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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뽕’이 유튜브계의 (비

트)코인으로 부상한 현상에 주목하며,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를 따라 국

민됨의 감정과 정동이 형성되고 순환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유튜브 국뽕 

콘텐츠가 주요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을 일상적·감정적 국민됨

의 현상으로 바라보며, 이를 추동한 유튜브의 정치·경제·문화적 논리

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됨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유튜브 국뽕 

콘텐츠의 생산-순환-소비 네트워크를 추적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온

라인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생산자-플랫폼-소비자라는 세 행위자 

층위의 뒤얽힘을 분석함으로써 국뽕 콘텐츠를 유통하는 유튜브 인프라스

트럭처가 지속되는 방식과 그러한 인프라가 추동하는 정동의 정치를 조

명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따라 국민됨이 유튜브라는 

뉴미디어 지형에서 더욱 일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양상을 

파악한다. 

 생산의 측면에서 국뽕은 “떡상”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여겨지며, 유튜

브 크리에이터가 “국뽕코인”을 선택한 데에는 경제적 동기가 자리하고 

있다. “떡상”을 꿈꾸는 국뽕 유튜버들은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투명한 유튜브 알고리즘과 상호작용하며 플

랫폼 친화적인 콘텐츠를 생산하였다. 이때, 유튜브 플랫폼에서 국가는 

국뽕 채널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등장하며 국가적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전파하는데 개입한다. 

 국뽕 유튜버가 생산한 콘텐츠는 유튜브 플랫폼에 유통된다. 유튜브의 

플랫폼 구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리고 내부 작동 원리는 이

러한 국뽕 콘텐츠가 더욱 많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

튜브 플랫폼 작동 방식과 디자인은 유튜버로 하여금 우연한 “떡상”을 

노리는 도박자적 주체와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기업가적 미디어 노동자로서의 주체 사이에서 진동하게 만든다.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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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과의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플랫폼 구조와 디자인은 국뽕 콘텐츠

를 시청하는 같은 한국인 이용자들 간의 감정적 전이 및 전염을 가능하

게 한다.

 국뽕 콘텐츠는 유튜브 플랫폼의 인프라를 따라 유튜브 이용자의 눈앞에 

도달한다. 국뽕 콘텐츠 소비자에게 국뽕은 자신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 

일상의 유희와 위안이 되거나, 또는 국가에 대한 열렬한 감정을 유발하

는 촉발제가 된다. 소비자들은 각자 다른 국뽕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시

청하면서도 국가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느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공동체

로의 정서적 몰입을 경험한다. 시청자의 몸은 이러한 신체적 감각의 동

원과 개별화된 집단 열광을 통해 국민의 몸으로 정동된다. 이러한 현상

은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국가에 거주하는 유튜브 시청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지리적 경계의 의미가 퇴색된 디지털 시

대에 민족주의가 지속되는 방식을 탐구할 수 있었다. 비인간-인간 행위

자의 아상블라주 속에서 국가의 등장과 국민됨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국민됨의 감정을 고정적으로 본질화하기보다 여러 신체·물질·환경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민족주의가 실질적으로 개인에

게 작동하고, 지속되고, 전염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는 생산자-생산자, 생산자-플랫폼, 플랫폼-소비

자, 소비자-소비자 간의 다양한 연결과 관계를 증대시키며, 더욱 확장된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국뽕’의 감정과 정동을 순환시키는 인프라스

트럭처의 정동 정치를 행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됨을 구성하

는 거시-구조적 힘과 미시적 상호작용의 힘, 국가의 전경화

(foregrounding)와 배경화(backgrounding), 열렬한 민족주의(hot 

nationalism)와 일상적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

의 의식과 무의식,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포착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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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BTS 음악 깔고 불닭 먹으며 일본 욕하면 조회수 100만”1)

 유튜브에서 “국뽕”2)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현상을 풍자한 말이다. 유

튜버 ‘소련여자’3)는 해당 문구와 함께 불닭볶음면을 들고 있는 자신

의 사진을 썸네일(미리보기 화면)에 삽입하여 “이러면 진짜 조회수 100

만이 나올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해당 영상은 100만 조

회수를 넘어 (2022년 6월 기준) 512만의 조회수를 달성하였다. “국뽕”

은 유튜버들의 조회수 보증 수표라는 인식이 만연해진 것처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뽕 콘텐츠는 유튜브의 주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뽕”은 유튜브 플랫폼 내부에서 하나의 “(비트)코인”

으로 비유되었다. 2017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한 이후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이어지며 인터넷상에서는 전망이 좋아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을 ‘OO코인’이라 명명하게 되었는데, “국뽕”도 그러한 

1) 김충령(조선일보), “이 한마디에 500만원…한국에서 돈 벌기 가장 쉬웠어요”, 
2020.06.22.

https://misaeng.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1581.ht

ml
2) 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 인터넷 상에서 ‘뽕’이라는 단어는 기분 좋게 취한 것

처럼 무언가를 즐길 때나, 무언가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낄 때 사
용된다. ‘국뽕’은 국가의 자랑거리에 기분 좋게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나, 
과도한 국가적 자긍심을 느낄 때 “국뽕에 취한다”, “주모 국뽕 한 사발 더!”, 
“국뽕이 차오른다”, “치사량이 넘는 국뽕”과 같이 쓰인다. 

3) 유튜버 ‘소련여자’는 기존의 외국인 국뽕 유튜버들의 전략을 재전유하여 전면
적으로 자신이 “1타 국뽕 기술자”임을 내세우고 이를 풍자하는 방식으로 영상
을 제작하였고, 이는 플랫폼 내에서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https://misaeng.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1581.html
https://misaeng.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15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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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애국심을 고취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국뽕 유튜버”들이 높은 조회수와 수익

을 얻는 모습을 “국뽕코인을 탄다” 또는 “국뽕코인에 탑승했다”고 

지칭하며, 그들이 생산한 콘텐츠들을 시청하며 “국뽕에 취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국민됨(nationhood)이 감정

적·정동적으로 구성되고 상기되는 영역으로서 유튜브 플랫폼에 주목한

다. ‘일상적 내셔널리즘’을 주창한 빌릭(Billig 2020[1995]:19)은 국가가 

국가로서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습관의 모음인 “신념, 가

정, 습관, 재현, 실천의 총체적 복합물”이 진부할만큼 일상적인 방식으

로 재생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 또한 확립된 국민국가가 국

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ordinary people)의 일상적 영역에

서 시민이 국민으로서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며, 이러한 일

상적 영역이 오늘날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었음에 주목했다. 

 앤더슨(Anderson 2018[1983])이 국민공동체의 일부임을 상상 가능하게 

했던 요소로 지목했던 근대의 인쇄 매체는 웹 2.0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컴퓨터가 매개하는 뉴미디어로 확장되었다. 특히 뉴미디어 중 하나인 유

튜브는 문화콘텐츠 플랫폼이자 소셜 플랫폼으로서, 이용자가 영상, 댓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의 방식으로 양방향적 의미작용을 하는 대중적 공

간이다. 국민됨을 상기하는 기표들은 이러한 대중적 공간, 특히 정부의 

공적 영향력이 최소화된 공간인 유튜브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많은 관

심을 얻었다. 내셔널리즘적 정서가 규칙적 일상의 사회적 행위로부터 유

리된 경향이 있다는 기든스의 주장(Giddens 1985:218)과는 반대로, 유튜

브 이용자는 자신의 규칙적 일상 속에서 플랫폼에 접속하여 국민적 자긍

심을 고취하는 콘텐츠를 접하고, 소비하고, ‘국뽕’을 충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에 대한 정서적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국뽕이 유튜브계

의 (비트)코인으로 자리 잡은 것을 일상적·감정적 국민됨의 현상으로 

바라보며, 이를 추동한 유튜브의 정치·경제·문화적 논리를 파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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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연구자는 이러한 국민됨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인프라스트

럭처(infrastructure)로서 유튜브 국뽕 콘텐츠의 생산-순환-소비 네트워크

를 추적한다. 인프라스트럭처는 재화, 사람, 또는 생각의 흐름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로, 이는 21세기에 이르러 컴퓨터가 매개한 통제 

구조에 기반한다(Larkin 2013). 특히 뉴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기

존의 산업 경제와는 다른 신경제(new economy)의 논리가 적용된다. 예

컨대, 벨러(Beller 2006)는 영화와 같은 미디어가 부흥하며 가치 생산 방

식이 기존 산업 경제의 논리로부터 욕망의 자극과 소비를 통한 것으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한다. 

  포드 모터 컴퍼니의 창립자 헨리 포드(Henry Ford)가 그리하였듯, 상

품의 유통을 위한 도로 건설은 국가에 요구함으로써 가능하지만, 영화와 

같은 미디어는 직접적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감각기(sensorium)로 향하는 

유통 경로를 건설해낸다(Beller 2006:209; Larkin 2013:339에서 재인용). 

즉, 시청자가 이미지 상품(영상)을 ‘보는’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그 상

품에 가치(관심)가 부착되고, 그 부가 가치가 자본가들에 의해 추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뽕 콘텐츠에 가치

(관심)를 부착하는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의 정치·경제·문화적 논리를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접한 시청자들이 국가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정동을 포착하기 위해 세 가지 층위의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1)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하는 맥락은 

어떠한가? 어떤 생산 인프라에 기반하고 있는가? 생산의 과정에서 국가

의 공적 영향력은 완전히 배제되는가? 

   2) 유튜브 플랫폼은 어떤 내적 구조와 운영 논리를 바탕으로 생산자

와 소비자를 매개하는가? 이때 플랫폼 내부에서 국가에 대한 어떠한 감

정·생각·인식이 형성되는가?

  3) 해당 유형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맥락은 무엇인가? 해당 콘텐츠의 

소비자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느끼지 않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콘텐츠 소비자는 국민의 몸으로 정동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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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튜브 국뽕 콘텐츠의 생

산-매개-소비 네트워크를 추적함으로써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가 추동하

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힘(emotive and political force) (Larkin 

2018:176)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따라 국민됨

이 유튜브라는 뉴미디어 지형에서 더욱 일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재

생산되는 양상을 파악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유튜브와 민족주의  

 유튜브 플랫폼에서 국뽕이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은 현상은 비교적 최

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 K-방역 성공 이후 한국인으로서의 일체감과 국가 자부심이 비약적으

로 상승했음을 보여주었던 정한울(2020)은 “미디어와 유튜브에 넘쳐 나

는 해외의 실패와 한국의 우월성을 과장하는 콘텐츠들이 결합하면서 한

국인, 특히 젊은이들의 국뽕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2020:3)는 기존의 

논의들을 언급한다. 그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수치화하는 양적 연구를 

통해 젊은 세대의 국가자부심 수치가 여전히 기성세대의 그것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며, 미디어나 SNS에서 보이는 일부 젊은 세대의 모습을 전

체인 것으로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와 반대로 송은영(2020)은 국뽕이 젊은 세대의 감성이라고 주장한다.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이미 오래전에 발전한 미국과 유럽 열강이 

과거의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한국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목격

했고, 따라서 그들을 추월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뽕

이 과도한 국가적 자긍심을 비웃기 위한 젊은 세대의 자기조롱의 언어였

으나, 이 의미가 조금씩 변화하며 어느새 “한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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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자부심을 유쾌하게 명명하는 호칭”(ibid.:119)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를 입증하듯, 전통춤으로 꾸려진 방탄소년단의 IDOL 무대 오프닝에 대

한 유튜브 영상과 댓글을 분석한 유지영·김미경(2019)은 키워드 빈도수

와 연결중심성 지수를 산출했을 때 국뽕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띈다고 서

술한다.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뽕’, ‘자부심’과 같

은 단어가 연결되어 이를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으로서 한

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려 문화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

한 자부심이 내재”(ibid.:196)된 것으로 해석한다. 즉, 유튜브에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풍자할 때뿐 아니라, 단순히 국가적 자부심이 고

취될 때 또한 “국뽕이 차오른다”, “국뽕에 취한다”라고 표현되는 것

이다.      

  유튜브에서 국뽕이라는 정서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넘어, 유튜브라는 

초국적 매개 플랫폼에서 민족주의가 작동하는 양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홍주현·류춘렬(2014)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유

튜브에서의 동북아 국가 간 민족주의 이슈의 확산 양상을 규명하며 지리

적 기반 없이도 민족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등장

으로 지리적 경계의 의미가 퇴색되며 민족주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

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 이용자 간 상호작용성이 증가하며, 오히

려 소셜 미디어 여론이 각국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들이 국가적 

사건에 대해 서로 결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어서 노영은·류웅재(2020)는 외국인 리액션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인

기를 끌고 있는 측면에 주목하며, 이러한 콘텐츠의 등장이 민족주의와 

연결된 것임을 설명한다. 그들은 설정된 환경에서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특정한 리액션을 이끌어낸다는 점, 대다수의 한국인 정서

를 충족하거나 거스르지 않고 긍정적·호의적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리액

션 콘텐츠가 단순 리뷰(review)의 목적보다는 미디어 수용자에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한다(ibid.:9). 특히 이 

연구는 미디어 수용자들의 구체적 반응과 이면의 감정 구조에 대한 연구

가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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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주목한다. 미디어 수용자는 타인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관찰자의 관음증적 시선을 갖는데, 이때 외국인은 타자로 치환

된다. 타자로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사적인 리액션을 궁금해하는 소비 주

체인 한국인 수용자들은, 이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하나로 결속하며 민족

적 유대감을 느낀다. 즉, 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며 

자신들이 ‘꽤 괜찮은’ 국가에 살고 있다고 위안하고 자존감을 채우게 

되는데, 이러한 욕망과 자존감이 표출되는 댓글 공간은 한국인 유저들의 

정서적 감응과 유대감을 키우는 민족주의적 감정 구조를 드러낸다

(ibid.:16).

  노영은·류웅재의 연구는 외국인 리액션이라는 특정 콘텐츠 유형에 주

목하며 유튜브 플랫폼에서 민족주의가 작동하는 양상을 심도 있게 분석

한 연구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먼저, 미디어 수용자들의 감정 구조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했음에도 실제 미디어 수용자의 다양한 감

정 동학을 포착하기보다 이를 관음증적 시선과 인정욕구의 충족으로 단

순화하여 설명한다. 이는 유튜브 플랫폼 내의 영상과 댓글의 텍스트 분

석에 의존한 것으로, 텍스트를 넘어 실제 생산과 소비의 영역에서 뒤얽

히는 감정, 생각, 이념들을 읽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인정요구의 충족과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의 모멸감’으로는 충분

히 설명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소비자의 다양한 감정 동학과 몸의 감각적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미디어 수용자의 반응으

로부터 민족주의를 읽어내는 것을 넘어, 미디어 수용(소비)의 영역뿐 아

니라 해당 콘텐츠의 생산을 추동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맥락을 이해함으

로써 민족주의를 지속시키는 조건을 분석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의 맥락을 모두 포괄하는 유튜브 인

프라스트럭쳐의 정치와 논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감정의 형성과 교환 

양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중층적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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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스트럭처의 정치

   인프라스트럭처란 상품, 지식, 의미, 사람, 그리고 권력의 순환을 가

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Lockrem and Lugo 2012). 본 연구는 유튜브 플

랫폼에서 콘텐츠라는 상품, 그에 부착된 가치와 의미, 그리고 감정이 생

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순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

을 고취하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네트워크를 하나의 인프라스트럭

처로 이해한다. 인프라스트럭처에 주목하는 것은 물질적 구조와 비물질

적 구조 사이에서 변화하는 경계,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아상

블라쥬(assemblages) 사이에서 변화하는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개

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추적하는 것

은 곧 공-사 영역과 국가-NGO의 분리를 초월하는 권력의 역학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ibid.).  

  지금까지 학자들은 인프라스트럭처의 정치적 효과, 즉 어떻게 인프라

스트럭처가 먼 거리를 가로지르는 교환을 매개하며 다양한 사람, 재화,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근대 경제와 사회적 시스템의 

운영 토대를 형성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Larkin 2013). 특히 라킨

(2008)은 인프라 테크놀로지의 물질적 성질과 그것이 나타내는 문화적 

야심이 나이지리아 도시의 일상적 경험에 녹아 들어가는 모습에 주목했

다. 나이지리아 도시 카노에서 식민주의 체제에 의한 미디어 인프라의 

도입은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고 근대적, 도시적 아프리카인을 창조하려

는 시도였다. 그는 라디오 네트워크, 모바일 시네마 유닛, 그리고 극장 

건물에 주목하며 카노에서의 미디어 인프라는 나이지리아 남부의 사회적 

형성, 그리고 식민주의, 포스트-식민주의, 이슬람에 의해 형성된 규범과 

테크놀로지가 조우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나이지리아에 만연한 저

작권 침해 관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디어 생산과 순환이 더 이상 (식

민지 또는 포스트식민지) 국가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민영화의 논리에 

포섭되었으며, 이것이 상이한 사회적 경험 전반으로 점차 확장됨을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일



- 8 -

상적 경험 속에서 시민을 국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로 형성해내며, 이러한 

작용이 국가의 개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정치·경

제·문화적 논리에 포섭됨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라킨(2013)은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역시 판타지와 

욕망의 층위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하며 인프라스트럭처가 추동하는 정동 

정치에도 주목한다. 상품, 건물, 도로에는 역사적 움직임이 담겨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역사적 힘의 체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무의식에 

들어와 상상력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술정치적 층위뿐 아니라 정동과 욕망, 자부심, 좌절과 같은 충분히 정

치적인 감정을 동원함으로써 우리를 주체로 형성한다.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유발하는 감정과 정동–경외감과 매료됨, 희망과 

비관, 노스탤지어와 욕망, 좌절감과 분노 등-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창출

하는 정치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다(Larkin 2013:333-4). 이와 관련하여 

메리먼과 존스(Merriman and Jones)는 이동 및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

럭처가 신체, 물질, 움직임뿐 아니라 정동과 정동적 관계를 흘려보내며 

분위기, 정서, 감정, 기억들과 공명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속성들과 

정동들은 국민됨의 감각, 국민적 특수성, 국민적 정체성과 복잡하게 얽

힐” 수 있다(Merriman and Jones 2017:606).  

3) 미디어, 감정과 정동, 정동적 내셔널리즘

  인프라가 형성하는 감정과 정동(affect)이 정치적 힘을 갖는다는 라킨

의 주장은 감정과 정동의 속성을 함께 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동

의 개념과 그 모호성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전반

적으로는 감정을 고정적으로 보는 반면 정동을 ‘생산적이고 운동적인 

힘, 이행하는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김예란(2010)은 정동에 대

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정동을 “정신과 신체의 활동성 및 그 활

동을 스스로 인지하는 정신적 활동”(158)으로 정의한다. 이때 정동은 개

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로 나타날 뿐 아니라 개인의 육체적 표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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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응·전이·전염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들뢰즈 또한 몸과 대상은 그들의 본질이 

아닌 그들의 마주침, 즉 정동하고 정동되는 잠재력에 의해 규정된다고 

설명한 것(Deleuze 1988:124; Militz and Schurr 2016:56에서 재인용)은 주

목할만하다. 몸과 대상의 마주침에서 정동의 감응·전이·전염의 힘을 

상기할 때, 타인의 ‘기운을 느낄 능력을 갖춘’ 개인은 단일하고 고립

된 모나드가 아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node)가 된다(김예란 

2010:157). 이때 정동은 이미지, 소리, 촉감, 냄새와 같이 감각 작용을 통

해 즉각적이고 직감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으며, 의식을 매개할 겨를 

없이 신체적 반응을 촉발한다(황예진 2018).

  이러한 정동의 사회적인 속성에 기반한 정치적 효과를 포착한 연구 중 

일부는 내셔널리즘의 정동적 영역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로부터 정동적 내셔널리즘(affective nationalism)이라는 개념이 주조되어 

논의된다. 이는 일찍이 빌릭(2020[1995])이 제시한 일상적 내셔널리즘

(banal nationalism)를 확장하고 넘어선 접근 방식으로 여겨진다. 빌릭의 

작업은 국민적 감정이나 정체성에 대한 일상적 재생산을 학문적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데에 기여했으나, “국가에 대한 정동적 감정이나 연

결됨의 관계적 지리학, 부분적 재생산, 간헐적 등장”을 효과적으로 설

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Merriman and Jones 2017:603).

  대표적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내셔널리즘이 

정동적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한 스티븐스(Stephens 2016)는 국가의 정동

적, 감정적, 분위기적 울림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지속되고, 전염되며, 더 나아가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지

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소리, 

음악, 색깔, 패턴, 자세와 제스처가 함께 작동하며 국가의 정동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탐구한다(ibid.:184). 이렇게 형성된 ‘정동적 분위기’

는 한 개인이나 민족적 집단의 감정 혹은 느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예

상치 못한 정동적 마주침에 주목하게 한다. “몸들 사이에 흐르는 강렬

함의 썰물과 밀물을 가로지르는 어떤 힘-마주침들, 묶임과 풀림, 삐꺽대



- 10 -

는 불협화음과 조율이 잘된 리듬”(시그워스·그레그 2015:16)으로 정의

되는 정동 개념은 개인과 집단 사이의 전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

다. 이에 스티븐스는 “어떻게 정동의 파도가 전이되고 수용되며, 어떠

한 정치적 작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어서 밀리츠와 슈어(Militz and Schurr 2016)는 정동에 대한 들뢰즈의 

해석과 몸의 체현에 관한 페미니즘 연구의 맥락을 이어가며 정동적 내셔

널리즘을 규정하고, 이를 아제르바이젠에서의 일상적 소속감(banal 

belonging)을 파악하는 분석틀로 활용한다. 정동적 내셔널리즘이란 국가

적 느낌을 체현하거나, 공유하거나, 즐기거나 혹은 반감을 가지면서 몸

과 대상의 마주침의 순간 속에서 국가가 나타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국

가의 등장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내셔널리즘의 정동

적 차원에 주목하는 것은 내셔널리즘이라는 현상이 단순하게 이미 존재

하는 무언가가 아닌, 각기 다른 몸들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흐름으로서 

국가적 소속감과 소외감을 가져오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ibid.:56). 다시 말해, 내셔널리즘의 끈질긴 지속은 상이한 개인적 경험과 

몸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합하는 정동적 잠재력에서 기인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민됨(nationhood)의 감정적·정동적 차원

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자는 유튜브라는 뉴미디어를 통해 시민이 

국민됨의 감정을 느끼고, 국민의 몸으로 정동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사

람들은 뉴미디어로의 끊임없는 접속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온라

인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고 즉각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개인의 생생한 감

정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되며, 타인에게 전이되는 정동의 영향력은 더 

증대되었다(황예진 2018:27-28). 이러한 뉴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의 특성

은 콘텐츠와 미디어 수용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며, 몸과 대상의 마주침

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 

  이에 본 연구는 유튜브 이용자로 하여금 국민의 신체로 정동되게 만드

는 요소로서 ‘국뽕’을 조명한다. 국뽕은 유튜브 플랫폼이 전달하는 국

가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 일시적으로 연결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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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신체와의 마주침 속에서 콘텐츠 시청자의 즉각적인 신체적 반응

을 유도하는 정동이다. 이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단일한 감정뿐 

아니라 마치 ‘뽕’에 취한 것 같은 기분 좋음, 뭉클함, 뿌듯함, 흐뭇함, 

가벼운 흥분, 벅차오름, 수치심과 같은 복합적 감정을 유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감정과 정동을 추동하고 공유하게 만드는 유튜브 미디

어 인프라스트럭처(네트워크)와 그 물질적·비물질적 조건 및 성질을 파

악한다. 더 나아가, 유튜브가 추동하는 감정적·정동적 순간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국가는 어떻게 등장(emerge)하는지 탐구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유튜브 국뽕 콘텐츠의 생산-순환-소비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해 콘텐츠 생산자, 유튜브 플랫폼, 콘텐츠 소비자라는 세 행위자 층위

에 따라 연구대상과 방법을 달리 서술한다. 연구자는 생산자-플랫폼-소

비자의 세 행위자 층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유튜브 인프라스

트럭처를 따라 국뽕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양상을 분

석하며, 이를 통해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가 국민됨의 감정을 추동하는 

방식을 파악한다. 

 세 행위자 층위를 관통하는 주된 연구 방법은 온라인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이다. 연구자는 2021년 9월부터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사전 조사를 

시행하였고, IRB가 승인된 2021년 11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본

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논문을 작성하며 2022년 6월 중순까

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콘텐츠 생산자 (Producer)

  연구자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생산되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커뮤니티 두 곳(A와 B)

과 국뽕 유튜버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온라인 참여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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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A는 다양한 분야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연구자는 국뽕 관련 게시물을 검토하고, 해당 게시물

들을 작성한 회원과 쪽지를 통해 연구 참여 동의를 얻고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타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대다

수였으며 국뽕 관련 콘텐츠 제작 시에도 국뽕 요소를 일시적으로 동원할 

뿐, 실질적으로 국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비해 온라인 커뮤니티 B는 회원 가입 없이 모든 게시물 열람이 

가능한 익명 커뮤니티로서, 커뮤니티 A에 비해 특히 국뽕 유튜버의 게시

물 및 댓글을 작성 비율이 높았다. 이에 연구자는 커뮤니티 B에 접속하

며 국뽕 콘텐츠와 관련된 게시물을 수시로 검토하였으며, 이때 검색 기

능을 이용하여 과거에 업로드되었던 게시물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

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2019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5월 21일까지 작

성된 국뽕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연구자는 온라인 

참여관찰 도중 국뽕 유튜버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발견

하여 참가할 수 있었다. 해당 채팅방은 커뮤니티 B로부터 파생된 채팅방

으로서 누구나 채팅방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었으며, 

모두가 익명으로 대화에 참가하며 커뮤니티 B에서 국뽕 유튜버들이 나

누던 고민과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콘텐츠 생산 

과정 중에 드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본 논문

에서는 커뮤니티 B의 게시글과 댓글을 주로 인용하였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방은 대부분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는 1인 크리에이

터 뿐 아니라 기업화된 국뽕 유튜브 채널이 많은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업화된 국뽕 유튜브 채널을 분석하기 위해 국뽕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사업 자료와 홈페이지를 함께 검토했다. 이

는 알고리즘 및 관련 기업들을 연구하는 민족지학자는 기업과 관련된 여

러 문서와 자료들을 찾아다니며(scavenge) 해당 기업의 가치와 모순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시버(Seaver 2017)의 방법론적 제언을 따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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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유튜브 플랫폼 (Platform)

  연구자는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의 온라인 참여관찰을 통해 소위 ‘국

뽕 콘텐츠’가 순환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국가에 대해 형성 및 교환되

는 감정, 생각, 인식을 포착하기 위해 관련 유튜브 채널의 영상과 댓글

을 분석했다. 일반 대중은 담론 속에서 의식적으로 국민됨을 동원 및 조

종할 수도, 혹은 국가가 직접적인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더라도 국가와 

함께 말하며(talking with the nation) 다른 주제의 대화를 타당하게 만들

거나,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사회적 다름에 대한 나름의 이해

(understanding)를 구성할 수 있다(Gramson 1992; Fox & Miller-Idriss 

2008:540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일상적이고 감정적인 국민됨을 포착하고자 했는데, 유튜브가 일반 대중

이 국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자, 프로슈머

(prosumer)로서 국민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담론을 생산(연행)하기도, 소

비하기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댓글 분석은 국뽕 유튜브 콘텐츠 중 연구자가 온라인 참여관찰한 기간

(2021년 9월~2022년 3월) 동안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오른 콘텐츠

와 연구자가 면담하였던 국뽕 콘텐츠 소비자가 시청하였다고 밝힌 유튜

브 콘텐츠 및 그 댓글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국뽕 콘텐츠란 외국인 리

액션(자체 제작 또는 타 유튜버의 기존 외국인 리액션 영상 편집·모음)

과 한국 관련 뉴스 소식 전달(외신 반응/찬사 전달 또는 한국 정치·문

화의 우월성을 강조한 정보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연구자는 댓글 분석 시 많은 ‘좋아요’ 수를 받아 유튜브 이용자의 공

감을 얻은 댓글과 많은 ‘대댓글(댓글에 대한 댓글)’을 받으며 활발한 

논쟁이 벌어진 댓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뽕 콘텐츠의 댓글창에

서는 비슷한 의견, 감정 구조, 언어, 주장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반복적

으로 관찰되는 특징을 범주화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댓글들의 예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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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다루었다.  

날짜 채널 영상 콘텐츠 제목 썸네일 문구
2021년 

09월 
27일

에이 
스토리 
A Story

난생 처음 한국 은행에 간 외국인이 
훔치치 않는 사람들을 보고 
문화충격 받은 이유

내것이 아니면 만지지 
않아 "한국은 '상식적'인 
나라"

2021년 
09월 
29일

딩글 
Dinggle

입국 거절당한 유럽인이 한국 여권 
내밀자 벌어진 일

"진짜 한국인 맞아?: 한국 
여권 내밀자..급격히 
달라진 대우 "어느나라 
사람이야?"

2021년 
10월 
11일

아이스
튜디오

유럽 공항에서 한국인만 골라 
받겠다면 만든 방법에 전세계가 
뒤집힌 이유

한국여권을 확인하자… 
달라진 대우 "진짜 한국인 
맞아?"

2021년 
10월 
14일

진저 
Jinger 
Cho

요즘 미국인들이 밤을 새가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이유 5가지

2021년 
10월 
17일

CLAB 외국인 여고생이 한국에서의 
등굣길에 충격받은 이유

등교하던 외국인 여고생 
매도우가 놀란 이유? 
길거리에 대놓고 있는 '이 
것'..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2021년 
10월 
25일

어썸 
코리아

현재 한국이 180도 완전 바꿔버린 
영국 가정집 풍경

최근 영국 가족이 잠을 
못자는 이유… 한국이 다 
망쳤어요

2021년 
11월 
08일

CLAB
외국인 여고생 가족이 유럽 
여러곳을 떠돌다 한국에 정착한 
이유

유럽 전역을 떠돌다 
정착한 한국.. "한국은 
뭔가 달랐어요"

2021년 
11월 
18일

CLAB
최상급 한우 1++를 난생처음 먹어 
본 외국인 여고생들이 큰 충격에 
빠진 이유

1++한우 첫경험 "인생 
최고의 음식…"

2021년 
11월 
18일

영알남 요새 유럽에 가면 한국인이 받는 
대우.. 당황스럽네요

한국에서 왔다고요? 
달라진 유럽인들 반응..

2021년 
11월 
30일

어썸 
코리아

외국인들이 손만 보고 바로 
'한국인'을 알아챌 수 있는 이유

한국여자 손을 보고 놀란 
외국여자들 한국인만 가진 
유전자

2021년 
12월 
02일

영국남
자

길거리토스트 처음 먹어본 영국 
고등학생들의 반응!?

2021년 
12월 
20일

CLAB
일본여자들이 한국 횟집에 가면 
큰일난다는 이유 (다신 일본횟집 못 
감)

일본 여자의 한국 횟집 첫 
방문… "식감이 왜 
이래요?"

2021년 
12월 
20일

어썸 
코리아

외국인이 한국어 숫자 배울때 
멘붕오는 이유?! (외국 학생들 
인터뷰)

한국 숫자에 화난 
외국학생들

2021년 
12월 
28일

어썸 
코리아

독일 친언니가 여동생과 한국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난 놀라운 상황..

(독일 친언니) 아침에 본 
언니의 충격적인 행동.. 
한국집 너무 좋잖아..!

2022년 
01월 
02일

어썸 
코리아

독일 친자매가 비싸서 맘껏 먹지 
못했던 굴을 한국에서 한가득 
먹게되자 반응ㅋㅋ

한국은 굴이 이렇게 
싸다고? 와 진짜 
대박이야.. 이 귀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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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02일

CLAB
미군이 길가던 한국 남자들에게 
(가짜)총을 내밀자 생긴 충격적인 
일

지나가던 사람에게 총을 
건넸더니.. "힘을 숨긴 
한국인들…"

2022년 
01월 
13일

영국남
자

기사식당 국밥을 먹어본 영국 
택시기사들의 반응!?

2022년 
01월 
24일

영국남
자

한국 옛날과자를 처음 먹어 본 영국 
택시기사님들!! (헐리우드 배우가 
택시에 탔다고요?!)

2022년 
01월 
26일

MBC 
every 1

끝없이 나오는 음식! 독일인들의 
감탄을 부르는 한정식 먹방

끝없이 나오는 음식 감탄 
부르는 한정식 먹방

2022년 
01월 
26일

파비앙 
Fabien 
Yoon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의 단결력

2022년 
01월 
26일

어썸 
코리아

독일 은행원 언니, 여동생 따라 간 
은행에 충격! (한국 은행 실제반응 
ㅋㅋ)

이젠 한국이 무서워요.. 
언니.. 이게 된다고..?

2022년 
02월 
08일

스포츠
머그

노터치'로 '노다지' 캔 개최국 
중국... 쇼트트랙 혼성계주 판정 
논란 / 스포츠머그

중국에서 가능한 블루투스 
바통 터치

2022년 
02월 
08일

KBS 
StarTV: 
인물사
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기념 
2018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이라이트 다시보기 또 보기 <3

2022년 
02월 
09일

영알남 중동 부자들이 비행기에서 먹는다는 
한국음식 먹어봤습니다

중동에서 난리난 한식 
기내식

2022년 
03월 
13일

영국남
자

한국 대형마트 가서 깜짝 놀란 영국 
고등학생들!!

업소용 고추장이 왜 
거기서 나와?

2022년 
03월 
13일

영국남
자

한인 타운 처음 가본 영국 
고등학생들!!

2022년 
03월 
17일

CLAB 이집트 4성장군 아버지가 딸을 
한국으로 보내버린 이유

이집트 4성 장군의 딸에게 
생긴 일.. "당장 한국으로 
가!!"

2022년 
03월 
21일

영국남
자

인생 첫 육회 먹어본 영국 
고등학생들의 반응?!? (요리 10개 
클리어 실화?!)

2022년 
03월 
24일

CLAB 이집트 4성장군 아버지가 한국에 
처음 와보고 충격받은 이유

한국 놀러온 이집트 4성 
장군 아버지.. "여긴 
안전하구나"

2022년 
03월 
28일

외국인
코리아 
Creativ
e Den

친구에게 무시받던 한국으로 귀화한 
이유는? 러시아에서 온 일리야가 
한국인이 되기까지

무시받던 나라 한국으로 
귀화한 이유

2022년 
03월 
28일

영국남
자

망고빙수 처음 먹어본 영국 
고등학생들의 반응!? (1인 2빙 
실화?)

2022년 
03월 
31일

영국남
자

통삼겹살 + 비빔면 꿀조합 먹어본 
영국 택시기사들의 반응!?

[표 Ⅰ-1] 유튜브 인기 급상승 순위에 진입한 국뽕 콘텐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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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튜브 이용자는 철저하게 익명(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닉네임에 실제 성명을 포함할 가능성, 그리고 유명 유튜버의 경

우 개인식별정보(성명, 이메일, 얼굴 등)가 온라인상에 공개되었을 가능

성이 있으므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연구자는 유튜브 영상 내용이나 

댓글을 인용할 시 모든 유튜브 채널명과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을 익명으

로 처리하였다. 연구자는 또한 유튜브 플랫폼의 구조와 운영 논리를 파

악하기 위해 유튜브의 수익구조와 플랫폼 아키텍처(디자인 설계, 기능, 

인터페이스)를 함께 검토하였다. 

3) 콘텐츠 소비자 (Consumer)

  연구자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콘텐츠가 소비되는 맥락과 

시청자가 콘텐츠 시청 이후 느끼는 감정, 감각, 정동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 유형의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연구에 동의 의사

를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구

성에 있어 국뽕 콘텐츠 시청 빈도수(단발성 시청~특정 채널을 구독하여 

꾸준히 시청)가 최대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담 참가

자의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에 분포한다. 20대 초반에서 30

대 중반에 해당하는 MZ세대들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을 유튜

브 감상으로 보내는 연령대에 해당하며4), 코로나-19 이전보다 대한민국

의 문화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보인다는 특징5) 또한 주목할만하다.

4) 이진백(라이프인), “MZ세대 최애 여가 생활은 ‘유튜브 감상’…오프라인 만남 
줄고, 온라인 소통 늘고”, 2021.02.25.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89

5) 김효정(주간조선), “코로나19가 ‘젊은 국뽕주의자들’을 키우고 있다”, 
2020.06.18.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31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89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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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모집을 위해 “국뽕”이라 불리우는 유형의 유

튜브 콘텐츠(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연구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사회

적 거리두기 지침의 지속적 변화로 인하여 연구참여자와 비대면(Zoom)

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비대면 방식은 원거리에 위치한 연구참여자와

의 면담에 특히 유리하였다. 연구자가 면담한 국뽕 콘텐츠 시청자들은 

미국 국적을 가진 이들도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미국 시민권 소유자임에

도 불구하고 자신을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한국인’으로 정체화하

며 한국어로 꾸준히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호 이름(가명) 나이 성별 국적
1 박시연 29세 여 미국
2 김다은 30세 여 한국
3 김원준 34세 남 한국
4 강윤영 22세 여 한국
5 윤경준 28세 남 한국
6 한수빈 28세 여 한국
7 윤슬 28세 여 미국
8 임은아 27세 여 한국
9 김보연 32세 여 한국
10 이상아 34세 여 미국

[표 Ⅰ-2] 면담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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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국뽕 콘텐츠 생산

 본 장은 생산-매개-소비로 이어지는 유튜브 네트워크의 시작점6)인, 유

튜브 국뽕 콘텐츠가 생산되는 측면을 조명한다. “국뽕코인”이라는 단

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국뽕이 유튜브계의 비트코인으로 자리 잡았다면, 

연구자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 ‘왜’와 ‘어떻게’의 질문을 던지게 된

다. 다시 말해, 국뽕은 어떻게 유튜브계의 ‘코인’이 되었는가? 2020년

부터 “국뽕코인”에 탑승한 유튜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존재

했지만7), 여전히 유튜브 플랫폼 내부에서는 다양한 국뽕 채널들이 생겨

나고 있으며 올림픽과 같은 특정 시기에는 더욱 많은 국뽕 콘텐츠가 쏟

아져나온다. 유튜브 국뽕코인에 대한 열기와 국뽕 콘텐츠의 순환 네트워

크가 지속되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플랫폼, 소비자라는 

세 행위자가 제공하는 단서를 모두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그중 생산자

는 연구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이에 본 장은 유튜버가 국뽕 콘텐츠를 생산하는 동기와 방식에 대해 파

악하고, 잠재적 시청자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그들을 

주목한다. 이를 위한 세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수많은 코인 중에 왜 그

들은 ‘국뽕’을 택하였는가? 그들의 생산 활동 뒤에는 어떠한 계산된 

노력과 전략이 자리하는가? 자신의 생산물을 유튜브 인프라로 유통시키

6) 본 논문은 생산-매개-소비의 순서대로 국뽕 콘텐츠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
라스트럭처를 추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생산이 국뽕 콘텐츠 순환 네트워크
의 시작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유튜브의 특성이 플랫폼의 내부로 생산자와 소
비자를 유치한 부분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뽕 콘텐츠 유통 네트워크 또한 생
산-매개-소비의 단선적 형태이기보다 (...)-소비-매개-생산-매개-소비-매개-생산
-(...)의 순환 형태를 띠고 있다.

7) 유원정(노컷뉴스), “‘국뽕코인’이 뭐길래…외국 유튜버들 향한 눈초리”, 
2020.05.04.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467

  정희윤(중앙일보), “해외가 ‘깜짝’ 놀랐다고? 지나친 유튜브 ‘국뽕’ 콘텐트, 
근원은”, 2020.09.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4922#home 

  김기윤(동아일보), ““국뽕도 과하면 치사량”…‘反국뽕’콘텐츠 뜬다”, 
2020.10.19.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019/103501965/1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46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4922#home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019/103501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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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어떠한 생산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가? 생산 과정 중 그들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

는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국뽕 콘텐츠의 생산이 지속되는 맥락을 조명하

며, 생산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감정이 유도되고 형성되는 양상을 포착

한다. 

1. “떡상”을 위한 “국뽕코인” 탑승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채널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가장 바라는 것이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은 콘텐츠의 “떡상”이다. 가격이나 주가

가 급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하던 “떡상”8)은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알

고리즘과 시청자의 선택을 받아 크리에이터9)가 제작한 영상의 조회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때,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

이에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국뽕” 요소의 첨가는 유튜

브 떡상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여겨지며, 이를 가상화폐 시장의 어휘

에 빗대어 “국뽕코인”에 탑승한다고 표현한다. 예컨대, 유튜버 커뮤니

티 A에서는 초보 유튜버를 위해 영상의 조회수와 채널 구독자 수 떡상

을 위한 팁을 소개한다. 영상의 떡상을 위해서는 노출당클릭률과 시청지

속시간을 늘려 더 많은 이용자에게 영상이 도달할 수 있어야 하기에 대

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 ‘국뽕’은 “자기가 속한 그룹이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대중성 있는 주제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국뽕은 특히 가성비10)와 수익성이 좋은 

소재로 여겨진다. 한국 문화, 경제, 의료 시스템, 치안의 우수성에 대한 

콘텐츠는 한국인 유튜브 이용자의 흥미를 광범위하게 끌 수 있을 뿐 아

8) “떡상”은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17년부터 디시인사이드 비트코
인 갤러리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되었다. 

9) 구글은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을 ‘크리에이터’로 통칭하며, 이에 따라 영상 제
작자를 지칭할 때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는 ‘유튜버’라는 단어가 혼용된다.  

10)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의 줄임말로, 유튜버들에게는 자신이 영상 제작에 투
자한 시간과 비용 대비 벌어들이는 수익의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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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콘텐츠 기획 및 촬영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기존에 존재

하는 미디어 뉴스, 외신의 보도, 인터넷 댓글을 2차 가공하여 영상을 제

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국뽕 유튜버는 기존에 존재하던 민족주의

적 내러티브를 재생산할 뿐 아니라, 표면적으로 한국과 관련이 없어 보

이는 사건과 소재에도 국가를 연결 지어 새로운 민족주의적 내러티브를 

생산하기도 한다. 예컨대, 국뽕 유튜버들은 할리우드 연예계 이슈,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그 당시 시의성이 있는 사건과 한국을 관련

지을 방법을 모색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즉, 

국뽕의 수익성은 국뽕 유튜버로 하여금 국가라는 렌즈를 통해 사건을 바

라보게 만들며,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민족주의적 내러티브가 생

성된다. 국뽕 콘텐츠가 적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 광범위한 시청자에게 

도달하여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커뮤

니티에서도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었으며, 국뽕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

버들의 생산 동기 또한 대부분 높은 수익성에 있었다. 

국뽕 별거 없네 타 컨텐츠에 비해 수월하고 걍 블로그 하는 

느낌임 블로그에서 노가다 좀 한다 생각하면 되네 

↳ 돈벌기 딱이지

↳ ㅇㅇ 블로그 매일 글쓰던 느낌으로 하는데 수익은 10배이

상.. 

국뽕의 장점이 소재의 지속성과 만들기 쉽다는거임. DIY로 1~2

주에 한 번씩 X빠지게 잘 만들고 조회수 수백만 뽑아봐야 국

뽕으로 대충 만들어서 매일 10만씩 뽑는게 훨씬 잘 벌고 스트

레스 안 받고 쉬움. 유튜브하기 적합한 컨텐츠임.

  ↳ 니가 그렇게 해놓고 말해라 위에 열거했듯이 매일 10만

씩 뽑는 게 쉬운 줄 아냐?ㅋㅋ

     ↳ 비교해서 쉽다는거자나 한국말도 그렇게 못하면 유튜

브 힘들긴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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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서브채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솔직히 다들 

유튜버 하는 이유가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서브채널을 만들어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본 서브채널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인물

소개채널 , 국뽕채널, 렉카채널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 각 채널의 장단점은 (...)

국뽕채널

장점 : 비교적 노출 수가 많고 많이 노출을 해주고 발성이 좋으

면 할만하다 

단점 : 소스 작성과 대사 작성이 비교적 힘들다 (소스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음) (...)

꿀빤다 머한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히 돈 벌자고 

유튜버 하는건데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뽕은 국내외 뉴스가 다 소스지 요즘 미사일 개발 같은 거

랑 해외 대형커뮤니티 반응 하나하나가 소스

↳ 난 진짜 국뽕이 좀 부럽드라 여유 있으면 국뽕하고 싶음.. 

재탕에 삼탕되는 내용들도 조회수가 ㄹㅇ넘사벽 개부럽ㅅㅂ

   국뽕 콘텐츠의 보장된 수익성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국뽕 콘

텐츠를 생산하게 만드는 주된 흡인요인이며, 높은 수익을 꾸준히 얻을 

만큼 채널을 성장시킨 국뽕 유튜버는 전업 유튜버로 전향하여 유튜브 콘

텐츠 제작에 집중하기도 한다. 이에 국뽕 콘텐츠 제작을 부업에서 전업

으로 전향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과 고민도 국뽕 유튜버들 사이에서 종종 

등장하는 대화 주제이며, 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의 수입과 앞으

로의 예측 수익 안정성에 따라 전향 시기를 결정한다. 다른 한편, 그들

은 국뽕 콘텐츠의 높은 수익 잠재성으로 인하여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해

당 업계에 뛰어들며 경쟁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거나 불만을 터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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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도 한다. 반대로 다른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은 국

뽕 유튜버들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번다며 “배가 아프

다”, “날로 먹는다”, “열심히 발로 뛰어서 촬영하고 개같이 편집하

는 사람으로서 현타11)가 너무 온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B에서는 국뽕 콘텐츠 제작에 

대한 나름의 고충을 공유하는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며, 더 나아가 레드

오션화된 국뽕 콘텐츠 시장에서 해당 소재가 여전히 높은 수익 잠재성을 

가질지, 또는 수많은 국뽕 콘텐츠 사이에서 차별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

일지가 단골 질문으로 등장했다.

국뽕 만만하게 보는 놈들에게 한마디 한다. 만만한 거 맞다. 진

입장벽 낮고 노력 대비 조회수 잘 나온다. 월 500만원 미만 정도

의 수입 정도로는 딱 좋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메이저(?)로 올라

가기는 국뽕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이미 너무나 많은 국뽕채널이 많은 게 첫 번째 이유고 거기서 

또 차별화 주는게 쉽지 않아서다. 그럴려면 소위 말해 먹히는 소

재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알다시피 너무나 과열된 시장이라 소

재 하나 잘되면 그 다음날 최소 10개 채널에서 따라한다.

한마디로 동아줄 하나 내려오면 거기에 붙는 놈들이 수백 명은 

되니 다 같이 끊어지는거지. 그래서 욕심 없이 500만원 미만으로 

벌고 싶은 놈들은 국뽕 추천.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싶고 크

게 성장한 메이저로 가고싶다? 비추

국뽕이 제일 만만한 컨텐츠지? 한 달 안에 대부분 떡상하는 듯

11) ‘현타’는 ‘현자(賢者) 타임’, 또는 ‘현실자각 타임’의 줄임말로, “욕구 
충족 이후에 밀려오는 무념무상의 시간”, 또는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장용
민 2019; 우리말샘 오픈 국어사전). 

장용민(한국일보), “[삶과 문화] 현타”, 2019.10.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301008050303
우리말샘 오픈 국어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68741&viewType=confir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301008050303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68741&viewType=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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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에 비하면 ㅈ밥인데 자료수집하는게 힘들긴하지 그래

도 X밥

↳남들이랑 차별화되면서 이목을 끌면 개떡상! 아니면 X밥...둘 

중에 하나임ㅎ

↳국뽕 개과열이다 초레드오션

↳ㅋㅋㅋㅋㅋㅋㅋ 함 해봐라

↳이상하게 국뽕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많음 ㅋㅋ 그냥 해봐 해

봐야 암

↳뺏어 먹기 쉬운 파이는 남들이 뺏어가기도 쉽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이처럼 열성적으로 국뽕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

익을 얻는 행위는 “상품의 정보적·문화적 내용을 생산하는”(랏짜라또 

2005[1996]:182) 비물질 노동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이때 랏짜라또에 

따르면 비물질 노동의 정보적 내용은 싸이버네틱스와 컴퓨터 통제의 숙

련 기술을 포함하며, 문화적 내용을 생산하는 비물질 노동은 과거 노동

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문화적·예술적 표준들, 유행들, 취미들, 소비규

범들, 그리고 여론을 정의하고 고정시키는 활동”(ibid.)들을 포함한다. 하

트(Hardt) 역시 “서비스, 지식, 소통과 같은 비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2005[1999]:147)으로 비물질 노동을 정의하며, 이는 컴퓨터 작동이 

수반되는 측면과 인간적 접촉 및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정동적 노동의 측

면으로 나누어진다(ibid.:149). 이때, 국뽕 콘텐츠의 생산은 컴퓨터 통제 

기술을 필요로 하면서도 만족감, 귀속 의식, 안도감과 같은 정동을 창조

하고 다루는 노동이므로, 비물질 노동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

다. 

 김예란은 비르노(Virno)의 주장에 근거하여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적인 

요소로 내재하며 노동의 양식으로서 코드화될 때, 기회주의(‘즉발적인 

아이디어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을 불러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기대)와 허무주의”-또는 냉소주의(Cynicism)-의 상반된 태도(Virno 2004; 

김예란 2014:251에서 재인용)가 UCC(User Created Contents) 생산과 같은 



- 24 -

비물질 노동을 지속시키는 주된 정서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국뽕 유튜

버들 역시 조회수와 수익의 떡상을 기대하며 설령 그것이 과열된 시장일

지라도 국뽕 콘텐츠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나 비르노(Virno 2004:84-88)

가 포스트 포드주의 시대의 다중은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

듯, 기회주의적 정서의 끝단에는 냉소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국뽕 유튜

버들 또한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빈번하게 느끼는 감정은 “자괴감” 또

는 “현타”라고 말한다. 

국뽕유튜브 자괴감 오지네. 이게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겠다

↳ 국뽕 유튜브들 보면 오히려 제가 박탈감이 들던데... 제작하시

는 분 입장도 자괴감이 드나요?

  ↳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어요

자괴감 와서 국뽕채널 안한다는 말 국뽕으로 월 300은 벌고 나

서 그딴 소리해라.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자괴감이 들어? "의사

하면 의료소송 걸릴 수 있으니 의대 안감!" 이리 이야기하는 고

딩이랑 똑같아. 시작해서 성과를 낸 다음 자괴감 느껴라. 그 글

에 추천 누른 사람은 2타입

1. 너 같이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리타이어했거나

2. 경쟁자 사전 차단

↳ 이것도 일리 있는 말 같긴 한데 자괴감 온다는 심리도 이해

는 감

↳ 뭐 유튭도 오래할려면 영상 제작하면서 자기도 재미있고 보

람을 느껴야지 할 수 있는거지 돈만 보고 하면 그게 되겠나 ㅋ

ㅋ

↳ 의사는 사회공헌이라도 하지 국뽕이 돈 말고 남는 게 뭐가 

있냐 ㅋㅋ

↳ 평균 300 넘겼는데 자괴감 X대서 할 맛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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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X같은게 뭐냐면 이슈를 찾아서 뇌내망상으로 J.K 뤌링 

빙의해서 아름다운 머(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는 거야 

나라는 똥두간으로 다이빙하고 있는데 ㅋㅋ 자막이랑 10분 내내 

말하기, 짤 퍼오기 이런거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ㅈ도 힘든거 

아니다

   ↳유튜브 중 제일 쉽다는 국뽕조차 이 난이도라니 ㄹㅇ 헬파

티네 

러시아가 진짜로 한국을 미친듯이 사랑하고 미국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밀고 당기고 우리를 배신한 베트남 터키 등등 참교

육을 시켜야하고 이런 소리를 정말로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X나 많구나..

진짜 나라가 ㅈ 박고 청년실업이니 대기업 들어가도 근처 집 하

나 제대로 못 사고 평생 은행 대출 이자나 쳐내면서 사는 시대

를 만들어놓고 무지성으로 한국 국뽕만찾아다니는 애들 덕에 참

으로 어이가 없지만. 돈이나 빨자고 

  해당 글은 국뽕 유튜버들에게 국뽕 콘텐츠를 생산하게 만드는 주된 동

인이 그들의 애국심이나 자부심이 아님을 보여준다. 국뽕 유튜버들은 오

히려 “나라는 똥두간으로 다이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자신의 실제 인식과 태도와는 달리 수익을 위해 국가를 과도하게 칭찬하

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괴리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생산한 국가에 대한 긍정적 재현물을 수용하는 시청자들을 보며 

“어이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이 제작한 콘

텐츠가 함의한 긍정적 메시지에 반(反)하여 실제로는 청년실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돈이나 빨자”는 태도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국뽕 유튜버는 민족주

의 또는 애국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기보다, 오히려 이러한 이데

올로기와는 유리된 현실을 간파하고 이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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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젝은 슬로터다익(Sloterdijk)의 시각에 입각하여, “그것[이데올로기]을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는 맑스 시대의 노동자와는 달리 오늘날의 냉

소적인 주체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여전

히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지젝 2008; 김범춘 2008:80-81에서 재

인용). 김범춘은 이를 “냉소적인 이성은 이데올로기와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이 사회 현실을 그 자체에 

맞게 구조화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다”(2008:82)고 설명한다. 그의 설

명처럼 국뽕 유튜버는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이 현실을 (재)

구성하는 것에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뇌내망상”을 통해 국가주의적 

환상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거나 이용하며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냉소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한다(지젝 

2008). 즉, 냉소적인 자본가가 화폐는 단지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상징

적 지위를 가질 뿐임을 인지하더라도, 실생활에서는 화폐의 마술을 믿는 

듯 행동하기 때문에 화폐가 기능할 수 있으며 이에 냉소주의자의 간파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국뽕 유튜버 또한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 국가의 모습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는 이러한 국가가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애국주의와 민

족주의가 여전히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

의 냉소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포스트 포드주의 시대에 만연한 기회주의와 냉소주의라는 양가적 감정 

속에서 비물질 노동의 지속은 탈공장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공장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보 자본주의 시대에 공장은 

“더 이상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특권적인 장소로 규정되기 어려워”(채

석진 2016:233)졌으며, 점차 사회 전역으로 분산되었다. 트론티(Tronti)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공장”으로, 네그리는 이를 “벽 없는 공장”으

로 정의한다 (Gill and Pratt 2008). 

 이러한 맥락에서 국뽕 유튜버들 또한 국뽕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을 “공장처럼 찍어내기”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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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국뽕유튜브들은 어떻게 영상을 찍어내는거임? OOOTV 보

고 든 생각인데 국뽕 특성상 썸네일 제목 같은건 대충 사진 붙

여넣으면 되니 상관없다 쳐도 영상을 하루 2개씩 올려대면서 

10분 가량의 자막을 달면서 짤은 퍼오는거까지 다 하는건 대체 

어떻게 하는거임??? 진짜 신기함;;;

↳ 나도 해봤는데 영상 만드는데 다해서 12시간 정도 걸리던데 

이슈 찾는 것까지하면 2일 정도 걸림. 하지만 어느 정도 기계화 

가능하다. 편집과정에서 그러면 아마 6시간까진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함. 하루에 2개씩 올리고 10분짜리 올리는거면 진짜 ㅋ

ㅋ 국뽕유튜버하면서 자괴감 ㅆㅅㅌㅊ12)였다. 나라 개판인거 모

르는 사람있냐?

   ↳ 10분 내내 말하기+풀자막+그래도 최소한의 퀄리티+짤 퍼

오기+이슈 퍼오기 이 짓 다 하면서 2개 올리는 것도 힘들 거 

같음 ㄹㅇ... 근데 기계화? 어떤 기계화 말하는거임?? 크롤링?

      ↳ 작업의 기계화. 국뽕 영상 퀄리티 정도면 공장처럼 찍

어내는거 가능하긴 해 왜냐면 영상 클립이나 이런게 쌓이는거

거든 한 번 쓰고 버리는게 아니라 

 해당 글에서 댓글 작성자는 국뽕 유튜버가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

는 방식을 “작업의 기계화”로 칭한다. 이때 기계화는 크롤링(Crawlin

g)13)과 같은 컴퓨터에 의한 기계화가 아닌, 인간의 콘텐츠 생산 노동이 

반복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뽕 유튜버

들에게 수입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꾸준히 영상을 공장처럼 찍어내야 하

는 강한 동기가 된다. 한 국뽕 유튜버는 “공장은 쉬면 기계가 고장난

다”라는 우스갯소리를 곁들이면서, “유튜브 수입창출은 재테크와 같아

12) “씹상타치”의 초성으로, 평균보다 훨씬 위에 있는 상태을 뜻할 때 ‘상타치’
라고 한다.  

13) 조직화·자동화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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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달마다 고정된 금액이 투자되니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지런히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다른 유튜버는 자신은 콘텐츠가 

노출이 잘 되지 않을수록 의욕이 상실해서 영상을 올리기 싫어지는데 이

것이 “가내수공업과 공장의 차이”라고 답한다.  

 이와 관련하여, 되제(Deuze)는 “미디어가 다양성과 유연성이 강한 산

업적 외형을 띠고 있지만, 그 실제 노동 과정은 지극히 단선적이며”, 

미디어 노동자의 창의성은 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투자된다고 설명한다

(Deuze 2007; 김예란 2014:255-256에서 재인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커뮤

니티 B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국뽕 유튜버들은 기업에 속하지 않은 개

인 유튜버이다. 그러나 그들의 창의성은 ‘구글(유튜브)’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설계한 플랫폼 시장 논리에 맞게 조정되고 간접적으로 관리된다. 

다시 말해, “비물질 노동은 인간의 활동 역능을 산업화, 표준화, 상업

화”(Fortunati 2007; 김예란 2014:250에서 재인용)하며, 국뽕 유튜버들의 

경우 또한 추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떡상”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장처럼 영상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그들의 창의성이 산업화 및 표준화

되어 왔다.

2. “떡상”을 위한 국뽕 유튜버의 전략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콘텐츠를 공장처럼 더욱 찍어내는 것처럼, 국뽕 

유튜버들은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떡상”할 수 있을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공을 위한 그들 나름의 전략을 구축해왔다. “어떤 

미디어 콘텐츠의 운명도 콘텐츠 그 자체로 인해 결정되지 않”는 유튜브 

공간에서 유튜버의 전략 수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웹스터 2016:135). 이

는 콘텐츠를 잘 만들면 시청자가 찾아서 볼 것이라는 법칙이 관심의 시

장에서는 통용되지 않으며, 누구도 어떤 콘텐츠가 대중의 관심을 얻고, 

또 얻을 수 없는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웹스터는 미디어 

콘텐츠가 수용자를 형성할 때, “특정 수용자에게 특화된 메시지를 전달

하고, 거대 영화 제작사와 출판사들의 홍보 기구들을 이용하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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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용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계산된 노력이 필요”(ibid.)하다고 

설명한다. 국뽕 유튜버들 또한 “떡상”과 시청자층 및 구독자층 확보를 

위해 ‘계산된 노력’을 기울이고 전략을 수립한다. 다음은 연구자가 유

튜버 온라인 커뮤니티 A와 B, 그리고 국뽕 유튜버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참여관찰하며 포착한 그들의 전략 세 가지, 즉 1) 시청

자의 판타지 충족시키기, 2) 유튜브 알고리즘과 상호작용하기, 3) 영상 

제작 인프라 공유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로는 국가에 대해 “시청자가 원하는 판타지”를 보여주는 것

이다. 국뽕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한다. 이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형성한 

정체성과 시청자층이 확고한 경우, 해당 시청자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소재를 고안해낸다. 예컨대, 채널의 주요 시청자층이 30대 남성일 

때 유튜버는 한국인 선수가 활약한 스포츠 경기와 그에 대한 긍정적 반

응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했다. 고정된 시청자층이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인’이라는 막연한 “상상적 시청자

들”(Marwick & Boyd 2010)을 상정하며 콘텐츠를 제작한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국뽕 유튜버들은 자신의 영상을 시청자들이 원하는 판타지를 

충족하는 예능으로 정체화한다. 

↳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함? 하꼬 국뽕러인데 자괴감 오져서 버

티기 힘들다...

   ↳ 국뽕은 뉴스나 시사 채널이 아니라 40~60대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춘 오락, 예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함. 우리는 

그저 시청자들이 원하는 판타지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 사실 사람들은 [콘텐츠] 퀄리티에 그닥 신경쓰지 않는다 내

가 보고 싶었던 짧은 경기 영상과 함께 그에 대한 기분 좋은 

반응 몇 줄만 볼 수 있으면 만족하고 구독하고 담에 또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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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국뽕 유튜버들이 시청자의 판타지를 충족해주는 방식은 전형적

으로 ‘한국 올려치기’와 ‘타국 내려치기(까기)’의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한국 올려치기’는 주로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 치안에 대한 

찬사를 직·간접적으로 전시하는 방식이며, ‘타국 내려치기(까기)’는 

한국과 부정적 교류 경험이 있었던 국가들의 부정적인 면모를 극대화하

여 보여주는 방식이다. 주로 일본과 중국을 비판하는 것이 국뽕 유튜버

들의 단골 소재이며, 이를 각각 ‘일까(일본 까기)’, ‘중까(중국 까

기)’라고도 부른다.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채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튜버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뽕 유튜버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절히 혼용한다. 커뮤니티 B에서 벌어진 다음과 같은 논의에서도 

국뽕 유튜버들이 ‘한국 올려치기’와 ‘일까’를 적절히 사용하여 콘텐

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는 처음 떡상이 5만 정도로 소소하게 왔는데 그 다음부

터는 최소 2만~3만씩 찍히면서 평균치가 어느 정도 형성됨. 백

만이 터졌는데 그 다음 영상이 몇백 수준이라면 주제선정이 

문제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 주제선정은 이슈인데 주로 한국 올려치기 일까거든... 

딱히 틀에 벗어나지도 않음 .. 나 같은 애들 없나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백만 터질 땐 터지는데 안 터지면 

몇천 이렇게 나옴.. 걍 알고리즘이 선택 안해줘서인가.. 나도 

비슷하게 올리거든 구독자 13000쯤 됐던 유튜버도 (조회수) 몇

천에서 1-2만 나오는건 구독자빨이라는건데.. 

↳나는 한국 올려치기보다는 일본 내려치기를 많이 써먹어서 

자료는 야후재팬에서 주로 구함

  

 ‘한국 올려치기’와 ‘타국 내려치기’라는 그들의 방식은 인상관리의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대개 유튜버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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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뽕 콘텐츠의 특성상 인상관리의 대상은 유튜버 자신이 아닌, 국가 

자체가 된다. 이에 따라 국뽕 유튜버들은 여러 인상관리 전략(Schutz 

1998)을 동원하여 국가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축한다. 인상관리의 전략 

중 하나인 주장적 자기연출(Assertive self-presentation) 방식은 자신의 

바람직한 속성을 전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상을 구축한다. 다양한 주장

적 자기연출 방식 중에서도 국뽕 유튜버는 특히 ‘자기 홍보

(self-promotion)’ 또는 ‘반사된 영광 누리기(basking in reflected 

glory)’의 전략을 국가에 적용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성공적 성취를 

전시하여 국가적 능력에 대한 인상을 전달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개인과 국가를 연관 지어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반대로 공격적인 

자기연출(Offensive self-presentation) 방식은 타인을 폄하 및 공격하고 

자신을 더욱 우월하게 연출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남기는 전략

이다. 시청자들은 대부분 비교를 통해 국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국뽕 유

튜버들은 비교 대상인 타국을 덜 긍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유튜버들은 이미 레드오션화되어 수많은 국뽕 콘텐츠가 쏟

아져 나오는 유튜브 시장에서, 시청자들이 똑같은 형식의 내러티브(i.e. 

한국 올려치기와 타국 내려치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중의 

“입맛”이 항상 변화하는 사실을 지각하고 있었다. 많은 유튜브 이용자

들이 실제보다 더욱 과장된 내용으로 관심을 끄는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

을 인지하였으며, 따라서 부정확하고 자극적이기만 콘텐츠를 선택하지 

않는 시청자의 수 또한 더욱 늘게 되었다. 이에 국뽕 콘텐츠 생산자들은 

무한정 공급되지 않는 미디어 수용자들의 ‘관심’을 두고 더 많은 미디

어 콘텐츠들과 경쟁하며(웹스터 2016), 더욱 정교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

를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 국뽕도 일종의 웹툰이라 상위 소수 능력자들만 돈 쓸어담는 

거임 구독자들의 판타지와 무료함을 채워주고 돈 받아가는 방

식이라 최소한 재미라는 것을 제공할 줄 아는데 능지(지능)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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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유튜버들은 베끼면 되는 줄 알고 덤벼들다 돈도 못 벌고 

시간만 까먹고 gg14)침

   ↳ 맞는 말임...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적대적인 국

가만 욕하고 비판하면 쌓이는게 조회수인데, 이제는 관련 자료 

다 찾아서 엮고 썸네일 뽑아야만 상위권 유지하더라 트랜드도 

다 알아야 되고....

↳난 글로벌 쪽이라 국뽕은 관심도 없지만, 국뽕이라고 아무 내

용이나 막 갖다 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 어설프게 찌라

시 몇 개 긁어와서 그걸로 영상 만들면 당연히 개털리지. 따라

서 요즘은 되도 안하는 소리하는 국뽕채널은 시청자들이 알아

서 다 거른다.

  댓글 작성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한국과 적대적인 국가만 욕하고 비

판”하거나 “어설프게 찌라시 몇 개 긁어와” 영상을 제작하면 더 이상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

로, 국뽕 유튜버들은 기존의 프레임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새로운 내러티

브 방식을 고안하고 공유하였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유튜버들은 서로 

상반된 내러티브 전략을 취함으로써 유튜브 시청자들의 관심을 획득하고

자 한다. 

설마 여기 국뽕하는 애들...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인

다 전 세계가 한국을 원한다 뭐 이런 자괴감 돋는 내용으로 컨

텐츠 하는거냐? 내가 하는 국뽕은 저런게 아니라 한국 & 일본 

비교, 한국 & 미국 비교, 한국 & 유럽 비교 등등 다른 나라들

이랑 엮어서 비교하는 스타일인데 이런게 자괴감 안들고 반응

도 좋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이 전 세계를 휘어잡는다 이런 내

14) ‘Good Game’의 약자로, 게임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 게임에서 졌

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뜻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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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이제 너무 진부함

무조건 떡상하는 국뽕 채널은 내가 국뽕을 말할 필요가 없어

제목: 일본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

제목: 한국은 중국 속국이다

제목: 한국인은 병X이다 

이 썸네일 무조건 본다 근데 여기서 의아할거임. 왜 이게 국뽕

인가? 국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ㅂㄷㅂㄷ15) 하면서 댓글 

달라! 이거임. 이것도 국뽕 채널의 일부분..

  이처럼, 첫 번째 유튜버는 자극적인 ‘어그로’16) 국뽕 콘텐츠에 지친 

시청자층을 고려하여, ‘한국 올려치기’ 또는 ‘타국 내려치기’의 편

향된 내러티브 방식이 아닌 ‘한국과 타국을 비교하기’의 방식을 택한

다. 즉, 부풀려진 사실로 점철된 어그로 콘텐츠가 난무하는 국뽕 콘텐츠 

시장에서 오히려 덜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진부함을 극복하고

자 한 것이다. 두 번째 유튜버는 전형적인 국뽕 내러티브와는 반대로 

‘자국 내려치기’의 전략을 취한다. 한국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상상적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전시하며 논

쟁적 반응 (조회수와 댓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뽕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떡상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상상적 시청자

들뿐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 그 자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개하지 않는 유튜브(구글)사의 방침으로 

인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복잡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모델을 그들 

나름대로 추측하고 발달시키는 “알고리즘적 상상계”에 의존하여 알고

리즘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했다(Bucher 2019; Baym 2018; 

Christin 2020에서 재인용). 국뽕 유튜버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알고리

즘의 작동 원리를 추측하고 그에 대응하며 콘텐츠의 “떡상”을 위해 노

력하였다. 먼저, 국뽕 유튜버들은 유튜브 AI가 콘텐츠에 소위 ‘노란딱

15) “부들부들”의 초성
16)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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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붙이는 경우를 파악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튜브사는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17) 콘텐츠에 대해 광

고 제한 또는 배제 조치를 취하는데, 이때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노란색 달러($) 아이콘이 표시되며 수익 창출이 제한 또는 정

지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이러한 노란색 아이콘을 소위 ‘노딱(노

란딱지)’라 칭하며, 수익창출이 주 목적인 국뽕 유튜버들에게 ‘노딱’

은 특히나 두려운 처분이다. 

↳ 나도 안녕하세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쓸 때가 많은

데 노딱 피하려고 쓰는 거임. 안녕하세요로도 정말 가끔 썸네일

이나 내용 주제 자체로 몇 시간, 하루 이틀 후에 노딱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영상 어쩔 수 없이 내리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있고... (...)

당장에 OO튜브, XX튜브 이런 국뽕 채널들 가서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서 영상 올라오면 바로바로 즉시 모니터링 해봐라. 처음

에는 정상적인 제목으로 올렸다가 몇 분, 몇 십 분 후에 신고 

먹든, 유튜브 자체 설문조사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십니까? 찡그

린 표정, 보통 표정, 웃는 표정 이런 조사에서 안 좋은 비율 선

택하면서 선정적이다. 폭력적이다. 스팸 현혹 썸네일과 제목이

다 선택하는 게 뜨는데 이런 투표 비율 높아지면 몇 분, 몇 십 

분, 몇 시간 후에 바로 노딱되는데 그러면 크리에이터들 아직 

조회수 1만 따리 이하면 그냥 영상 실수 있다고 지우고 다시 

수정해서 게시하거나, 조회수 이미 잡혀버리면 바로 제목 안녕

하세요로 바꾼다. 대신 그 제목을 내용에 복붙해서 키워드 유입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게 해두고... 제목 안녕하세요 했는데도 

노딱으로 다시 되면 그때는 내용도 그냥 다시 지우고 안녕하세

17) 이는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충격적인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증오성 콘텐츠 및 경멸적인 콘텐츠, 기분전환용 약물 및 마약 관련 콘텐츠, 
총기 관련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민감한 사건, 부정 행위 조장, 아동
과 가족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도발 및 비하, 담배 관련 콘텐츠를 포함한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162278?hl=ko&ref_topic=9239982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162278?hl=ko&ref_topic=923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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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바꾸고...

↳ 100% 노딱 먹어서 제목 안녕하세요로 바꾸는 거임. AI가 자

동으로 노딱 주면 제목 안녕하세요로하면 거의 초딱됨. 물론 재

수없으면 다시 노딱되긴 해도 어쨌든 대부분 조회수는 첫날에 

뽑아먹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텨도 됨. 안녕하세요로 바꿔도 초딱 

안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영상 삭제하거나 그냥 원래 제목으

로 바꾸고 수익 포기하거나 선택함. 직접 검토 요청은 평균 2일

은 걸려서 그거 하느니 차라리 삭제하고 수정해서 다시 올림.

1600 하꼬인데 올림픽 때는 그나마 잘 나왔는데 끝나고 일반 

국뽕하니까 조회수 개ㅈ망.. 러시아 우크 주제로 바꿔야하나 고

민중인데 러시아 우크 주제 타는 형들 있어??? 러시아 우크 전

쟁 주제는 거의 다 뉴스 출처 소스들이 많아서 막 갖다 쓰기도 

부담스럽고 팁 좀 있을까

↳전쟁 쪽은 노딱도 쉽게 붙음

↳내가 우크라이나 트리 타고 있는데.... 전쟁 쪽 노딱 잘 붙고... 

노딱 없앨려고 여러 번 임시저장 했다가 광고 적합성 걸려서 

삭제하고 다시 영상 고쳐서 임시 업로드 했다가.. 삭제했다가 

그랬거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올리는 영상마다 ai가 자동으

로 노딱 붙이는 느낌... 조심햐~~ 확실히 전쟁 쪽은 노딱 잘 붙

음... 걔중에 초딱으로 검토자가 바꿔주기는 하는데... 폭발 영상

이 총기나 무기류 이런거 영상에 나오면 ai가 바로 노딱 붙이는

듯..

   유튜버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총기 관련이나 폭력적인 

사진이 썸네일에 포함될 때, 또는 자극적인 소재나 내용을 제목 혹은 썸

네일에 포함시킬 때 AI가 자동적으로 노란딱지를 붙인다고 파악하였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제목을 “안녕하세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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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것이다. 그들은 유튜브 AI가 광고적합성을 판별하는 정확한 알고

리즘의 작동 방식을 모를지라도, 제목을 변경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 

수익 창출 가능을 의미하는 ‘초록딱지’로 변경됨을 경험적으로 체득하

여 이러한 알고리즘의 빈틈을 이용한다. 이때, 원 제목을 내용에 추가하

며 키워드를 통해 시청자의 유입을 유지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딱지가 유지될 때는 영상과 제목을 다시 수정하는 식으로 뒤따른 처분에 

대처한다. 

  또한 국뽕 유튜버들은 시의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이 형성

한 흐름을 타고자 했다. 유튜버들은 당시 가장 화제가 되는 현상이나 문

제에 관련된 콘텐츠가 추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확률 높다고 파악하

고 있었다. 따라서 국뽕 유튜버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손흥민의 골든부츠 상 수상 등 시의성 있는 소재를 

선별해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연구자가 유튜브에서 참여관찰하던 중 이

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진 시기는 베이징 2022 동계 올림픽 기간(2022년 2

월 4일 ~ 2022년 2월 20일)이었다. 국뽕 유튜버들 사이에서 스포츠 경기

는 시청자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좋은 소재로 여겨지며, 주로 스포

츠 경기는 주기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떡상”하기 좋은 콘텐츠로 평가

받고 있다. 

국뽕하는데 올림픽 덕분에 초떡상했다 ㄹㅇ 올림픽 덕분에 국

뽕 소재 넘친다 진짜 행복하다 올림픽 전에 하꼬였는데 요즘 

올리는 영상들마다 5~10만씩 조회수 찍는다 구독자 수는 아직 

적은데 조회수가 돈이니까 뭐 좋음~~

↳일본이 삽질할수록 조회수는 대박!!

국뽕하꼬 5주차 후기. 1주차 무지성 박치기로 1일 1영상 ->조회

수 100~1000. 2주차~4주차 올림픽 코인 탈까 말까하다가 타버

림. 올림픽 코인으로 1일 2영상 하면서 몇십만~몇만 영상 뻥뻥 

터짐. 26~28일차 되는 정도에 수익창출 조건 돼서 승인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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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후에 승인되고 올림픽도 끝나버림. (...) 5주차 일반 국뽕으로 

돌아오자 떡락중. 하루에 10~20 달라 찍히려나? 앞으로의 계획. 

월드컵까지 무지성 1일 1~2영상 하다가 월드컵 코인 탈 예정

국뽕 채널들이 재미 솔솔하게 보는 이슈가 스포츠 소재가 있습

니다. 매년 찾아오는 하계, 동계 올림픽, 월드컵, 월드컵 예선,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야구, 축구 선수

들... 국뽕 소재로 삼기 좋으니까 시사, 경제, 외교, 정치를 주로 

다루거나 한류 같은 드라마, 음악 다루는 문화 위주 채널에서도 

손흥민 같은 이슈 자주 다루고 조회수 잘 뽑습니다.

 해당 글에서 국뽕 유튜버들은 “올림픽 코인”에 탑승하여 콘텐츠가 

“초떡상”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화제성이 높은 행사나 사

건과 연관 지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코인을 탄다”라고 표현한

다. 유튜버가 “매년 찾아오는 하계, 동계 올림픽, 월드컵, 월드컵 예선,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야구, 축구 선수들”이라고 

나열했듯, 스포츠 소재를 동원했을 때 주기적으로 “떡상”의 기회가 찾

아오며, 특히 국제 스포츠 경기는 국민국가들의 세계가 명시적으로 드러

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도 그들이 한국인임을 상기시키고 클

릭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소재이다. 

  국뽕 유튜버들은 또한 미디어 측정치(measures)를 분석하여 알고리즘

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다. 웹스터에 따르면, 미디어 생산자와 

이용자는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장점이 무엇인지 찾으며, 

가능해 보이는 것과 타협”해 나가는데, 이때 생산자는 수익을 얻는 입

장으로서 측정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디어 측정치(measures)에 점점 더 의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웹스터 2016:137). 국뽕 유튜버들에게도 노출수, 노출클

릭률, 조회수, 평균 시청 지속 시간, RPM, CPM과 같은 미디어 측정치는 

그들이 생산한 콘텐츠가 성공적이었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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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또는 얼마나 대중들의 관심을 얻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석 도

구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측정치들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자신의 

채널과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을 추측 가능하게 만드는 단서이기도 하다.

9개월 전쯤 시작한 국뽕러입니다. (...) 한달 전 쯤인가… 손흥

민 선수가 국대경기 뛰는 것 시작해서 EPL 해트트릭을 한 걸

로 한 영상 조회수가 100만 넘게 터졌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서부터 시작됩니다. 손흥민으로 잘 나가다가 또 XX튜브, XX이

슈 흉내를 내며 영상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결과는 조회수 떡

락! 이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손흥민으로 돌아가서 이제

까지 다섯 여섯 개 만들었는데 예전만큼의 노출이 안되네요. 

기껏해야 조회수 칠천… 그래도 클릭률 18%에 지속률 58%인

데…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리즘 페널티를 먹

었다는 생각밖에… 아무래도 근데 제가 그분들 따라하며 올린 

영상이 손흥민 관련 채널이라 인식한 알고리즘에 혼란을 준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아래 옵션이 남은 듯요…

1. 채널 접고 다시 새로 판다.

2. 손흥민 관련 영상으로 계속 알고리즘을 자극한다.

3. 그냥 니가 영상을 못 만든거야. 섞어도 상관없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수님들의 진솔한 충고 좀 부탁

드려요. 

↳ 월드컵, 축구, 손흥민 이슈로 조회수 잘 뽑아지다가 최근에

는 둘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손흥민이 조회수 50만씩 잘 나오

면 원래 하던 이슈 조회수가 묻히는 기분이 듭니다. 반대로 원

래 하고 있던 시사 이슈가 잘 나오면 손흥민 이슈 조회수 묻

힙니다. 둘 다 예전처럼 잘 터지는 비율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

어서 마치 유튜브에서 스포츠 or 시사 둘 중 하나로 전문성을 

결정 지으라고 압박하는 기분이 들죠. (...) 정확한 원인이야 알

고리즘 코드를 짜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래머들만 알고 있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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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 시점에서 알고리즘 최신 패치는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

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스포츠 국뽕 전문 채널

에서만 손흥민 이슈나 올림픽, 월드컵을 따로 다루고 기존 채

널들에서는 손흥민 이슈 아예 안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그냥 열심히 분석에 도전하고 부딪히며 겪어보고 가꿔가야겠

죠. 그리고 채널 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관성으로 

꾸준히 밀면 뜨는데 그래도 못뜨면 시청시간 보면 답 나옵니

다. 시청 시간이 3~4분대에 머물고 있다면 재미없다는 겁니다. 

6분대 넘게 나와줘야 1일 1영상 날마다 조회수 30~40만대 나

옵니다. 

  해당 글에서 유튜버는 손흥민 관련 영상으로 조회수가 “떡상”했다가 

이후 다른 소재의 영상을 만들며 다시 “떡락”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때 그는 미디어 측정치를 바탕으로, 노출클릭률과 시청 지속률

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출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회수가 감소한 

것18)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즉, 해당 유튜버는 추천 알고리즘

의 영향으로 자신이 제작한 영상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리즘 페널티를 먹었다” 또는 “알고리

즘에 혼란을 주었다”고 표현한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또 다른 유튜버

는 시사와 스포츠라는 두 소재를 섞었을 때 조회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며, 현재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스포츠 or 시사 둘 중 하

나로 전문성을 결정 지으라고 압박”한다고 분석한다. 그는 뒤이어 유튜

버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두 소재 중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 나아가, 영상 시청 시간이라는 측정치를 기반으로 시청자가 영상을 

재미있게 느낄지, 그리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조회수가 상승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뽕 유튜버들은 다양한 미디어 측정치

18) 예를 들어, 노출클릭률이 20퍼센트로 높더라도 노출수가 1,000일 때 실제 클릭 
수는 200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반대로, 노출클릭률이 10퍼센트로 더 낮더라도 
노출수가 10,000이라면 클릭수는 1000으로 실제 조회수는 전자의 경우보다 높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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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여 불투명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추론해내고, 

알고리즘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한다.

↳ 노출클릭이랑 시청 지속 얼마나 나와? 한 영상에. 그리고 

요즘 수익증발 안돼? 난 터져도 증발되서 미치겠다

  ↳ 노출클릭은 13~14%, 시청지속은 8분 기준으로 4분 30

초~5분 정도. 수익증발은 크게 신경쓰일 정도로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음

     ↳ 노출이랑 지속률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그 수치 나

오는거지? 난 7-8% 8분 기준으로 4분정돈 보는데.. 언젠간 뜨

겠지 하.. ㅠ

         ↳ 지속률은 4분 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클릭률은 

좀 높이면 좋을 듯. 국뽕 대기업들 구독해두고 썸네일 문구를 

어떻게 써서 어그로 끄는지 한번 봐봐

조회수당 수익 얼마 나옴? 국뽕은 시청자 연령대가 높아서 많

이 나오는 듯 한데.. 영상 길이는 8분 넘지? 8분 이하랑 8분 이

상이랑 수익 차이 확실함?

  ↳ㅇㅇ 확실함 내 기준 8분영상 인트로, 중간광고 1개, 끝광

고 총 3개 넣는데 조회수 50만 수익 150만원임(한국99%) 5분 영

상은 조회수 46만 수익 85만원, 2분 영상은 조회수 33만 수익 

53만원

     ↳2분짜리도 생각보단 괜찮네ㄷㄷㄷ

 해당 댓글에서 국뽕 유튜버들은 시청 지속 시간과 노출클릭률을 바탕으

로 자신의 수익 창출 전략이 효과적인지 진단한다. 게시글의 조언자는 

노출클릭률을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형 국뽕 채널이 

쓰는 “어그로” 썸네일 문구를 벤치마킹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이때 국뽕 유튜버들에게 RPM(1000회 조회당 수익)과 CPM(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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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출수 1000회당 발생한 비용)은 자신의 수익 창출 전략이 효과적인

지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측정치이다. 두 번째 게시글에서 국뽕 

유튜버는 조회수와 RPM을 기반으로 동영상 길이에 따른 수익 창출의 효

율성을 가늠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커뮤니티 B의 유튜버들 사

이에서는 8분 이상의 동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더욱 높

고 수익 창출에 더욱 유리하다는 추정19)이 있었는데, 해당 국뽕 유튜버

는 실질적인 영상 길이 대비 RPM을 바탕으로 이러한 추측이 맞는지 확

인했던 것이다.

  떡상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국뽕 유튜버들 사이에서 영상 제작 인프

라를 공유하는 것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커뮤니티 B에서 활동

하는 국뽕 유튜버층은 혼자서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1인 크

리에이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때 그들은 자료 조사, 나레이션 녹음, 이

미지 검색 및 다운로드, 썸네일 제작 등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자

원을 커뮤니티 또는 오픈채팅방에서 공유하며 영상 제작의 효율성을 높

이고자 했다. 더 나아가, 채널 성장과 “떡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 역

시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공유되었다. 

 

나 유튜브 국뽕 채널인데 스톡 영상 제일 싼 곳 알려줌

https://www.OOOOOOOOO.com/

여기가 제일 저렴하고 월/년 기간제 유료인데 결제한 기간 동

안 모든 영상 무제한 다운로드임 기본 FHD이고 4K 영상도 꽤 

많음 여러 군데 많이 비교해봤는데 제일 좋음 그리고 국뽕 질

문 받는다

국뽕 하실 분들 팁 하나 드림. 소스 사이트 추천 드림. 야후재

팬, 레딧. 국뽕 진짜 개꿀임 1일 1영상 쌉가능

19) 8분 이상의 동영상을 제작할 시, 유튜버는 중간 광고(미드롤)를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유튜브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할 기회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수익 창출의 가능

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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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주로 뭘로 하시나요? Korea?

↳ 국뽕은 아니지만, 국뽕 유튜버분들 어디서 정보 얻는건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곳이었군요~ 커뮤니티 B가 이러니 저러니 

말 많아도 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얻어가는게 있는 듯

 기존 미디어 콘텐츠의 2차 가공물이 많은 국뽕 유튜브 업계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경고다. 이는 경고를 받으면 수익 창출에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경고를 3번 이상 받을 시 계정을 포함한 모든 동

영상이나 채널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20).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한 

댓글에서는 국뽕 유튜버들에 대해 “국뽕 제작자들은 대부분 일반인들보

다 상식도 많고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가이드라인 줄타기 잘하는 

전문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저작권 문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대

부분의 국뽕 유튜버들은 특정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할 라이센스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만든 ‘스톡 이미지’나 ‘스톡 영상’을 활용한다. 첫 번

째 글의 작성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저렴한 스톡 이미지 사이트

를 공유하였다. 두 번째 글의 작성자는 한국에 대한 해외 반응을 파악하

고 콘텐츠 소재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를 추천

했다. 이 밖에도 빈번하게 공유되는 자원은 입력한 텍스트를 유튜버가 

선택한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인 TTS(Text to Speech) 사이트이다. 이

는 유튜버 자신의 존재나 개성보다 국가에 대한 정보 전달이 더욱 중요

하게 여겨지는 국뽕 유튜브 업계의 특성상, 유튜버들이 자신의 음성으로 

직접 나레이션 녹음을 하기보다 TTS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그들은 스톡 이미지 사이트, 소스 사이트, TTS 사이트뿐 

아니라 썸네일 템플릿, 벤치마킹할만한 가치가 있는 대형 국뽕 채널 등

의 정보를 모아 공유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전략이 저작권 위반을 방지하고 영상 제작 효율성을 높여

20)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위반 경고 위반사항,”2022. 06. 01 접근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14000?hl=ko#zippy=%2C%EC%A0%80%
EC%9E%91%EA%B6%8C-%EC%9C%84%EB%B0%98-%EA%B2%BD%EA%B3%A0%EB%
A5%BC-%EB%B0%9B%EC%9C%BC%EB%A9%B4-%EC%96%B4%EB%96%BB%EA%B2%
8C-%EB%90%98%EB%82%98%EC%9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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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인프라를 구축 및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이와는 반대의 

전략, 즉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를 취하는 국뽕 유튜버도 있다. 일부 

국뽕 유튜버는 저작권 위반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감수하면

서 단기간에 수익을 올린 후 “채널을 폭파”하는 전략을 택한다. 국뽕 

유튜버의 오픈채팅방에서도 저작권을 위반하면서 화제성이 높은 영상 소

스를 사용하는 채널이 언급되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단기간에 높은 

조회수와 수익을 얻고 저작권 위반 사실이 포착되기 전 채널을 삭제하려

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전략으로서 저작

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을 시 계정과 채널 폐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데, 커뮤니티 B의 국뽕 유튜버들 또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논한다.

해외반응 저작권 다 쌩까고 영상 가져와서 뽕 빼먹고 딱 2달 

정도만 해먹고 수익 받고 빠지면서 반복하는 사람도 있음.. 국

뽕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잘 생각해서 도전해봐 막무가내로 

남 까내리고 한국 짱짱거리면 사람들이 안봐줌 이제는 

↳ 나도 봤는데 그거 너무 위험한거 아닌가 싶어서 안하는 중 

ㅋㅋㅋ

  ↳ (그런 사람들은) 수익 창출 후 1500 이상 땡겨 가서 또 

똑같은 채널 파고 똑같이 하더라 어차피 국뽕 비슷한 컨텐츠 

제작하다가 커뮤니티 위반으로 폭파당하는데 이것도 괜찮은 

전략이긴 한 듯 

  이처럼 국뽕 유튜버들은 콘텐츠의 “떡상”을 위해 여러 전략을 동원

해왔으며, 그들의 “계산된 노력”은 유튜브 콘텐츠 시장에서 국뽕 콘텐

츠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노출 

확률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발전시키고 공유하는 

전략들은 국뽕 콘텐츠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여전히 시청자들의 관심

을 끌고 주류 콘텐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든다. 특히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1인 국뽕 유튜버들은 다른 이들과의 정보 및 인프라 공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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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러티브 구축, 알고리즘 예측, 생산요소 절감, 수익 극대화에 필요한 

전략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콘텐츠를 “알고리즘에 

맞게(algorithm-ready)” 만들 것인가에 대해 다른 국뽕 유튜버들과 정보

를 공유하는 “알고리즘적 가십(algorithmic gossip)”에 의존한다(Bishop 

2019; Gillespie 2016; Christin 2020에서 재인용). 소위 1인 기업으로 활동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다른 국뽕 유튜버들과의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며, 이 네트워크를 따라 그들의 지식, 정보, 상황, 

지지, 가능성이 순환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국뽕 유튜버들 자체가 중요

한 인간 인프라스트럭처(“people as infrastructure”)가 된 것이다

(Simone 2010:124).

3) 국민국가와 공생하기

 앞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서 살펴본 것처럼 1인 크리에이터라

는 유튜버의 정체성에 부합하며 혼자서 기획, 더빙, 편집 작업을 수행하

는 국뽕 유튜버가 있는 반면, 채널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채널 자체가 

독립적인 기업체가 되거나 마케팅, 회계 등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기획

사 격 회사인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에 소속

되어 활동하는 국뽕 유튜버 또한 존재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커뮤니티 B에서는 국뽕 유튜버의 채널 운영 경력과 수익의 규모에 따라 

기업체의 비유를 들어 하꼬21), 중소형, 대형/대기업으로 국뽕 채널을 지

칭하는데, 많은 대형 국뽕 채널은 여러 명의 직원이 미디어 콘텐츠 생산 

노동을 분업하여 담당하는 실질적인 기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가령 ‘코리아원(가명)’의 경우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는 콘텐츠를 전

문적으로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으며, 각 채널에

서 자체적으로 기획 및 제작했던 콘텐츠는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21) ‘하꼬’는 일본어로 판자를 뜻하며, 주로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수가 적은 
BJ의 방을 판잣집에 빗대어 ‘하꼬방’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온
라인 커뮤니티 B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막 시작하여 구독자, 조회수, 수익이 적은 
유튜버를 ‘하꼬’라고 지칭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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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자주 진입할 만큼 플랫폼 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코리아원처

럼 기업화된 국뽕 유튜브 채널들은 콘텐츠 제작과 제휴에 필요한 폭넓은 

미디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나갔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 채널을 

관리·운영하고 각 채널별로 독자적인 콘텐츠를 기획·촬영·편집하는 

인적 자원,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 스튜디오와 장비,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반응하는 외국인 출연자를 섭외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

다. 코리아원을 비롯한 기업들은 자사에서 구축한 이러한 미디어 인프라

를 기반으로 다시금 미디어 대행(콘텐츠 제작, 외국인 섭외, 광고, 채널 

운영)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림 Ⅱ-1] 기업화된 국뽕 채널의 생산 인프라스트럭처

 

 기업화된 국뽕 유튜브 채널이 구축한 독자적 인프라는 유튜브 콘텐츠 

시장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국뽕 유튜브 업계에서는 주로 기존 미

디어 콘텐츠(ex. 뉴스, 스포츠 경기 영상, 외신 기사 등)의 2차 가공물을 

이용해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화제성 높은 소재에 대해서

는 비슷한 뉴스 기사나 영상 소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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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다른 국뽕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와 비교하여 콘텐츠의 틀

이나 내용이 차별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국뽕 유튜버들이 수익을 더

욱 효율적으로(단기간에 쉽게) 창출하기 위해 앞서 성공을 거둔 국뽕 채

널의 콘텐츠들을 모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커뮤니

티 B에서도 “솔직히 국뽕 내용은 다들 비슷한데 살짝살짝 바꾸는 애들

이 한둘이 아니라 대놓고 완전히 똑같은거 아니면 그냥저냥”이라는 의

견을 표출하거나, “시사 국뽕 중에서 다른 시사 국뽕 채널들 전문적으

로 소재 베끼는 카피캣 전문 채널로 OOOO가 있다”라며 다른 국뽕 콘

텐츠를 모방하는 행태가 만연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업화된 국뽕 채널들은 기존 미디어 콘텐츠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내용을 기획하고, 출연자를 섭외하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바탕

으로 진부하지 않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실제로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오르는 국뽕 콘텐츠의 대부분은 코리아원과 어메이징 코리아와 같은 기

업화된 국뽕 채널이 자체 제작한 영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국뽕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있어 국가의 영향력이나 개

입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구글이라는 다국적 기업

에 의해 운영되는 유튜브 플랫폼은 국가와 정부의 공적 영향력이 최소화

된 공간이며, 국뽕 콘텐츠 제작 또한 국가 주도적인 것이 아닌 사적 이

익 추구를 위한 개인적 또는 기업 차원의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토 마모루(伊藤守 2016)는 글로벌화된 미디어 

공간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존재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추적한 바 있다. 

이전까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그 탈영역적 가능성

을 지닌 기술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 영토 안의 국민에게 수용

되고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셔널 미디어’의 성격을 늘 부여”

(이토 2016:212) 받았으며,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회로 역시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 존재했다. 

  이에 로빈스와 몰리와 같은 학자들은 전자미디어 시대에 이르러 “거

대미디어 기업이나 광고 산업에 의해 트랜스내셔널한 정보의 이동,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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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확대, 일반화되었으며, 시청각 문화상품의 ‘탈영토화’가 진

행”(Robins & Morley 1995; 이토 2016:222에서 재인용)되면서 세계시장

이 형성되고 내셔널한 공간에 위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

에서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 역시 미디어의 세계화에 따라 국민-국

가의 자명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말했다.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지배적

이었던 시기에도 국가의 규제와 관리는 정보의 국제적 흐름을 완전히 통

제할 수 없었으나, 전자미디어의 배분으로 정보의 전지구적 흐름이 가능

해지면서 국민국가의 규제 권력이 더욱 약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 

마모루는 전지구화된 세계의 미디어 경관22)에서 내셔널 미디어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더라도,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전환 및 변화했음을 주장한다. 즉, 미디어 경관의 “구체적 모습은 

여전히 내셔널한 맥락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이토 2016:237). 

 유튜브 플랫폼에서도 ‘내셔널한 공간의 위기’가 나타나기보다, 오히

려 국뽕 유튜버와 국민국가는 공생 관계를 형성하며 내셔널한 공간을 

(재)생산해낸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국가라는 브랜드와 상징을 동원하

여 사적 이익을 창출하고, 국민국가의 정부 부처들은 이미 설립되어 있

는 국뽕 유튜브 채널의 기획·촬영·편집·섭외 인프라를 이용하여 외국

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브

랜디드 콘텐츠’를 합작한다. 실제로 국뽕 유튜브 채널들을 소유한 기업

의 브랜디드 콘텐츠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정부 & 공기업”은 하나의 

큰 범주를 차지한다. 정부 부처들은 기업화된 유튜브 채널의 인적 자원, 

뉴미디어 시장에 대한 지식, 촬영과 편집 장비, 구독자와 시청자층을 손

쉽게 동원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그 대가로 협업하였던 다양한 정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명시하며 기

업 브랜드에 신뢰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일례로, 기업 어메

22) 이토 마모루는 아파두라이의 설명을 바탕으로 미디어 스케이프를 “정보를 생산
하고 배급하는 에이전트에 의한 정보와 이미지 흐름의 공간의 양상”, “미디어
에 의한 정보흐름의 총체”로 규정한다. 이때 미디어 스케이프는 “상상된 자기, 
상상의 세계가 구축하는 새로운 자원과 규율을 부여하는” 기반이다. (이토 
2016:213)



- 48 -

이징 코리아(가명)는 정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가

치를 만들어”간다고 소개한다. 

 국뽕 대기업, 즉 기업화된 국뽕 채널은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플

랫폼 내에서 1인 크리에이터보다 더욱 큰 권력과 가시성(visibility)을 가

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꼭 그러한 의견을 듣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Couldry 2009)기 때문

에,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결국 기업과 국가라는 행위자는 개별적 사용자

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Mihelj and Jimnenez-martinez 2021). 

이는 마치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제적·정치적 행위자의 콘텐츠가 플랫폼

에서 더욱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모든 개별적 사용

자에게 국가에 대한 상상과 이미지를 만들어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

라도, 기업과 국가는 그러한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모두

가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안정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Mihelj 

and Jimnenez-martinez 2021:338).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개인으로 

활동하는 국뽕 유튜버들은 특정 국뽕 소재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과 수익

성을 예측할 때마다 ‘대기업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하꼬가 문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업화된 유튜브 채널과 국민국가 사이에 형성된 이러한 공생 관계는 

상업적 내셔널리즘(Commercial Nationalism)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 상

업적 내셔널리즘이란 상업체가 내셔널리즘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판

매하는 반면, 국가는 상업적 마케팅 기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국가 브

랜드를 발달시키는 것을 말한다 (Volcic and Andrejevic 2015; Castelló 
and Mihelj 2018:561에서 재인용). 상업적 내셔널리즘 안에서 국가는 국

가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민간 부문(private sector)에 떠넘기게 된다

(Volcic and Andrejevic 2011). 정부 부처의 코리아원 및 어메이징 코리아

와의 협업에서도 볼 수 있듯, 국민국가는 국뽕 유튜브 기업의 ‘비즈니

스 클라이언트’로서, 또는 해당 기업에 국가 브랜딩 작업 하청을 주는 

주체로 등장하며 국가 브랜드의 홍보를 민간 부문에 요청한다. 이때 민

간 부문이란 국뽕 유튜브 기업체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작된 브랜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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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시청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동조의 댓글을 달고, 더 많은 사람

에게 공유하는 대중 역시 포함한다. 

 세르니(Cerny)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 국가(the competition 

state)”로 변모한 국민국가들은 “스스로 시민 단체에서 기업체로의 변

화를 꾀하는 행위자”가 된다고 말한다(1997:272). 다시 말해, “유사 기

업체(quasi-enterprise-association)”가 된 국민국가는 국가정체성 확립과 

유통 과정을 대중에게 하청주는 셈이다.23) 이는 일방적인 탑-다운 메시

지 전달 방식보다,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수단으로서 대중을 동원하는 전

략을 취하는 웹 2.0의 상업 논리와도 맞닿아있다(Volcic and Andrejevic 

2011:601). 볼치치와 안드레예비치(Volcic and Andrejevic 2011)는 이를 시

장의 불가피성(market imperatives)을 통한 국민국가의 신자유주의적 통

치성의 일부로서 파악한다. 이러한 통치성은 이중 논리를 따르는데, 통

치적 기능을 경제적으로 규제되는 구조 및 기관으로 환원하는 것과 이미 

존재하는 경제적 구조 및 기관에 통치적 인프라스트럭처의 기능을 부여

하는 것이다(Gordon 1991:26; Volcic and Andrejevic 2011:602에서 재인

용).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공적 부문에게 부여되었던 기능들을 민영화

하면서 조금 더 직접적 형태였던 통치성을 민간 부분으로 재배치하는 방

식으로 국가의 기능과 권력의 작동 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셔널 미디어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전통

적 매스미디어보다, 오히려 상업적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23) 이 밖에도 국민국가의 정부 부처가 소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국가 홍보 영상을 

기획하고, 유튜브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한다(Ⅳ장의 시청자 인터뷰 참조). 그러

나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국민국가의 권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영상은 알고리즘 선택 경쟁에서부터 도태되어 유튜브 이용자 대다수에

게 도달하지 못하거나, 설령 이용자의 피드에 등장하더라도 시청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가 유튜버로서 국가 브랜드 홍보를 주도하는 경우에도 

국가정체성 구축과 유통 과정이 완전한 탑-다운 형식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실제

로 유튜브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영상에서 한국인 유튜브 이용자들은 “드디

어 한국관광공사가 뻘짓 안하고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한건가”라고 말하며 소비자-

국민으로서 영상의 질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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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콘텐츠가 더욱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이

에 따라 국민국가의 통치성과 통치 권력은 조금 덜 직접적 형태의 것으

로 유튜브 시장에 분산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정체성과 브랜드의 구축·

(재)강화·유통은 마치 탑-다운(top-down) 형식의 국가적 통치가 아닌, 

시장 행위자의 바텀-업(bottom-up) 형식의 자유로운 행위에서 기인한 것

처럼 보여지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대해 볼치치와 안드레예비치는 “내

셔널리즘이 그 시초부터 자본주의 역사와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신자유주의 및 전지구화와 결부된 경제적 변화가 그에 합당한 내셔

널리즘의 발전을 동반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현상”이라고 평한다

(20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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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튜브 플랫폼의 매개

  본 장은 유튜브 플랫폼이 국뽕 콘텐츠의 순환을 매개하는 양상을 분석

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형성한 국뽕 콘텐츠의 공급망과 이를 소비

하는 시청자들의 소비망은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때 미디어 인프라는 사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푸시(push)”할 수 있다(웹스터 

2016:5).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국뽕 콘텐츠가 유튜브 주류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현상 역시 유튜브 사용자의 생산 및 소비 욕구뿐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

다. 이와 관련하여 라스베이거스 도박장에서 민족지 연구를 수행한 슐

(Natasha Dow Schüll) 역시 도박에 대한 중독이 도박자와 도박 기계 사

이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24), 도박장의 건축 설계, 분위

기 및 도박 기계의 디자인이 도박 중독에 기여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그

는 라투르를 인용하며, 행위는 이미 형성되어있는 본질로서 주체 또는 

객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함께 생산하는 것

(co-produce)임을 강조한다(Schüll 2012:19). 
 유튜브 국뽕 콘텐츠의 순환이 유튜브 사용자와 플랫폼이 공동 생산한 

행위라고 할 때, 우리는 유튜브 플랫폼의 행위유도성(affordance)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행위유도성(affordance)이란 사물의 속성과 사용자 행위 

능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용자가 해당 사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정회경 2014:109). 이때 사용자 인터

페이스(User Interface)는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구조가 되어주며,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인간의 감각

을 통해 미디어를 경험하게 하는 모든 방식”(정회경 2014:97)으로도 볼 

수 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결정권은 “개별 사용자의 

24) 이때 그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서는 두 행위자가 중독에 대해 똑같은 기여
도를 가지기보다, 인간 행위자에게 특수한 책임감이 더 부여된다고 말한다(Schull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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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영역 바깥에 위치하면서도 개인이 구성할 수 있는 정체성, 재현, 

내러티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Mihelj and Jimnenez-martinez 

2021:338), 이러한 통찰은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국가의 모습을 긍정적으

로 재현해내는 콘텐츠가 성행하는 현상과 그 이유를 일부 규명할 수 있

다. 따라서 연구자는 국뽕 콘텐츠의 생산-순환-소비를 유도하고 가능하

게 하는 유튜브의 행위유도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튜브 플랫폼의 아키텍

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내부 작동 원리와 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1. 플랫폼 아키텍처

[그림 Ⅲ-1] 유튜브 플랫폼 아키텍처 (홈 화면) 

 

 유튜브 플랫폼에서 가장 기본 구조가 되는 홈 화면은 유튜브 추천 알고

리즘이 채택한 추천 동영상들로 구성된 사용자 개별 맞춤 피드(feed)25)

25) 피드는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되고 스크롤해서 볼 수 있는 콘텐츠로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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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유튜브에 접속할 때마다 이 피드를 구성하는 추천 동영상 

콘텐츠가 변경되며, 사용자는 접속하기 전까지 자신의 피드가 어떻게 변

화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사용자는 스크롤을 내리며 시청하고 싶

은 영상의 썸네일(Thumbnail; 미리보기 화면)을 클릭하여 시청할 수 있으

며, 상단의 바에서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동영상만 필터링 되어 보여진다. 영상의 썸네일을 클릭하면 영

상 재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는 화면 상단부터 영상 

- 영상 제목/조회수/영상 업로드 시점 - ‘좋아요’, ‘싫어요’, ‘공

유’를 포함한 액션 바 – 채널 이름과 구독 버튼 – 댓글창 – 광고 – 추
천 동영상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영상 재생 화면에서 사용자는 영

상 시청, 영상 저장 및 공유, 댓글 읽기 및 작성, 다음으로 시청할 추천 

동영상 재생 등 다양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사용자가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화면 하단에 위치한 네비게

이션 바를 이용하여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탐색’을 클릭하

면 ‘인기 급상승 동영상’ 목록이 표시되며, 사용자가 접속한 당시에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인기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탐색 페이지의 상단에는 다시 ‘인기’, ‘음악’, ‘영화’, 

‘게임’, ‘스포츠’, ‘학습’의 카테고리 버튼이 있어, 원하는 카테고

리를 선택했을 때 그에 적합한 영상 콘텐츠와 재생목록을 유튜브 플랫폼

이 추천해준다. 네비게이션 바의 중간에 위치한 (+) 버튼은 동영상 업로

드를 위한 버튼으로, 이를 클릭하면 ‘Shorts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 

업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옵션이 주어진다. 

 네비게이션 바를 통해 ‘구독’ 페이지로 진입하면 사용자가 이전에 구

독했던 채널의 목록과, 구독된 채널에서 새롭게 업로드한 영상의 목록이 

나타난다. 다양한 영상이 추천되는 홈 화면의 피드와는 달리, ‘구독’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의 콘텐츠만 모아서 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사용자가 구독한 채널을 다시 클릭하여 이동한 채널 개별 페이

지는 다시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스토어, 정보로 나뉘어진다. 

비슷하게 생긴 블록의 집합으로 차례로 반복되어 표시”된다(YouTube 2022).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9189559?hl=ko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9189559?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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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개별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해당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와 

재생목록을 열람하거나, 공지나 설문을 게시하는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고, 투표를 하며 크리에이터 및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 바를 통하여 다시 ‘보관함’ 페이지로 이동하면, 사용자의 

시청 기록,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목록, 저장된 동영상 목록, 사용자

가 직접 콘텐츠를 선별하여 만든 재생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

튜브 플랫폼의 페이지 대부분은 사용자에 맞춤 설정되어 환경화 되며, 

따라서 개별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

인 플랫폼 구조는 동일하며, 이 구조는 유튜브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형성하거나 제한한다.

2. 생산-소비의 매개

   

1) 수익 창출의 유혹 

  

  유튜브 플랫폼이 많은 국뽕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끌어들이는 주요 

요인은 자신의 창의적 역량을 동원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가 모두에

게 주어진다는 데에 있다. 미디어 연구학자 길리스피(Gillespie)는 ‘플랫

폼’이라는 단어가 가진 함의-행동에 대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며, 평

등하고 진취적인 지지대-를 유튜브가 전유함으로써 이전의 전통적 매스

미디어보다 사용자의 욕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평

가한다(2010). 유튜브는 “규범적이고 기술적인 제약을 가진 엘리트주의

적 게이트키퍼가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등한 소통을 매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Gillespie 2010:352), 플랫폼의 초점이 평범한 

아마추어 사용자에게 맞추어져 있다. 유튜브의 “You”가 그 명시적인 

신호이며, 홈 화면 하단의 네비게이션 바에서 영상 업로드 버튼(+)이 가

운데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UI 디자인을 통해서도 누구에게나 영상 

업로드 행위를 장려하는 유튜브 플랫폼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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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유튜브 플랫폼의 수익구조 (YouTube Creators 참조) 

 유튜브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자신의 채널 구독

자가 1000명 이상이고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이 연간 4000시

간이 넘게 되면 ‘유튜브 파트너’로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유튜브 

파트너 조건을 충족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에는 여러 유형의 광고가 표

시되고, 광고주로부터 얻은 광고 수익은 유튜브 플랫폼(구글)과 크리에이

터가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때 광고주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희망하

는 광고 타겟층에 도달할 수 있다. 구글이 정확한 수익구조와 분배 메커

니즘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유튜브 콘텐츠의 시청자 수와 업로드한 동

영상 수, 영상의 길이, ‘좋아요’ 수, 시청자의 지역,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여부에 따라 광고 단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광고 수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청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시청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관련 있는 콘텐츠를 시청

할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그들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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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끌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관심 경제(attention 

economy)에서 본래 수요와 공급 간의 역학 관계가 전도된 현상을 대전

환(great reversal)이라고도 부른다(Citton 2017; Pedersen et al. 2021:311

에서 재인용).  

 

[그림 Ⅲ-3] ‘분석’의 그래프 (출처: 유튜브 고객센터)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RPM(1,000회 조회당 수익)과 CPM(1,000회 노출

당 비용)이 수익 측정치로 규정된 것처럼, 이용자의 동영상 시청, 구독, 

좋아요의 클릭과 같이 시청자의 관심을 확보하는 것은 유튜버의 수익과 

직결된다. 이러한 시청자의 관심은 조회수, 노출수, 노출클릭률, 평균 시

청 지속 시간 등의 항목으로 계량화 및 시각화되어 그래프의 형태로 생

산자에게 제시된다. 이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떡상”

의 순간 유튜버들은 쾌감을 느끼며, 반대로 “떡락”을 경험하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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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시청자들의 관심이 마치 화폐처럼 작동하는 유튜브 플랫폼은 유

튜버로 하여금 시청자의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

작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튜버들이 자주 사용하는 “좋댓

구알(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하나의 신조어로 굳어졌으며, 

과장되고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어그

로’ 행위도 유튜브 내에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유튜브 시청자의 희소한 관심이 순환하고 분배되는 방식은 콘텐

츠 생산자의 투자나 창작 역량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 불특정한 시

청자의 행동과 특정 동영상의 노출 정도를 결정하는 추천 알고리즘에 의

해 생산자의 동영상 콘텐츠에는 유튜브 공간의 광활한 “네트워크 허브

로 연결될 수 있는 우연적 확산의 기회가 상시 존재”하고 있다(오동일 

2022:353). 이에 따라 창작 역량이 다소 부족한 초보 크리에이터가 제작

한 콘텐츠나 별다른 목적 없이 제작된 콘텐츠에게도 우연히 ‘알고리즘

의 선택’을 받아 “떡상”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주어진다. 

  알고리즘의 우연성에 기대어 조회수 “떡상,” 즉 일확천금할 수 있다

는 기대는 생산자가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직장

인들의 2대 허언이 “퇴사할거다”와 “유튜브 할거다”라는 밈(meme)

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것처럼, 매달 받는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

은커녕 결혼 자금 준비조차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유튜브는 “기회의 

땅”이 되었다.26) 실제로 많은 국뽕 유튜버들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부업으로 삼으며 수입을 보충하고, 유튜브 수익에 따라 영상 제작을 전

업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서로 논의할 만큼 “노동의 절망이 도박자로의 

탈주 혹은 추방의 유인”(이승철 2018:316)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유튜

브 추천 알고리즘이 만드는 우연성과 “떡상”의 희망은 유튜브 크리에

이터를 “어떠한 행운이 ‘특정한’ 순간 자신에게 닥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운명과 은밀히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자”(ibid.:318), 즉 “도박자”적 주체로 만드는 힘이다.

26) 하헌기(시사IN), “요즘 직장인 2대 허언, “나 유튜브 할거다””, 2020.07.3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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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유튜브의 확장된 분석 대시보드 

  다른 한 편, 유튜브 채널의 실적 파악을 위한 “분석” 대시보드는 알

고리즘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확실성을 만들어내는 테크놀로지로서 기

능한다. 특히 확장된 분석 대시보드에서는 영상, 트래픽 소스, 지역, 시

청자 나이, 성별, 구독 상태 등 세부적인 필터를 적용한 채널의 실적 데

이터를 제공하여, 유튜버로 하여금 자신의 채널과 콘텐츠에 대해 스스로 

엄밀한 평가를 내리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유튜버에게 자칫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조절 및 

통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에 유튜버는 주어진 데

이터를 분석하며 특정 타겟 시청자를 공략하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알고

리즘에 의한 노출을 확대하기 위해 영상을 더욱 꾸준히 제작하거나, 충

성 구독자층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채널의 소재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 이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합

리적으로 득실을 계산하고 효과적인 제작 방식을 고민하며 자신의 채널

을 전략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기업가적 노동자”(서동진 2012)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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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난다. 

 이처럼 도박자적 주체와 기업가적 노동자 주체 사이에서 진동하며 플랫

폼 친화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중 일부는 플랫폼

의 수익구조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로서 “국뽕”을 선택하게 되었다. 국

뽕 콘텐츠를 제작하면 모든 한국인 유튜브 사용자를 잠재적 시청자로 고

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2차 가공하

여 제작할 수 있기에 콘텐츠를 더욱 꾸준히, 자주 업로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국뽕 유튜버들은 유튜브의 수익 창출 

조건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며, 꾸준한 업로드를 통해 추천 알고

리즘을 자극하여 영상 노출도와 구독자층을 형성할 확률을 높인다. 더불

어, 국민으로서 ‘우리’는 매일 국가의 모습과 소식을 접하기에 화제성

과 시의성 있는 소재를 찾기 쉽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2) 관심을 포획하는 덫

 유튜브 플랫폼은 여러 설계와 디자인 요소를 통해 수익 창출을 희망하

는 크리에이터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관심도 붙잡는다. 예컨대 길리스피

(Gillespie)는 구글이 유튜브와 같은 개별적 사이트를 지메일(Gmail),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등 다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합한 구글 워크

스페이스(Workspace)와 연결하는 기술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가 구글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한다고 주장한다(Gillespie 

2014:173). 즉, 구글은 거대한 구글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를 

이러한 인프라에 동화시켜 쉽게 플랫폼에서 이탈할 수 없게 만들 뿐 아

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탈하더라도 다른 서비스 플랫폼을 계속 이용

하게 만듦으로써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의 위치를 

부여한다.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특히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들을 플랫폼에 잡아

두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구성요소이다. 시버(Seaver 2018)는 추천 알고

리즘을 덫(trap)에 비유하며, 덫이 동물을 유도하고 포획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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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취향과 먹이, 약점을 파악해야 하며, 이는 설득과 강제, 또는 정

신과 육체 사이를 오가는 설득의 기술(persuasive technologies)이라는 인

류학적 이론을 동원한다. 그는 추천 알고리즘이 온라인 문화생활의 인프

라스트럭처에 깊숙하게 자리 잡아 실질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고 주장한다. 즉,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작동하는(in slow 

motion) 덫인데, 이 덫은 순간적인 폭력의 장치가 아닌, 이것이 포획한 

존재들로 세상을 구성하는 환경화(environmentalization)의 행위자이다 

(ibid.:431-432). 덫이 먹이감을 유도하기 위해 그 먹이감의 행동을 변화시

키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미 포획한 인프라스트럭처 또

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추천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동영상들로 이루어진 피드(feed)에서 이용자

는 흔히 본래의 이용 목적을 망각한다. 하대청(2022)은 유튜브 이용자가 

추천 동영상의 홍수 속에서 “처음 방문 목적을 잊어버리고 취향과 전혀 

다른 영상을 시청하면서 중단 없이 계속 시청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즉, 주의가 사로잡히는 일”(163)이 흔히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가 

면담하였던 대부분의 유튜브 시청자들 또한 자신들이 처음 국뽕 콘텐츠

에 노출된 것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였으며, 그 뒤로 유사

한 동영상이 추천되어 연이어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튜브 추

천 알고리즘은 시의성이 높은 국가적 사건 및 행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거나, 이용자가 이전에 시청하였던 콘텐츠들에 기반하

여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시청자에 취향에 부합하는 국뽕 콘텐츠를 추천

한다. 추천 알고리즘은 또한 플랫폼 내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상징적 

자원들을 끊임없이 순환시켜, 현재의 국가적 성취뿐 아니라 과거의 영광

도 상기시킨다. 일례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2018년 평창올

림픽 개회식 영상이 다시 유튜브 피드와 인기 동영상 순위에 등장하며 

콘텐츠 시청자들은 “우리나라 최고다”와 같은 소감을 새롭게 남겼다.

  이용자의 유튜브 환경과 인프라를 구성해내는 알고리즘의 결정 과정은 

그 복잡성과 방대한 알고리즘 코드 설계 규모로 인하여 유튜브 크리에이

터나 시청자, 그리고 심지어 알고리즘을 디자인한 엔지니어들조차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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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파악하기 어렵다. “모순적이게도 과학과 기술이 더욱 성공적일수록 

더 불투명하고 모호해진다”는 라투르의 설명처럼, 알고리즘은 블랙박스

화되어 유튜브 시청자들은 그 내부적 복잡성에 주목하지 않으며, 유튜브 

플랫폼과 시청자 간의 상호작용 또한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Latour 

1999:304; Christin 2020에서 재인용). 이러한 알고리즘적 불투명성으로 

인해 유튜브 시청자는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로 플랫폼에 잡혀있게 된다. 

 이에 하대청(2022)은 구글 엔지니어들이 일부 공개한 유튜브 추천 알고

리즘의 작동 방식을 추적하려 시도하는데, 추천 알고리즘은 크게 ‘동영

상 후보 생성’과 ‘랭킹’의 두 필터로 구성된 인공지능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을 통해 작동한다(Covington et al. 2016; 하대청 

2022). 이 중 이용자에게 추천할 후보 동영상을 추려내는 과정에서는 이

용자의 시청 이력, 시청 시간, 유사한 다른 사용자가 시청한 영상 기록

이 동원된다. 이때 이용자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의 일부로 파악하

기 위해 그 이용자의 시청 기록, 구글과 유튜브 검색 기록, 인구통계학

적 정보를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며, 특히 인구통계학적 정보 처리를 위해

서는 이용자의 지역과 디바이스 정보가 결합 및 삽입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용자들은 다른 대한민국 이용자들과 유

사한 집단으로 정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국뽕 콘텐츠가 

그들의 피드에서 공통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확률 또한 높아진다.27)

 이 밖에도 유튜브 플랫폼은 동영상 시청이라는 행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즉 시청자들의 관심을 계속 잡아둘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발전시

켜왔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피드에서 특정 동영상의 썸네일을 보고 이

를 클릭할지 말지 고민할 때, 유튜브는 시청자가 해당 동영상을 클릭하

지 않고도 미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재생한다.28) 이용자가 해당 영상의 

27) 물론, 지역 정보 이외에도 이용자의 연령, 성별, 이전 시청 기록, 시청 시간과 같
이 여러 정보가 고려되기 때문에, 단지 지역을 공유한다고 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사용자보다 대한
민국 기반의 사용자가 국뽕 콘텐츠를 피드에서 추천받을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국뽕 콘텐츠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순환될 수 있다. 

28) 모바일 버전에서는 피드에서 영상이 이용자의 시야각(화면의 상단-중간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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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을 클릭하여 영상 재생 화면으로 이동하면, 해당 영상 시청을 마

친 후에도 연이어 다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추천 동영상들이 제시된다. 

이때, 자동 재생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용자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굳이 다음 동영상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음 추천 동영상이 재생된

다. 

  연구자가 면담한 유튜브 이용자 중 일부도 자동 재생 기능으로 동영상

을 연달아 시청하다가 국뽕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클릭한 영상이 자신의 기대와 달라 피드에 있던 다른 동영상들을 좀 더 

탐색하고 싶을 때는 이용자가 시청하던 영상을 아래로 스와이프하는데, 

이때 시청하던 영상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 하단으로 내

려가 작게 축소된 상태에서 계속 재생된다. 다시 말해, 시청의 흐름을 

끊지 않고 다른 영상을 둘러볼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디자인된 

것이다. 더불어, 채널 ‘구독’은 이용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장치이다. 동영상 채널의 옆에는 ‘구독’ 버튼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유튜브 이용자들의 채널 구독 행위를 유도한다. 이용자가 특정 채널을 

구독하면 해당 채널이 새로운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알림을 받게 되

는데, 유튜브 플랫폼은 이러한 핸드폰 푸시 알림을 보냄으로써 이용자를 

다시금 플랫폼 내부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튜브 플랫폼은 국뽕 콘텐츠에 관심이 없던 시청자들

에게도 국뽕 콘텐츠를 노출하고, 관심을 붙잡아두며, 더 나아가 해당 콘

텐츠에 대한 관심을 “형성(shape)”할 수 있다(Bucher 2012:8; 하대청 

2022:159). 이는 미디어 시스템이 없었다면 존재하기 어려운 개인의 선호

들이 있다는 웹스터의 설명과도 조응한다(웹스터 2016:5). 시청자의 관심

을 포획하고 붙잡아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은 

이미 유튜브 플랫폼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 비가시화되어 시청자가 의식

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국뽕 콘텐츠는 이러한 인프라스트

럭처를 통해 끊임없이 소비될 수 있다. 

로 추청되는) 안에 들어올 때 자동으로 미리보기 재생이 되며, PC 버전에서는 썸
네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미리보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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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댓글창에서 모인다

 유튜브 시청자를 국뽕 콘텐츠에 더욱 오래 잡아두는 또 다른 구성요소

는 댓글창이다. 유튜브 댓글창은 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시청자가 서로 

의견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댓글창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 디자인 또한 시청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 및 발전되어 왔다.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2020년 사용자 인터

페이스(UI) 업데이트 이후의 유튜브 댓글창의 위치 이동으로, 이는 유튜

브 시청자 간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유튜브사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

이다. 해당 업데이트 이전에는 영상 재생 화면에서 추천 동영상 리스트

의 끝에 댓글창이 위치하여 사용자가 댓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크롤

을 끝까지 내려야 했던 반면, 업데이트 이후에는 재생되고 있는 영상 바

로 아래에 댓글창을 위치시켜 시청자가 빠르게 댓글창을 클릭하여 영상

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시청자가 댓글창을 클릭하면 화면 상단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화면 하단에서는 동시에 영상에 대한 반응을 읽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

게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청자가 영상 콘텐츠에 대한 감정적 몰입

감을 유지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흡수하며 정서

적 감응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이때, 타임스탬프 기능은 시청자 간

에 공감과 초점 집중의 순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다. 

이용자가 공유하고 싶은 영상의 부분을 골라 해당 시간을 댓글에 작성하

면,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생성되어 다른 이용자들이 타임스탬프를 눌

렀을 때 해당 영상 시간으로 바로 이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한 가수

의 콘서트에서 함께 노래를 따라부르는 떼창으로 가수를 감동시킨 한국 

관중의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작성된다. 

↳ 4:41 김치는 우리꺼라는게 증명 됐더

↳ 0:55 다음 소절 시작할 때 점점 조용해지는게 진짜 매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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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합도 잘된다 

 이때, ‘4:41’의 타임스탬프를 클릭하면 해외 가수가 ‘김치’라고 말

하며 한국 관중과 셀카를 찍는 모습이 재생된다. 댓글 작성자는 이러한 

보여주기를 통해 김치가 중국의 고유 문화 또는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행

태를 익살스럽게 반박하고자 했으며, 해당 댓글은 2,900여개의 ‘좋아

요’를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댓글 또한 한국 관중의 “매너 있고 단

합도 잘되는” 모습을 다른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공감을 얻기 위해 타

임스탬프를 이용하였다. 이처럼, 타임스탬프 기능을 이용하면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지 않아도 서로가 참조하고자 하는 영상의 특정 부분

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감정을 소통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설계 의도대로 유튜브 댓글창에서의 상호

작용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MZ세대에게 유튜브 콘텐츠의 댓글 작성

과 읽기가 놀이로 인식되는 현상(김세영·허정윤 2022) 또한 새롭게 등

장했다. 유튜브 댓글창은 인터넷 밈(meme)의 생산지가 되었으며, 재미있

는 댓글을 콘텐츠화한 유튜브 영상들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연구자가 

면담한 유튜브 시청자들 또한 국뽕 콘텐츠의 재미있는 “드립” 또는 

“희화화” 댓글들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예컨대, 한 콘텐츠에서는 

외국인 패널이 등장해 한국은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상식적”인 국가라고 설명한다. 해당 콘텐츠에 대해 가장 ‘좋아요’

를 많이 받은 댓글은 “외국: 저 노트북 탐난다... / 우리나라: 저 자리 

탐난다...”와 같이 한국의 치안이나 시민의식에 대한 자긍심을 유머러스

하게 풀어낸 댓글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댓글창은 국뽕 콘텐츠 시청자들에게 한국과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국

민공동체의 존재를 상기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한다. 이때 시청자 간의 

정서적 감응과 감정적 전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요소는 댓글 수, 댓글에 

대한 좋아요 및 싫어요 수, 대댓글(댓글에 대한 댓글) 수와 같은 소셜 프

루프(social proof)이다.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많은 ‘좋아요’를 얻을 



- 65 -

때 댓글 작성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으며, 해당 댓글을 읽는 이용자들 또한 자신과 유사한 생각 및 감정을 

가진 공동체의 존재와 규모를 상기할 수 있다. 특히, 국뽕 콘텐츠의 댓

글창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특성을 논하고,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

끼는 ‘우리’들이 모이고, 이러한 특성에 공감할 수 있는 이들로부터 

‘좋아요’나 ‘대댓글’을 획득한다. 이러한 ‘우리’들 사이에서 시청

자는 자신과 비슷한 국민공동체의 존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3. 국뽕 콘텐츠의 순환

 유튜브의 특수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국뽕 콘텐츠들은 유튜브 

이용자의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었고, 여러 관련 콘텐츠가 한국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꾸준히 진입해왔다. 유튜브사에 따르면, 

인기 급상승 동영상 페이지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설정되지 않고, “동

일한 국가의 모든 시청자에게 동일한 목록의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표시

된다”(YouTube 2022).29) 이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는 “조회수, 동

영상 조회수 증가 속도(‘온도’), 조회수가 발생하는 소스, 동영상 업로

드 기간, 해당 동영상을 같은 채널에 최근 업로드한 다른 동영상과 비교

한 결과”와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페이지는 유튜브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명시적인 

국가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해당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거주 중인 하나의 집단으로 정체

화될 뿐 아니라, 한국 거주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속한 집단 내에서 관심

을 얻었던 영상 콘텐츠를 전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에 특

정 영상 콘텐츠가 표시된다는 것은 해당 영상이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다른 한국 이용자들에게 노출될 확률

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자가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참여관찰하

였던 6~7개월 동안에도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서 33여개의 국뽕 콘

29)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39739?hl=ko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239739?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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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댓글

을 살펴봄으로써 유튜브 플랫폼 내부에서 순환하는 국가에 대한 담론 및 

인식, 그리고 시청자 간에 유발되고 공유되는 국민됨의 감정을 분석하였

다.

 

1) 고국 지시어 ‘우리’와 댓글창의 영토화 

  

 빌릭은 ‘우리’, ‘여기’와 같은 고국 지시어(deixis)가 발화자조차 인

지하지 못하는 새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국가의 존재를 공고하게 만든다

고 설명하였다. 이때 고국 지시어 ‘우리’는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청중

이 아닌, ‘우리 조국’에 속하는 모두, 즉 상상된 ‘우리’를 지칭한다

(Hartley 1992; 빌릭 2020[1995]에서 재인용). 이러한 고국 지시어는 은밀

하고 조심스럽게 고국의 깃발을 게양(flag)하여, 화자나 필자조차 눈치채

지 못하게 국가와 국민을 재생산할 수 있다(빌릭 2020[1995]). 물리적 청

중이 존재할 수 없는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이러한 고국 지시어 ‘우리’

는 빈번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댓글 작성자 또한 ‘우리’가 누구를 지

칭하는지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는 곧 한국인 집단

이라는 가정이 당연시된다. 

↳코시국이라 움직이진 못하고 방구석에 찌박혀 팝송만 오지

게 찾아 듣고 있고 1년이 넘었따. 우리는 준비되었고, 누가 됐

든 공연하러 오기만 해봐 떼창으로 조져줄것임

↳프레디 머큐리가 살아 돌아온다면... 에오는 우리가 제일 먼

저한다

↳우린 초 1때부터 국어 읽기 다 같이 읽으면 한 번도 안 본 

애들이 한 번에 다 똑같은 음과 똑같은 속도로 하자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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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댓글들은 내한 가수들이 한국 관중들의 떼창에 감동한 모습을 담

은 영상모음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때 ‘우리’는 물리적으로 형성된 

관중이 아닌, 보편적인 한국인 집단으로 막연히 가정 및 상상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초등학교 때 서로 합을 맞춰 국어 교과서를 읽어본 경

험이 있는 보편적인 한국인이자, 동시에 내한 가수의 공연이 열릴 때 누

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호응하며 떼창할 ‘흥’과 ‘기질’을 가진 한국인

이다. 

 이처럼 전 세계의 이용자가 모여있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한국인 집단을 

표상하는 고국 지시어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시 작용과 의미 작용을 

완수할 수 있던 이유는 영상 시청자와 댓글 작성자의 의식 기저에 한국 

관련 영상의 댓글창에서 한국어로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는 한국인이며, 

이를 읽을 수 있는 이용자 또한 당연히 한국인일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

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관련 영상의 댓글창은 고국 지시어 ‘우리’가 당연하게 통용되는 

‘우리’의 영토로 취급되며, 이러한 영토 내에서 ‘우리’는 해당 영상

을 시청하고, 댓글을 읽는 가상의 한국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

로 상상한다. 유튜브 댓글창의 영토화는 오히려 한국인 ‘우리’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이용자의 존재가 가시화될 때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

난다.  

↳이제 곧 영어 천지가 될 댓글창입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한글을 남기자

   ↳한글 왔다감.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 

   ↳ㅎㄱ ㅇㄷㄱ

   ↳한국인들아 가즈아ㅏㅏㅏㅏㅏㅏ

   ↳올립시다 위로 위로

 

 해당 댓글은 한국의 전통 과자를 처음 체험해보는 영국 택시 기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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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담은 콘텐츠에 대한 반응으로서, 해당 영상의 댓글창에는 한국어 

댓글뿐 아니라 영어 댓글이 많이 작성되었다. 이에 한국인 유튜브 이용

자들은 한국어 댓글을 달고, 서로 단합하여 그러한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대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어 댓글을 댓글창의 상단에 노출

시키려 노력한다. 이는 한국 문화에 관한 영상의 댓글창이 영어 댓글에 

잠식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자, 댓글창에서 ‘우리’의 가상적 영

토를 점유 및 확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해당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댓글창에서 한국어 댓

글이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영상을 제작하며 “채널의 

목표가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인데 여기

까지 올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신 한국 분들의 의견이 

가려졌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유튜브사는 해당 크리에이터와 의견을 

조율하여 댓글 노출 알고리즘을 수정하였고, 한국인 시청자들은 “예전

에는 댓글을 작성해도 전부 아래로 내려가고 영어 댓글뿐이라 댓글 창을 

아예 안 보고 살 때도 있었는데 어느새 다른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읽으

며 즐거워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 반응했다. 이처럼 ‘우리’는 댓

글창에서 ‘우리’의 영토를 점유함으로써 그 영토 내에서 다른 한국인 

집단의 일원들과 의견, 생각,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다.  

2) ‘우리’만의 특수성 

 ‘우리’가 공통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당연하게 전제하는 것, 그

리고 이는 다른 집단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우리’만의 성질이라고 

여기는 것은 국민됨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Bauman 1992; 앤

더슨 2018[1983]; 빌릭 2020[1995]). 빌릭(2020[1995])은 1992년 영국 수상 

존 메이저(John Major)의 연설을 인용하며, 한 국가의 독자적인 국민정체

성을 환기할 때는 이와 관련한 세부적 사실이나 숫자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즉, 청중에게 “‘우리’가 ‘우리만의’ 독특

한 방식으로” 오랜 시간을 지내왔다고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국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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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별적인 국민정체성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청중에게 충분히 전달된다

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만의 독자적인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

과 상상은 ‘우리’를 국민으로 정체화할 수 있게 한다. 

 유튜브 국뽕 콘텐츠들 역시 ‘우리’의 독자적(unique) 특성을 한국인 

이용자에게 상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꾸준한 관

심을 얻을 수 있었다. 일례로, 한 콘텐츠에서는 ‘이것’만 보고도 바로 

한국인임을 알아챌 수 있는 한국인 특유의 특징을 외국인 패널에게 보여

주고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등을 기댄다

2. 우산을 펴서 말린다

3. 휴지 달라 하면 2장 빼준다

4. 폰 지갑 노트북은 안 훔치지만 자전거는 훔친다

5. 식사 후 마무리도 식사 (삼겹살 후 볶음밥)

6. 10초 준다면서 12초 준다 

7. 언제 밥 한 번 먹자면서 안 먹음

8. 프린트 출력 중인데 잡아당김

9. 영화 크레딧 안 보고 나감

 외국인 패널은 이와 같은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

면서, 한국인 집단을 긍정적으로 재현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

을 덧붙였다. 우산을 펴서 말리는 습관이 자신의 국가에서는 하지 않는 

“똑똑한 습관”이라고 표현하거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식사 후에도 

볶음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거나, 10초 준다면서 12초 주는 한국인들이 

은근히 따뜻하고 정이 많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댓글창에서는 

영상에서 언급한 한국인만의 특징을 다시금 확언하거나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반응이 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을 영화 크레딧 끝날 때까지 잡아놓고 싶으면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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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있음. 이라고 적어놔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쇼파 사기 전엔 매장에서 실컷 앉아보고 쿠션감 느껴보고 

요리조리 따지면서 사는데, 집에 배치된 순간 고급등받이를 구

매했나 싶을 정도로 용도 변경 

↳소파에 기대고 땅에 앉는거 진짜 개편함. 궁디는 따땃하지 

등은 뒤에 폭신한게 받아주지 아주 꿀이여

 해당 댓글들처럼 한국인 시청자들은 ‘우리’만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

고 공감을 나타내며,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는 다른 한국인 이용자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특성을 더욱 독자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댓글이 작성되고, 이

를 다른 한국인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우리’만의 

특수성에 대한 믿음과 상상은 더욱 강화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국뽕 콘텐츠에서 언급되는 ‘빨리빨리 문화’에 대

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바로바로 처리 안되면 답답해해

요... 빨리빨리 나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ㅋㅋㅋ”, “그냥 타고난 성격 

같아요 유전병 같기도 함”이라는 댓글이 작성되고 ‘좋아요’를 얻으

며,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하는 급한 성격이 마치 모든 한국인들의 성격인 

것처럼 재현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 관중들의 내한 가수 공연 떼창 

영상에서도 다음과 같은 댓글이 작성된다. 

↳그리고 약간 한국인들.. 남 민망해하는거 못 보는 병 같은거 

있음.. 나도 뭐 공연이나 연극 같은거 보러가면 소리지르거나 

호응해주라고 주는 텀 같은거? 놓칠까봐 신경 바짝 세우고 들

음 ㅋㅋㅋㅋ 딱 그런 부분이 있어 저 사람들이 여길 호응해주

길 바라는구나 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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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한국인들은 그 같이 부를 파트랑 가수만 부를 파트가 

이미 텔레파시로 머릿속에 나뉘어져있음 

 이러한 댓글들은 내한 가수에게 열렬히 호응해주는 관중의 태도와 흥이 

많은 성격을 한국인 고유의 모습으로 정형화한다. 물론, 호응하는 방법

을 잘 알지 못하는 한국 국민이나, 공연장에서 어떤 부분을 떼창해야할

지 모르는 한국 관중들이 존재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부를 파트랑 가수만 부를 파트가 이미 텔레파시로 머릿속에 나뉘어”진 

모습은 모든 한국인에게 귀속되는 특징인 것처럼 확대된다. 이와 관련하

여, 빌릭(2020[1995])은 ‘우리’가 ‘우리’의 특수성을 단언하는 방식 

자체는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만의 특수성을 ‘우리’ 안에서 

보편화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뒤섞임이 “국민이 스스로를 국민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는 댓글창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시적으로 모

인 국민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우리’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것이라고 확인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희가 된다. 국

뽕 콘텐츠 시청자들은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더 많은 공감과 ‘좋아요’ 

수를 얻기 위해 ‘한국인은 ~한 민족이다’, ‘한국인은 ~까지 할 수 있

다’와 같이 한국인의 성격, 기질, 특성, 특징을 정의하고 희화화하는 댓

글들을 작성하며, 이는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패러디와 밈(meme)을 양산

한다.

↳으엉ㅜ.ㅜ 이런 모음집이라니 너무 좋아요 <3 제 영상 있으

니까 더 기분 좋네요!!!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떼창의 민

족!!!!

↳한국인 특: 학교에서 음악가창 수행하면 목소리가 안들림

콘서트나 노래방에 가면 옆 사람 귀가 안들림



- 72 -

↳공연 날 잡히면 가수들이 노래 연습해야 되는데 지들이 노

래방 가서 연습하는 이상한 민족

↳한국: 우리 너네 노래 부르면서 놀건데 너희 올래? 

↳우리나라가 괜히 친구 따라갔다가 오디션 보는 나라가 아니

야..

↳이 정도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떼창에 감동먹는 걸 즐기는 

착한 변태같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ㅋㅋㅋㅋㅋㅋㅋ

   ↳ 종특임 ㅋㅋ

   ↳ 하,,, 맞는 말이자나

 이처럼 한국 관중들의 떼창 영상을 시청한 이용자들은 여러 버전의 언

어유희를 동원하고 발전시키며 ‘한국인은 흥이 많고 잘 즐길 줄 아는 

민족’이라는 인식을 재생산한다. 특히 댓글을 통해 이러한 유희를 즐기

는 현상은 유튜브 플랫폼의 구조적 특성 및 소통 문화와 만나 더욱 극대

화된다. 많은 ‘좋아요’나 ‘대댓글’을 받은 댓글은 댓글창의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튜브 이용자는 다른 이들에게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세

영·허정윤(2022)은 특히 MZ세대 유튜브 이용자들이 크리에이터가 자신

의 댓글에 ‘좋아요’30)를 눌러주었을 때, 그리고 재미있는 댓글을 모아 

콘텐츠화한 영상에서 자신의 댓글이 채택된 것을 확인했을 때를 기분 좋

은 기억으로 회상하였고, 다시 댓글을 달며 그러한 공감과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30) 해당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좋아요’는 하트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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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뽕이 유발하는 복합적 감정

 유튜브 국뽕 콘텐츠는 영상 시청자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며, 시청

자들은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국민공동

체의 일원임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확인받거나 선언할 수 있다. 국뽕 

콘텐츠가 유발하는 자랑스러움, 울컥함, 감사함, 호감, 흐뭇함 등 다양한 

감정의 기저에는 국가와 개인 자신을 동일시하는 민족주의적 스키마

(schema)가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이익, 위상, 업적, 역사는 

‘나’(또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스키마 속에서 

일부 시청자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패널 또는 크리에이터에게 감

사함을 느끼고, 댓글을 통해 이러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저렇게 제 2외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

한다는게 너무 놀랍네요. 어릴 때부터 접했던 언어도 아닐텐

데... 너무 대단하세요! 한국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요식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음식을 세계로 

전파해주시는 OOO 항상 감사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본인 나라도 아닌데 같은 영국 사람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

는 걸 보고 찐으로 기뻐할 수 있다니... XX 진짜 대단해ㅜㅜ 

늘 고마워요 XX

↳귀여웡 ㅋㅋㅋ 외국인이래도 남자 고딩애들은 다 똑같은 고

딩이구나 ㅋㅋㅋ 정신없고 귀엽고 순수해 ㅋㅋㅋㅋㅋㅋ 애들 

데리고 마트 간 XX랑 OO도 고생 많았겠어여 ㅋㅋㅋ 한국 문

화 전파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ㅎㅎㅎ

 첫 번째 댓글은 외국인 패널이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놀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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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점을 이야기하는 영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해당 영상에서 외국인 패

널은 한국에 오게 된 이유와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밝히며 자신에게

는 한국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 외의 댓글들은 한국 

음식을 영국 고등학생에게 소개하는 시리즈를 제작한 외국인 유튜버의 

영상에 작성된 댓글이다. 이때, 영상 시청자들은 한국에 대한 애착심을 

느끼는 외국인 패널에게, 그리고 한국인이 아님에도 한국 문화를 적극적

으로 홍보하고, 한국 음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

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에게 “한국을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감사 인사는 이용자들이 국가의 문화를 홍보하고 전파할 책임을 

함께 통감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국가를 대변하여 발화하는 셈이다. 

 다른 한편, 외국인 패널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칭찬하는 국뽕 

콘텐츠에 대해 ‘감사함’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시청자들도 존

재했다. 이는 재한 외국인 패널이 한국인 남편과 함께 자신의 고국을 방

문하였을 때의 경험을 담은 영상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영상

에서 외국인 패널은 자신의 남편이 ‘한국인’이었고, 한국의 코로나 방

역 시스템이나 제도가 좋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뒤이어, “(남편이) 다른 나라 사람

이었다면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라고 덧붙인다.

↳이런 외국인 반응, 특히 서양백인반응만 골라보고 뿌듯해하

는 것도 일종의 인종차별임;; “우월한” 서양인에게 인정 받

고 싶어한다는 마음이 깔려있는 거잖아 ㅋㅋ 이런 채널에 나

오는 외국인들은 말하면서도 얼마나 우스울까 거기에 반응해

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답 없고 이런 영상 인동에 뜰 때마다 

너무 부끄러움

 댓글 작성자는 “우월한” 서양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외

국인 리액션 국뽕 콘텐츠가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진입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즉, 댓글 작성자는 “서양 백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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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고 싶은 유튜브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

이 자신과 같은 한국인 이용자 집단 내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 여기서 수치심은-너스바움(Nussbaum)을 따라

-자신이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반응하는 고

통스러운 감정”(2015:338)으로, 자신의 전체 자아와 관련된 감정이다. 다

시 말해, 댓글 작성자가 느낀 수치심은 역설적으로 그가 지닌 한국인 집

단으로의 무의식적인 귀속 의식 또는 한국인 집단과 자아의 동일시로 인

하여 촉발된 감정이다.

 그러나 국뽕 콘텐츠 댓글창에는 국뽕 유튜버나 국가에 대한 비판적 의

견을 표출하는 이러한 댓글이 작성되기보다, 국가와 국가를 칭찬하는 외

국인 패널에 대한 긍정적 댓글들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31) 특히 한국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콘텐츠에서는 유튜버가 선보이는 문화와 문

화 소개 방식 자체가 ‘한국적’일수록 외국인 패널과 유튜버에 대한 긍

정적 반응과 감사한 감정이 극대화되었다. 

↳“뭐가 뭔지 몰라서 불편할 정도로 모두 한국식이었으면 좋

겠다..” 너무 기억에 남네요^^

↳냉동육회는 ㅋㅋㅋㅋ 육회라고 할 수 없음!! 기회 되면 한국 

와서 진정한 육회의 놀라운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네요 ㅎㅎ 

귀여워요 영국학생들. 편견 없이 다른 문화권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 멋지네요. 

↳XX랑 OOOO팀은 한국 음식 그대로를 소개해주는게 좋아요! 

31) 국뽕 콘텐츠의 댓글창에 성찰적·비판적 댓글이 적다고 하여 유튜브 이용자가 
‘국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며, 댓글창에 비판적 댓글이 
적은 이유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뽕 콘텐츠의 내용과는 반대 의
견을 가진 시청자들의 성향이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되어 그들의 피드에 국뽕 콘
텐츠가 추천되지 않거나, 피드에 영상이 등장하더라도 시청자가 해당 영상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그들이 영상을 시청하였더라도 댓글 작성에 대한 
동기를 느끼지 못하여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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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엔 레벨업 된 한인타운 특집이니까요! 이번 편은 더 

한국스러운 음식들로 새로운 경험하는 모습이 나와서 좋네요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주셔서 감사해요 <3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음식 같은 거 소개해주실 때 예를 

들어서 코리안 아이스크림 이런 게 아니라 이름 그대로 소개

해주셔서 진짜 좋은 듯 

↳근데 OOOO 채널은 항상 한국음식을 소개해줄 때 대체할 영

어가 있어도 한국어로 소개해주는 점이 너무 좋아요. 삼겹살도 

그렇고 떡도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홍보할 때 rice cake처럼 

바꾸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대로 떡이라고 소개해주는 점이 넘 

좋습니다ㅎㅎ 

  첫 번째 댓글의 작성자는 한국 토스트를 체험하는 영국 고등학생이 

‘토스트 가게에 가면 불편할 정도로 모든 것이 한국적이었으면 좋겠

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두 번째 

댓글의 작성자는 육회를 처음 시식해보고 완전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던 

영국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에 와서 진정한 육회의 놀라운 

맛”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러한 댓글은 한국의 “진정한” 육회

는 그들을 만족시켜줄 것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내포하고 있다. 세 번

째 댓글은 영국 학생들에게 “더 한국스러운” 음식을 소개해주는 것에 

대해 특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마지막 두 댓글은 외국인 크리에이

터가 음식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한국어로 소개하는 방식이 ‘한

국적’이라는 점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표현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영상 시청자는 가장 ‘한국인’에 가깝게 한국 

문화와 언어를 습득한 외국인 패널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국

뽕 콘텐츠의 댓글창에서는 “한국말 완벽패치인데다 저 세상 텐션이라 

자꾸만 보게되는 OOOO. 팬 되어버림~!”, “이 친구는 그냥 완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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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 그대로네 ㅋㅋㅋ 말투도 어휘도 한 고딩...완벽하다...”라는 댓글처

럼 외국인 패널의 한국어 실력이나, 한국 문화로의 동화(assimilation) 정

도를 평가하는 댓글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때 ‘한국인다움’은 

‘우리’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는 기준이 되며, “한국인 다 되셨네

요~”는 ‘우리’ 사이에서 외국인 패널에 대한 칭찬으로 통한다. 더불

어, 이러한 외국인 패널이 “진짜”(authentic) 한국 문화에 대해 감탄하

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좋은 점들을 

다시 상기하고 감사함을 느낀다. 

↳한국인은 배민 켜서 뭘 시킬지 몇 시간 고민하는데 외국인

은 한국 토스트 하나에 저렇게 감동하는거 보고 반성하게 되

네 영국사람이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될 

줄이야 XXX 감사합니다 

↳우와.. 댓글 읽다보니 진짜 ㅎㄷㄷ 하네.. 제대한지 30년이 

넘은 분도 지금 총만 주면 분해 조립 사격 다 가능하대.... 우

리나라 군필분들 대단하고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첫 번째 댓글 작성자는 한국 길거리 토스트를 맛보며 감탄하는 외국인 

패널들을 보며 자신은 맛있는 한국 음식이 언제든지 배달되는 곳에서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두 번째 댓글 작성자는 미군 패널이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붙잡은 한국 남성들이 모두 모형 총을 다룰 줄 아

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한국 남성들이 총기를 다룰 줄 

알기에 안전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낀다. “국민주

의(혹은 특수주의)에 대한 생각은 오직 국제주의를 뒷자리에 태워야만 

발전한다”(Robertson 1991:78)는 로버트슨의 설명처럼, 다른 국가와는 

구별되는 ‘우리’의 특수성에 대한 생각은 국가들의 세계 속에서 비로

소 환기된다. 

  또한, 세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시청자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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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랑스러움과 자긍심, 그리고 뿌듯함과 흐뭇함을 느낀다. 

↳외국사람이 한국 음식 맛있다고 먹는거보면 내가 식당 사장

인 것 마냥 왜 이리 흐뭇하지;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는 음식 개발 겁나 잘하는거 같

음 한 가지 음식에서 마인드맵처럼 겁나 늘려가는게 대단함 

이래서 내가 살을 못빼는거

↳와....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2008년에 제 친구가 가서는 인종

차별 당하고, 영어로 주문한다고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데 프랑

스어로 주문하라고 그랬다가, 제가 10년 뒤에 갔을 때는 너무 

잘 대해줬고 영어로도 괜찮았고, 이제는 한국이라고 오히려 환

대를 받네요 ;;;; 뭔가 감동이다... ㅠㅠ

↳더욱 기분 좋은 건 지금 20대보다도 전세계 10대 청소년들

이 더 한국에 대해 호감도가 높다는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

록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뿌듯

 첫 번째 댓글 작성자는 외국인 패널들이 한국에 방문해 합리적인 가격

에 굴 요리를 마음껏 먹는 영상을 시청한 후 “내가 식당 사장인 것 마

냥” 흐뭇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작성자가 해당 음식을 조리한 식당 사

장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뭇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외국인 

패널이 감탄하였던 ‘돌솥 굴밥’을 특수한 한국 음식으로서 보편화하는 

국뽕 콘텐츠의 내러티브가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시청자가 스스로를 해

당 음식 문화에 속한 한국인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두 번째 댓글 작성자는 다양한 맛의 한국식 빙수를 체험하는 영

국 고등학생들의 반응을 시청한 후 한국의 음식 개발 실력에 대한 자부

심을 표현한다. 나머지 두 댓글의 작성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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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다른 서류도 요청하지 않고 바

로 입국 심사 통과가 되었다는 영상을 시청한 후,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한 뿌듯한 감정을 한국인 시청자에게 표출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인의 성취를 이룩한 순간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한국인 유튜브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우쭐함, 울컥함, 

감동, 전율의 열렬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음은 봉준호 감독의 영

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할 당시의 순간과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을 모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청자들은 봉준호 감독

의 수상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전율과 감동, 자랑스러움과 같은 “국뽕”

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김연아 밴쿠버 금메달 이후 최고의 국뽕이였음

↳감독상 수상소감은 진짜 몇 번을 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

네요 

↳ 쿠엔틴: 니들은 저 사람 몰랐제? ㅋㅋㅋㅋㅋㅋㅋㅋ

  ↳ 내가 마, 봉준호랑 국밥 묵고! 싸우나 가고! 마

  ↳ 실제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쿠엔틴이 봉준호 따라다

니면서 계속 밥 먹자고 해서 둘이 7번 넘게 밥 먹었다고 하더

라고욬ㅋㅋㅋㅋㅋ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이랑 대댓글 다 웃겨 ㅋㅋㅋㅋㅋㅋ

ㅋㅋ

↳정말 이게 올림픽도 아니고 나라를 대표해서 받는 건 아닌

데 한국이 처음받는 오스카라 하니 ㅠㅠ 대단하고 대단하다 

진짜ㅠㅠㅠㅠㅠㅠ 대한민국 참 대단함...

↳10:52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상하게 가장 소름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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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가 제인폰다가 작품상 발표하기 직전에 미세하게 약간 

몸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패러사이

트” 막 그러는데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전율이 어~우 이거 

머 그냥 말로 표현이 안되네

  비록 올림픽과 같은 경쟁적인 스포츠는 아니었지만, 한국인이 처음으

로 오스카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한 댓글 작성자가 “김연아 밴쿠버 올

림픽 이후 최고의 국뽕”이라고 평할 정도로 영상 시청자들에게 강한 정

서적 감응을 일으켰다. 다른 댓글 작성자 역시 영화 ‘범죄와의 전쟁’

에 나타나는 명대사를 패러디하여, 미국의 유명한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

티노가 봉준호 감독의 가치를 이미 알아보고 인정해왔다는 사실로부터 

느끼는 우쭐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 수상은 단지 개인의 업적이 아닌, 국가

가 함께 이루어낸 쾌거로 치환되며, 영상 시청자들은 같은 국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전율”이 흐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즉, 자신과 같은 한국인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통해 마치 자

신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것과 같은 감정적 전이를 경험한 것이다. 

이때, 댓글창에서 이용자들은 이러한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들을 타임스

탬프로 기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

써 또 다른 국민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감정적 전염을 일으킨다. 특히 시

청자들이 언급했던 감정과 정서를 자극했던 장면은 한국계 캐나다인 배

우 산드라 오가 봉준호 감독의 수상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던 순간이었

다. 

↳봉준호 호명됐을 때 기생충이랑 전혀 연관이 없지만 본인 

일처럼 기뻐하는 산드라오 보고 너무 감동했음 타지에서 오랫

동안 메이저가 되지 못했던 한국인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

하고 기뻐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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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산드라오 환호해주는거 내가 다 울컥하넴...ㅠ 

 이처럼 영상 시청자들은 캐나다 국적을 지닌 한국계 산드라 오 배우를 

곧 “한국인”으로 지칭하며, 그가 표출한 격렬한 감정에 동화되고, 동

시에 그가 소수자로서 경험했을 어려움 또한 헤아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산드라 오의 실질적인 법적 시민권과 관계없이 같은 혈통에 기반하

여 동질감을 느끼는 종족 민족주의의 작동을 보여주는 셈이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에 뒤이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의 수상 소감을 

담은 영상 또한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를 시청

한 유튜브 이용자들 역시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이게 정말 애국인 듯. 세계인이 보는 자리에서 white 

washing 된 느낌 하나 없이 한국적 정서로 하지만 모두가 공

감할 수 있게 성숙한 애티튜드로 저렇게 멋지게 말하는 한국

인 

↳칠순이신데도 영어를 저렇게 하시는거 보면 대단합니다. 큰 

무대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무대에서 

저렇게 느긋하시고 침착하게 유머도 날리시다니 정말 존경합

니다. 축하드려요. 배우님은 수상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름도 날려주시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영상 시청자들은 윤여정 배우를 한국인 국민공동체의 대표자로 간주하

며, 그가 위트있는 수상 소감으로 한국인 모두의 품위를 높여준 것에 대

해 자랑스러운 감정을 가진다. 한 댓글 작성자는 그의 수상과 수상소감 

자체를 “애국”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개

인을 국민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은 시청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의 무대에서” 구별 지어지는 ‘우리’의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상적 국민주의를 연구했던 빌릭(2020[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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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셔널리즘 분석가로서 스스로 자신이 느끼는 국민됨의 감정을 고백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국제 시합들이 국내 시합들보다 훨씬 더 중

요한 것처럼 보인다.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중요한, 경쟁에 대한 특별

한 전율이 있다”고 고백한다. 빌릭의 고백처럼, 국뽕 콘텐츠 시청자들 

또한 국가들이 위계적으로 배열된 세계 속에서 자신의 국가에 대해 더욱 

열렬한 감정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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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튜브 국뽕 콘텐츠의 소비

 본 장에서는 유튜브 이용자가 국뽕 콘텐츠를 소비하는 맥락을 파악하

고,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도달한 국뽕 콘텐츠가 어떠한 감정과 정치적 

힘을 추동하는지 살펴본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국뽕이 ‘코인’으로 거

듭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

이다. 이에 연구자는 다시 ‘왜’와 ‘어떻게’의 문제에 봉착한다. 크

리에이터가 생산한 국뽕 콘텐츠는 유튜브의 인프라를 통해 어떠한 방식

과 형태로 시청자에게 도달하는가? 국뽕 콘텐츠 소비자는 이를 왜 시청

하는가? 이때 시청자는 미디어 콘텐츠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콘텐츠

가 전달하려는 ‘국뽕’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체에 어떻게 작용하며 어

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시청자와 국가 사이에 형성

되는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유튜브 시청자가 유튜브 플랫폼 및 국뽕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역동

적 과정을 통해, 국가와 민족주의는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로 상

정되지 않으며, 국민됨의 상태 및 감정으로의 끊임없는 접속과 분리가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유동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개인의 몸이 “항상 그 

관계를 구성하고 더욱 확장되어 뻗어나가는 관계들의 집합 속에 겹쳐지

듯,” 국민됨의 감정 또한 개인의 신체에 고여있는 것, 위치하는 것, 자

리 잡고 있는 것으로 고정할 수 없다(Anderson 2014:9; Merriman and 

Jones 2017:603). 따라서 연구자는 ‘국뽕’이라는 정동적 힘이 미디어 

콘텐츠와 그 매개 플랫폼, 유튜버들의 신체, 시청자들의 신체 주위로 응

결하고 하나의 아상블라주(assemblage)로 공명한다는 시각(Stephens 

2016:181)을 견지하며,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신체

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지속시키는 요소를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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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일상적 소비

    

1) 매일의 국가적 공간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스마트폰의 즉시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기기

를 통해 개인 미디어를 소유하게 된 개인은 “끊임없는 접속을 통해 시

간과 공간의 감각을 온라인 공동체 안에서 공유”(황예진 2018:28)한다. 

특히 유튜브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카카오톡, 네이버, 인스타

그램 앱을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조사될 만큼 대

중적이고 영향력 있는 플랫폼이며, 그 사용 시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

다.32) 본 연구는 개인이 매일 유튜브 플랫폼에 접속하여 유튜브 콘텐츠 

시청 행위 자체가 그들의 일상 속으로 편입된 현상에 주목했으며, 특히 

이러한 매일의 연결 속에서 유튜브가 국가와 국민됨을 의식적·무의식적

으로 접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연구자가 면담한 유튜브 이용자들은 일주일에 4시간을 시청하는 이용

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일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었

다. 면담자들은 매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유튜브를 이용하

며, 유튜브 콘텐츠 시청이 일상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보통 

식사 시 TV 대신에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재택근무 때 TV로 유

튜브 앱을 연결하여 배경음악처럼 계속 틀어놓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대부분을 유튜브에 접속하고 있다는 면담자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면담자들은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유튜브를 “쉬운 매체”,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영

상 세대(또는 영상을 쉽게 소비하는 MZ 세대)”라고 정체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유튜브 플랫폼에 접속함으로써 가상의 공동체

32) 고은이(한국경제 신문), “한국인들, 한달간 24시간 유튜브 보고 10시간 카톡했
다,” 2022.05.17.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5170618i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517061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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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적 환경은 유튜브 이용자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새에 그들을 가상의 국가적 영토로 소환한다. 일상적 

민족주의를 국민국가가 국가로서 존재를 영속하기 위해 국가의 “신념, 

가정, 습관, 재현, 실천의 총체적 복합물”(빌릭 2020[1995]:19)을 국민의 

가장 친숙한 영역에서 재생산하는 기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민족주의는 

국민의 가장 친숙한 가상의 영역인 유튜브 플랫폼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다. 이와 관련하여 미헬리와 히메네즈-마르티네즈(Mihelj and 

Jimnenez-martinez)는 일상적 민족주의는 컴퓨터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특정한 행동

유도성에 맞도록 ‘업데이트’ 되었다”고 설명한다(2021:332). 

  디지털 내셔널리즘에 관한 미헬리와 히메네즈-마르티네즈의 연구

(2021)는 국가적 인터넷 도메인, 알고리즘적 편향, 그리고 국가적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비가시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

셔널리즘이 온라인에서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특정한다. 국가 도메인(.kr)

의 존재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은 일상적 내셔널

리즘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국가와 국민됨은 개인이 일

상적인 온라인 환경에서 의식적인 생각 없이 활동할 때 재생산된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릭슨(Eriksen 2007)은 인터넷이 비영토성을 지녔

다는 사실을 반박한 바 있으며, 핼러베이(Halavais 2000) 역시 월드 와이

드 웹(WWW)에서도 국경이 지속되는데, 이는 한 국가가 호스팅하는 웹

페이지는 국경을 넘지 못하고 같은 국가의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Mihelj and Jimnenez-martinez 2021:333에서 

재인용). 

  유튜브는 ‘국경을 넘는 플랫폼,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플랫

폼’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디지털 구조를 우회하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킨슬·페이반 2018; van Dijck, Poell, & de Waal 2018).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 국가의 인터넷 아키텍처에 적응하여 국가별로 

특수한 버전의 플랫폼을 발달시키고 각 이용자를 해당 국가에 맞는 버전

의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안내한다(Mihelj and Jimnenez-martinez 



- 86 -

2021:336).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 CBO(Chief Business Officer)인 킨슬

(Kyncl)은 “유튜브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동하지만, 사회에 내재한 잠재적·명시적·체계적 

편견이 추천 알고리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

다”고 고백하기도 했다(킨슬·페이반 2018:140).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념, 가정, 습관, 실천 또한 한국 

버전의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될 수 있다. 

슬: 국뽕 콘텐츠나 한국 관련 영상이 알고리즘에 매일 뜨는 것 

같은데요? 꾸준히 뜨고 꾸준히 봐요. (웃음) 거의 이틀에 한 번

씩 보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민을 간 이후로 계속 미국에서 거주 중인 슬은 한국어 영

상과 영어권 영상을 분리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용· 미국용 유튜브 

계정을 따로 생성하였다. 이는 유튜브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플랫폼 내에

서 국가 경계선을 세운 경우이다. 그는 한국 유튜브에 접속할 때마다 알

고리즘이 한국 관련 뉴스나 국뽕 콘텐츠 영상을 추천해준다고 설명했다. 

한국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한국인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또

는 한국인 이용자의 관심을 받아왔던 한국 관련 영상들을 알고리즘이 추

천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유튜브의 한국 도메인과 한국인 이용자의 이용 

패턴, 믿음, 문화, 취향에 맞추어진 추천 알고리즘이 합쳐져 유튜브 플랫

폼 내에서 국가적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된다. 

보연: 유튜브에 들어가면 한국말, 한국 콘텐츠 밖에 없어요. 영

어 콘텐츠를 소비를 안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내가 한국인

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뭐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닐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상아: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한국 콘텐츠들을) 일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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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겠지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난 유튜브에 한국 영상

이 더 많은 것 같아. 내 유튜브 알고리즘이 덕질에서부터 시작

해서... 한국 TV 프로그램 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한

국어로 가는거지 (웃음) 

보연과 상아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 플랫

폼에 접속할 때 거주 국가와는 다른 한국적 디지털 생태계를 의식적으

로 인식하고, 디지털 국경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자

신의 피드(feed)가 대부분 한국어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 정서

에 맞는 콘텐츠를 시청한 후 한국 콘텐츠가 더욱 많이 추천되고, 한국인 

유튜버가 제작한 동영상을 주로 소비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도 한국인임을 상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연과 상아의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 점점 소비자들의 커뮤니티로서 

국가가 상상되고 소통되게 만드는 현상(Mihelj and Jimnenez-martinez 

2021)과도 무관하지 않다. 유튜브 이용자는 한국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한국어로 제작한 콘텐츠를 시청하는 소비 행위를 통해 의식적·무의식

적으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난다. 이는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상

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디지털 플랫폼의 정치경제적 동기와 연결되

어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은 각 국가별 이용자들의 문화, 언어, 신념에 

적합한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여 더욱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려 시

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적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한국인 이용자는 다른 나라의 국

민과는 다른 온라인 경험을 겪게 되며, 사실상 국가 단위로 구축된 유튜

브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검색 결과와 이용 패턴

을 생산하며 국가적 디지털 생태계의 형성에 다시금 기여한다. 유튜브의 

가상적이고 일상적인 국가 영토 내부에서 유튜브 이용자는 매일 국가와 

국민됨의 표지를 마주하게 되며,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 또한 유튜브의 

일상적 공간에서 이용자가 차마 알아차리지 못하는 형태로 침윤한다. 이

와 같이 디지털적으로 업데이트된 버전의 일상적 민족주의는 자칫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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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소하고 흔하여 폭력을 동반한 극단적 민족주의에 비해 무해해 보

임에도 불구하고,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의 명백한 부활, 또는 더욱 

가시적이고 배타적인 형태의 내셔널리즘 전파를 위한 비옥한 토지”를 

제공할 수 있다(Mihelj and Jimnenez-martinez 2021:332).

2) 일상적 치유로서의 국뽕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 즉 MZ세대33)에게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

하는 행위는 일상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

다.34) 연구자가 면담하였던 유튜브 이용자들 또한 MZ세대에 해당하는 

이용자로, 그들의 유튜브 콘텐츠 시청 목적 역시 매일의 피곤함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과 힐링, 위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고

된 “현생”에서 잠깐 벗어나기 위해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대답한 그들

은 국뽕 콘텐츠 역시 비슷한 이유로 소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뽕 콘

텐츠 시청을 통해 무엇보다 재미, 즐거움, 웃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윤영: 어메이징 코리아(가명) 많이 봤어요. 외국인 출연자들이 

재미있어서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구독도 하고 올라오

는 영상을 거의 다 봤어요. (국뽕 콘텐츠) 썸네일이 재미있어 

보이면 보는데... 외국인 분들이 재미있어서? 케미가 좋으니까 

봤었어요. (...) 엔터테이닝한거에 국뽕이 녹아져 있으면 괜찮아

요. 

경준: 저는 (국뽕 유튜버들이) 쉽게 돈 벌려고 하네 이런 생각

은 딱히 안드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니까 수요가 많은 콘텐

츠를 만드는 것뿐이니까, 우리는 그냥... (웃음) 재미있게 보면 

33)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1981년부터 2010년생을 의미한다. 
34)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가 말하는 유튜브의 모든 것”, 

2018.09.10.
https://www.20slab.org/Archives/29165 

https://www.20slab.org/Archives/29165


- 89 -

되는? 

  

상아: (국뽕 콘텐츠가) 엔터테인먼트에서 멈추면 재미있지만 도

를 지나치면 정말... 똥보다 못하다.... 내 소비 목적은 완전 엔

터테인먼트야. 이 사람들의 리액션이 재미있는 거지 내가 보기

엔. 이렇게 희희덕거리는 걸 보고 아 요즘 트렌드는 이런거구

나, 아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걸 보는거지.  

  윤영은 국뽕 콘텐츠를 선택하고 시청하는 기준이 ‘엔터테이닝한가’

라고 답하였으며, 자주 시청했던 국뽕 채널 ‘어메이징 코리아’ 역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출연자 간의 “케미스트리”35)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을 때 지속

적으로 시청하였다고 설명한다. 윤영은 의도적으로 국뽕 콘텐츠를 찾아

서 시청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는데 그러한 콘텐

츠에 “국뽕”의 요소가 첨가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경준 역시 

유튜브 플랫폼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목적을 ‘즐거움 추구’라고 정

의한다. 그는 “치사량이 넘는 국뽕” 콘텐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

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결국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는 주로 재미를 찾

는 사람들이니 크리에이터는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이용자들은 소비 목적에 맞게 “재미있게 보면 된다”고 생각

한다. 상아 또한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 소비 목적을 “엔터테인먼트” 

또는 “타임킬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 패널

의 반응을 보며 단순히 재미를 느끼고 유행을 파악하려 할 뿐, 깊은 생

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유튜브 이용자들은 국뽕 콘텐츠 또한 “라이트하고 재미있게” 소

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며, 이러한 소비 경향에 따라 거슬리지 않

을 정도의 감정만 유발하는 국뽕 콘텐츠를 주로 시청하였다. 그들은 자

신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국뽕 콘텐츠는 시청을 중지하거나, “관심 없

35) 사람들 사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이끌림이 있거나 좋은 조합과 
궁합을 이루는 관계를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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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표시하여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러한 콘텐츠를 다시 추천하지 

않게 만든다. 예컨대, 윤영은 재미가 유튜브 시청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

에 그러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콘텐츠만 시청하게 되며, 

따라서 특정 콘텐츠에 대해 가지게 된 부정적 느낌 또한 더욱 극단적인 

감정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윤영: (국뽕) 영상을 볼 때는 유튜브니까 결국에... 좀 더 가벼

운 마음으로 시청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유튜

브를 보는 거 자체가 휴식이나 재미를 위한 거기 때문에 국뽕

이 차오르더라도 감정적으로 막 큰 것 같진 않고 그냥 좀 재

미있는 정도? 불편함, 불쾌함도 딱 그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

요.. (부정적인 감정도) 막 크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즐기려고 본 영상이니까. (...) 이게 유튜브 특성상 재미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계속 보지 않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봤다가 (과도한 국뽕 때문에) 불편하면 다시 안보니까 

그런 건 그냥 끊어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불편함을 

느껴도 더 다른 감정이 안드는 이유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그 동영상 시청을 중지하니까 그게 분노나 불쾌함이나 뭐 슬

픔 이렇게까지 감정이 발전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처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튜브 이용자의 욕구와 그에 맞는 

콘텐츠 선택 및 시청 패턴은 유튜브 시청자로 하여금 국민됨을 상기하는 

콘텐츠들을 특별한 거부감 없이 일상적이고 가볍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들

었다. 특히 유튜브 플랫폼 내의 드립(언어유희) 문화는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그들의 소비 목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예컨

대, 외국인 출연자가 등장해 한국인들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콘텐츠에

서 ‘좋아요’ 수를 많이 받는 댓글은 “한국인 특징. 고정문: 민다. 미

시오: 민다. 당기시오: 민다”, “노트북 핸드폰은 안 건들고 자전거는 

순식간에 가지고 가는 엄복동 민족”과 같이 한국인의 공통적인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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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습관을 희화화하는 댓글이었다. 이에 다은은 인터넷의 드립 문화와 

유튜브 댓글창에서의 소통 문화가 국뽕 콘텐츠를 더욱 재미있게 소비할 

수 있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은: 한국 특유의 재미있는 밈 있잖아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 눈 뜨고 코 베이징. 이런 식으로 (웃음). 좀 재미있게 소비

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라이

트한 국뽕 콘텐츠까지 다룬다고 했을 때. 인터넷에서 댓글 희

화화도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 걸 국뽕의 관점에서도 잘 활용

하는게 아닐까... 제 동생도 그렇고 요새 애들이 댓글을 되게 

중요한 컨텐츠로 보더라고요. 댓글에서 서로 반모(반말 모드)도 

하고 유튜브에 커뮤니티 있으면 댓글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댓

글 보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구나 싶어서 보게 되

고 재미있는 댓글 보면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도 표현하네? 재미있네? (...)

수빈: 저도 댓글을 보긴 보는데... 내가 느끼는 감상과 비슷한 

감상이 있나 좀 찾아보기도 하고... 댓글 보면은 좀 드립치는게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거 보기도 하고. 

 “눈 뜨고 코 베이징”과 같이 한국과 관련하여 유튜브 내에서 순환하

는 희화화된 문구, 밈, 이미지는 국뽕 콘텐츠를 일상에서 더욱 “가볍고 

재미있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다은의 설명처럼, 유튜브 플

랫폼 내에서 유머러스한 댓글은 영상 콘텐츠와 더불어 하나의 중요한 콘

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유튜브 댓글을 모아 보여주는 2차 창작 영

상 콘텐츠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다은과 수빈은 특히 재미있는 

댓글을 찾아보기 위해 댓글창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하

고, 여러 댓글을 읽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구나”라는 동질

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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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유튜브 콘텐츠와 댓글 속에서 한국만의 성질, 습관, 행동을 희

화화한 “드립”들은 대중의 일상 속에 침투하여 유머로서 소비되며, 유

튜브 시청자들 간에 공감대와 동질감을 형성하고 서로로부터 한국의 특

수성과 우수성을 다시금 확인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 명시적인 정치 선

동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유머일 뿐 무해해 보이는” 엔터테인먼트 콘

텐츠가 익숙함을 만들어내며 유튜브 이용자들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점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동화시킬 수 있다(이소은·최순욱 2020:11; 이

세희 2021).

 또한, 국뽕 콘텐츠 시청자들은 국뽕 콘텐츠를 통해 위안, 대리 만족감, 

안도감, 자기 확신을 얻으려 한다. MZ세대를 포함한 많은 유튜브 이용자

들이 매일의 고됨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여가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시

청하는 것처럼, 유튜브 이용자들은 국뽕 콘텐츠를 시청하면서도 위안을 

얻고자 한다. 연구자가 면담하였던 유튜브 이용자들은 특히 “현생”에

서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느낄 때 국뽕 유튜브 콘텐츠를 더 시청하게 된

다고 설명했다. 

은아: (국뽕 콘텐츠를 클릭하게 되는 이유는) 약간... 국뽕을 채

우기 위해서...? 제목 같은 데에 써있잖아요 외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던지, 괄호 치고 한국이 좋은 이유... 이런거 보면 

한국에 살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

자: 국뽕을 채우고 싶을 때가 따로 있나요?) 조금 안심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상에서 좀... 자신감이 없고 잘 되는 일이 없고 

자신감 떨어지는 날에 뭐라도 위안을 얻고 싶은 날에 그런 게 

좀 더 눈에 들어오고, 약간의 위로를 주고... 안심을 주고... 그

래도 내 처지에 좀 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곤

함... 괴로움.. 까임.. 이런 걸 벗어나서 약간 나는 어쨌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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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다. 이런 큰 맥락에서 위로가 되는? 아 그래도 잘난 게 있

는 민족의 일부다, 이런 치유를 주는 것 같고... 

시연: 성취감? 대리 만족? 대리 성취감?을 주니까 (국뽕 콘텐츠

가) 인기가 있는 거겠죠? 나와 연관된 누군가가 이뤄낸거잖아

요? 막말로 제 동생이 연예인이고 그러면 자랑스러우니까요. 

  이처럼 국뽕 콘텐츠 시청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영상들을 시청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맞닥뜨린 일상의 불안한 현

실감을 해소하고 “위안”과 “치유”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은아는 

“자신감이 없고, 잘 되는 일이 없고, 자신감 떨어지는 날”에 국뽕 콘

텐츠를 찾게 된다고(“국뽕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현실

은 시궁창이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나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을 보며 대리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직장인으로서 특히 현실의 

고단함에 대해 공감했던 다은은 개별적 삶 속에서 경험하는 “까임”에 

대한 보상심리로서 “그래도 잘난 게 있는 민족의 일부다”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국뽕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

연 역시 같은 국민의 성취를 보며 얻는 대리 성취감과 만족감 때문에 국

뽕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우월한 집단 속에 속해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기인하는 대리 

성취감이 미시적인 삶과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자존감의 하락을 

“치유”한다.

  국뽕 콘텐츠를 통해 얻는 집합적 고양감과 성취감은 때때로 개인의 정

서적 에너지를 확장하고 고양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은아는 김연아

와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같은 시대를 

살아서 너무 좋다”는 응원 댓글을 달고 꾸준히 영상을 시청해왔다. 그

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의 성취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모

습을 지켜보며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생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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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김연경이나 김연아 같은) 스포츠 스타들은 다.. 특히 성

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했잖아요. 그 노력이 보이고, 또 사람들

한테 인정받고 하는게 뭔가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저렇게 

잘 될 수 있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되고... (...) 같은 한국인이면 

좀 더 가깝게 느껴져서 동기부여가 좀 더 쎄게 오는 것 같기

도 하고, 나랑 가까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좀 으쓱하는 것

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하여 콜린스(Collins)는 “동지와 도덕적 조화가 있기에 더욱 

행위에 자신감, 용기, 배짱이 생긴다”(Durkheim 2001[1912]:159)는 뒤르

켐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적으로 유도된 정서적 에너지는 도덕성으로 채

워진 에너지로서 개인에게 “자신감, 행동을 취할 용기, 앞장서는 배짱

의 감각”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콜린스 2009:77). 콜린스에 따르면, 이

처럼 정서적 에너지가 부여하는 느낌은 “개인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누구든지 이런 순간을 경험하면 그 경험을 반복하

고 싶어진다”(ibid.). 국민공동체 일원의 성취를 목격하고 함께 응원하는 

집단적 연결 속에서 느끼는 정서적 고양감은 개인에게도 동기를 부여하

며 다시 경험하고 싶은 강력한 에너지와 감각을 제공하는데, 은아의 경

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뽕 콘텐츠는 정서적 에너지 고양을 위한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국뽕 콘텐츠를 통해 위로와 위안을 받는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구조화 

과정에서 정서 관리 및 치유 산업이 성장하며 등장했던 ‘자기 치유’ 

열풍(정승화 2010)과도 무관하지 않다. “잔혹한 낙관주의”, “굴욕”, 

“정서적 불안”의 정동 혹은 정서(벌랜트 2015[2010]; 김현경 2015; 김홍

중 2015)가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시대에 치유문화의 성장은 필연적인 것

이었다. 김현경(2015)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굴욕은 지배적인 모욕의 형식

이 된다고 설명한다. 끊임없는 투자와 소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

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에게는 항상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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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굴욕과 강등의 위협을 경험한다. 모욕에는 언제나 가해자가 있지

만 굴욕은 그렇기 않기에, 즉 “제도가 사람을 모욕할 때 그것은 모욕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김현경 2015:165).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한 굴욕으로 인해 자신의 결

여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더욱 치유적 서사에 기대게 된다. 벌랜트

(2015[2010]) 또한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에서 불행한 낙오자가 무한증

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은 삶, 성공, 행복과 같은 

환상에 애착을 가지는 현상을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정동으로 설명한

다. 이때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욕망하고 애착하는 행위 자체가 삶

을 연속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 대상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협

은 곧 삶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다시 

대상에 대한 환상과 애착을 지속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잔혹한 낙관주

의는 “구조적 불평등을 지닌 유토피아”(벌랜트 2015[2010]:205)가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불안과 자존감에 대한 위협 속에서 김홍중(2015)

은 특히 청년 세대의 정서와 마음에 주목한다. 그는 생존에 대한 불안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과열된 욕망을 가진 21세기 한국의 청년 세대를 

‘생존주의 세대’로 칭하며, 높은 청년 실업률, ‘학업-직업’의 연계 

고리의 파괴, 대학 등록금과 주택 자금 문제, 스펙 축적의 압박 등이 경

쟁과 생존에 대한 불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기

조 아래 청년 세대는 자신의 모든 잠재적 역량을 관리 및 계발할 수 있

는 자기통치의 주체가 되어,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친밀한 영

역은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 영역(리스크)으로 전환되어 결혼

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김홍중 2015:190)가 되었다. 

 이와 같이 청년 세대가 느끼는 생존과 경쟁에 대한 압박과 불안한 현실

감은 연구자가 면담했던 유튜브 이용자들 또한 많이 지적한 사항이다. 

수빈: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지만 살기에는 녹록지 않다 생각하고 있죠. 경쟁이 엄청나

게 과열화되어 있고... 좀 느슨하게 살아가기에는 버거운...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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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수빈이 “경쟁이 엄청나게 과열화되어” 있다고 말했듯, 청년 세대에게 

요구되는 생존은 언제나 “경쟁 상황을 한 번 더 미래로 연장하는 것”

(김홍중 2015:194)을 뜻한다. 신자유주의의 ‘잔혹한 낙관주의’를 더욱 

잔혹하게 만드는 것은 애착 대상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환상임을 간파

한 이후에도 그 환상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청년 세대는 

불평등한 구조로부터 쉬이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구조 속에서 자아를 유

지하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강구하는데, 그것이 치유문화와 위안

이다. 

 국뽕 콘텐츠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소속에 

대한 안도감과 자기 확신감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

경준: 그래서 인기가 있는게 아닐까요? 누구나 현재 상태에서 

안심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괜찮은 곳에서 잘 살

고 있어. 안전해, 더할 나위 없어,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 

호기심도 있고 막 우월한 문화와 인적 자원 이런 거에 대한 

자긍심이나 우쭐함도 좀 있고... 

윤영: 약간 이건 MBTI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MBTI에 해당

하는 게시물 보고 나 이런 사람이구나 확인하고 맞으면 좋아

하고 그렇잖아요. 국뽕 콘텐츠도 보면서 약간 확인하는 것 같

아요 아 우리나라 괜찮구나... 확인 받는 느낌? (...) 사실 (국뽕 

콘텐츠가) 뭔 내용인지 대충 예상은 하는데 확인 받고 싶어서 

클릭하는 느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예상은 가는데 그냥 기분

이 좋고 싶으니까 누르는?

원준: 스스로에 대해 정당성이, 저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해지

는 것 같아요. 제가 소속감이 전혀 없다면 군대를 가기 싫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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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세금을 안내거나? 무슨 액션을 취했겠죠?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의 소속감에 대한 

나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지 않으면 불만으로 이어지

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웃음)

  경준은 유튜브 이용자가 ‘괜찮은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고 확인을 

받으며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한다. 윤영에게도 국뽕 콘텐츠는 마

치 MBTI처럼 자기 확신감을 얻는 하나의 방법처럼 느껴진다. 그는 한국

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만 보여줄 것을 알면서도 “확인 받고 싶어서”, 

“기분이 좋고 싶어서” 국뽕 콘텐츠를 클릭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비슷

한 맥락에서, 매일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뉴스를 확인하는 슬 역시 한국

에 대해서는 “뉴스로 안 좋은 걸 충분히 보니까” 국뽕 콘텐츠 시청을 

통해서 좋은 감정만 느끼고 싶다고 밝혔다. 원준은 자신의 소속은 바꿀 

수 없는 무언가로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국뽕 콘텐츠를 시청하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나 소속감을 채울 수 있는 조각들을 모아 나간다고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스스로 국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잠재

적인 불만을 예방한다. 다시 말해,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어차피 “나

쁘게 생각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위 ‘국뽕’을 채우

는 것은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계속 생존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된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확신과 안도감은 매일매일의 불안정성 속에

서 개인에게 치유와 안정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안도

감, 위안, 자기 확신, 소속감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또 다른 집합적 경험으로 되살려야 한다. 뒤르켐이 집단은 이러한 감각

을 재생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집회를 가진다고 주장한 것처럼(Durkheim 

1965[1912]:241; 콜린스 2009:77에서 재인용), ‘국뽕’의 강렬한 감정과 

정서적 진통 효과는 중독성을 지닐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미디어의 즉

시성·접근성·편의성으로 인해 가상의 감정적 공동체에 쉽게 접속하여 

“바쁜 일상 속 빠르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조성”(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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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018:108)된 디지털 시대에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국뽕 콘텐츠 시청

은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주기적인 국민적 집회를 가지는 방법이 된다. 

  

2. 국민됨의 감정 

    

1) 개별화된 집단적 열광

 국뽕 유튜브 콘텐츠의 일상적 소비는 단순한 호기심 충족과 유희를 넘

어, 유튜브 시청자로 하여금 국민됨(nationhood)의 뜨겁고 생생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내셔널리즘에 있어 일상성(banality)과 열광

(effervescence)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연속체(continuum)의 

양 끝단에 위치하기 때문이다(Skey 2006:148-151; Fukuoka 2017:350에서 

재인용). 국뽕 유튜브 콘텐츠의 시청자들은 각기 다른 콘텐츠를 시청하

고 국가와 국민임을 상기하는 표상과 상징을 소비하면서 공통의 감정과 

소속감을 공유한다. 연구자가 면담하였던 시청자들은 특히 한국, 또는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호의적 반응이나 성취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뿌듯함, 자랑스러움, 대리 성취감, 우쭐함, 안도감, 애국심 등을 느꼈으

며, 반대로 한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겨질 때 분노의 감정을 느

꼈다. 

수빈: (국뽕 콘텐츠를 보면) 기분 나쁜 게 없다고 해야 하나? 

잠이 너무 안 와서 유튜브를 보는데 리액션 반응 영상을 한 

번 보고 연달아서 보다가 새벽에 거의 밤샌 적이 있어요. (콘

텐츠가) 부정적 감정이 없고 칭찬으로만 이루어져서 거부감 없

이 들어온다고 해야 하나? 도파민만 분출되게 만드는 그런 거. 

(...) 사실 제가 OO(가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소속된 

무리에서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능력

이 뛰어나서 세계에서 인정받으면 흐뭇하죠. (...) 예를 들어 해

외 여배우가 거식증을 앓고 있는데 우리 한식 덕분에 살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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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처럼, 한식이 그 여배우를 먹여 살린 것처럼 그려지잖아

요? 이게 부풀려진 면이 있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감

정적으로는 흐뭇함이 있죠.

시연: 기쁜 감정이나 뿌듯함이 느껴지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요. 우리나라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건을 다루면 빡치는

(화가 나는) 감정도 들고요.

 수빈은 한국 가수들에 대한 외국인 리액션 영상을 보며 “도파민이 분

출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새벽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 설명했다. 한국을 칭찬하는 영상의 내용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사

실과는 별개로, 그는 “감정적으로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흐뭇함이나 뿌듯함,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낀다

고 대답했다. 시연 또한 한국을 칭찬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때는 기쁨과 

흐뭇함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반대로 한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사건을 조명한 콘텐츠를 시청할 때는 한국인으로서 화가 나는 감정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윤영 역시 한국에 대한 외국인 리

액션 영상을 시청할 때 외국인 출연자가 극도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

면 화가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즉, 그들은 모두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며, 국가에 대해 뿌듯함, 도파민이 분출될 정도

의 흥분, 기쁨, 자긍심,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

 연구자는 이처럼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국뽕 콘텐츠의 개별적 시청을 

통해 국가에 대한 열렬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개별화된 집단적 열

광’으로 정의한다. 뒤르켐(2001[1912])은 의례에 함께 참여하며 고양되

는 집단적 열광(collective effervescence)이 집단을 통합하고 공동체적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례 참여자는 공유된 상징, 

움직임, 슬로건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동기화하고 상호적으로 서

로의 감정을 자극하며 집단 열광을 생성한다. 

 그러나 국뽕 유튜브 콘텐츠 시청을 통해 시청자가 국가에 대한 열렬한 



- 100 -

감정을 느끼는 현상은 뒤르켐이 설명한 집단 열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뒤르켐이 집단적 감정과 열광을 생산하는 성공적인 의

례의 기본적 조건으로 지목했던 집단의 물리적 결집이 유튜브 공간에서

는 부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학자들이 신체의 물

리적 공존이 불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집단적 열광이 발생 가능한지

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의례에 대한 뒤르켐과 고프먼의 시각을 통합하

여 상호작용 의례36)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했던 콜린스는 높은 수준의 정

서적 합류와 집단 열광을 위해서는 신체적 집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콜린스에 따르면, 공동체가 강렬한 정서를 공유하게 만드는 상호작용 의

례는 신체가 집결하는 상황적 공현존(situational co-presence), 외부인을 

구별하는 경계선, 상호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관심, 공통의 정서 공유

라는 네 가지 조건 또는 성분을 기반으로 촉발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의 초점 공유와 공통된 정서 공유로, 그는 텔레비전이나 라디

오와 같은 원격 매체가 “흡인력·소속감·경외심을 느끼게끔 초점과 정

서 공유의 감각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온전한 신체적 집결이 

있을 시에만 강력한 효과가 발휘된다고 설명한다(2009:103).

 이에 디마지오와 그의 동료들은 신체적 공현존이 부재하더라도 콜린스

의 상호작용 의례 효과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Dimaggio et al. 2018). 다시 말해, 신체적 공현존 없이도, 관심의 초점 

공유를 중심으로 정서적 에너지의 고양이 가능하며, 다만 그 정도가 대

면 상호작용 의례보다는 다소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

받침하기 위해 그들은 공유된 관심과 사회적 동조(“social tuning”)에 

대한 연구 결과(Shteynberg 2015)를 동원한다. 개인이 정체성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어떠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집중한다고 믿고 있을 

때, 더욱 정확한 과거의 기억, 더욱 큰 동기 부여, 더욱 고양된 감정을 

36) 콜린스는 의례를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실재를 창조하는 정서와 관심사에 초점
을 집중시켜 유대와 집단 소속의 상징을 창출하는 기제”(2009:36)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는 국뽕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정확히 의례로 규정하지
는 않지만, 유튜브 시청자들에게서 국가에 대한 열광적 반응이 발생하는 맥락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뒤르켐, 고프먼, 콜린스, 디마지오와 같은 의례 연구자들이 
집단 열광을 생성하는 조건과 기제를 규명하였던 이론을 동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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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모습을 내보일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효과는 물리적 공존이 아닌 

그들의 ‘믿음’에만 의거한 것이다. 컴퓨터가 매개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오늘날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사람들은 디지털 소통으로부터 공동체의 

인식과 감정에 대한 신호나 단서를 더욱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되었

다. 온라인 환경에서 이러한 단서를 읽어내며 개인은 공동체와 함께 관

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은 다시금 물리

적 공현존 없이도 다른 이들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과거 

경험과 공유된 상징을 끌어오려는 경향성을 향상시킨다(Dimaggio et al. 

2018). 

  이 밖에도, 가르시아와 리메(Garcia and Rimé)는 자연재해나 테러 공격 

이후 온라인 상에서 공동체가 이에 대한 강렬한 감정과 대화를 교환하는 

것을 관찰하며, 개인이 다른 이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집

단적 감정의 사회적 공유로 정동된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동기화가 가능

해지며, 뒤르켐이 설명하였던 집단 열광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

장한다(2019:618). 

 연구자가 면담하였던 대부분의 유튜브 국뽕 콘텐츠 시청자들 또한 온라

인 상의 콘텐츠 소비를 통해 결국 공통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과 한국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슬: 한국 문화에 관한 콘텐츠를 보면 자랑스러워요. 오~ 역시 

한국. 이런 게 영상 시청했을 때 첫 반응인 것 같아요. (긍정적

인) 해외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자부심과 관심을 가졌으

면 좋겠어요.

경준: (국뽕 콘텐츠를 보면) 애국심, 국뽕이 차오르죠. 막 “역

시 쩌는(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이런 거.... 이렇게 노래 잘하

는 사람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김연아, 손흥민도 있고 뭐 그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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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공현존이 불가한 유튜브 공간에서 국뽕 콘텐츠 시청자들이 국

가공동체에 대해 “국뽕이 차오르”는 느낌을 가지며 정서적으로 합류하

고, 열광(effervescence)을 느끼는 이러한 과정은 개별적이기도, 집합적이

기도 하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거하여 개별화된 피드에서 이용자는 자

신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유튜브 콘텐츠를 추천받고, 자신의 독자적 

기준에 따라 시청할 콘텐츠를 다시 선택한다. 예컨대, 평소 음식에 관심

이 많은 경준은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

를 추천받고, 또 시청한다. 그는 특히 의대에 재학 중일 때 한국의 편리

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 제작된 국뽕 콘텐츠를 눈여겨보게 되었다고 밝혔

다. 시연은 최근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

징어 게임’에 대한 뜨거운 해외반응이 궁금하여 유튜브에 검색해보았

다. 각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는 뒤르켐이 

설명한 의례에서처럼 서로의 몸과 몸이 함께 있어 에너지를 느끼는 행위

가 아닌, 매우 개별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동시에, 콘텐츠마다 해당 소재

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가상으로 모여 콘텐츠를 시청하고, 댓글을 남기

고,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며 일시적인 집단을 형성한다.

[그림 Ⅳ-1] 유튜브에서의 개별화된 집단적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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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는 신체적 공현존이 아닌, ‘관심의 초점 공유’

가 집단 열광을 생성해내는 중요한 촉발 성분이 된다(Dimaggio et al. 

2018). 즉, 유튜브 이용자가 자신의 개별 관심사와 관련된 국뽕 콘텐츠를 

선택하여 시청하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 똑같은 관심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

며, 이러한 믿음이 그들의 정서적 에너지를 더욱 고양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은 또한 유튜브에서 특정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

면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비슷한 이야

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욱 공감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콘텐

츠를 계속 소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는 개별적인 ‘관심의 초점’에 해당하는 국뽕 콘

텐츠를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국가의 모습, 그리고 국민국가의 정부 또는 엘리트가 재현하고자 

하는 단일한 국가의 모습보다도 더욱 다양한 국가의 모습을 접할 수 있

다. 이에 대해 미헬리와 히메네즈-마르티네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

프라가 내셔널리즘의 파편화와 다양화를 더욱 용이하게 만든다고 설명한

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딱 맞춘(‘niche’ or 

‘bespoke’) 수많은 내셔널리즘이 형성될 수 있어, 내셔널리즘과 더욱 

심도 있고 감정적인 개별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Fox & 

Miller-Idriss 2019; Mihelj and Jimnenez-martinez 2021:339에서 재인용). 

디지털 플랫폼의 높은 접근성과 참여적 디자인은 지배적인 버전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더 많은 행위자에게 

여러 버전의 국가정체성을 구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유튜브 시청자는 여러 버전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모습 중 자신의 

입맛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국가의 모습을 접하게 되며, 이는 시청자의 

정서적 에너지를 고양 시킬 확률을 높인다. 

 이때, 국뽕 유튜브 콘텐츠 시청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 열광에 더욱 불

을 붙이는 것은 한국인 유튜브 이용자들 간에 이미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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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국민적 정서이다. 이는 콜린스(Collins 2009)가 높은 수준의 집단 열

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관심의 초점 공유’와 ‘공통의 

정서 공유’ 두 가지를 지목한 것과 연결된다. 비록 디지털 플랫폼의 인

프라가 이전의 ‘아날로그’ 내셔널리즘과는 질적으로 다른 디지털 내셔

널리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어도(Mihelj and Jimnenez-martinez 

2021:332), 이것이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왔던 이전의 내셔널리즘과 완전

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37) 한국의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들 역시 이러한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원준: 소속감이 고취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한

국인이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는데 자랑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생기면 나 스스로도 자랑스럽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적 이런 콘텐츠들을 좀 더 재미있어 하는데, 거

기엔 주변 국가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중국과 일

본이랑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고, 한국이 엄청 막강한 

나라도 아니니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우리끼리 잘 뭉쳐야 해” 이런 소속감을 좀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경준: 군대 가면은 주입을 많이 하잖아요 역시. 그 얘기를 많

이 하던데? 내 가족, 내 아내가 되었든, 엄마 아빠가 되었든, 

내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연구자: 

아 국민을 지키는게?) 나랑 같은 내셔널리티고 내가 아예 모르

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다기보다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

을 하는데 그 개념이 조금 확장되는 느낌? 뭐.. 가족 안에서 

37)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현재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민족주의가 역사적으로 구조

화된 한국의 특수한 민족적 아비투스 속에서 발현된다는 점을 선행 논문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한국 민족주의와 온라인 민족주의 사

이의 연결성과 연속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논의는 선행 논문(이세희 2021)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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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공경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모든 어른들

을 공경하는 것처럼... 가족처럼 내적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한테... 그런게 좀 있는 것 같네요?

다은: 지금 세대의 역사 교육은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콘텐츠

를 많이 소비하는)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역사 교육 사관 자체

가 기본적인 팩트 베이스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걸 했

다’, ‘백제 시대에 중국이랑 일본보다 먼저 이런 걸 발전시

켰다’, ‘청동기 시대에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다’ 이

런 식으로... 한국만의 특수성이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은연 중에 항상 학습해왔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그게 좀 

남아 있어서 (국뽕) 콘텐츠와 만나서 뭔가 친연성을 가지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 우리나라가 특히 좀 더 그걸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식민시대를 이렇게 극복했다 그런 아픔

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픔을 힐링하는 요소들이 좀 더 강해서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교육을 받

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 그런 정서에 맞는 콘텐츠인 것 같

다는 느낌? 

 이처럼 시청자들은 국뽕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고, 애국

심을 느끼는 이유로 기존에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던 공통적 정서가 기저

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원준은 중국·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과 한국이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으로서 의식하

고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작은 요소들을 통해 소속감을 충

전한다고 밝혔다. 경준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복무를 하면 부대 내에서 

국민을 마치 제 가족처럼 여기도록 “주입”을 하기 때문에 국민을 마치 

내 가족처럼 친근하게 여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뽕 콘텐츠 속의 

한국인의 성공을 보면서도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데, 이것 또한 마치 

내 가족이나 친구가 성취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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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유사하고, 이러한 감정이 국민으로 “확장”되는 느낌이라고 밝혔

다. 다은은 국뽕 콘텐츠가 한국만의 우월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역사 

교육을 받아온 밀레니얼 세대들의 “정서”에 맞는 콘텐츠이며, 그들이 

직접적으로 식민시대의 아픔을 겪은 것이 아니더라도 콘텐츠가 그들의 

교육된 정서와 “친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뽕 콘텐츠에 공감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유튜브 플랫폼에서 국뽕 콘텐츠를 시청할 때 생성되는 ‘개별화

된 집단 열광’은 뒤르켐의 고전적인 설명과는 다른 과정을 가진다. 유

튜브 플랫폼을 통한 개별화된 집단 열광은 집단의 물리적 집결이 관심의 

초점과 정서 공유를 유도하여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

뽕 콘텐츠 시청자들 간에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국민적 정서가 이미 

기저에 자리한 상태에서 각자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국뽕 콘텐츠를 시청

할 때, 관심의 초점을 공유하는 한국인 소집단들이 각 콘텐츠에서 ‘가

상으로’ 집결한다. 이 가상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느

끼는 국가 구성원의 존재를 상기하며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는 국가공동

체에 대한 정서적 에너지의 고양을 경험한다. 

  그러나 모든 의례가 높은 수준의 정서·동기·상징을 충전시키지는 않

으며, 성공한 의례와 달리 실패한 의례는 집합적 감정을 거의 발생시키

지 않는다(콜린스 2009). 국뽕 콘텐츠의 경우에도, 모든 국뽕 유튜브 시

청자가 영상 시청을 통해 비슷한 수준의 열광을 느끼지는 않았다. 여러 

종류의 국민적 감정은 상황적 배치, 순환되는 기분(moods), 상대적으로 

불변하는 역사적 관계, 분위기, 정동적 연결고리에 의거하여 관계적으로 

등장한다(Merriman and Jones 2017:604) 이에 따라 국뽕 콘텐츠가 전달

하는 특정한 사건, 행위, 공간,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진부하게(banal) 보

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뜨겁게(hot) 느껴질 수 있으며(Jones 

and Merriman 2009),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면담하였던 윤영은 콘텐츠를 시청할 때 “국뽕이 

차오르더라도 감정적으로 큰 것 같지는 않다”라고 대답했다. 보연 역시 

유튜브로 국뽕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애국심이나 벅찬 감정이 



- 107 -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

에 방문했던 한국 군악대의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마음의 울림과 국뽕 

유튜브 콘텐츠 시청 시의 감정을 비교하였다. 

보연: 제가 애국심을 제일 마지막으로 느꼈던게 미국 대학교에 

가자마자 우리나라 군악대에 왔었을 때였는데, 그때 군악대에 

이준기랑 박효신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애국가를 불렀는데 오, 

뭔가 마음이...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울림이 있는 것 외에 콘

텐츠만으로는 (애국심이나 소속감이) 유발이 안돼요.

 이처럼 물리적으로 결집한 군중 속에서 느끼는 집합 열광에 비해서는 

낮은 정서적 에너지 수준의, 미디어가 매개하는 집단적 열광을 이토 마

모루(2016)는 “쿨한 집합적 비등”이라 정의한다. 그는 미디어가 촉발하

거나 매개하는 집합적 감정을 “사회구조의 배후 혹은 기저에서 갑자기 

생성하는, 유동적이고 몰구조적인 집합적 감정의 흐름으로서의” 집합적 

열광이라고 설명한다(이토 2016:206).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영상을 소비

하는 행위는 뒤르켐이 말하는 의례의 ‘성스러움’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너무나도 평범하고 단조롭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 행위를 하며 발생하

는 집합적 열광은 “서로의 신체를 포옹하며 흥분과 환희로 가득 찬 경

기장에서의 ‘고양된 집합적 감정’”(ibid.)과는 다르게 여겨진다. 신체

적 공현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집단 열광이 그렇지 않은 집단 열광보

다 높은 수준의 정서적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사실은 온라인 상의 집단 

열광의 가능성을 인정한 학자들 역시 이미 인지했던 부분이다(Dimaggio 

et al. 2018; 콜린스 2009; Garcia and Rimé 2019). 이토 마모루 또한 디

지털 미디어의 매개를 통해 ‘쿨한 집합적 열광’이 발생하는 과정을 다

음과 같이 더욱 자세하게 묘사하며, 이것이 뒤르켐 식의 신성한 의례를 

통해 촉발되는 “결정화된” 집합적 열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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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촉발되어, 유동적이고 일시적일지

언정 ‘공감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 나아가, 촉발된 정

동을 곧바로 현실화하는 미디어가 촉매가 되어, 익명성 높은 

‘어떤 통제’도 무력해진 공간에서 문자를 ‘건드리고’ 지

나가 무수한 정동과 감정을 드러내는 정보가 넘나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결정화된 집합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적이

고 몰구조적인 집합적 감정의 흐름으로서 집합적 비등을 생성

시킨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이토 2016:206-207).

  유튜브 콘텐츠에서 국가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의 공동체”가 

일시적으로 형성되었을 때의 ‘쿨한 집단 열광’은 유동적인 감정의 흐

름을 발생시키며, 이때 낮은 수준의 정서적 고양감을 느끼는 시청자들 

또한 존재한다. 특히 국뽕 유튜브 시청자들 사이에서 국가공동체로의 정

서적 합류와 정서적 에너지의 고양을 방해하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포착

되었는데, 이는 콘텐츠 속 국뽕이라는 감정에 대한 진정성이 부재할 때, 

다시 말해, 유튜버가 수익만을 위해 국뽕을 동원하는 것이 느껴질 때였

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콘텐츠 제작자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시청자

들에게 애국심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에 정서적 몰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대답했다.

경준: 좀 극단적인 어그로를 끄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

만 터지면 막 자극적인 썸네일로, 누가 막, 러시아 총리가 우

리나라에 전화해서 당황한 이유! 뭐 이런 제목 붙여서 클릭을 

유도하고 이런 건 부정적이에요. 콘텐츠가 영양가도 없고 그런 

건 정말 말 그대로 뷰(view)를 위해서 클릭만을 유도하는 그런 

거니까. 

원준: 국뽕 채널에서 생산하는 과도한, 치사량이 넘은 국뽕들

은 제가 봐도 좀 선 넘었다? 싶은, 소위 유튜브 알고리즘을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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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먹기 위한 영상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시연: 국뽕 중에 어떤 콘텐츠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콘텐츠들

은 그런 걸 대놓고 노린?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뽕에 차오르

기 위한 목적의 영상들을 보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

서 그런 건 안 보게 되고, 좀 분석적인 콘텐츠는 도움이 된다

고 느껴요.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면요. 

윤영: 의도가 있는 게 보이는 느낌? 날먹(날로 먹기)을 해서 구

독자나 좋아요나 시청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구나 조회수를. 간

편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무 간편하잖아요 기획 의도나 그런

게. (국뽕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해버리면은... 너무 의도된 

것 같고 (그래서) 더 반발을 가지고.. (외국인 출연자가) 별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은데 당연하게 말하니까 대본이 있

나 싶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빨아먹기 위한” 

영상들은 시청을 중지하고, 자신에게 감정적 전이와 전염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정성을 갖춘 콘텐츠들을 선택하여 시청하게 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강렬한 정서를 충전시켜주는 의례에 

끌리는” 것처럼(콜린스 2009:91), 유튜브 시청자 역시 자신에게 가장 적

합한 수준과 방식으로 ‘국뽕’을 충전시켜주는 콘텐츠를 시청하고 싶어 

한다. 이때, 시청자의 취향을 끊임없이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하며 다양

한 영상을 추천해주는 유튜브 플랫폼은 개인에게 강렬한 국민적 정서를 

충전시켜줄 수 있는 콘텐츠를 찾기에 최적의 장소가 된다.

 이처럼 국뽕 유튜브 시청자들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콘텐츠

를 소비하며 국가에 대한 강렬한 집단적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개인이 집단 열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콜린스, 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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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가르시아와 리메, 슈타인버그(콜린스 2009; Dimaggio et al. 2018; 

Garcia and Rimé 2019; Shteynberg 2015)와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설명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물리적 공현존 없이도 강렬한 집단

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추론하여 나열하거나,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집단적 감정을 표출한 사례를 통해 이를 논증할 

뿐, 실제로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집단 열광을 경험하는 상세한 과정은 

불분명한 채 남아 있다. 이에 연구자는 국뽕 유튜브 시청자 개인이 국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단적 감정을 느끼고, 국민의 몸으로 정동되는 과

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감각적인 국가 

 국가에 대한 열렬한 감정은 직접적으로 시청자의 눈과 감각기

(sensorium)로 도달하는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체현되고 공유된

다. 투명한 인터페이스가 특징인 뉴미디어에서 매개 사실은 지워지고, 

미디어 이용자는 콘텐츠와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Bolter and 

Grusin 2000:24; Hirschkind et al.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비매개성에 

기반한 유튜브는 영상을 보고 듣는 시청자에게 현장감을 제공하고 생생

한 감각적, 감정적 전이를 일으킨다. 일찍이 콜린스는 텔레비전으로 스

포츠 경기를 시청할 때 자신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군중의 함성, 아나

운서의 목소리와 같은 소리가 강력한 몰입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곧 

축포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의 분위기는 시청자를 화면 앞으로 불러들인”

다고 설명한다(2009:96). 다시 말해, 단순히 시각적 움직임만이 정서적 몰

입을 유발할 수 없으며, 이미지(시각)에 소리(청각)가 더해질 때 정서적 

에너지의 창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유튜브 국뽕 콘텐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청자의 여러 감각을 동원하

여 국가의 존재를 느끼게 만들고 국민공동체로의 정서적 몰입을 돕는다. 

첫 번째로는 콘텐츠 영상의 극대화된 시각적·청각적 효과를 통해 국가

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 손흥민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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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부츠 상 수상에 관해 제작된 국뽕 콘텐츠는 그의 수상을 결정짓는 골

이 터졌을 때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경기장 현장의 모습과 관중의 함

성 소리, 그리고 손흥민 응원가를 담아낸다. 이어서 그의 골에 대한 찬

사 내용을 담은 댓글이나 기사, 인터뷰 내용을 사진과 자막으로 보여주

고,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의 팀(토트넘) 동료 선수들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소리치는 장면을 함께 삽입한다. 이처럼 유튜버는 의도적인 이미

지, 영상, 자막, 소리의 병치를 통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며 한

국인으로서,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과 그 업적이 

달성된 순간의 흥분, 환희, 전율을 시청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한다.

다은: 음향적인 효과도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국뽕 콘텐츠 같

은 것도 특징이 되게 웅장하잖아요 슬프고. 약간 교향곡 느낌

이고. 근데 영화관 가서도 그냥 사운드 크게 때리고 울 때 울

라고 슬픈 음악 틀어주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데. 국뽕 콘

텐츠도 뭔가 딴 딴~ 딴딴 막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딱딱한 글

자랑 사진들 확확 지나가니까 일종의 다큐를 보는 느낌? (...) 

우리나라 이정재가 어떻게 했다, 한국 봅슬레이 힘든 환경 이

겨내고, 김연아가 뭘 했고. 이런 걸 보면 사실 팩트를 나열하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겨낸 

거를 사진이랑 영상이랑 같이 보여주면서 약간의 웅장한 음악

이랑 같이 그게 되니까. 이건 약간 거의 박수치면서 봐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웃음) 

 다은 역시 국뽕 콘텐츠의 웅장하고 장엄한 배경음악이 시청자가 감동을 

받거나 울컥해야하는 순간에 대한 감정적 신호를 전달해준다고 설명한

다. 그는 유튜버가 함께 배치하는 사진, 영상, 배경음악이 함께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디지털 미디어에서 모니터의 

글자, 화면의 얼굴과 목소리와 같은 단서를 신체적 감각을 통해 파악하

며 이러한 ‘분위기=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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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7)과 연결된다. 경준 또한 박효신이나 소향과 같은 한국 가수의 

공연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담긴 콘텐츠를 시청하며, 

외국인 패널의 표정, 목소리, 울먹이는 톤을 감각적으로 읽어내었다.

경준: 막 박효신 ‘야생화’ 뮤비를 보면서 오열하는 외국인 

영상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언어(한국어)는 모르겠지만 그 감

정이 전달이 돼서 막 우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음... 뭐 그

걸 되게 인상 깊게 본 것 같은데요? 소향 반응 영상 그런거? 

같이 울컥했어요. 음악이 전 인류 보편적인? 언어니까. 그게 

진짜 문화나 언어 그런거 없이 전달이 되는구나 싶은 마음도 

있고, 와 박효신은 역시 개쩌는 보컬이구나 이런 사람과 (내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니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준의 설명처럼, 콘텐츠 속 외국인 패널들은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뮤직비디오 속 박효신의 목소리와 표정이 그들을 신체적으로 

정동시켜 순간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에 경준은 외국인 패널

들이 감동하고 오열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다시금 “같이 울컥”하는 감

정의 전이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감정의 흐름 속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박효신이라는 가수에 대하여 한국인으

로서 자긍심과 유대감을 더욱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토는 미디어 화면에서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표정의 변화=운동은 그

것을 보는 이의 신체에 강도의 촉발-변용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2016:193). 그는 일본 복싱계에서 반칙과 욕설로 퇴출 위기에 놓였던 

‘가메다 부자’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대중의 비난을 받던 가메

다 고키가 홀로 기자회견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20세 청년의 얼굴38)을 보인 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여론

38) “눈에 가득 머금은 눈물을 꾹 참는 표정, 때로는 그 눈물이 흘러 떨어질 것 같
은 표정, 입술을 앙다물며 참는 표정, 가혹한 질문을 받고 궁지에 몰려 당황하고 
곤혹스러워하는 표정, 의표를 찌르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무표정해지는 얼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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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바뀐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고키의 신체(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기자회견 영상 시청자의 신체를 촉발하는 정동을 생성해냈으며, 이를 인

터넷 공간에서 논하고 있었던 네티즌의 신체는 고키의 신체에 공감할 수 

있었다. 동시에, 고키를 날카롭게 몰아붙이던 리포터의 말과 목소리톤, 

말투나 어조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부정적 정동이 촉발되며 

리포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이토 2016:198-201).

 이토의 설명처럼 디지털 미디어에서 시청자들이 감각적으로 ‘분위기=

맥락’을 느끼며 정동되는 모습은, 상아와 윤영이 면담에서 언급하였던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 수상 순간과 수상 소감을 담은 유튜브 영상의 

댓글창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유튜브 이용자들은 댓글창

에서 자신이 오스카상 수상 현장의 분위기를 신체적 감각으로 읽어낼 수 

있게 했던 단서를 공유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촉발되었던 신체적 

반응과 감정을 묘사한다.     

↳수상할 때 나오는 기생충 OST?도 현장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듯

  ↳ㄹㅇ 브금39) 쌉좋음

  ↳ㄹㅇ 빅피쳐 브금조차 수상예감

  ↳믿음의 벨트라는 곡이에요. 기생충에서는 복숭아신에서 쓰

이죠.

  ↳한국인 정재일이라는 분이 직접 작곡하셔서 더 대단하죠 

크-으

↳하도 많이 봐서 외울 지경 ㅋㅋ 그런데 작품상 발표할 때 

제인 폰다의 수상 영화 호명 자체가 되게 극적인 뭔가가.. 봉

투 열어보고 3초간 정적.. 그리고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목격

조차 보이는 어떤 표정”(이토 2016:193) 등 조작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
과 움직임이 시청자의 신체를 정동되게 만들었다. 

39) 이때 ‘브금’은 ‘BGM(Background Music)’을 한국어처럼 읽은 것으로, 인터
넷 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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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듯한 감격이라고 그래야 하나 목소리톤 자체도 그렇고 연

륜과 기품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는데 호명할 때 제인 

폰다 저 분 영상 볼 때마다 우아하고 극적인 느낌이 든다

  ↳개공감 ㅋㅋㅋㅋㅋ 목소리도 약간 공기반 소리반 느낌이

고 작품상 수상 소감 볼 때는 꼭 제인 폰다 나온 부분이랑 같

이 봐야 쾌감 오짐

  ↳ㅇㅈ40)이요.. 국뽕 느끼고 싶을 때마다 이 영상 보러옵니

다 ㅋㅋㅋㅋㅋ

  ↳이거 완전 극공감이요ㅜㅜ 제인 폰다가 패러사이트! 외치

는거 진짜 전율와요 ㅜㅜㅜ 하,,,

 첫 번째 댓글 작성자는 영화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 순간에 재생된 기생

충의 OST가 “현장의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고 평한다. 이에 대해 해

당 OST를 작곡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표출하는 대

댓글이 등장한다. 이처럼 시청자들은 오스카상 수상 당시의 현장 분위기

를 감각적으로 기민하게 읽어내는데, 그중 작품상 수상작으로 기생충이 

호명될 때 배경음악으로 재생되었던 영화 OST는 시청자들의 청각적 감

각을 자극하며 벅차오름, 자랑스러움 등의 정동과 감정을 유발한다. 두 

번째 댓글에서는 시상자 제인 폰다가 기생충을 수상작으로 호명할 당시

의 정적, 목소리톤, 표정, 시선을 읽어내며 시청자들이 “감격”, “쾌

감”, “전율”을 느꼈다고 밝힌다. 

원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영상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약간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는 항

상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보

는? 우리가 해외에 가고 동유럽에 가면 고풍스럽고 멋있다 이

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느낌을 우리나라에 대해 받았던 영상

40) ‘인정’의 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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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것 같아요. 뭐 명동이나 종로 5가에 있는 맛집 거리들 

이런 걸 찍었는데 되게 이국적으로 느껴졌고, 톤이나 이런 것

도 있어 보이게 찍어 가지고... 어? 내가 알고 있던 우리나라가 

맞긴 맞는데 약간 시선이 달라지니까 되게 이국적이고 멋있는 

곳이었네? 라는 느낌이 들었죠. (...) 감각적으로 찍어서 좋았던 

것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요소, 특징적인 요

소들을 잘 캐치해줘서... 시장의 모습을 찍는다던지, 비보이가 

춤추는 걸 찍는다던지...

  원준은 서울의 여러 모습을 담은 국뽕 콘텐츠를 시청하였으며, 해당 

영상의 촬영 관점, 구도, 톤과 같은 시각적 연출을 통해 평소 익숙하여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도시의 모습에 미학적으로 이끌리게 

되며, 한국에 더욱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시청했던 영

상은 4K의 고해상도로 촬영되어, 시청자에게 서울의 모습이 더욱 생생하

게 전달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원준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한국 홍보 영상 시리즈

(‘Feel the rhythm of Korea’)를 “잘 만든 영상”이라 생각하여, 유튜

브에서 직접 검색하여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유

튜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Play Together in Korea – 경기도’ 

영상은 360도의 4K 초고화질로 촬영된 콘텐츠로, 한복을 입은 연주자가 

켜는 바이올린 선율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경기도의 관광지를 보여주는 

콘텐츠이다. 이때, 유튜브 플랫폼이 구현하는 ‘실감형 콘텐츠(VR)’ 기

능을 이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화면을 터치하여 좌, 우, 위, 아래로 돌

리면 관광지를 360도로 둘러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처럼 뉴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시각이나 청각뿐 아니라, 손으로 줌인, 

줌아웃을 하거나 화면을 이동하는 손동작을 곁들이는 등 정보처리 지각 

과정에서 다중의 감각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이미나 

2014:76). 특히 360도 영상 콘텐츠에서는 시청자가 여러 감각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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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마치 실제 현실처럼 구현된 환경으로 인식하는 텔레프레즌스

(tele-presence)를 경험할 수 있다(정회경 2014:101-102). 이처럼 매개된 

지각을 통해 시청자는 가상의 공간에서도 시각, 청각, 촉각을 동원하여 

한국의 도시를 더욱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슬: (‘범 내려온다’ 한국 홍보 영상을) 두~세 번은 본 것 같

은데 뉴스 소개로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리액션인가 뭔가를 

봤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창의성도 창의성인데 독특

하잖아요. 전통적인 거랑 모던한 거랑 합쳐졌지만 조금 더 전

통적이다~ 전통 문화가 깃들어져 있다~ 미국은 이런 전통 문

화가 없으니까 참신하고, 좋든 싫든 eye-catching 했어요. 전체 

영상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봤을 때는 너무 새로워서 궁금증

을 유발할 수 있겠다.... (노래가) 반복되니까 재미있고.... 그걸 

주변에서 어른들이 한동안 틈만 나면 불렀어요. 마트에서 만난 

이모님도 그게 재미있다고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 후에 사람들

의 리액션도 봐서...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홍보 영상 시리즈와 관련하여, 슬 역시 유튜브에

서 해당 시리즈의 서울 홍보 영상을 시청했던 경험이 인상적이라고 답했

다. 한국관광공사의 서울 홍보 영상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수궁

가)가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서울의 여러 관광지에서 댄스 크루가 음악

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았다. 이때 슬은 “범 내려온다”라는 구절

이 반복되는 음악이 중독성 있어, 해당 영상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흥을 돋우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고 설명한다. 이는 청각과 시각의 

자극을 통해 시청자의 신체의 감각적 작용을 즉각적으로 촉발하며, 국가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에너지를 고양시킨 것이다. 실제로 해당 영상의 

댓글창에는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 “진

짜 이번 건 대박이다. 국뽕이 넘친다 완전. 맨날 아침마다 듣는데 자랑

스럽다.”, “와진짜 너무좋아 신난다 얼쑹덜쑹”과 같이 국민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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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으로서 자랑스러움, 기쁨, 즐거움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국뽕 콘텐츠는 국민공동체만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감각을 상기시켜서 유대감을 고취한다. 상이한 개인적 몸의 역사와 경험

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유대감(a sense of national collectivity)을 감각적

이고 정동적으로 느끼는 현상은, “상상의 공동체”(Anderson 1991)가 

공유하는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서 기인한다(Militz 

and Schurr 2016:56). 유튜브 국뽕 콘텐츠 시청자들 또한 영상을 보며, 

과거의 경험과 감각을 소환하며 더욱 쉽게 국민공동체로 정서적인 합류

를 할 수 있었다. 

경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신부님도 있고, 주변인이 있

거든요? (한국 음식에 대한) 저는 영국 일반인들의 반응이 궁

금한거죠? (...)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챌린지 이

런 거 사람들이 그 매움에 대해... 느끼는... 한국인들은 정말 

미쳤어!! 막 이런 거 재미있게 본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자부

심 느끼는게 좀 웃기긴 한데 (웃음) 맵부심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다은: (한국 관중들의 떼창 영상을 보면) 뭔가 저도 막 재미있

고... 왜냐하면 저도 락 페스티벌 갔을 때 단체로 노래 부를 때 

그 쾌감을 아니까.. 꼭 해외 가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감동 받

은 것 뿐 아니라, 근데 어쨌든 저 가수가 한국에 대해 좋은 이

미지는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죠.

 경준은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시식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맵부심”(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부심은 그가 불닭볶음면을 직접 먹어본 경험에 기반하여 그 매

움의 감각과 정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사 모든 한국인이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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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면을 잘 먹지 못하더라도)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집단으로 상상된 국

민공동체의 존재를 떠올리고, 이에 소속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매운 통각을 잘 견디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매운 음식을 잘 먹는-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한다. 한편 다은은 해외 유명 가수들의 내한 공연에서 떼창을 하는 한국

인 관중의 영상을 시청하며 쾌감을 느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떼창 잘한다, 한국인은 역시 놀 줄 안다, 가만있지 않고 함께 즐길 줄 

안다’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쾌감이 한국 관중들의 

‘특유의 흥’으로 해외 유명 가수들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험했던 떼창이 주는 흥분이 전이되었기 때문이라

고 설명한다. 따라서, ‘떼창’의 기억과 흥분이 이미 신체에 기입된 상

태에서 그는 한국 관중이 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행위를 시청하며 

고양된 정서적 에너지와 소속감을 더욱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유튜브 국뽕 콘텐츠는 국민공동체가 공유하는 시각, 청각, 미각의 감각

적 경험뿐 아니라, 공통의 후각적 경험과 기억 또한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 “일본 여자들이 환장한다는 한국의 냄새 TOP5”라는 제목의 영

상에서는 외국인 패널들이 등장해 삼겹살 냄새나 지하철에서 맡았던 델

리만쥬 냄새가 좋다고 말한다. 이러한 냄새들은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면 

공통적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는 냄새로서, 댓글창에서는 다른 유튜브 이

용자들이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냄새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해당 냄새들을 논한다. 이에 많은 좋아요 수를 얻은 댓글은 “델리

만쥬는 맛에 비해서 냄새가 너무 좋음... ㅋㅋㅋㅋ 냄새가 허위광고 수준

임 ㅋㅋㅋ”로, 이러한 댓글에 대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며 델리만쥬 

냄새를 당연히 알 것이라 여겨지는 한국인 유튜브 이용자 간의 ‘공감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 밖에도, 유튜브 국뽕 콘텐츠에서 ‘냄새의 부재’ 또한 한국인으로

서 특수하게 공유하는 성질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여러 유튜브 국뽕 채

널에서는 외국인 패널을 초청하여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땀 냄새가 덜 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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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해당 영상들의 댓글창에서는 한국인 유튜브 이

용자들이 이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한국인의 체취와 한국인

의 체취를 비교하는 댓글도 많이 작성되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을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민족임... 향수 따윈 그다지 필요 없다

↳한국인 최고의 향수는 피죤이라는거...

↳우리는 다른 냄새 잡기 위해 쓰는게 아니라, 향수의 향기를 

즐기기 위해 쓰죠. 그래서 대부분 은은한 향을 선호해요.

↳국뽕 아니라 아시아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진짜 냄새 

안남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한테도 냄새 좀 있... 확실히 있

음ㅠㅜㅠ

  위의 댓글처럼, 한국인 유튜브 이용자들은 ‘체취의 부재’를 한국인

의 특수한 성질로 여기며, 체취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은

은한 향수나 섬유유연제 향기가 난다고 말한다. 이때, 한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섬유유연제(“피죤”)의 향기를 언급한 댓글과, 체취가 없기 때

문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거야”라는 한국 노래

가 나올 수 있었다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처럼 “피죤”의 향

기, 또는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 비해 부재한 체취와 같이 한국인 유튜브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후각적 감각을 일깨우며, 국뽕 

콘텐츠에서 국민적 가상 공동체가 일시적으로 형성되고, 유대감이 고취

된다. 

  이처럼 국뽕 콘텐츠 시청자는 신체적 감각을 동원하여 시각적·청각적 

단서를 읽어내고 콘텐츠가 전달하는 국가적 ‘분위기’를 느끼며, 자신

의 신체에 기입된 국민공동체가 공유하는 공통의 감각을 환기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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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국민의 신체로 정동된다.

3. 일상적 ‘원거리 민족주의’

 연구자가 면담하였던 국뽕 유튜브 콘텐츠 시청 경험이 있는 유튜브 이

용자 중 보연, 슬, 시연, 상아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한국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한국어 동영상을 꾸

준히 시청하며 국민적 가상 공동체에 접속하고 있었다. 이 현상은 일상

에서의‘원거리 내셔널리즘(Long-distance Nationalism),’ 즉 실질적인 

국경이나 지리적 제약과 관계없이 새롭게 정착한 국가에서 이민자가 조

국에 대한 내셔널리즘을 실천하는 현상에 해당한다. 19세기와 비교하여 

자본주의의 거침없는 팽창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이주의 주관적 

경험과 정치적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는데, 이민자들은 그들의 친인

척들과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돈을 송금할 수 

있으며, 사진과 영상을 눈 깜짝할 새에 전송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방식으로 ‘고향’의 매개된 이미지는 언제나 그들 곁에 존재한다

(Anderson 1992:8). 

 앤더슨에 이어 원거리 내셔널리즘을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한 쉴러는 원

거리 내셔널리즘을 “이주와 디아스포라 이후 다양한 지리적 위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조상이 살던 고국의 영토로 연결시키는 정체

성의 주장과 실천들”로 정의한다(Schiller 2005:570). 고전적인 내셔널리

즘의 설명과도 같이, 원거리 내셔널리스트들 또한 공통의 역사, 정체성, 

영토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의 존재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있

으며, 이때 지리적 국경은 그들에게 고국으로의 성원권을 제한하는 요소

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고국과의 연결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통의 조상, 혈통, 그리고 국가적 소속을 규정하는 기준의 일부가 된 

“인종화된” 정체성이라는 요소를 강조한다(ibid.:574). 

 원거리 내셔널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주 경험을 가진 종족적 집단이 

이주 후에도 여전히 ‘고향’이라 부르는 영토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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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치려 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원거리 내셔널리즘은 이민자 집단이 단순히 고국의 과거에 대한 노

스탤지어를 가지는 현상과는 다르다(ibid.:571).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고국으로

의 정치 참여가 더욱 용이해지면서 원거리 내셔널리즘의 현상은 더욱 보

편화 및 디지털화 되었다. 오늘날 이민자들은 더욱 쉽고 빠르게 고국의 

정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치적 토론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송금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집단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 만들어낸 접근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민자 및 디아스

포라 집단이 고국과 교류할 가능성은 그들의 일상의 일부가 된 것이다

(Aydar 2018:42). 

  연구자는 고국에 대한 적극적이고 열렬한 정치참여 활동이 부재하더라

도, 그들이 일상적이고 사소한 국가적 기표의 소비를 통해 고국

(homeland)으로의 의식적·무의식적인 연결과 귀속 의지를 보이는 현상

을 ‘일상적인 원거리 민족주의’로서 파악하며, 특히 고국과의 일상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그들의 유튜브 영상 시청 경험 및 국뽕 

콘텐츠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주목한다. 한국에 대한 정치참여의 정도는 

각자 다르지만, 미국에서 거주 중인 보연, 슬, 시연, 상아 역시 여러 가

지 이유로 한국과의 문화적·정치적·정서적 연결을 일상 속에서 유지하

고 있었다. 원거리 내셔널리즘은 시민권의 법적 정의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그들의 법적 시민권과는 관계없이 스스로를 고국의 

구성원으로 계속하여 규정할 수 있는데(Schiller 2005:57), 실제로 면담자 

네 명 중 시연, 슬, 상아는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스

스로를 한국과 연결 지어 정체화하였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한국과 멀리 

떨어진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유튜브 플랫폼에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나 문화적 유행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조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하며 정서적 애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민 이후에도 고국에 대해 열렬

한 감정과 정치적 관심을 유지하는 이러한 현상은 원거리 내셔널리즘의 

주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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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 오징어 게임에 대한 반응은 처음 접한 건 알고리즘이 맞

는데 제가 비슷한 류의 영상을 좀 더 찾아보긴 했어요.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취향이 아니어서 관뒀는데, 미국에

서 워낙 이슈가 되다보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본 게 없지 않아 있어요. (...) 외국인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열광하는 포인트를 알면은 그걸 나도 좀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넓게 보면은... 제가 그걸 직접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과 우리가 공유하

는 문화관이 다르니까요. 대화 주제로 써먹기도 좋구요. 

슬: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한국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

여주는게... 미국 매체에서는 잘 못 찾아요. 자기 자국 선수인

데도 미국 선수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유튜브에

서 그런 영상도 보고... 한국에... 조그만한 땅에 역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거든

요? 그런데 그 (아파트 건설 때문에) 왕릉 유네스코 등록 취소

된다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그때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

로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되는... (왕릉의 유네스코 등

록 취소에 대해서)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엄청 많이 봤

는데... 문화재청에서 검찰에도 도와달라고 보호 요청했는데도 

사람들 5~6월에 들어온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후,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와 대학교 입학 전까

지 한국에서 거주했던 시연은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거주

하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정체화한다. 그는 “미국에 사는 한

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



- 123 -

문에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내용과 반응을 유

튜브에서 찾아보았다고 설명했다. 슬은 유튜브에서 ‘왕릉뷰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쟁점을 

다룬 영상을 여러 개 시청하며, “해외에 살고 있는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분

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보연 역시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부정적 감정이 치밀어오른다고 

밝혔다.

보연: (제가 지지하지 않는) OOO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든지 

그러면 아휴... 감정이.. 화, 분노, 안타까움과 절망... (...) 한국

에 대해서는 애증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 나라기도 하고. 근데 또 열 받으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보다 한국에

서 그런 일이 있으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보연은 현재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시민

권을 취득해도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다고 밝힌 바 있

다. 그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 프로그램에서 한국 사람이 자신 혼자이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한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한국 사람이지

만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한국과 미국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체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중의 공분을 살 만큼 부당한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경우보다 더 화가 난다고 말한다. 

 이민자들이 계속 거주하려고 노력하는 사회 내에서 주류 집단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주변화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황이라

면, 그들의 감정적 삶과 정치적 심리는 흔히 노스탤지어적으로 그들의 

고국을 향하게 된다(Anderson 1992:9). 이때 그들의 멀리 떨어진 고국은-

자본주의의 팽창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일상에서 그들에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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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 면담자들 역시 미국 내에서 자신이 처한 사회

적 위치와 관련하여 고국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연: 미국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어쨌든 이곳에서 나만의 특수

성을 찾아야 하잖아요. 남들과 차별되는 점을 찾아서 그걸 나

의 장점으로 살려야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데, 미국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먼저 떠오르는 게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오는 차이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한국 문화에 관련된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

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익혀놓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게 제가 저를 identify하는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

에서도 우리나라의 장점에 대해서 다루는게 있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이걸 외국인들한테도 소개할 때도 어떤 점을 이

야기하고 싶은지 파악이 되고. 

상아: 소위 말하는 시상식에서 봉준호나 윤여정이 위트있게... 

(말하는 영상을 봤을 때) 뿌듯하다는 감정이 있어. 일단 내 밥

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노출이 더 많으면 많을수

록 해외에 사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에게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막 우리나라가 너무 잘났어!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

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위치에 와서 이게... 뭐 국력?보

다는 여러 방식으로 소비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있는 위치를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reassuring한 부분이 있고. 

좀 현실적으로는 한국학 일자리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웃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뿌듯함은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서... 해외에 있는 한국계로서 Do you know parasite? 

하면 Oh! 이런 효과나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좋지. 해외에

서 나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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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은 미국 사회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하는 맥락 속

에서 유튜브 국뽕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설명한다. 유튜브에서 한국에 대

한 긍정적 반응을 담은 영상을 소비하며 그는 자신감을 얻고, 미국에 사

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내용을 파악한다.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계’ 또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식이자 주변인들에게 인식되는 방식인데, 이때 미디어를 통해 

파악하는 한국의 모습은 이러한 정체화 과정에서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다. 상아는 유튜브에서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 장면과 윤여

정 배우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시상 소감에 관한 영상,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 샤론 최(Sharon Choi)의 수상 소감 통역을 분석한 국뽕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며 그는 복합적인 

뿌듯한 감정을 느꼈는데,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것을 미국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연관 지어 의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미국의 

한국학 학계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상아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고

국의 상황, 영향력, 위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고국과

의 연결을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사회 내에서 이민자로서 개인이 위치 지어지고, 분류되고, 

정체화되는 방식은 오히려 그들의 일상에서 고국과의 연결을 더욱 공고

히 하는 계기가 된다.

  

슬: 저는 국뽕에 동참하는... 탑승하는 사람이라 (웃음) 보면서 

아 그치그치 이런 반응이에요. (국뽕 콘텐츠) 좋아요 저는. 해

외 살면서 저는 Korean-American인데, 미국에서 저를 보면 아

메리칸이 아닌데, She’s just an Asian living here 이렇게 볼

텐데, 제가 태어난 곳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걸 그냥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자부심도 있고 그걸 좋아하는 

제 모습이 좋아요.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봤을 때 막 She’s 

Korean, she speaks Korean, but I don’t think she’s that 



- 126 -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이런 인식보다 Yeah she’s 

Korean and she loves that culture, and... she knows a lot 

about it, like, she knows it very well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주변인들에게도 그렇게 생각되기를 원하죠. 

 슬은 법적으로는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내에

서는 자신이 완전한 미국인이 아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시안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는 1965년 이래 미국에서 시행한 라

틴 아메리칸, 캐리비안, 그리고 아시안 이민자들의 인종화로 인해 그들

의 출생 국가가 아닌, 히스패닉, 아시안, 흑인이라는 넓은 인종적 범주 

아래 이민자들이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민자들은 일상에서 마주

하는 인종주의와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자신의 고

국과 더욱 연관 지어 정체화하게 되었다(Schiller 2005:578). 슬 역시 자신

의 고국인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상실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아시

안계’라는 범주로 통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정치·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슬: (한국) 뉴스 채널은 거의 다 구독되어 있어요. 한국의 거리

를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는 게 있거든요? 30분에서 한 시간 내

지로 올려요. 금요일 밤의 이태원 거리, 주말의 강남, 비 오는 

날에 한국의 어디 걷기 이런거요... 한국이 궁금해서, 현지가 

궁금해서... 막 대리 여행 같은...? 

 이때, 유튜브는 일상에서 고국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

체이다. 슬은 유튜브에서 한국 뉴스 채널들을 구독할 뿐 아니라, 한국의 

거리를 1인칭 시점으로 걷는 영상을 시청하며 고국의 “현지”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한다. 다시 말해, 가상의 국가적 영토를 꾸준히 방문

하며 물리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한 셈이다. 이처럼 

한국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고국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국뽕 콘텐



- 127 -

츠를 소비하며 고국에 대한 열렬한 감정을 충전하는 행위는 그에게 일상

에서 고국과의 연결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더불어, 시연 역시 유튜브 국뽕 콘텐츠를 시청하며 고국에 대한 정서적 

에너지의 고양을 경험한다. 

시연: (유튜브 국뽕 영상 중에) 한국 관중들이 떼창을 해서 내

한 가수가 기뻐하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 다른 

한국인을 봐도 나의 무리의 일종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

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한 일이 아니더라도(제가 직접 그 가수

를 기쁘게 해준 게 아니더라도), 제가 소속된 무리의 다른 누

군가가 한 일이어도 어느 정도는 내 업적으로 느껴진 것 같아

요. 특히 외국 생활을 하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이게 심

해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제가 묶여서 Korean이라는 단어

로 명칭이 되니까,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와서 물어

보고... (...) 제가 한국이라는 곳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도 제 일부처럼 

느껴지는거죠. 

 시연은 한국에서는 똑같은 한국 사람들 틈에서 자신이 한국인임을 느

끼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자신이 ‘Korean’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범

주로 묶이고 주변인들도 자신을 ‘한국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일상의 

상호과정에서 끊임없이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범주가 상기되

는 미국 사회 내에서 그는 국뽕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오히려 고국의 국

민공동체로 더욱 강렬한 정서적 몰입이 가능해졌다고 답했다. 예를 들

어, 시연은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에서 한국 관중이 떼창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마치 자신이 그 가수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기쁨과 뿌듯함

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 사회 내에서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속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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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들의 행동과 감정을 보면서 이를 곧 자신의 행동과 감정으로 더욱 

쉽게 동일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타자’의 존재가 국민·민족 정체성의 자기 인식 과정에서 가장 핵심

적인 요소인 것처럼(에덴서 2008[2002]:69), 이민자들은 고국이 아닌 영토

에서 오히려 고국의 존재를 더욱 의식할 수 있었다. 면담자는 물리적으

로 거주하는 영토는 물론, 영토성을 띠는 가상 공간에서 다른 여러 국가

들로 구성된 “국민국가들의 세계”(빌릭 2020[1995])를 마주하면서, 다

른 국가에게 대항할 때 하나가 되는 국가공동체의 존재를 더욱 굳건히 

느꼈다. 

시연: 같은 한국 안에서 한국 사람을 봤을 때는 내 경쟁 상대

가 되는데 세계를 무대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편이라는 인식

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을까~ 뭔가 상대방이 있을 때? 경쟁 상

대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나의 편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생기는 거겠죠. 국뽕 콘텐츠는 세계나 다른 사람들 그 외에 바

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니까 

대리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고.. 

슬: 한국 문화적인거 보면 자랑스러워요. 그럼 궁금하죠. 한국 

사람들이 이 (긍정적인) 해외 반응들 다 알고서... 한국에 살면

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외국

인들이 관심 가져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한국과 떨어져서 해외에서 그리워서 찾아보는 입장이지만... 제

가 만약에 해외에 안 살았고 계속 한국에서 살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나도 아마 크게 문화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겼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죠. 

 시연은 자신과 같은 한국인의 성취를 다룬 국뽕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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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쉽게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이유로, “(한국인이 아닌) 경쟁 상대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한국인들)이 나의 편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생”기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타국을 비교 대상으로 내세우며 고국

의 우월함을 전시하는 국뽕 콘텐츠 특유의 내러티브가 그러한 “상대

방”의 존재를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대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슬 역시 자신이 

해외에서 계속 거주해왔기 때문에 국뽕 콘텐츠를 시청하며 느끼는 자부

심과 한국 문화에 대해 특별히 가지게 되는 관심 및 감정(“감사함”)이 

더욱 극대화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고국과의 충분한 신체적 연결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 고국에 대한 정서적 애착

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이들 또한 디지털 커뮤

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매일 가상의 국가공동체로 접속하여 고국에 대한 

기표를 소비하는데, 이때 유튜브는 그들의 일상에서 고국과의 연결을 유

지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매개체가 된다. 미국 사회 내에서 

‘Korean-’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범주를 매일 마주하며, 또는 

‘Asian-’이라는 넓은 범주로 통합되어 버릴 위험성을 마주하며 면담자

들은 오히려 유튜브라는 가상의 국가적 영토에서 고국과의 연결을 더욱 

민감하게 의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상적 원거리 민족주의를 가능하

게 만드는 유튜브라는 가상의 국가적 공간에서 그들은 고국의 존재를 의

식적·무의식적으로 떠올리고 국민공동체에게 강한 정서적 몰입을 느낀

다. 



- 130 -

Ⅴ. 결론

 본 연구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뽕이 유튜브계의 (비트)코

인으로 부상한 현상에 주목하며,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를 따라 국민됨

의 감정과 정동이 형성되고 순환하는 양상을 포착하고자 했다. 이를 위

하여 연구자는 유튜브 국뽕 콘텐츠의 생산-매개-소비 네트워크를 추적함

으로써 국뽕 콘텐츠를 유통하는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가 지속되는 방식

과 그러한 인프라가 추동하는 정동의 정치를 조명했다.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국뽕 콘텐츠의 순환이 지속되는 현상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해

서는 시청자의 관음증적 시선과 인정욕구의 충족이라는 기존 연구의 설

명 방식을 넘어설 필요가 있었다. 선행연구와 달리, 연구자는 국뽕 콘텐

츠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시청되는 전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고, 이를 위하여 온라인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생산자-플랫폼-

소비자라는 세 행위자 층위의 뒤얽힘과 겹침을 분석하였다. 

 생산의 측면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국뽕코인”을 선택한 데에는 

경제적 동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를 2차 가공하여 

생산할 수 있는 국뽕 콘텐츠는 적은 자원을 들여 조회수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한국인 유튜브 이용자의 관심을 광범위하게 끌 수 있는, 

다시 말해 “떡상”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여겨졌다. “떡상”을 꿈꾸는 

국뽕 유튜버들은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그들만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투명한 유튜브 알고리즘과 상호작용하며 플랫폼 친화적인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최대한 많은 시청

자에게 국뽕 콘텐츠가 도달하고 시청될 수 있도록 “계산된 노력”(웹스

터 2016:135)을 기울였다. 이때, 시장의 논리로 점철된 유튜브 공간에서 

국가는 국뽕 채널의 ‘비즈니스 파트너’의 형태로 등장하며, 권력을 민

간 부분에 재배치함으로써 국가의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데에 

개입한다. 

 국뽕 유튜버가 생산한 콘텐츠는 유튜브 플랫폼에 유통된다. 유튜브의 

플랫폼 구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리고 내부 작동 원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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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국뽕 콘텐츠가 더욱 많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

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우연성은 모두에게 평등한 “떡상”의 기회를 부

여하는 것처럼 보이며,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싶은 잠재적 생산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인다. 동시에, 유튜브는 채널의 성과 분석표를 제공함

으로써 유튜버에게 이러한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스스로 어느 정도 통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이러한 플랫폼 디자인은 유튜버로 하여

금 우연한 “떡상”을 노리는 도박자적 주체와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

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기업가적 미디어 노동자로서의 주체 사이에서 

진동하게 만든다. 또한,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시청 흐름을 방해하

지 않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시청자의 관심을 플랫폼에 붙잡아두는 데

에 기여한다. 특히, 다른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플랫폼 구

조와 디자인은 국뽕 콘텐츠를 시청하는 같은 한국인 이용자들 간의 감정

적 전이 및 전염을 가능하게 한다.        

 국뽕 콘텐츠는 이러한 유튜브 플랫폼의 인프라를 따라 유튜브 이용자의 

눈앞에 도달한다. 국뽕 콘텐츠 소비자에게 국뽕은 자신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 일상의 유희와 위안이 되거나, 또는 국가에 대한 열렬한 감정을 

유발하는 촉발제가 된다. 소비자들은 각자 다른 국뽕 콘텐츠를 개별적으

로 시청하면서도 국가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느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공

동체로의 정서적 몰입을 경험한다. 국뽕 콘텐츠 소비자의 몸은 이러한 

신체적 감각의 동원과 개별적 집단 열광을 통해 국민의 몸으로 정동된

다. 유튜브가 신체적 감각을 동원하고 개별적 집단 열광을 가능하게 하

는 과정은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국가에 거주하는 국뽕 유튜브 시청

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회의 암묵

적 요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유튜브라는 가상의 국가적 공간에서 고국

의 존재를 더욱 의식하게 되는데, 이는 유튜브가 국가공동체로의 일상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연구자는 이러한 유튜브 국뽕 콘텐츠의 생산-매개-소비 네트워크를 추

적함으로써 지리적 경계의 의미가 퇴색된 디지털 시대에 민족주의가 지

속되는 방식을 탐구할 수 있었다. 유튜브 플랫폼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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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족주의는 전통적 ‘아날로그’ 민족주의와는 질적으로 변화한 모습

을 보였다(Mihelj and Jimnenez-martinez 2021). 국가에 대한 내러티브와 

국민됨의 감정은 국가와 엘리트의 주도하에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형성되

기보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일반 대중(ordinary people)에 의해 주로 아래

로부터 형성된다. 이때, 국가는 국가정체성 구축과 유통 과정에서 유튜

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국뽕 유튜버의 ‘고객(의뢰인)’, 또는 국뽕 

유튜버에게 국가 브랜드 홍보 작업을 하청주는 “유사 기업체”(Cerny 

1997)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플랫폼 내에서는 국가가 형성한 하나의 일

방적 내러티브가 아닌, 각 개인의 입맛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국

가적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유통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됨의 감정은 

국가의 공적 행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콘텐츠 시청 행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 된다. 유튜브 콘텐츠가 추동하는 ‘국뽕’이라는 정

동적 힘은 일상성(banality)과 열광(effervescence) 사이를 오가며 각기 다

른 개인의 신체를 다양한 정도와 방식으로 국민의 신체로 정동시킨다. 

 이렇듯, 비인간-인간 행위자의 아상블라주 속에서 국가와 국민됨의 감

정이 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국민됨의 감정을 고정적으로 본질

화하기보다 여러 신체·물질·환경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행위자의 중첩된 관계 속에서 연구자는 국민됨의 감정을 애국심, 

또는 자긍심이라는 단일한 감정으로 규정짓지 않고, ‘국뽕’이라는 정

동적 힘이 유발하는 신체적 반응과 역동적인 감정 동학을 포착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국민됨의 감정과 정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민족주의가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작동하고, 지속되고, 전염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애

초에 국민적 정체성이란 “단순히 국가에 대한 인식적 충성(cognitive 

allegiance)만이 아닌, 궁극적으로 신체적인 소속의 느낌(corporeal 

‘feeling of belonging’)” (Heaney 2013:260)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민됨의 감정적·정동적 차원과 그것이 유

튜브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개인의 일상 속에서 등장하는 양상

을 탐구하였다. 어떠한 행위가 주체, 또는 객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주체와 객체가 함께 생산(co-produce)하는 것이라면(Schüll 2012:19), 국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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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촉발하는 국민됨의 감정과 정동은 국뽕 유튜버, 유튜브 플랫

폼, 유튜브 이용자가 공동 생산한 부산물이었다. 유튜브 인프라스트럭처

는 생산자-생산자, 생산자-플랫폼, 플랫폼-소비자, 소비자-소비자 간의 

다양한 연결과 관계를 증대시키며, 더욱 확장된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국뽕’의 감정과 정동을 순환시키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동 정치를 행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품·지식·가치·사람·권력·감정이 

순환하고 서로 덧대어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조명하면서, 국민됨을 구성

하는 거시-구조적 힘과 미시적 상호작용의 힘, 국가의 전경화와 배경화

(foregrounding and backgrounding) (Merriman and Jones 2017:600), 열렬

한 민족주의(hot nationalism)와 일상적 민족주의(banal nationalism) (빌릭 

2020[1995]),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의 의식과 무의식, 비인간 행위자와 인

간 행위자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포착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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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mergence of 

“Gukppong-coin”: Poli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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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of National Feelings and 

A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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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national feelings and affects are 

shaped and circulated through YouTube’s infrastructure by focusing 

on the rise of “gukppong(국뽕)” as a (bit)coin, becoming a lucrative 

subject matter on YouTube. Drawing on the concepts of banal and 

affective nationalism, this study understands the phenomenon of 

gukppong becoming mainstream YouTube content in Korea and further 

examines the platform’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forces that 

provoke such national feelings and affects among Korea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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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In analyzing the YouTube infrastructure that constructs and 

(re)produces nationhood, this study tracks YouTube’s network through 

which gukppong contents are produced, circulated, and consumed. By 

conducting digital ethnographic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it 

attempts to comprehend three actors’ – producers, YouTube platform, 

and consumers – entanglements and examine how gukppong YouTube 

video infrastructure is maintained and further (re)creates affective ties 

to the nation-state. Ultimately, this study explores how nationhood is 

(re)produced in a more banal, subtle way through the infrastructure in 

the landscape of new media, YouTube. 

  On the production end, gukppong is considered the ideal type of 

content for “tteoksang(떡상)”. Therefore, gukppong YouTubers’ 

production of such content has been driven by their economic motives. 

The gukppong YouTubers who long for “tteoksang” produce 

platform-friendly content by constructing their infrastructure to 

effectively produce gukppong content and by actively interacting with 

opaque YouTube algorithms. On this YouTube platform, the 

nation-state, emerging as a business partner of those gukppong 

YouTubers, also intervenes in the process of (re)producing and 

spreading nationalistic narratives. 

  The video contents created by gukppong YouTubers become 

circulated and ready to be consumed on YouTube as the YouTube 

platform’s structure, user interface design, and inner workings induce 

mor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gukppong content. Its platform 

design enables gukppong YouTubers to oscillate between becoming 

gambler-like subjects who are seeking the serendipity of tteoksang and 

becoming entrepreneurial media workers who are strategically coping 

with uncertainty. In addition, the platform structure and desig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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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ing communications among users allow emotional and affective 

contagions and transference among fellow Korean users.

  The gukppong content directly reaches YouTube users through the 

YouTube platform’s infrastructure. For viewers of gukppong YouTube 

content, gukppong has become their everyday amusement or comfort, 

or a stimulant that arouses enthusiasm for the nation-state. By 

watching different gukppong videos individually, the viewers sensuously 

feel the existence of the nation-state and experience collective 

entrainment of emotion as members of the national community. 

Through this “individualized collective effervescence”, the viewers’ 

bodies become affected, turning into citizens’ bodies. This 

phenomenon is also observed in the case where viewers of gukppong 

YouTube content reside in a country remote from South Korea.  

  In this way, this study explores how nationalism persists in a digital 

age where geographical boundaries seem to fade into insignificance. 

Observing the emergence of the nation-state through an assemblage of 

human and non-human actors allows us to comprehend dynamic 

national feelings and affects in a set of relations among different 

bodies, objects, and environments rather than essentializing it as one 

fixed emotion. It reveals how nationalism persists, spreads, and acts on 

individuals.   

  YouTube’s infrastructure extends its connections and relations 

between producers and producers, producers and platform, platform and 

consumers, and consumers and consumers, and through this expanded 

infrastructure, YouTube circulates the emotions and affects of 

gukppong. In this sense, this study can be read a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macro-structural and 

micro-interactive forces constructing nationhood, national foregrounding 

and backgrounding, hot nationalism and banal nationalism,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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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nconsciousness of YouTube viewers, and human and non-human 

actors. 

Keywords : Gukppong, National Pride, Banal Nationalism, Affective 

Nationalism, YouTube, Infrastructur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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