4>에서 볼 수 있 듯이 한국 단오제에 대한 가짜뉴스는 총 10 건이 보도
되었으며 그 중에서 기관지에서 6 건, 도시 신문에서 4 건이 보도되었다. 인민
일보(人民日報),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차이나뉴스(中新網), 환구시보(环球时
报)는 중국 공산당이 직접 관리하며 발행하는 전국적인 기관지이며 야간신문
(新聞晚報)，동방망(東方網), 사천뉴스(四川新聞網), 동북망(东北网)은 중국 지
방정부가 관리하는 도시 매체들이다.

3) 보도 방식
가짜뉴스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들은 <인민일보>의 2004 년 5 월 6 일의 첫번
째 보도를 많이 인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5 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보도들,
예컨대 <야간신문>, <중국청년보>, <동방망>은 <인민일보>의 보도내용을 인용
하여 전문가의 해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단오제’를 ‘단오절’로 그대로 오용 혹은 악용하는 것이다. 한국
단오제와 중국 단오절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국은 단오절을
35

유네스코 등재 하겠다/하였다’의 식으로 진술하여 독자에게 사실과 전혀
다르게 알려주어 독자가 오해할 수 밖에 없었다.
<표 5> ‘단오제 논쟁’ 논조
부정적 논조

긍정적 논조
한국어 번역
원문
韩国江陵市政府对民
间无形文化的高度重
한국 강릉시의 민간무형문화
视和有效的保护。正
인민일보(人民日 에 대한 중시 및 보호를 통해
강탈 되었다
被抢走
是这一举措，使得一
报)
강릉단오제가 지역문화의 상
个民间节日成为江陵
징이 되었다.
文化的标志，韩国民
族精神的象征
端午祭历史价值、文
강릉 단오제의 역사적 가치,
化史价值和美学价值
조상들에게 얼굴을 내밀 면목
야간신문(新闻晚 문화적 가치 및 미적 가치는
有何颜面去见列祖列宗
之所在，是被列为韩
이 없다
报)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国国家指定的无形文
있는 근원이다.
化遗产的根本所在。
韩国江陵以端午祭为
한국 강릉시는 단오제를 통해
중국청년보(中国青
载体的文化活动，与
풍자적이다
讽刺
다른 나라와 문화보호에 대해
年报)
世界各国分享文化保
성공 경험을 공유하였다.
护的经验
应该对自己的传统文
자기의 전통문화를 중시해야
표절행위
剽窃行为
化有足够重视，加强
하며 보호해야 한다.
保护
동북망(东北网)
韩国申遗成功实际上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 성공은
강도
抢劫
给中方带来了很好的
중국에게 좋은 계시를 주었다
启示
(한국 단오제는)중국의 문화
对于中国文化遗产的
보호에 대해 참고할 가치가
保护有借鉴意义
있다
过分执著于文化的民
문화의 민족성을 중요시하는
族性，而忽略了文化
것 보다 문화 발전의 세계적
发展的世界意义，这
인 의미를 중요시하는 것이
对文化发展和认同并
더 필요하다.
不是一件有利的事情
要学习“江陵端午祭”
강릉 단오제를 배워야 하며
的一些做法，吸引年
젊은층을 끌어들어야 한다
轻人，“薪火相传”
韩国把传统的文化活
한국은 전통문화에 현대적 요 动注入了现代的元
소를 도입하여 세계적 인정을 素，成功地实现了现
받았다.
代转型，并得到了国
际认同
세계문화유산은 인류의 공통 无形遗产属于全人类
적인 재부이다.
共享
한국어 번역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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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안전(新
安全)

신경보(新
京报)

동남조간
(东南早
报)

신경보(新
京报)
남방일보
(南方日
报)
동방망(东
方网)

셋째, 보도 논조의 경우 부정적인 논조가 절대다수였다. 10 건 중 9 건의 보
도 논조가 부정적이었다. ‘중국의 전통 문화가 한국에 강탈되었다’ 혹은 ‘중국
이 한국에게 졌다’ 등 표현은 사실과 다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심과 반한
(反韓)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표현들이다. <중국청년보>의 보도
에서 ‘단오절이 중국의 전통 명절인데 지금 외국인이 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
으로 등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풍자적이다’라는 진술과 <동방망>의 보도
에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강탈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의 이웃 나라 한국이
다’의 진술을 통해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력히 비판하였다.
가짜뉴스 중에 유일한 중립적인 보도는 <차이나뉴스>의 보도였다. 스트레이
트 기사의 형식으로 ‘한국이 단오절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라
는 내용을 전달만 하였으나, ‘단오제’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대로 ‘단오
절’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차이나뉴스>의 보도도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4) 처리 과정
2004 년~2017 년 사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반론보도는 총 14 건이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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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인터넷

텐선트뉴스(腾讯新闻)
넷이즈(网易)

화상보(华商报)

도시 신문

현대속보(现代快报)
조간신문(新闻晨报)
신경보(新京报)
베이징석간(北京晚报)
베이징TV(北京TV)
동방망(东方网)

기관지

대중일보(大众日报)

신안전(新安全，인민일보 소속…
남방일보(南方日报)
0

1

2

3

4

5

림 2>에 따르면 2004 년(4 건)과 2005 년(6 건)에 반론보도가 가장 빈번하게
보도되었고 2009 년(2 건)에 다시 등장하며 2014 년 및 2015 년에 각 1 건
씩 있었다. 2008 년 이후 공식 매체에서 가짜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지만 각종
민간 웹사이트에서 한국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림 2> 단오제 논쟁 관련 반론보도 연도별 추이 (건)
7
6
5
4
3
2
1
0

반론
일반

<그림 3> 반론보도 매체 별 분류와 보도 건수 (건)

<그림 3>에 따르면 도시 신문이 반론보도에서 11 건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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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해설

이지

39
오피니언 긍정적
긍정적

기획 특집 긍정적
기획 특집 중립
긍정적
긍정적

해설
해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도시 신문
도시 신문

도시 신문
인터넷 매체

대중일보(大众日报)

베이징TV(北京TV)
화상보(华商报)

2005.12.28

2009.5.26 텐선트뉴스(腾讯新闻) 인터넷 매체
도시 신문
도시 신문

신경보(新京报)

2005.12.4

2014.9.25 베이징석간(北京晚报)

2015.6.18

넷이즈(网易)

오피니언 긍정적

사실

도시 신문

동방망(东方网)

2005.11.28

2009.5.28
2012.4.6

오피니언 긍정적

사실

기관지

남방일보(南方日报)

2005.11.28

해설

오피니언 긍정적

사실

도시 신문

신경보(新京报)

2005.11.26

한국 단오제 소개

한국 단오제 소개
1. 단오제/단오절 차이 구분；2.
韩端午祭成功申遗提醒我们
'민간 문화 보호법'요구
韩国端午祭申遗成功不是坏
중국 문화 보호에 대한 반성
事
韩国端午"申遗"成功的启示 중국 문화 보호에 대한 반성
韩国端午祭成功申遗的文化 1. 단오제/단오절 차이 구분；2.
중국 문화 보호에 대한 반성
传承之思
对端午申遗之憾须有理性态
중국 문화 보호에 대한 반성
度
1. 다오제는 원래 한국 것; 2.한
端午祭本来就是韩国的节日
국 단오제 소개
한국 단오제 소개
从韩国端午祭开始
단오제에 대해 오해가 있다.
端午节申遗其实是误会
从端午到泡菜火炕：韩国申 1. 기존의 보도에서는 착오가 있
遗为何触动中国人神经 다; 2. 단오제/단오절 차이 구분
다오제는 원래 한국 것
端午祭本来就是韩国的
긍정적 韩国“江陵端午祭”申遗成功

해설

사실

韩国的端午祭

긍정적

2004.7

해설

사실

도시 신문

조간신문(新闻晨报)

2004.5.12
사실

사실

도시 신문

신경보(新京报)

2004.5.12

신안전(新安全，인민일
기관지
보 소속 월간 잡지)
2005.11.26 현대속보(现代快报) 도시 신문

사실

도시 신문

신경보(新京报)

2004.5.11

논조

핵심내용
제목
韩国申遗项目非端午节 专家
단오제/단오절 차이 구분
긍정적
해설
称国人“跟风”
文化部希望勿炒“韩国端午
기존의 보도에서는 착오가 있다
스트레이트 긍정적
申遗”
韩国申遗江陵端午祭 探寻端
단오제/단오절 차이 구분
중립
해설
午节、端午祭之异

매체 분류 사실 여부 기사 유형

매체

보도 일자

차지하였다. 신경보(新京報)11의 경우 ‘단오절/단오제 논쟁’에 대해 4 건의 반론

보도를 하여 책임 있는 지역 매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표 6> 가짜뉴스에 대한 반론 보도 정리

신경보(新京報)는 <광명일보>와 <남방일보> 연합 주관하여 2003 년에 창간하였다.

현재 베이징 시가 직접 관리하고있는 지역적인 도시신문 매체이다. 출처: 신경보 홈페

반론보도의 형식은 주로 ‘해설’ 및 ‘오피니언’으로 나뉜다. ‘해설’의 경우
한·중 단오절/단오제 차이점을 설명하였고 ‘오피니언’의 경우 언론사의 의견
이나 입장이 발힌다. <남방일보>, <동방망> 등 매체들은 반론보도에서 한·중
단오절/단오제 차이점을 설명 뿐 만 아니라 중국 문화 보호에 대해 반성하였
다.
5) 소결
앞서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단오절/단오제 논쟁에서 중국 여론의 가짜
뉴스는 모두 기관지 및 도시신문에서 보도되며 전체 뉴스의 20%를 차지하였
다. 보도들은 한국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한 2005 년과 전년인 2004 년에 집중
되었다(22 건, 47%)
둘째, 보도 방식의 경우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들은 주로 <인민일보>의
2004 년 5 월 6 일의 첫번째 보도를 검증없이 인용했다. 한국 단오제와 중국
단오절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국은 단오절을 유네스코 등재 하
겠다/하였다’의 식으로 진술하여 독자에게 사실과 전혀 다르게 알려주었다.
셋째, 보도 논조의 경우 부정적인 논조가 절대다수였다. 선동적 진술을 통
해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력히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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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2 순중산(孫中山)

한국인 설

4.2.1 사례 배경
단오절/단오제 논쟁 이후 중국여론에서 많은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전파되었다. 만약 단오절/단오제 논쟁은 중국 여론이 한국 혹은 단오제에 대
한 오해로 인했다면 순중산이 한국인이라는 주장을 보도하는 뉴스는 철저히
날조된 가짜뉴스들이었다. 순중산의 한국인 설의 정보원은 공식 매체 아닌 민
영 웹사이트인 톈야카페(天涯社区)의 한 게시글 이었다. 게시글 내용에 따르면
“한국 <조선일보>가 성균관대학교 역사학과 박분경교수가순중산의 족보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순중산이 한국혈통이 있다고 주장을 보도하였다”고 글을 올
렸다. 실은 <조선일보>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 한적이 없었고 박분경이라는 교
수도 날조된 것이다. 그러나 공식 매체인 신쾨보(新快报)는 이런 내용을 그대
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그 이후 ‘순중산 한국인 설’에 대한 가짜뉴스와 반론
보도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12

순중산(孫中山): 이름은 문(文). 광둥(广东)성 샹산(香山)〔지금의 중산(中山)〕시 사람.

중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가로, 신해혁명(1911 년) 후 중화민국의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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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분석 결과
1) 비중 및 빈도
<그림 4> ‘순중산 한국인 설’에 대한 보도 건수 (건)
4
3
2

사실

1

허위

0
2008.7.31 2008.8.1 2008.8.18 2008.8.2

2008.8.6

2009.1.2

2012.7.4

<그림 4>에 따르면 중국 공식 매체에서 ‘순중산 한국인 설’에 대한 보도는
총 10 건이 있었다. 그와 중에 가짜뉴스는 4 건이 있었고 2008 년 7 월 31 일 및
8 월 1 일에 집중적으로 보도 되었다.

2) 주체
<표 7>에서 볼 수 있 듯이 가짜뉴스의 보도 주체는 도시 신문 및 TV 매체
였다. 도시 신문인 <신쾨보>, <동방망>, <신민야간신문>은 7 월 31 일에 가짜뉴
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8 월 1 일에 가짜뉴스를 보도한 <강서 TV>는 본
연구의 전체 가짜뉴스 중에 유일한 TV 매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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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스트레이트 중립
스트레이트 중립
긍정적

해설

사실
사실
사실
사실

도시 신문
기관지
기관지
도시 신문

정저우야간신문(郑州晚报)
환구시보(环球时报)
차이나뉴스(中新网)
산시뉴스(山西新闻网)

2008.8.6

2008.8.18
2009.1.2

2012.7.4

해설

중립
중립
중립
부정적
중립
중립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오피니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허위
허위
허위
허위
사실
사실

도시 신문
도시 신문
도시 신문
TV매체
기관지
도시 신문

신쾨보(新快报)
동방망(东方网)
신민야간신문(新民晚报)
강서TV(江西卫视)
환구시보(环球时报)
양청야간신문(羊城晚报)

2008.7.31
2008.7.31
2008.7.31
2008.8.1
2008.8.2
2008.8.2

매체 분류 사실 여부 기사 유형 논조

매체

보도 일자

정정/반
핵심내용
제목
론
韩国教授称孙中山有韩国血统
허위
톈야카페(天涯社区)의 게시
허위 韩国大学教授研究孙氏族谱 称孙中山有韩国血统
글 내용을 검증없이 인용하
허위 韩教授称孙中山有韩国血统 五千多中国网民回击
여 보도됨.
孙中山是韩国后裔？
허위
韩媒称中国媒体捏造“孙中山有韩国血统”
반론
가짜뉴스 내용에 대한 반박
韩媒称从未报道过孙中山有韩国血统
반론
1.가짜뉴스 내용에 대한 반
박; 2. 가짜뉴스가 쉽게 전
“孙中山系韩国人”是假新闻
반론
파 되는 점에 대한 반성
韩驻华大使:有关“孙中山是韩国人”报道系捏造
반론
가짜뉴스 내용에 대한 반박
반론 媒体评08年十大假新闻：“孙中山是韩国人”入围
1.가짜뉴스 내용에 대한 반
孙中山是韩国人？ 假教授炮制假新闻背后 박; 2. 가짜뉴스가 쉽게 전
반론
파 되는 점에 대한 반성

<표 7> ‘수중산 한국인 설’ 관련 보도 정리

3) 보도 방식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4 건의 가짜뉴스가 모두 톈야카페(天涯社区)의 게시글

내용을 검증없이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도시 신문의 경우 스트레이트의 형식으로 보도하여 허위 정보 내용만 보도
하였다. 따라서 논조는 중립적이고 편향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가 해
석이나 비판하지 않았다.
<표 8> ‘수중산 한국인 설’ 관련 보도 논조
부정적 논조
한국어 번역

매우 웃긴다

원문

非常搞笑

염치없는 사람은 무식하고, 무 无耻者无知，无
식한 사람은 두려움을 모른다
知者无畏

우주도 한국 것

긍정적 논조
한국어 번역

출처

이러한 가짜 뉴스는 관심을
자극하고 끌어 들이기위한 것
이다.
국민의 심리 상태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대해 편견이 없다면
언론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목
강서TV(江西卫视)
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원문

출처

这样的假新闻只是为
了刺激，吸引眼球
정저우야
国人的心态值得反思 간신문(郑
州晚报)
如果不是对韩国抱有
成见，媒体难以达到
制造轰动效应之目的

한·중 문화는 한 줄에 끊임없
中韩文化一脉相承，
산시뉴스
이 내려오고 있으며 역사적
历史渊源难以割断
(山西新闻
연원은 끊기기가 어렵다.
网)
문화적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应从文化自卑中解脱
한다
出来

宇宙都是韩国的

그러나 TV 매체의 경우 오피니언의 형식으로 허위내용을 보도 뿐 만 아니
라 부정적 어휘를 사용하여 추가적 해석을 하였다. 한국에 대하여 ‘웃긴다’,
‘염치없다’, ‘무식하다’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보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되면 우주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해 강력히 비판
하였다.신문 매체보다 극단적으로 부정적, 감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한 나라
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중국 TV 매체에서도 보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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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과정
단오절/단오제 논쟁과 유사하게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들은 스스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퍼지자 바로 8 월 2 일부터 반론보도가 점차
등장하였다.
‘순중산 한국인 설’에 대한 반론보도의 형식은 ‘스트레이트’와 ‘해설’로 나뉜
다. <환구시보(环球时报)>, <양청야간신문(羊城晚报)> 등 매체들은 스트레이트
기사의 형식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반박하였다. 특히 <환구시보>의 경우, 한국
특파 기자가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게 직접 보도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주중국대사 신정승(辛正承)을 통해 8 월 18 일에 다시 가
짜뉴스의 허위임을 강조하였다.
<정저우야간신문(郑州晚报)>과 산시뉴스(山西新闻网)는 ‘해설’의 형식으로 반
론보도를 하였다. 두 기사는 ‘순중산 한국인 설’의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산되
는지를 배경 설명을 하였으며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짜뉴스가 왜 중국
에서 쉽게 전파 되는 점에 대해 반성하였다. <정저우야간신문(郑州晚报)>의 경
우, ‘이러한 가짜뉴스는 관심을 자극하고 끌어 들이기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
며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하였다. ‘국민의 심리 상태가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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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해 편견이 없다면 언론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
다’고 주장하였다. <산시뉴스(山西新闻网)>는 ‘한· 중 문화는 한 줄에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으며 역사적 연원은 끊기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중국인은 ‘문화
적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5) 소결
‘순중산 한국인 설’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이틀 (7 월 31 일 및 8 월 1 일) 만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단기적인 특징이 보인다. 보도 주체는 도시 신문 및
TV 매체 였으며 8 월 1 일에 가짜뉴스를 보도한 <강서 TV>는 본 연구의 전체
가짜뉴스 중에 유일한 TV 매체였다. 신문 매체보다 극단적으로 부정적, 감정
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한 나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중국 TV 매체에서도 보
기 드물다.
처리과정의 경우 정정보도는 없었으며 반론보도에서 두 가지 특징이 보인
다. 첫째, 반론이 신속하다. 7 월 31 일에 가짜뉴스들이 등장하였지만 이틀 만에
반론보도가 등장하였다. 둘째, 기관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환구
시보>의 경우는 두 가지 스트레이트 반론을 보도하여 대표 매체로서의 사실
46

규명 역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

4.3 한자(漢字) 한국기원 설
4.3.1 사례 배경
한자의 한국기원 설은 두 가지 이슈로 나뉜다. 하나는 ‘한국이 한자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서울대 박정수교수가 한민족
이 한자를 발명했고 정부에게 한자를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
다’는 보도들이었다. 이러한 보도들은 주로 2006 년부터 2007 년까지 집중적으
로 전파되었다. 실제 상황은 서울대에서 박정수라는 교수가 없고 한국도 한자
를 유네스코 등재하겠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 또 한가지 이슈는 인제대
학교 진태하교수가 ‘한자(漢字)는 중국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 동이족(東夷
族)이 만든 우리 글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데 한
국만 모른다’는 주장이다 13 . 진태하교수는 실제 이런 주장을 했으나 학계에서
는 주류 주장은 아니다. 심지어 한국 매체가 ‘충격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으

13

Newdaily, ‘中학계, 한자는 동이족 문자...한국만 몰라’, 2011 년 4 월 17 일.

Link: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10417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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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소수 학자의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여
론에서 이에 대한 반박이 많이 퍼졌으나 진태하교수는 이러한 주장 한적이
실제적으로 있고 주장의 잘잘못은 아직 결론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이 이슈
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지않고 가짜뉴스인 첫번째 이슈를 집중하여 분석하였
다.
4.3.2 분석 결과
1) 비중 및 빈도
‘한자 한국 기원 설’과 관련된 중국 언론의 보도는 총 9 건이 있었다. 가짜
뉴스는 6 건으로 전체 보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6 년과 2007 년에
집중하였다.

2) 주체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들의 주체를 살펴보면 도시 신문 4 건 그리고 기관
지는 2 건이 있었다. 첫 번째로 보도된 가짜뉴스는 2006 년 10 월 25 일에 <동
아경제무역>가 보도하였다. 그러나 중국언론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 이슈가 되
지않았다. 2007 년에 <신쾨보>가 이 이슈에 대해 다시 가짜뉴스를 보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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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한국 기원 설’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같은 도시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신쾨보>의 영향력이 <동아경제무역>보다 크기 때문이다.
3) 보도 방식
<표 9> ‘한자 한국 기원 설’ 관련 보도 정리

보도 일자

매체

매체 분류 사실 여부

기사 유형

논조

정정/반
론

2006.10.25 동아경제무역(东亚经贸新闻) 도시 신문

허위

2007.12.11

신쾨보(新快报)

도시 신문

허위

오피니언 부정적

허위

2007.12.12

신화신문업(新华报业网)

도시 신문

허위

오피니언 부정적

허위

2007.12.14

중국경제(中国经济网)

기관지

허위

오피니언 부정적

허위

2007.12.14

차이나뉴스(中新网)

기관지

사실

스트레이트 중립

스트레이트 중립

허위

반론

2007.12.19

환구시보(环球时报)

기관지

사실

2007.12.27

후베이일보(湖北日报)

도시 신문

허위

2011.5.10

궈커(果壳网)

인터넷 매체

사실

스트레이트 중립

반론

2015.12.5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

기관지

허위

스트레이트 중립

허위

스트레이트 중립
오피니언 부정적

반론
허위

제목
怎么都成韩国的了 韩国人发明了汉
字？
韩学者称韩国人发明汉字提出为汉字
申遗
韩国拟申遗汉字,我们该反思什么
韩国凭什么申遗汉字 可曾发现过半片
甲骨文?
韩联社澄清韩国没有汉字申遗 中国报
道属误传

핵심내용
1. ‘서울대 박정수교수가 한민
족이 한자를 발명했고 정부에
게 한자를 한국의 세계문화유
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
2. 한국 정부는 한자를 유네스
코 등재 준비중
가짜뉴스 내용에 대한 반박

1.가짜뉴스 내용에 대한 반박 ;
韩国为汉字申遗主张系非主流言论 2. 소수 한국 학자의 극단적인
주장 뿐
한국 정부 한자를 유네스코 등
无所谓韩国对汉字申遗的耻行
재에 대한 비판
1.가짜뉴스 내용에 대한 반박 ;
韩国“学者”的汉字起源说
2. 소수 한국 학자의 극단적인
주장 뿐
韩国拔河申遗成功 汉字、风水等也已 한국 정부 한자를 유네스코 등
列入韩申遗计划
재에 대한 비판

가짜뉴스의 기사 형식의 경우, ‘오피니언’이 대다수였다. <동아경제무역>과
<중국청년망>은 ‘한국인이 한자를 발명했다’는 허위 내용을 ‘스트레이트’ 기사
형식으로 전달하였다. <신쾨보>, <신화신문업>, <중국경제>와 <후베이일보>의
경우 해석을 추가하여 ‘오피니언’ 기사 형식으로 가짜뉴스들을 보도하였다. 논
조를 살펴보면 4 건의 오피니언 기사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매우 부정적이었
다. 4 건의 가짜뉴스가 모두 ‘한자 한국인 설’을 한국인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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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탈했다고 인식하며 직접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였다. <신쾨보
(新快报)>의 경우, ‘이는 중국 문화를 강탈하는 것이다’의 표현을 사용하여 직
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하였으며 <신화신문업(新华报业网)>은 ‘조그마
한 한국’ 등 부정적인 어휘로 한국에 대해 경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
경제(中国经济网)> 및 <후베이일보(湖北日报)>는 위의 두 언론사보다 더 강력
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행위에 대해 반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하였다. 행위에 대하여 ‘한국 학자의 외쪽생각’ 또는
‘파렴치한 행동’, ‘염치 없는 약탈’, ‘국제 웃음거리’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
하였고,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 심리가 문제 있다’, ‘(한국)문화 자체가 기만적
이다’, ‘비굴하다’, ‘소인배’, ‘도둑’, ‘강도’ 등 어휘를 통해 직접적으로 한국을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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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한자 한국 기원 설’ 관련 보도 논조
부정적 논조
한국어 번역
중화문명에 대한 강탈

원문

출처

争夺中华文化

한국인의 '식욕'이 점점 더 커
지고있다.

韩国人的“胃口”
신쾨보(新快报)
越来越大
对中国文化的剽
중국문화에 대한 표절
窃
조그마한 한국
小小韩国
신화신문업(新华报
중화문명에 대한 강탈
争夺中国文化
业网)
중화문명에 대한 강탈
争夺中华文化
국민 심리가 문제 있다
国民心理有问题
不太有出息的国
장래성이 없는 나라
家
其文化本身就具
(한국)문화 자체가 기만적이다
有浓重的欺骗性
비애/무의미
悲哀/无聊
비굴하다
自卑和无自信 중국경제(中国经济
网)
韩国学者的一厢
한국 학자의 외쪽생각
情愿
속에 꿍꿍이수작(꿍꿍이셈)이
心里有鬼
있다.
마구 소리 지르다.
瞎嚷嚷
소란을 피우며 생떼를 부리다
胡搅蛮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란이
跳梁小丑
나 피우는 소인배
파렴치한 행동

无耻行径

염치없는 약탈
도둑놈 심보를 버리지 못하다
무식하다
(스스로) 재미없는 일을 찾아
하다
터무니없는 말
자신을 모욕하다.
도둑/강도
국제 웃음거리

厚颜无耻掠夺
贼心不死
无知
自讨没趣

후베이일보(湖北日
报)

瞎话
侮辱自己
贼/强盗
国际笑话

4) 처리 과정
가짜뉴스에 대한 반론보도는 총 3 건이 보도되었다.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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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트의 기사 유형으로 가짜뉴스 내용에 대해서만 반박 및 사실 규명을
하였다. 반론보도를 한 매체는 기관지 및 인터넷 매체였다. <차이나뉴스>와 <
궈커>는 중국의 일부 언론사가 확인하지 못한 허위 정보를 보도한 것을 언급
하였으면 <환구시보>는 개별 한국 학자가 한국이 한자를 유네스코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적은 있었으나 한국 학계에서 주류 주장이 아닌 것을 강조
하였다.
5) 소결
‘한자 한국 기원 설’과 관련된 중국 언론의 가짜뉴스는 6 건으로 전체 보도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6 년과 2007 년에 집중하였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들의 주체는 도시 신문 및 기관지였다. 가짜뉴스의 기사 형식의
경우, ‘오피니언’이 대다수였으며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한국에 대해 경멸
한 보습을 보여주었다. 처리과정의 경우, 기관지 및 인터넷 매체들이 스트레
이트의 기사 유형으로 가짜뉴스 내용에 대해서만 반박 및 사실 규명을 하였
다.

4.4 서법/서예14 유네스코 등재 논쟁

14

서예(書藝): 문자(文字)를 소재로 하는 조형예술(造形藝術)이며 중국에서 서법(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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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사례 배경
중국, 일본과 같이 서예는 한국에서 조형예술의 하나로 인정된다. 한중일
삼국이 서예와 관련된 교류를 빈번하게 추진해왔으나 2008 년에 ‘한국이 서법
과 서도의 명칭을 폐지하고 서예를 유네스코 등재하겠다’는 가짜뉴스들이 중
국 여론에서 등장하여 또 하나의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의 사례가 되었다.
서예와 관련된 가짜뉴스의 최초의 등장은 2008 년 3 월 11 일에 신화망(新华
网)의 보도였다. 그 이후 중국여론에서‘한국 서예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보도
들이 특히 2008 년 3 월과 4 월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4.4.2 분석 결과
1) 비중 및 빈도
<표 11>에 따르면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 ‘한국 서예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공식 뉴스는 총 7 건이 있었다. 그 와중에 가짜뉴스는 5 건이 있었고
모두 2008 년 3 월 11~14 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4 월 1 일 청도야간
신문(成都晚报)이 반론보도를 한 후 더 이상 가짜뉴스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국 서예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빠른 기간 내에 전파되며 사라

일본에서 서도(書道)로 부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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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허위
허위
허위
반론
일반

중립
중립
중립
중립

스트레이트 중립
중립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허위
허위
허위
허위
사실
사실

도시 신문
도시 신문
도시 신문
기관지
도시 신문
기관지

오간신문(新闻午报)
화상보(华商报)
조간신문(新闻晨报)
환구시보(环球时报)

청도야간신문(成都晚报)

인민일보(人民日报)

2008.3.12
2008.3.12
2008.3.13
2008.3.14

2008.4.1

2010.4.28

피처

오피니언 부정적 허위

허위

기관지

신화망(新华网)

정정/반
론

2008.3.11

매체 분류 사실 여부 기사 유형 논조

매체

보도 일자

핵심내용

1. 서법 명칭 폐지; 2. 서예
韩国书艺申遗 中国书法惊梦如何应对文化危机 유네스코 등재; 3. 유네스코
등재의 필요성 검토
韩国继端午后又提书法申遗 提出废除中国书法
韩国“书艺”欲申遗 自称兰亭序用高丽纸书写 1. 서법 명칭 폐지; 2. 서예
유네스코 등재
韩国“书艺”又欲抢注 书法申遗刻不容缓
韩国书艺申遗 称《兰亭序》用高丽纸书写
한국은 서예 유네스코 등재
韩书法家否认韩国书法申遗
계획 없음
한국 서예 소개
书艺在韩国

제목

진다는 특징이 보인다.
<표 11> ‘한국 서예 유네스코 등재 논쟁’ 관련 보도 정리

1) 주체
‘한국 서예 유네스코 등재 논쟁’과 관련된 가짜뉴스들은 기관지 및 도시 신
문에서 보도되었다. 2008 년 3 월 11 일 에 ‘서예 유네스코 등재 논쟁’과 관련된
첫 번째 보도는 <신화망>에서 보도되었다. <신화망>의 중국 3 대 언론인 <신화
통신>의 소속 매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보도 형식
<오간신문>, <화상보>, <조간신문>과 <환구시보> 가 보도한 4 건의 가짜뉴스
들은 스트레이트 기사 형식으로 보도하여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논조는
중립적이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단오제/단오절 논쟁과 유사하게 양국에서
공존한 전통 문화가 유네스코 등재된 것이 화재가 되었으나, 단오제는 실제
등재가 되는 반면에 서예와 관한 논쟁은 근거 없는 날조한 가짜뉴스였다.
그러나 대표 기관지인 <신화망>이 최초로 가짜뉴스를 보도하였는데 오피니
언 기사 형식으로 허위정보 및 부정적인 해석이 보도의 내용이었다. 보도내용
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은 한국 국내에서 ‘서법’의 명칭을 폐지하
겠다’. 둘째, 한국 명칭인 ‘서예’로 유네스코 등재하겠다. 셋째, 유네스코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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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 한국에게 빼앗다’, ‘수치스럽다’등 부정적
인 표현들이 사용되어 반한 정서를 또 한번 부추겼다.

3) 처리과정
‘한국 서예 유네스코 등재 논쟁’과 관련하여 반론보도가 한 건만 발견되었
다. 중국 청두성(成都省)의 지역적인 매체인 <청도야간신문(成都晚报)>는 2008
년4월1일에 스트레이트 기사의 형식으로 사실 규명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반
론보도가 출간된 후 가짜뉴스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4) 소결
‘한국 서예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공식 뉴스는 총 7 건이 있었다. 그
와중에 가짜뉴스는 5 건이 있었고 모두 2008 년 3 월 11~14 일 사이에 집중적
으로 보도되었다. 가짜뉴스들은 기관지 및 도시 신문에서 보도되었으면 대부
분은 스트레이트 기사 형식으로 보도하여 허위 정보를 전달 하였으나 논조는
중립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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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중국 신화의 한국 기원 설
4.5.1 사례 배경
2007년 10월 31일 광저우 도시신문인 <신쾨보(新快报)>는 ‘한국 학자들은
중국 신화가 한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뉴스 내용
에 따르면 이화여자대학교 정재서교수가 한국 신화가 중국 신화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산해경(山海经)>에서 언급된 염재(炎帝), 치우(蚩尤),
과보(夸父) 등 신화 인물이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 되었기 때문에 한국 신화는
중국 신화의 기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은 정재서교수의 주장이 왜곡되었다.
정재서교수의 논문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 – 중국 신화 속의 한국 신화>15
에 따르면 중국 신화의 형성 초기 단계에 동이계(东夷系) 신화에서 많은 영감
을 얻었기 때문에 중국 신화와 한국 신화는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주장
했다. 이와 관련된 뉴스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

15

정재서,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 중국신화 속의 한국신화>, 중국어문학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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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신쾨보(新快报)
차이나뉴스(中新网)
차이나뉴스(中新网)
중국경제(中国经济网)

보도 일자

2007.10.31
2008.1.3
2011.5.27
2011.5.29

정정/반
론

58

기관지
기관지
기관지

사실 스트레이트 중립 반론
사실 오피니언 중립 반론
사실 스트레이트 중립 반론

도시 신문 허위 스트레이트 중립 허위

매체 분류 사실 여부 기사 유형 논조

핵심내용

1.중국 신화가 한국 신화에
게 영향 받았다 2.많은 중국
韩国学者称中国神话源自韩国
신화들은 한국에 유래해왔
다
韩国教授郑在书﹕我没讲过“中国神话源自韩国” 정재서 교수 성명 인용
韩国教授郑在书再斥网络流言 反思韩中文化冲突
정재서 교수 성명 다시 강조
韩国梨花女子大学:"中国神话源自韩国"说悖离常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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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 관련 보도 정리

4.5.2 분석 결과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과 관련하여 보도 건수는 총 4건이었다. 가짜뉴스

한건과 반론보도 3건으로 나뉜다. 유일한 가짜뉴스는 2007년10월31일에 <신

쾨보>가 보도하였다. 앞서 논의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 신문인 <신쾨보>에서

가짜뉴스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신쾨보>는 2007년 및 2008년에 집중적으로
‘순중산 한국인 설’, ‘한자 한국 기원 설’과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 등 세 가
지 이슈에 대해 각 한건 씩 가짜뉴스를 보도하였다.
가짜뉴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검증없이 출처가 불명한 내용을 인용하였
다. 보도 내용은 첫째, ‘중국 신화가 한국 신화에게 영향 받았다’. 둘째, ‘많은
중국 신화들은 한국에 유래해왔다’라는 주장이었다. 스트레이트 기사 형식을
갖추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논조는 중립적이었다.
처리 과정의 경우,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총3
건의 반론 보도가 있었다. 작성 주체는 모두 기관지였다. <차이나뉴스>는
2008년에 정재서교수의 성명을 인용하여 스트레이트 반론보도를 하여 사실
규명을 하였다. 그 이후 공식매체에서 가짜뉴스가 더 이상 보도되지 않았으나
웹사이트에서 지라시나 유언비어들이 여전히 전파되어 있어 2011년에 <차이
나 뉴스>와 <중국경제>가 다시 반론보도를 하였다. 이때는 <차이나뉴스>가
오피니언 기사로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허위 정보가 생산되는 현상을 비판하
였으며 한·중 간의 문화 충돌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반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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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결
1) 비중 및 빈도
<그림 5> 가짜뉴스 이슈 별 비중(%)

단오제 논쟁
서예 유네스코 등재

11%

논쟁

5%

순중산 한국인 설

13%
9%

62%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
한자 한국 기원 설

5 가지 이슈와 관련된 중국 언론의 뉴스는 총 79 건이었다. <그림 5>에 따르
면 그와 중에 대다수(62%)가 ‘단오절/단오제 논쟁’에 집중하였다. ‘단오절/단
오제 논쟁’은 2004 년에 시작하여 중국 언론에서 생산한 한국에 대한 가짜뉴
스 사례 중의 첫 번째 이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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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짜뉴스 연도 별 건수 추이 (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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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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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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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슈를 통해 중국인이 한국에 대한 오해가 시작하였으나 반론보도를 통
해 중국 언론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의 4 가지 이슈의 경우,
중국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나 루머가 여전히 전파되었지만 언론사는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가짜뉴스의 생산을 축소시키는 추세가 보인다.
2) 주체
<표 13> 매체 별 보도 건수 (건)
매체
단오제 논쟁
TV매체
허위
기관지
21
허위
6
반론
2
일반
13
도시 신문
25
허위
4
반론
11
일반
10
인터넷 매체
3
반론
2
일반
1
총합계
49

순중산 한국인 설
1
1
3
3
6
3
3

한자 한국 기원 설

서예 유네스코 등재 논쟁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

4
2
2

3
2

3
3

4
4

1
4
3
1

1
1

7

4

1
1
10

9
61

총합계
1
1
34
10
10
14
40
15
15
10
4
3
1
79

<표 13>에 따르면 총 79 건 뉴스 중에 기관지와 도시 신문이 74 건으로 전체
보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짜뉴스의 경우, 총 26 건의 가짜뉴스 중에 기관지 15 건, 도시 신문 15 건
그리고 TV 매체 한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쾨보>는 가장 많은 가짜뉴스를
보도하였고 ‘순중산 한국인 설’, ‘한자 한국 기원 설’과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의 세가지 이슈에 대해 각 한건 씩 가짜뉴스를 보도하였다.
<표 14> 가짜뉴스 보도 방식 분류 (건)
보도 방식
사실
기획 특집
스트레이트
오피니언
피처
해설
허위
기획 특집
스트레이트
오피니언
총합계

긍정적
20
1
1
6
1
11

부정적

중립
33
3
16
1
9
4
11

15
3

11
20

12
15

44

총합계
53
4
17
7
10
15
26
3
11
12
79

3) 보도 방식
<표 14>에 따르면 중국언론에서 생산된 가짜뉴스들의 기사 형식은 기획 특
집, 스트레이트와 오피니언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와중에 스트레이트는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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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은 12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짜뉴스의 보도 논조의 경우 부정적인 논조가 대다수였다. ‘중국의 전통 문
화가 한국에 강탈되었다’ , ‘중국이 한국에게 졌다’, ‘매우 풍자적이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강탈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의 이웃 나라 한국이다’등 표현은
사실과 다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심과 반한(反韓)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으며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들은 이러한 진술을 통해 한국을 직접
적으로 강력히 비판하였다.
<표 15> 가짜뉴스에 대한 반론보도 내용 분류 (건)
매체 분류
기관지
남방일보(南方日报)
신안전(新安全，인민일보 소속 월간 잡지)
중국경제(中国经济网)
차이나뉴스(中新网)
환구시보(环球时报)
도시 신문
대중일보(大众日报)
동방망(东方网)
베이징TV(北京TV)
베이징석간(北京晚报)
산시뉴스(山西新闻网)
신경보(新京报)
양청야간신문(羊城晚报)
정저우야간신문(郑州晚报)
조간신문(新闻晨报)
청도야간신문(成都晚报)
현대속보(现代快报)
화상보(华商报)
인터넷 매체
궈커(果壳网)
넷이즈(网易)
텐선트뉴스(腾讯新闻)
총합계

기획 특집
스트레이트
오피니언
해설
총합계
긍정적 중립 긍정적 중립 긍정적 중립 긍정적 중립
7
1
1
1
10
1
1
1
1
1
1
3
1
4
3
3
1
1
1
2
3
6
1
15
1
1
1
1
1
1
1
1
1
1
1
1
2
4
1
1
1
1
1
1
1
1
1
1
1
1
1
2
3
1
1
1
1
1
1
1
1
1
10
4
1
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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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과정
가짜뉴스의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표 15>에 따르면 중국 언론사는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론보도는 총 27
건있었고 전체 뉴스의 34%를 차지하였다.
반론보도의 작성 주체는 기관지, 도시 신문 그리고 인터넷 매체였다. 기관
지의 경우, <차이나뉴스> 및 <환구시보>가 가장 많은 반론 보도를 하였으면
도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경보>가 4 건의 반론을 보도하여 다른 매체에 비
해 책임 있는 매체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반론보도의 형식은 주로 ‘스트레이트’와 ‘해설’이었다. 따라서 반론 보도 내
용은 ‘사실 규명’ 및 ‘사실 규명 + 긍정적 태도’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 ‘긍정
적 태도’는 반론보도가 허위 정보에 대한 사실 규명 한 뒤 이런 가짜뉴스 현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또는 이런 사건들이 중국 전통 문화에게 주는 교
훈을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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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의 대응과 결과
5.1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에 대한 대응
2007 년 10 월 31 일 광저우 도시신문인 <신쾨보(新快报)>는 ‘한국 학자들은
중국 신화가 한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의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이화여자
대학교 정재서교수의 주장을 왜곡 하였다. 정재서교수의 논문 <잃어버린 신화
를 찾아서 – 중국 신화 속의 한국 신화>에 따르면 중국 신화의 형성 초기 단
계에 동이계(东夷系) 신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중국 신화와 한국
신화는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신화가 한국에서 유래했
다고 언급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인물을 날조한 가짜뉴스들과 달리 정재서교수는 이화여자대학
교에서 실재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은 중국 각종
웹사이트에서 대각 전파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뉴스 피해
자인 정재서교수는 2007 년 11 월 15 일에 중국어로 <效答客难>의 글을 통해 공
식적으로 설명하였다16.
정재서교수는 본인의 학술적 관점이 편협한 민족주의로 왜곡되어서 당황했

16

정재서교수 《效答客难》: http://www.ryedu.net/kjwy/gli/200801/54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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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언급하였다. 극단적인 국가주의와 패권주의적 관점을 반대하며 ‘만약 누
군가 이러한 관점을 주장하면 서슴없이 반박할 것이다’고 해명하였다. <效答客
难>에 따르면 중국 신화가 다 민족 문화를 융합하여 동양 신화를 대표한 것
은 정재서교수의 모든 학술적 관점의 기반이다. 따라서 ‘중국 신화가 한국에
서 유래해 왔다’는 주장을 한적 없으며 오해 받지 않기 위해 논문에서도 ‘일
부’, ‘어느정도’, ‘가능성’ 등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했다고 해석하였다.
정재서교수의 성명이 발표한 뒤, <차이나뉴스(中新网)>를 비롯한 일부 중국
언론사들이 정재서교수의 성명을 인용하여 반론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저우일보(广州日报)>는 정재서교수의 성명 <
效答客难>에서 언급된 ‘중국 신화의 형성 초기 단계에 동이계(东夷系) 신화에
서 많은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중국 신화와 한국 신화는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에 대해서 반박하였다 17 .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신화도 역사의 일부다’고
언급하며 정재서교수가 ‘역사 문제를 신화 문제로 포장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정재서교수가 성명 한 뒤, 중국언론에서 상반한 태도와 여론이 형성되었지
만 결과적으로 2008 년부터 더 이상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과 관련된 가짜

17

출처: http://news.163.com/07/1215/08/3VO6K1GF000120G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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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재서교수의 직접 성명이 효과가 현저하였
다.

5.2 ‘순중산 한국인 설’에 대한 대응
‘순중산 한국인 설’과 관련된 최초의 가짜뉴스는 <신쾨보(新快报)>가 2008
년 7 월 31 일에 보도하였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국 <조선일보>가 성균관대
학교 역사학과 박분경교수가 순중산의 족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순중산이 한
국 혈통이 있다고 주장을 보도하였다. 논쟁에 싸인 <조선일보>는 8 월 1 일에
<확인해본 결과 조선일보는 애초에 이런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적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반한 감정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 일부 언론사들이 ‘순중산 한국인 설’과 관련하여 보
도하였다. <노컷뉴스>는 2008 년 8 월 1 일에 ‘"쑨원은 한국인"… 中 언론보도로
반한 감정 고조’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18 .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
의 이러한 보도가 근거가 없으며 보도로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노컷뉴스>는 <신쾨보(新快报)>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18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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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쾌보는 지난해에도 ''한중문화 전쟁''이라
는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이 한자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신쾌보>의 보도는
검증없이 사실이 아닌 근거로 한국이 한자를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하려 한다는 보도를 하였고 이는 중국 인터넷을 통해 신속히 전파되면서 아
직도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을 이해할 수 없는 ‘문화 도둑’으로 여기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강릉단오제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문화적 자존심이 상한 중국은 문화의 뿌리와 관련한 보도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언론사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관도 나서서 사태를 조정하였다. 8 월 17
일에 신정승 주중 한국대사는 ‘중국의 4 대 발명품은 한국인이 발명한 것이고
쑨원(孫文)은 한국인 혈통이라고 중국 인터넷에 오른 기사는 모두 날조로 전
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하여 중국신문망이 보도하였다. ‘이는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도 많은 중국인이 이를 사실로 믿고 감정이 상한 상태’라며 ‘양국의 누
리꾼들은 사실에 근거한 소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
급하였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근거도 없는 날조 기사들이 양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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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을 해치고 혐한(嫌韓)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보도가 양국의
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유사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19.
여러 측면의 규명을 거쳐 ‘순중산 한국인 설’과 관련된 언론사가 보도한 가
짜뉴스가 신속히 사라졌다. 그러나 민간 웹사이트에서 여전히 전파되어 2010
년에 한국주중대사관이 직접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5.3 한국주중대사관 성명
한국에 대한 가짜 뉴스가 2004년부터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터졌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한국주중국대사관이 중국 매체에게 ‘중국 매체
20

가 한국에 대한 왜곡 보도의 시정’의 제목으로 서면 성명을 보냈다.

성명 내

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조의 한국인 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2010년 1월8일 한국 외교
부 장관이 이화여대 정재서교수와 통화하였다. 정재서교수가 본인이 어러한

19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080819/8619206/1

20

“纠正中国媒体对韩国的扭曲报道”, http://news.163.com/10/0525/05/67GPED5600

014AE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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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밖에 <대한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순중산이 한국 혈통이 있다는 뉴스에 관하여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
를 한 적이 없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박분경이라는 교수가 없다.
셋쩨, ‘한자 한국 기원 설’에 대한 시정은 아래와 같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박정수이라는 교수가 없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정부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게 한자를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신청 한 적이 없으며 향후 신청할 계획도 없다. 박문기라는 학
자가 ‘한자는 우리의 글’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한국학계의 주류 주장이 아니
다.21
넷째, 한국정부는 서예 또는 서법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계획
이 없다.
다섯째, ‘중국신화의 한국 기원설’에 대하여 정재서교수의 주장은 중국신
화가 한국에서 유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문화와 아시아 각 민족
문화의 융합을 강조했다. 정재서 교수의 논문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 중국
신화 속의 한국신화>에 따르면 중국신화의 형성 초기 단계에서 여러 동이계

21

박문기, <한자는 우리 글이다 : 역사와 문화를 통해 본 우리 문자의 기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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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를 포함하여 여러 원시 민족의 신화를 융합했다. 한민족이 동이계 종족과
어는 정도의 관련이 있어서 중국 신화에서 한민족의 잃어버린 상고 신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중국대사관은 중국 각 매체에게 한국에 대해 편집, 전재 또는 보도
할 때 책임 있는 자세에서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고 한중 관계를 좋은 방향으
로 발전할 수 있게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왜곡된 보도 혹은 가짜뉴스에
대해 시정 성명을 요청하며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와 협조하여 가짜뉴스 문
제를 해결하겠다고 성명 했다.

5.2 결과
한국주중대사관이 중국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성명을 한 시점은 2010 년
5 월26 일이었다. 한국주중대사관이 각 언론사에게 직접 서면 편지의 방식으로
성명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어느 매체에게 편지를 주었는지를 파악 하기 어렵
다. 따라서 매체 별로 성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
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연도 별 가짜뉴스 건수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
하며 이를 통하여 이 성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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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뉴스 연도 별 건수 추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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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 따르면 2004 년에 ‘단오절/단오제 논쟁’으로 인해 가짜뉴스가
급격히 생산되며 2007~2008 년에 ‘순중산 한국인 설’, ‘한자 한국 기원설’ 그리
고 ‘서예 유네스코 등재 논쟁’으로 인해 가짜뉴스 건수가 정점에 올랐다. 2010
년 대사관 성명을 발표 이후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가 단 1 건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당시에 한국이 줄다리기를 유네스코 등재 되자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
은 이전의 ‘한자 한국 기원 설’과 ‘풍수 한국 기원 설’을 포함하여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가짜뉴스를 보도하였다. 2004~2009 년 사이에 가짜뉴스
가 연속으로 생산되는데 2010 년 대사관 성명 이후 효과적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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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주중대사관의 성명으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 중
에 가장 많이 전파되며 영향력이 큰 다섯 가지 이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이 다섯 가지 이슈와 관련된 중국 언론의 보도 79 건을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가짜뉴스의 비중 및 빈도의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생산
된 이슈들은 ‘단오절/단오제 논쟁(2004 년, 10 건)’, ‘한자 한국 기원설(2007 년,
6 건)과 ‘서예 유네스코 등재(2008 년, 5 건)’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2004 년, 2007 년 및 2008 년에 가장 많은 가짜뉴스가 생산되었고, 가
짜뉴스, 반론보도 및 일반보도가 각 1/3 를 차지하여 균분하였다.
둘째, 한 이슈에 대한 가짜뉴스들은 최초의 가짜뉴스의 내용을 검증없이 인
용하는 특징이다. 예컨대 ‘단오절/단오제 논쟁’과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보도
한 매체들은 <인민일보>의 2004 년 5 월 6 일의 첫번째 보도를 많이 인용했다.
셋째, 가짜뉴스의 작성 주체는 기관지와 도시 신문이었다. 총 26 건의 가짜
뉴스 중에 기관지 15 건, 도시 신문 15 건 그리고 TV 매체 한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쾨보>는 가장 많은 가짜뉴스를 보도하였고 ‘순중산 한국인 설’,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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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원 설’과 ‘중국 신화 한국 기원 설’의 세가지 이슈에 대해 각 한건 씩
가짜뉴스를 보도하였다.
중국 언론의 특징을 고려하면 중국의 기관지 및 도시 신문은 정부의 직접
적 혹은 간접적 감시를 받기 때문에 기관지와 도시 신문이 작성한 가짜뉴스
는 정부의 감시 역할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중국언론에서 생산된 가짜뉴스들의 기사 형식은 기획 특집, 스트레이
트와 오피니언으로 나뉠 수 있다. 가짜뉴스의 보도 논조의 경우 부정적인 논
조가 대다수였다. ‘중국의 전통 문화가 한국에 강탈되었다’ , ‘중국이 한국에게
졌다’, ‘매우 풍자적이다’,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강탈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의
이웃 나라 한국이다’등 표현은 사실과 다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심과 반
한(反韓)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으며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들은
이러한 진술을 통해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력히 비판하였다. ‘허위 정보 전달 +
부정적 논조’는 허위 정보를 전달 할 뿐 만 아니라 편향적 또는 선동적인 표
현을 이용하여 독자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섯 째, 가짜뉴스의 처리 과정의 경우 중국 언론사는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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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의 작성 주체는 기관지, 도시 신문 그리고 인터넷 매체였다. 기관
지의 경우, <차이나뉴스> 및 <환구시보>가 가장 많은 반론 보도를 하였으면
도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신경보>가 4 건의 반론을 보도하여 다른 매체에 비
해 책임 있는 매체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반론보도의 형식은 주로 ‘스트레이트’와 ‘해설’이었다. 따라서 반론 보도 내
용은 ‘사실 규명’ 및 ‘사실 규명 + 긍정적 태도’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 ‘긍정
적 태도’는 반론보도가 허위 정보에 대한 사실 규명 한 뒤 이런 가짜뉴스 현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또는 이런 사건들이 중국 전통 문화에게 주는 교
훈을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론보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 언론에서 반론을 하더라도 가짜뉴스의
작성 주체인 매체에 대해 비판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 <언론법>이 아직 부재
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론보도를 통해 독자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으나 가
짜뉴스를 막아내는데 있어서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 외국 정부가 나서
서 외교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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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arning.sohu.com/2004/05/13/71/article220107186.shtml
http://tech.sina.com.cn/roll/2004-05-11/0443359642.shtml

http://news.sina.com.cn/c/2005-11-26/00007541361s.shtml
http://news.sina.com.cn/w/2005-11-26/01247541102s.shtml
http://news.163.com/05/1126/06/23FCP1II0001120U.html
http://culture.people.com.cn/GB/22226/55886/55887/3895393.html
http://culture.people.com.cn/GB/22226/55886/55888/3895410.html

http://culture.people.com.cn/GB/22226/55886/55888/3895650.html

端午申遗：我们不能割断自己的文化之根
韩国申遗项目非端午节 专家称国人“跟风”
惊闻韩国申报端午节
文化部希望勿炒“韩国端午申遗”

中韩端午节申遗之争韩国江陵最终胜出
中韩端午申遗之争中国败北
韩国“江陵端午祭”申遗成功
韩端午祭成功申遗提醒我们
端午节申遗中国输给韩国
韩国端午祭申遗成功不是坏事
韩国端午"申遗"成功的启示
韩国端午祭成功申遗的文化传承之思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신경보(新京报)

차이나뉴스(中新网)

동방망(东方网)

신경보(新京报)

조간신문(新闻晨报)

베이징조간(北京晨报)
신안전(新安全，인민일보 소속
월간 잡지)
남방일보(南方日报)

신경보(新京报)

베이징석간(北京晚报)

동남조간(东南早报)

현대속보(现代快报)

신경보(新京报)

인민일보(人民日报)

남방일보(南方日报)

동방망(东方网)

신경보(新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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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com.cn/GB/paper2515/12663/1138078.html
http://www.southcn.com/nfsq/ywhc/ls/200506090270.htm

韩国的端午祭
不划龙船不吃粽子：亲历韩国端午节

http://news.163.com/05/1204/07/244443F90001121S.html

https://news.qq.com/a/20051125/001542.htm

专家希望我国政府出面同韩国联合为端午节申遗 http://news.163.com/05/0612/02/1M0VUVUB0001124T.html

http://news.sina.com.cn/w/2004-06-22/07123482700.shtml

韩国端午申遗能否获批准明年见分晓

韩国申遗江陵端午祭 探寻端午节、端午祭之异 http://news.sina.com.cn/c/2004-05-12/04343207495.shtml

http://news.sohu.com/2004/05/12/11/news220091118.shtml

http://news.eastday.com/eastday/news/node4472/node4506/node6697/node6699/userobject1ai231663.html

韩国媒体关注中国保卫端午举动 称申报确有其事 http://www.chinanews.com/n/2004-05-11/26/434908.shtml

韩国准备申报端午节为文化遗产为国人敲响警钟 https://news.qq.com/a/20040509/000252.htm

야간신문(新闻晚报)

2004.5.9

2

http://data.people.com.cn/rmrb/20040506/4

인민일보(人民日报)

不要冷落了自己的传统节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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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端午祭尝甜头 拟改中医为韩医申报世界遗产 http://www.chinanews.com/other/news/2006/10-05/800023.shtml
从韩国端午祭申遗成功看我国:别让人家抢先才着急 http://www.cnr.cn/news/200610/t20061027_504314548.shtml
http://news.sohu.com/20070617/n250617428.shtml
http://scnews.newssc.org/system/2007/06/17/010378788.shtml

“端午节”中文域名从韩国买回 成交价三万美元

川剧助兴韩国江陵端午祭
韩国揽走端午节并非坏事
端午在海外 日本韩国的端午节
韩国端午忙洗头
闲云：不与韩国争周易申遗的败家子心态

차이나뉴스(中新网)

차이나뉴스(中新网)

중앙방송망(央视网)

텐푸조간신문(天府早报)

사천뉴스(四川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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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63.com/photoview/00AO0001/35303.html#p=90UF97RQ00AO0001

从江陵端午祭申遗说起：携手弘扬东方文化
端午祭本来就是韩国的节日
从韩国端午祭开始
中国端午节进入申遗初评 不受韩国申遗影响
韩国也过端午节
端午节：中国的？韩国的？世界的？
端午节申遗其实是误会
韩国江陵端午祭开幕

인민일보(人民日报)

텐선트뉴스(腾讯新闻)

베이징TV(北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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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共度端午节：中国包粽子挂菖蒲 韩国酿神酒 http://world.huanqiu.com/regions/2013-06/40200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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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与韩国争周易申遗的败家子心态

환구시보(环球时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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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63.com/05/1128/07/23KKMC3B0001120U.html

对端午申遗之憾须有理性态度

대중일보(大众日报)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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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ina.com.cn/o/2005-12-10/00507668534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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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야간신문(郑州晚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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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环球时报)

강서TV(江西卫视)

신민야간신문(新民晚报)

동방망(东方网)

신쾨보(新快报)

중앙방송망(央视网)

인민일보(人民日报)

신화사(新华社)

인민일보(人民日报)

넷이즈(网易)

중국산동망(中国山东网)

환구시보(环球时报)

광저우일보(广州日报)

베이징석간(北京晚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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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http://www.ce.cn/culture/gd/201410/06/t20141006_3643797.shtml

http://news.sina.com.cn/w/2008-07-31/003616030366.shtml

http://news.haiwainet.cn/n/2017/0524/c3542884-30931262.html

http://world.people.com.cn/n1/2016/0610/c1002-28424612.html

http://cul.qq.com/a/20160608/039526.htm

http://world.people.com.cn/n1/2016/0608/c1002-28422956.html

http://travel.163.com/15/0618/17/ASDM1UU200063KE8.html

http://ent.163.com/15/0617/14/ASAP3HB500032DGD.html

http://news.sina.com.cn/c/2008-08-06/064714273261s.shtml

http://news.sina.com.cn/c/2008-08-02/124916048697.shtml

http://news.ifeng.com/world/1/200808/0802_1393_690450.shtml

https://www.youtube.com/watch?v=75rwR_oPf-M

孙中山是韩国人？ 假教授炮制假新闻背后

http://news.sohu.com/20120704/n347260954.shtml

媒体评08年十大假新闻：“孙中山是韩国人”入围 http://news.sohu.com/20090102/n261534834.shtml

韩驻华大使:有关“孙中山是韩国人”报道系捏造 http://world.huanqiu.com/roll/2008-08/197208.html

“孙中山系韩国人”是假新闻

韩媒称从未报道过孙中山有韩国血统

韩媒称中国媒体捏造“孙中山有韩国血统”

孙中山是韩国后裔？

韩教授称孙中山有韩国血统 五千多中国网民回击 http://news.163.com/08/0731/16/4I6OV8270001121M.html

韩国大学教授研究孙氏族谱 称孙中山有韩国血统 http://news.sohu.com/20080731/n258489279.shtml

韩国教授称孙中山有韩国血统

韩国“江陵端午祭”：祈求丰收和安康

走进江陵端午祭：别样的韩国端午习俗

中日韩的“端午文化”有啥异同

带你了解韩国人怎么过端午

端午祭本来就是韩国的

世界文化遗产：韩国江陵端午祭

韩国“端午节”成功申遗9周年 韩将举行纪念活动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4-11/5211452.html

端午怎会是“韩国特产”？

从端午到泡菜火炕：韩国申遗为何触动中国人神经 http://www.takefoto.cn/viewnews-1773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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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ocus.cnhubei.com/international/200712/t186710.shtml

http://news.sohu.com/20080311/n255640060.shtml
http://news.sohu.com/20080312/n255666065.shtml
http://edu.sina.com.cn/chinese/rdgz/2008-03-12/1039141491.shtml

韩国凭什么申遗汉字 可曾发现过半片甲骨文?

韩联社澄清韩国没有汉字申遗 中国报道属误传 http://news.163.com/07/1214/00/3VKR9Q0U0001124J.html
http://news.sina.com.cn/c/2007-12-19/134114557466.shtml

韩国拟申遗汉字,我们该反思什么

韩国为汉字申遗主张系非主流言论
无所谓韩国对汉字申遗的耻行
韩国“学者”的汉字起源说
韩国书艺申遗 中国书法惊梦如何应对文化危机
韩国继端午后又提书法申遗 提出废除中国书法
韩国“书艺”欲申遗 自称兰亭序用高丽纸书写
韩国“书艺”又欲抢注 书法申遗刻不容缓
韩国书艺申遗 称《兰亭序》用高丽纸书写
韩书法家否认韩国书法申遗
书艺在韩国
韩国学者称中国神话源自韩国

韩国教授郑在书﹕我没讲过“中国神话源自韩国” http://news.163.com/08/0103/16/41A0PI9U000120GU.html
韩国教授郑在书再斥网络流言 反思韩中文化冲突 http://news.163.com/11/0527/14/752M4UNQ00014JB6.html
韩国梨花女子大学:"中国神话源自韩国"说悖离常识 http://news.163.com/11/0529/09/757AI22D00014JB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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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간신문(新闻午报)

화상보(华商报)

조간신문(新闻晨报)

환구시보(环球时报)

청도야간신문(成都晚报)

인민일보(人民日报)

신쾨보(新快报)

차이나뉴스(中新网)

차이나뉴스(中新网)

중국경제(中国经济网)

2007.12.12

2007.12.14

2007.12.14

2007.12.19

2007.12.27

2011.5.10

2015.12.5

2008.3.11

2008.3.12

2008.3.12

2008.3.13

2008.3.14

2008.4.1

2010.4.28

2007.10.31

2008.1.3

2011.5.27

20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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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7

78

79

http://news.sina.com.cn/c/2007-10-31/013914197993.shtml

http://news.163.com/10/0428/04/65B40HIP00014AED.html

http://cul.sohu.com/20080401/n256028925.shtml

http://world.huanqiu.com/roll/2008-03/72058.html

http://cul.sohu.com/20080313/n255677900.shtml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 韩国拔河申遗成功 汉字、风水等也已列入韩申遗计划http://d.youth.cn/shrgch/201512/t20151205_7385154.htm

https://www.guokr.com/article/31217/

http://www.china.com.cn/culture/txt/2007-12/14/content_9383507.htm

http://news.xhby.net/system/2007/12/12/010166901.shtml

https://news.qq.com/a/20071212/000276.htm

韩学者称韩国人发明汉字提出为汉字申遗

신쾨보(新快报)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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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http://news.sohu.com/20061025/n245987314.shtml

제목
怎么都成韩国的了 韩国人发明了汉字？

매체

동아경제무역(东亚经贸新闻)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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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보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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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Media Reports related to
Fake News towards Korea
Cui Bin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most spread fake news reported by Chinese
media towards Korea in five issues based on the statement by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10.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the five issues, the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towards Korea that appeared in Chinese media have been
summarized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in 2004, 2007 and 2008, the largest number of fake news were
produced, with fake news, rebellion and general coverage account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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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third of each. Secondly, the common feature of the fake news about
one issue is that there was no verification when quoting the contents of the
first fake news. Thirdly, it was the bureaucratic and city newspapers who
created the fake new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media,
China's bureaucratic and city newspapers are subject to government direct
or indirect surveillance. Thus fake news written by the bureaucratic and
city newspapers can be regarded as the absence of the government 's
surveillance role. Fourthly, the article format of fake news produced in
Chinese media can be divided into planning feature, straight and opinion. In
the case of the tone, most fake news was negative. 'False information
transmission + negative tone' not only conveyed false information but also
had a negative effect on readers by using biased or inflammatory
expressions. Finally, in the case of the processing of fake news, Chinese
media outlets reported that they did not correct the fake news directly. The
Chinese media did not criticize the author of the fake news even if they
object to i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Media Law> is still absent in China,
86

it is possible to tell the truth to the readers through the reactionary report,
but the effect is not clear in preventing the false news.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diplomatic means by foreign governments has proved effective.

Keywords: fake news, Chinese media, correcting report, refutin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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