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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온라인 민족 갈등의 유형과 확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과정으로 연구한다. 특히 한시적이고 단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

고, 삼국 간 온라인 갈등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고 

배척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자주, 중국의 중화주의, 일본의 신국가주의

적 특성은 영토, 역사, 사회·문화, 국제행사 영역에서 온라인 갈등으로 재현되어, 구민

족주의와 다른 의미의 신민족주의를 형성한다. 또한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과정에서 기

억의 정치 의제, 극단주의·배외주의적 성향, 그리고 개별화에 의한 국가성의 전환이 문

화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적 

소통과 공동의 공간을 마련하여 열린 민족주의 혹은 소통적 민족주의의 필요성이 강조

된다.

주제어: 온라인 신민족주의, 한·중·일, 온라인 갈등

   

I. 문제제기 

주권 획득과 민족 원형의 회복 및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표방한 근대의 구(舊)민족주

의에 이어, 주권 획득 후 탈냉전과 세계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권역별 지역화에 비해 강한 개별적 국가성을 가진 한·중·일(이하 삼국)은 

(자원을 포함하는) 각국의 영토 주권 및 역사 해석을 중심으로 주권 획득을 넘어 주권 우

위성 확보라는 목표 하에 다면적인 국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단지 국권 획득이라는 단

* 이 글은 2012년 포스코청암재단 아시아인문사회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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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차원을 넘어 자원, 이념 및 여타 분야에서의 국가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

의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장을 그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민족주의와 확

연히 다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0년 초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민족주의적인 담론이 확산되면서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은 오프라인 현실의 외교 정책에도 무시

하지 못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국의 온라인 민족 갈등은 역사공동체로서 ‘동북아

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균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본격화된 200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삼국

의 온라인 민족 갈등은 일부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을 가진 온라인 이용자들 간의 한시적 격

돌인 네트워크 극단주의(network extremism)1)와 배외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요 의제

를 둘러싼 갈등의 반복과 확산이 이루어질 뿐, 이성적인 갈등 해결이나 미래의 대안이 논

의된 바는 많지 않다. 전통적 민족주의에서 표방한 주권 획득이라는 목표가 해결된 이후, 

신민족주의(neo-nationalism)2) 특성을 표출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민족 균열은 발

전적인 민족주의 의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일부 극단주의자의 발작으로만 폄하되었

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적 의제 제시와 정보의 전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족주의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보편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민족주의 의제와 관련 정보의 확산은 일

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순간적인 허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상 진행의 이면에서 민족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뉴미디

어 등의 매체에서 표출되는 새로운 균열에 대한 미시적인 해석은 드물다. 또한 동시적이

면서도 비동시적인 연결체로서 한·중·일의 민족 갈등을 삼국 간 관계 측면에서 논의하

  1) 여기에서의 네트워크 극단주의는 극단주의자들의 온라인 활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을 사용하면 할수록 극단화되고 끼리끼리 파편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이 글에서의 신민족주의는 광복 이후 안재홍이 제시한 국가 건설 원리로서의 신민족주의가 아
니라 근대 국가의 자존을 목표로 하는 舊민족주의에 대비되는 현대적 의미의 개념으로서, 시
기적으로는 1990년대 세계화 시대부터 등장한 새로운 민족주의 현상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조성환(2005)이 제시하는 한국의 자주, 중국의 중화주의, 일본의 신국가주의라는 아시아에서
의 신민족주의의 특징을 참조하였다. 조성환(2005)은 아시아의 신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내용
의 신민족주의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쟁점별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정념 민족주의(emotional 
nationalism)이며, 아시아의 이러한 흐름에 대한 국내적 비판과 국제적 견제가 작용하는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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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은 (지역화가 아닌) 개별화에 의한 국가성

의 전환, (영토나 역사문제 중심의) 기억의 정치 의제, (세계시민이 아닌 파편화를 중심으

로 한) 배외주의와 극단주의라는 세 가지 특성을 보이는 삼국의 온라인 민족 균열을 온라

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과정으로서 연구한다. 즉, 유럽의 지역협력국가나 (선진국 외의) 

주변국에서 나타나는 재국민화 과정과 달리 한국의 자주, 중국의 중화주의, 일본의 신국

가주의적 특성3)이 온라인 갈등으로 재현됨으로써 구민족주의와 다른 의미의 신민족주의

를 형성하며, 신민족주의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정치화의 의미를 획

득하여 기억의 정치 의제, 극단주의·배외주의적 성향, 그리고 국가성의 전환이 문화와 네

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화되고 있다는 특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시적

이고 단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삼국 간 온라인 갈등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과정에서 누

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고 배척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신민족주의의 주체와 의제 면에

서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한시적이고 단절적인 현상 속에서 반복되는 주요 의제의 

논지와 확산과정을 밝힘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3) 한국의 자주, 중국의 중화주의, 일본의 신민족주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조성환(2005, 167)을 
참조.

<그림 1> 민족주의의 변화와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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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민족주의의 변화에 대

한 연구 성과와 이 가운데 하나의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민족주의에 대해 검토한다. 

이 부분에서는 민족주의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민족주의가 변

화하며 구성되고 있다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민족주의가 처한 개념의 다의성과 세계

화에 대한 반응성을 전제하여 구성적 민족주의와 신민족주의의 주장을 검토하고, 객관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실재론이 문화적·정치적 구성성의 영향을 강조하는 

구성적 민족주의로 바뀌어, 현재의 민족주의에서는 미디어나 정치적 동원의 영향을 받아 

연쇄적으로 민족주의의 내용이 변화한다는 점을 기본적 전제로 제시한다. 아울러 또 하나

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온라인 갈등에 대한 상반된 두 연구를 비교함으로써 통합론에 비해 

갈등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속성을 정리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삼국 온라인 민족 갈등의 전개과정을 개괄하고, 그 가운데 가장 빈

번히 발생하는 대표 사례인 역사와 영토에 대한 갈등을 중심으로 주요 의제에 대한 관심의 

추이와 사회연결망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삼국 온라인 민족 갈등의 조직화 가능성을 의제

형성과 확산의 정치화 과정으로 평가함으로써 주체, 의제, 확산의 신민족주의적 정치화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민족주의의 변화나 사회갈등 해결의 차원

에서 이들 균열에 대한 해소 의지와 갈등에 대한 현재적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연구 자료로는 관련 이론 성과 및 온라인 공간에서 삼국 갈등이 전개된 2001년부터의 

갈등이 사건으로 보도된 보도자료 및 삼국의 주요 온라인 갈등에 대한 활용하며 온라인 

공간의 행위자와 의제 연결망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프로그램인 노드엑셀(NodeXL: nodexl.codeplex.com)을 활용하였다. 

II. 구성적 민족주의와 신민족주의

민족주의는 민족 공동체에 대한 자신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기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이나 민족국가에 대해 최고의 충성심이나 강렬한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힘에 호소

하며, 그 힘을 동원하여 응집하는 의식이나 정신이다(김소중 2005, 84). 그러나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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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원불변한 것이라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 처한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두 가지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첫째, 민족주의의 다의성 혹은 모호성이다. 민족주의는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기 힘

든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즉, ‘결코 단독으로는 기능하지 못하며’, ‘항상 어떤 연쇄 고리

를 이루고’, 그 연쇄는 시민의식이나 애국심(patriotism), 포퓰리즘(populism), 인종주의

(ethnism), 자민족중심주의, 외국인 혐오증, 배외주의, 제국주의, 감정적 애국주의 식의 다

양한 조어에 의해 ‘끊임없이 풍요로워지고 있다’(강상중 2004, 24-25에서 재인용). 한편으

로는 민족주의와 다른 개념과의 조합에 의해 더더욱 정확한 개념화가 어렵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논쟁을 양산하기 쉽다는 문제도 발생한다(박찬승 2006).

둘째, 민족주의는 세계화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

는 보편성(세계성) 확대와 특수성(민족성) 추구라는 양 흐름의 현실적 상호작용이라는 논

리적 평가보다는 세계화에 대한 국가 위상(중심-주변부), 국가 자체의 성격(국가성) 및 민

족주의적 고유성 차이, 그리고 지역(정치)질서 유동성 등 보다 복합적인 차원의 문제와 맞

물려 진행되고 있다(조성환 2005, 168).

이러한 민족주의의 다의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성을 계승한 연구로는 민족주의의 

구성론과 신민족주의를 들 수 있다. 민족주의의 구성론에서는 실재론과 달리 문화적·정

치적 요인에 의한 구성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민족주의 혹은 열린 민족주의 논의를 전

개하며, 신민족주의는 근대 민족주의와는 다르다는,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특성에 주목한다. 

1. 구성적 민족주의

1) 민족주의 실재론

민족주의 실재론은 공동의 언어·혈연·문화공동체라는 객관적 요소에 민족의식이라

는 주관적 요소가 더해져 공고해진 민족주의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논리

성을 갖춘 엄밀한 학문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선험적으로 실재하는 분리적 단위로서의 민

족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인 입장이다. 민족국가 단위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논할 경우, 

영토·국민·주권이 국가의 3요소라고 분석하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서 그 가운데 주권은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나타난다. 또한 주권이라

는 주관적 기반에 더하여 영토·언어·혈연·문화공동체라는 객관적 요소의 유지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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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긍심의 객관적 기반을 제공한다. 

민족주의 실재론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 주권을 상실

하고, 영토를 침범당하며, 문화적 훼손 및 고유 언어 상실을 경험한 민족국가에서 민족주

의 실재론은 주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자기강화되었다. 그러나 탈식민사회에 접어들면

서 역설적이게도 객관적 기반을 강조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현대적 의미에서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실재론을 당위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현재의 다양해진 문화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신애국주의로의 변화하고 있다. 

2) 문화적 구성론과 정치적 구성론

민족주의 실재론이 민족주의의 중요성만을 당위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비해, 민족주

의 구성론은 특정 목적을 전제로 민족주의가 변화할 수 있다는―상대적으로―유연한 입

장을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논자로서, ‘상상의 공동체’ 개념으로 유명한 베네딕트 앤더슨

(Benedict Anderson 2002, 26-27)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

동체가 민족’이라고 정의하는데, 민족주의 혹은 민족공동체는 현실에 존재하는 ‘민족4)’을 

배경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

어지고, 구성되며 지속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구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상

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주의에서는 출판자본주의와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크다. 강상중

(2004, 17)은 미디어에 의해 증폭되는 민족주의 담론의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데, 아무리 광적이고 퇴영적인 민족주의 사상일지라도 거기에는 로고스적인 것과 파토스

적인 것이 용해된 실천적 환기력이 엿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견해는 본 연구

의 대상인 온라인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이다. 

앤더슨의 문화적 구성론과 달리 민족주의 구성론의 또 다른 축은―앤더슨이 차별성을 

강조한 대상이었던―겔너(Ernest Gellner)나 홉스봄(Eric Hobsbawm)류의 정치적 구성론

을 들 수 있다. 겔너(1964)는 정치적 원리가 민족주의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형성 과정은 

  4) nationalism의 어원은 nation의 어원의 추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nation은 국민, 국가, 민족
의 의미로 번역되며, ‘nat-’에서 유래한다. ‘nat-’는 kin의 의미로, cognate, natal, native라는 뜻을 
포괄한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혈연관계(cognate) 및 태어나면서 귀속적으로 정해지는 것(natal, 
native)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그러나 민족은 역사적 개념으로서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
를 가질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개념인 민족주의에 의해 민족이 정의되고 규정되는 경향이 강
하다(조홍식 2005,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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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형태의 구조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형을 거듭하며, 그 과정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민족주의는 자기의식을 향한 민족들의 각

성이 아니라 민족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실제 인간 공동체 

분열과 소멸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형태의 대체물이라고 보았다. 특히 

민족주의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엘리트들에 의해 고안되었고, 위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

에 실재하는 민족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 민중의 탐구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민족주의의 구성성을 문화와 정치적인 면에서 강조한 앞의 논의와 달리, 사회주의권의 

붕괴 후, 국민국가 쇠퇴와 민족주의 쇠퇴를 예언했던 홉스봄의 민족주의관은 훨씬 더 비

관적이다. 홉스봄은 민족주의의 허위성을 비판하면서 민족주의의 융성과 쇠퇴 과정을 비

판하였다. 또한 민족주의의 구성 요소로서 언어·영토·종교가 가지는 한계를 통렬히 비

판하고, 민족주의의 구성요건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상실된 공동

체의 특수한 대체물로서 민족주의가 집단적 소속감의 어떠한 변형을 동원할 수 있으며, 

그 소속감이라는 감정은 근대 국가와 민족에 조응할 수 있는 거시 정치적 범위에서 잠재

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잠재적 작용을 하는 결속을 ‘원형 민족주의’라고 지적한다

(Hobsbawm 1994, 1-3장). 

정치적 구성론에서의 민족주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동원되는 하나의 사상적 수단인

데, 실제로는 단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항상 어떤 연쇄 고리를 이룬다는 주장과도 연결

된다. 즉, 민족주의의 연쇄는 시민의식이나 애국심, 포퓰리즘, 인종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외국인 혐오, 배외주의, 제국주의, 감정적 애국주의 식의 다양한 조어에 의해 끊임없이 풍

요로워진다는 것이다(강상중 2004, 24-25).5) 

3) 구성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

구성적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실재론보다 더 나아간 민족주의의 변화의 모습을 풍부하

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민족주의 실재론 입장에서는 민족주의 이전에 이미 실재하고 있는 민족이 역사적

으로 존재한다며 구성적 민족주의를 비판한다. 앤더슨이 민족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5) 한편으로는 홉스봄(1994)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하는데 보수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역시 정치적 구성성의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60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3호(2013)

것은 정체성의 중요성과 이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있는가의 문제이

며, 이를 통해 정체성의 역사성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앤더슨의 분석에 대한 가장 강력

한 비판은 민족은 상상되기 이전에 실재한다는 민족주의 실재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이다

(김영명 2002; 신용하 2006). 

둘째, 민족의 구성 과정에 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즉, 앤더슨이 상상의 

형성 과정과 매개 작용에 대해 약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류석진 1999, 133). 한편, 

국내의 논의에서는 구성적 민족주의 자체가 이미 서구중심적이기 때문에 약소국 내부의 

민족주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김영명 2002, 371; 신

용하 2006).

셋째, 상상이라는 핵심 개념에 대한 상이한 해석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

나 구성적 민족주의의 특징은 실재론자들이 비판하듯 허구성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실

재하지 않은 정체성을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의도’에 대한 비판에 있다는 점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김영명 2002, 377). 즉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나 민족의 실체에 대

한 규명 없이 특히 애국주의 등으로 변용되어 배타성, 즉 외부에 대한 공격을 위해 동원되

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국가 강화의 효과로 이용된다. 애국심이나 인종주의가 민족주의와 

결속되면 목숨을 건다든지,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행태가 도출되며, 그 과정은 혈통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효과는 시조와 근원이 불확실한데도 근원적이라는 느

낌까지 들게 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복합성과 배타적 활용의 위험성, 그리고 실체의 불

분명함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 구성론은 실재하는 민

족주의에 대한 원인과 각 국가나 사회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훨씬 풍

부한 설명력을 담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의 다양한 민족주의를 

분석하기 위해 유용한 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신민족주의

모든 이데올로기가 그렇듯이 민족주의 또한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개념적 내포와 

특징이 변화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대 민족주의가 국가로서의 자주권 확보, 민족 자결

권과 자립이라는 분명한 정치적 목표를 향해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세계화6)·민주화·

  6) 세계화로 인한 민족주의 변화는 세계화 자체에 대한 저항과 방어라는 차원보다는 냉전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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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기의 민족주의는 권역별·국가별로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이며, 그러한 모습을 신

민족주의의 분출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 삼국의 신민족주의의 특징을 분석한 조성환(2005, 169)은 일본은 자유주의 사관

에 입각한 국가주의의 부활, 중국은 영토적 민족주의, 한국은 자주의 폐쇄적 민족주의가 

비등하고 있다고 분석한다.7)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신민족주의 분출은 세계화 자체에 대

한 저항과 방어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냉전체제 이완이라는 국제질서 변화의 측면에서 발

생한 것이라고 분석하여, 유럽의 지역화와 차이가 있을 뿐 세계화·민주화·정보화와 신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구성적 민족주의와 신민족주의는 각기 민족주의의 다의성과 고유 개념이 현

재의 환경변화를 반영하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노

력해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국가갈등을 민족주의라는 키워드로 분석하기 위해 이들 

개념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 반면 기존 관련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난

다. 

첫째, 신민족주의 정치화는 거시적으로는 (구민족주의와 달리) 기억의 정치의 편의적 활

용, 극단주의·배외주의적 경향, 국가성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보인다.8) 그러나 미시적으로 

보면 기억이 작동되고, 극단적인 공격을 하고, 강한 국가를 추구하는 공격성에 있어서 삼

국 간 편차가 있으며, 미시 담론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즉 누가, 어떻게 변화를 주도

하는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부족하다. 특히, 지금까지 동북아 민족주의에 연구들은 대체

로 영토분쟁과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간의 상이한 인식, 각 국민 간의 신뢰 부족, 

극복방안으로서의 시민공동체 제안 등을 다루면서 거시 차원에서의 삼국 관계, 동북아 정

치, 국제정치의 역할을 다루거나, 윤리적 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좀 더 사실적인 관점에서 신민족주의의 실재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했으며, 평가와 사

실 간의 괴리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이완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조성환 2005, 169). 
  7) 신민족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혜승(2004)도 세계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현재 삼국 
민족주의의 각기 다른 모습을 전망하고 있다.

  8) 신민족주의와 관련한 가장 직접적인 연구 성과를 제시한 조성환(2005)의 연구에 제시된 특징은 
이 세 가지보다는 삼국 간 국가적 특성을 반영한 민족주의의 상이함에 더 강조를 두고 있다. 반
면, 이 글에서는 조성환(2005)의 논의를 더 연장하여 삼국 간 온라인 민족 갈등을 설명할 수 있
는 세 가지 특성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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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계화 및 민주화와 연관된 민족주의적 논의는 많이 제시되었지만 또 하나의 큰 

환경 요인인 정보화로 인한 민족주의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형성되고 있다. 삼국

의 미디어와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로는 광고(홍성태 1998), TV 드라마(최영묵 2006), 온라

인(백지운 2005; 우형진 2005; 류석진·조희정 2008; 리상우 2009) 정도만이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관계적인 측면보다는 국가별로 미디어 환경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요소만 분리

하여 분석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가지의 한계를 반영하여 정보사회에서의 민족 갈등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그것이 문화민족주의나 신민족주의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분석

한다. 

3. 온라인 갈등 이론

1) 통합 이론: 글로벌 네티즌 형성

도이치(Karl Deutsch 1966)의 선험적 연구에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민족이라

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도적 연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변화된 

온라인 환경을 반영한, 정보의 순환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의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

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민족주의와 온라인 공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대립

적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지구화 촉진의 기제로 온라인 공간을 평가하는 통합이론은 보

편성의 확대 경향 속에서 현실 민족주의가 지구화의 하위 담론으로 작용하고 온라인 공간

에서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부분의 지구시민사회론자들의 입장으로서 

이들은 갈등의 축보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 속에 생존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실천전략에 더 의미를 부여한다.

지구시민사회론 이전에는 세계시민의 등장에 대한 논의도 참조할 수 있다. 세계시민은 

ICT로 인해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등장하며 

지구적 공동체가 출현할 것이라는 논의로서 국가단위를 초월한 초국적 행위자의 등장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합이론 및 지구사회이론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하는 실천전략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 현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이론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이상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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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분리 이론 : 사이버 발칸화

한편, 카스텔(Manuel Castells 2004; 2008)은 지구화의 일부로서 정보화를 논의하면서 

민족적 저항의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는 온라인 공간에서 현실 민족주의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이 인류의 다양한 불만을 불협화음으로 표출되는 장으로서 

전 지구적 전자 광장(agora)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카스텔(2004; 2008)은 인터넷을 갈

등을 증폭시키는 기술수단이라기보다, 변화하는 환경 자체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갈등 자체보다 ‘환경 변화’와 그 환경 내에서 늘어나는 소

수의 목소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한 연구주제로 평가된다. 

카스텔(2004; 2008) 이전의 ICT와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 가운데 전자적 중세를 

논의한 연구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드러커(Peter Drucker)나 토플러(Alvin 

Toffler) 등은 지구적 공동체 출현과 달리 중세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이는 시민들이 다

층화된 정체성과 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단위의 경쟁의 공

간이 형성되는 전자적 중세를 의미한다. 즉, 국민국가의 정체성이 ICT로 인해 변화한다는 

것이다. ICT에 힘입어 범 국제화된 정보가 문화적 정체성으로 구분되었던 민족적 동일성

을 훼손함으로써 국민국가를 포위하고, ‘뿌리찾기’에 기반을 둔 종족주의의 경우는 민족

을 종족으로 대체하면서 근대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화된 정보양식 속에

서 새롭게 구성될 질서는 교황이나 왕, 봉건영주, 귀족들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자신의 

방식으로 형성하고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던 중세적인 질서와 매우 유사하다(류

석진 1999, 145-146). 

이와 유사하게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온라인 우익의 갈등, 알카에다에 대한 온라인 극단

주의 연구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종, 여성 등 다른 사회적 소수와 민족 갈등을 

등치시키고, 그런 갈등이 인터넷 공간에서 어떻게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백지운 2005).9) 이와 같은 연구의 공통점은 모두 현실에서의 민족주의가 온라인 공간을 

  9)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는 사이버 발칸화(cyber balkanization)에 대한 연구가 있다. 사이버 발
칸화란 아직 완전히 개념화되지 않은 학문적 특수표현(jargon)이지만, 사이버 공간을 지구화와 
지방화 간의 모순과 긴장이 응축된 공간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성
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 종족, 언어, 계급, 특정 정치적 입장에 기초하여 경계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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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더욱 증폭되고 강화된다는 것으로서 ICT는 현재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온

라인 공간은 배제와 투쟁 혹은 의사소통을 키우는 공간으로 평가된다. 

클루버(Alan Kluver 2001: 백지운 2005, 274에서 재인용)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에서 일

종의 원심 효과(centrifugal effect)를 논의하고 있는데, 정보화와 지구화가 통합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개의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무수한 양극화를 초래하며 한편으로는 

세계 곳곳의 지역 전통과 전통문화의 형식을 부상하게 하는 효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각 주체간의 갈등보다는 주체의 존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근대 국가의 정체성의 변화와 ICT의 관계에 대한 세계시민이

나 전자적 중세로의 회귀론과 같은 논의는 ICT의 영향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그리하여 

기술결정론적 경향이 강할 수 있다거나 혹은 행위 주체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미흡

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III. 한·중·일 온라인 민족 갈등 의제의 정치화 과정

1. 한·중·일 온라인 민족 갈등의 역사

2001년부터 2013년 13년간 이루어진 삼국 간 온라인 갈등의 사건은 <표 1> 및 <표 2>처

럼 시기와 분야별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들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은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삼국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 갈등하고 있는 국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갈등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다. 13년간 

한·일의 주요 갈등 사건 빈도만 36건이며, 이는 한·중(14건), 일·중(8건) 간 갈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빈도로서, 외교적인 국가 간 공식 갈등을 제외하고 민간 부분에 국한하더

라도 1년 평균 3회 정도 갈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삼일절

과 광복절이 있는 3월, 8월에는 주기적으로 양국 간의 갈등이 예견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둘째, 온라인 민족 갈등은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담론이 증폭되는 특징이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단 하나의 문제제기가 수많은 사람의 호응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네트워크 효

된다는 의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은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될 뿐 아니라 문화나 종족 간의 갈등을 촉진하는 기제로 평가된다(Alstyne 
and Brynjolfsson 1996;  Kluver 2001: 백지운 2005, 2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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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일 온라인 갈등 현황(2001~2013년 현재)

구분 한-일

영토

* 한국 동해 표기(2001년 1월)

[한]   한국 알리기 동호회 ‘반크’(VANK)는 론리 플래닛에 이메일로 일본해 대신 동해 표
기를 요구하여 병기하기로 결정 (2000년 8월 내셔널지오그래픽, 12월 라이코스가 동
해 표기)

* 동해 표기(2012년 4월)

[한]   [일] 국제수로기구(IHO)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일 누리꾼 7만5000명이 백악관 We 
the people에 ‘미국 교과서 동해 표기 바로잡기’ 서명 청원

* 독도(2002년)

[일]   게임업체 시스템 소프트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는 가상 스토리를 담은 ‘현대대전
략 2002’ 발매. 이어 발매된 ‘현대대전략 2005: 호국의 방패 이지스함대’에서는 자위
대가 독도를 점령하고 제주도까지 공격하는 내용을 포함. ‘현대대전략 2009’ 역시 마
찬가지 

* 독도(2004년 9월)

[일]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는 일본땅 발언 때문에 사이버 임진왜란 촉발 / K국의 방식 vs. 
J국의 방식 사이트 개설, 기념우표 발행

* 독도(2005년 3월)

[한]   싸이월드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이버 서명 캠
페인 진행. 2004년 1월에는 독도 미니홈피 개설. 네이트온은 대화명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진행 

* 독도(2006년 4월)

[한]   다음이 포털 최초로 ‘일본 독도 근해 배타적 경제 수역 탐사 논란’에 대응하여 KBS
와 함께 향후 3개월간 독도 현지 실시간 생중계(issue.media.net/Japan_eez/index.
html): 속보, 포토갤러리, 카페 및 블로그, 독도사랑 메시지 서비스. 독도사랑메시지
에만 하루만에 5만여 개 댓글. 아고라 청원에는 2200여 명이 청원

* 독도(2008년 7월) 

[일]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를 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
기하겠다는 방침을 전달. 세컨드라이프에서 일장기를 단 탱크로 사이버 독도에 몰려
와 총격과 핵폭탄 공격. 경복궁과 경회루 앞에 우익 선전차량을 몰고 와 태극기에 불
을 지름

[한]   블로그 독도 혹은 다케시마(dokdo-or-takeshima.blogspot.com)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설문. 36만9533명 참여. 아바타를 배설물 모양으로 변하게 함. 아고라에 사이버 
독도 경비시스템 자금 모금 운동. 1억 원 모금액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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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구분 한-일

영토

* 독도(2009년 2월)

[한]   하나포스 닷컴이 '독도가 달린다‘ 페이지(dokdo.andu.hanafos.com) 개설. 서명, 달리
기 이벤트, 온라인 1인 시위, 오표기 찾기 캠페인 참여. 다케시마의 날 찬반 투표에 한
국 1만 명 참여/일본이 몰리면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찬성으로 역전(일본 IP 4만 
명) 

* 독도(2010년 3월) 
[일]   문부성이 2011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발표를 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 포함. 요미
우리와 아사히 신문이 2008년 7월 15일 당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 명칭을 요구하
자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발언했다고 보도

[한] 이명박 대통령 독도 관련 발언. 3월 16일 청와대 해명 
* 독도(2010년 5월)

[한]   중국에서 열린 2010 아시아태평양신인가요제 출전가수 정주영이 생방송 중에 ‘독도 
belong to’ 문구와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독도 퍼포먼스를 한 동영상이 포
털토론방에 게시됨. ‘독도청년’으로 인기를 끔 

[한]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기 비난, 주일대사 소환 요구
* 독도(2011년 2월)

[한]   소셜커머스 서비스 위메프에서 독도 캠페인 실시. 100만 명이 100원씩 구매하면 1억 
원을 모금하며 세계 주요 언론에 ‘독도는 우리땅’ 광고 실시.(10번째 광고는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게재). 소셜미디어로 확산되어 14시간 만에 1만8841명이 구매. 

* 독도(2011년 8월)

독도문제와 이종격투기 임수정 선수 구타 사건으로 갈등 고조
[일] 배우: 한류 편중 발언
[한]   디씨 코갤과 넷 테러 대응연합이 2000명 15일 오후 3시 공격 선포, 일본인 개인정보 
해킹 제안. SNS 프로필 태극기 몹 

[일]   후지 TV 시청 거부, 야후 재팬 댓글 시위. 한국의 넷테러 대응연합 운영자 아이디 해
킹 

* 독도(2012년 9월)

[한]   국산 게임 ‘네이비필드’에서 독도에 침입한 일본 군함을 격침하는 내용 포함. 역사 게
임 ‘거상’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울릉도과 독도를 지킨 안용복을 캐릭터로 등장시킴. 
MMORPG 게임 ‘프리우스’에서는 배경에 독도를 추가하고 배경음악으로 애국가를 
삽입. 비행전투게임 ‘데드식스’는 일본 함대를 격파하고 독도를 지키는 임무를 포함. 
모바일 게임 ‘카오스 & 디펜스’는 새 콘텐츠로 ‘독도수호대’를 추가 

[일] 모바일 게임 ‘다케시마 쟁탈전’에서 독도 영유권 다툼을 소재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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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구분 한-일

영토

* 독도(2013년 3월)

[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21세기 신헤이그 특사’로 디지털 단원을 모집함. 스마트
폰, PC, 디지털 디기, 소셜미디어의 프로필과 배경화면에 독도 사진을 넣고 최소 5명
에게 퍼뜨리는 역할 담당

* 다케시마의 날(2013년 2월)

[일]   시네마현은 2006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 2ch도 동참하면서 무력사용이나 국교
단절을 주장. 아베 총리를 친한파라고 비난.

역사

* 역사교과서(2001년 3월)

[한] 왜곡과 관련하여 사이버 시위
[일] 산케이신문 등은 사이버테러이므로 처벌을 요청 
* 광복절(2004년 8월)

[한]   세계국학원청년단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사이버의병(cafe.daum.net/cybershinsi)이 태
극기몹 행사를 처음 주도

* 광복절(2005년 8월)

[한]   포털 파란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되어 있는 북관대첩비 반환 촉구 서명 진행. 
일제 강점하의 독립운동노래를 편곡하여 mp3와 휴대폰 벨소리로 제공. 팔일오 삼행
시 짓기 이벤트. 다음은 나라사랑 사진 공모

* 삼일절(2006년 3월)

[한] 태극기 몹(mob) 운동, 사이버 태극기 게양 운동
* 광복절(2007년 8월)

[일] 2ch과 [한] 디시인사이드 간에 서로 게시판을 공격
* 광복절(2012년 8월)

[한]   독도-올림픽-싸이를 주제로 한 사상 최대의 사이버 대전. 인터넷 카페 넷테러대응연
합(넷대연)은 [일] 2ch에 9월 공격 예고 

* 위안부 비하(2003년 2월)

[일] 커뮤니티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외설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SNS에 유포

사회/
문화

* 지일 동영상(2009년 3월)

[한] 반크가 14편의 영문과 한글 동영상을 제작하여 한국을 소개
* 혐한(2009년 4월)

[일] 혐한류 만화 출판
* 최홍만 일본 영화 출연(2009년 5월)

[한] 풍신수길의 부하로 출연한 최홍만에 대한 비난
* 구로다의 비판(2009년 12월)

[한] 비빔밥을 양두구육의 음식이라고 비판했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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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구분 한-일

사회/
문화

* 러시아 유학 한국학생 사망(2010년 2월)

[일] 2ch에서 잘된 일이라는 반응
* 다르빗슈 발언(2012년 5월)

[일]   메이저리그의 일본 투수 다르빗슈가 한국 비하 발언을 한 일본 네티즌에게 한국 옹
호 발언으로 반박

* 쌈디 한국인 학살 발언(2012년 8월)

[한] 쌈디가 트위터에서 다케시마 발언을 한 일본인에게 욕으로 응수
* 친일 카페(2012년 9월)

[한]   네이버에 공식 친일 카페는  3곳. 비공식 카페는 10여 개. 광복절을 맞이하여 태극
기를 불태우는 사진 등을 게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6~8월 사이에 1만
9000건의 친일, 한국 비하 게시물이 게시판과 카페 등을 통해 확산됨. 

* 반한 친일 카페(2013년 2월)

[한]   네이버에 ‘한국공식안티카페2’라는 카페 개설. 한국인에게 창씨개명 요구. 회원수는 
156명

국제

행사

(스포
츠)

* WBC(2009년 3월) 

[일] 야후 제팬에서 한일전 세 번째 대결의 승자에 대한 설문조사
* 동계올림픽(2010년 3월) 

[일]   2ch에 벤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연아 연기에 대한 악평을 올린 것에 분노하
여 한국이 행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2ch의 3시간 만에 김연아 비난글 
1200건 이상이 게시됨. 33개 게시판 중에 30개 게시판 마비.

[한]   2ch 사건 직후 반크도 공격받음. 포털에 ‘정당한 테러 대응 카페’ 개설(5일 만에 6만
5000명 가입)

[한] [일] 간 3·1절 사이버전쟁 움직임
* 남아공 월드컵(2010년 5월) 

[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스폰서를 맡고 있는 스포츠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 비
하 축구 광고 게시. 2ch의 ‘뉴스속보’, ‘VIP’ 게시판 코너에 한국 8강 탈락을 기뻐하는 
글 다수 

* 남아공 월드컵(2010년 7월)

[한]   대일 파라과이 역전 승리에 대해 격려글이 게시된 이후, 일본에 의해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서버다운(1000여 개 글 게시)

* 런던 올림픽(2012년 8월)

[한]   남자축구 한일전에서 일본에 승리한 것을 자축. 박종우 독도 세러모니로 인해 동메
달 시상식에 참석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일본의 욱일승천기를 예로 들어 항의. 아고라
에서는 박종우를 옹호하는 서명과 청원 

[일] 2ch에서 한국 우세를 수긍하면서도 자국 선수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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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중/일·중 온라인 갈등(2003~2013년)

구분 한-중 일-중

영토

* 독도(2005년 3월)

[중]   반일 감정 및 한국 지지. 신라망에 ‘한
일독도문제’를 주제로 별도의 웹페이지
(news.sina.com.cn) 개설. 2일간 1200여 
건의 댓글로 한국 지지 

* 백두산(2007년 1월)

[한]   장춘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선수
들의 백두산 세러모니

[중] 패러디 사진 유포
* 독도(2010년 3월)

[중] 반한 감정 표현

* 센카쿠(2010년 5월 20일)

동중국해 조어도(센카쿠)를 둘러싸고 양국
간 구글맵 위에 국기 꽂기 경쟁(중어, 일어, 
영어, 한국어 동원)
* 센카쿠(2012년 9월)

[중]   반일시위. 외국 기업과 상점에 대한 폭
력화. 웨이보에 일본내 반중 시위 사진
이 유포됨 

* 센카쿠(2013년 2월)

[중]   베이징 한 식당에 ‘일본인과 필리핀인, 
베트남인 그리고 개는 출입금지’ 표기

* 독도(2004년 9월)

[중]   네티즌들이 한국 지지 입장 표명. 신라
망에 한일독도문제 페이지 개설

* 독도(2010년 3월)

[중] 반일 감정 표현

역사

* 동북공정(2003년 7월)

[한]   다음에 동북공정을 키워드로 133개 카
페, ‘고구려’ 키워드로 1170개 카페 개
설, 집단 메일 발송, 고구려를 밑그림으
로 하는 10만 원 권 사이버 화폐 유행

[중]   바이두의 ‘고구려 카페’에 2750개의 주
장과 2만9329건의 댓글

* 고구려사(2004년 7월)

[한]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의 주요 사이트를 해킹

사회/
문화

* 이천 냉동창고 폭발(2008년 1월) 

[중] 한국 내 중국인 대우에 대한 불만 표출
* 이동건 동생 피살 사건(2008년 3월)

[중]   용의자를 중국인으로 몰아가는 한국의 
반응을 비난. 유튜브에 혐한류 동영상
이 확산되고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 중국산 농약만두 보도(2008년 1월)

[일]   중국산 농약만두 보도에 대한 반중 감
정 표출

* 혐일(2009년 2월)

[중] 여고생(‘미인사’)의 항일팬티 사진 화제
* 혐중(2012년 8월)

[일]   아나운서가 중국 웨이보에 혐한 글 게
시. 날조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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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구분 한-중 일-중

사회/
문화

* 혐한류(2008년 11월)

[중] 한국인 위장 혐한류 동영상 유포
* 반중 감정(2009년 2월)

[한] 명동 의류매장의 ‘도둑질 금지’ 표기
[중] 환구시보의 보도. 반한 감정 고조
* 혐한(2010년 5월)

[중]   김정일의 방중에 대해 반한 감정 표현.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사이트에 중국 외교의 독자성을 주장
하는 네티즌 주장 게시

* 한글공정(2010년 10월 11일)

[중]   조선어를 소수민족언어로 취급. 정보기
기의 한글입력 방식의 ISO 국제표준화 
추진. 

[한]   아고라에 중국의 한글 공정 반대 서명
운동(동북공정에 이은 새로운 도발로 
규정, 2000명 서명 목표로 하였다가 2
만 명으로 확대). 조선족 언어 모바일 
기기 입력방식 표준 제정 추진을 주장
하며 한국 주도권 박탈 우려. 디씨인사
이드,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에 비난글 
게시

[중]   3만 건의 항의와 비난 댓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국제

행사

(스포
츠)

* 장춘 동계올림픽(2007년 1월)

[한] 여자 쇼트트랙 선수 백두산 세러모니
[중] 네티즌들의 패러디 반격
*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사건 / 티벳 사건

(2008년 4월) 

[중]   재한·중국유학생연합회, 다음 아고라 
청원, 중국의 차이나닷컴, 바이두, 유튜
브에서 한국의 처신 비난. 한국상품불
매운동

[한]   구타 주동자 중국유학생 살생부 유포 
해프닝. 아고라의 중국 정부 사과요구
청원에 1만2000명 이상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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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network effect)는 비단 민족주의 담론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민족주의 담론

의 경우 이슈의 특성상 응집과 확산의 속도가 그 어떤 담론보다 크게 나타난다(류석진·

조희정 2008, 93). 

셋째, 온라인 민족 갈등은 사례의 선별성을 통해 극명한 모순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즉, 문화적 코드와 경제적 코드의 긴장관계나 근대적 가치와 탈근대적 가치

의 갈등 혹은 세대 간 갈등 모두를 현시화하는 특징이 있다(류석진·조희정 2008, 93). 

넷째, 주로 갈등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영토, 역사, 그리고 사회·문화를 비롯하여 스포

츠 대결 등의 국제행사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토와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은 주기적으

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기억의 역사에 대한 현실적 재의제화 과정으로서 그 자체가 기억

의 정치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영토문제의 경우, 삼국 갈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빈번히 반복되고 있는

데, 한·일 간에는 독도, 동해 표기, 한·중 간에는 백두산과 일본을 반대하며 한국을 지지

하는 이슈로서 독도 문제가 주로 거론된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중·일 간에 센카쿠 

열도 문제가 주요 이슈이다. 중국이 한국 지지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독도 문제는 삼국 간

에 가장 지속적이고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토 문제는 자국의 소유권의 정당성 주장

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공론화 주장, 각국의 외교적 태도에 대한 비판, 상대국에 대

한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섯째, 역사문제는 영토문제만큼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영토문제와 중첩되어 나타

난다. 한국의 경우 3월 삼일절과 8월 광복절을 기점으로 역사교과서, 문화재 등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극렬한 사이버공격으로 반복되고 확대된다. 특히 한국의 디시인사이드와 일

본 니챠네루(2ch)과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이 주요 주체이자, 서로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표 2> 계속

구분 한-중 일-중

국제

행사

(스포
츠)

*   SBS의 베이징 올림픽 사전 촬영(2008년 

8월)

[한] SBS가 개막식을 사전 촬영
[중]   반한 감정 표현. 개막식 한국 입장때 박
수 치지 말자는 의견. 포털 163(www. 
163.com)에서는 SBS 제재 방안 설문에 
6만1234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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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한국 포털의 경우는 기념일의 캠페인으로서 다양한 서명운

동, 콘텐츠 배포를 통해 애국주의를 확산시킨다. 한편으로는 상대국의 교과서에서 왜곡하

는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한·중의 경우에는 동북공정 및 고구려사에 대한 논란이 

주로 반복되고 있다. 

일곱째,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갈등은 혐한(혐한류), 혐일, 혐중 등 상대국에 대한 감정

적 혐오와 배외주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주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상대국에 대한 비

난 발언에 편승하는 경향도 있으며, 한국의 경우 최근에는 친일 카페에서 창씨개명까지 요

구하는 커뮤니티 활동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국제행사는 주로 국제 대회에서 상대국과 대결할 경우 승패를 소재로 감정적인 

공격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WBC, 올림픽, 월드컵 등 중요 국제대회에서의 대

결 결과에 대한 격렬한 반응이 게시판에 표현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때로 승리의 세러모니

를 통해 영토나 역사적 문제에 대한 감성적 자극과 국제적 호소를 요구하는 것도 특징적

인 퍼포먼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중·일 온라인 민족 갈등 의제의 사회연결망 구조

1) 영토(자원) 갈등

영토문제는 민족주의의 외연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민족국가의 성립과정 

및 안정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경계 짓기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삼국은 민족국가 성립 및 발

전의 기초가 되는 영토 문제에 있어서 완결되지 못한 불확정성을 안고 있다(서이종·탕레

이 2013, 2-7). 삼국 간의 영토 문제에서 공통의 위기에 처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중국

과의 센카쿠 문제, 한국과의 독도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 유발의 대상으로 여겨지

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역사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해양

자원과 경제적인 문제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영토문제에 대한 해결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

다. 

① 독도 vs. 다케시마

독도 문제는 한·일 간에 가장 자주 거론되는 영토문제의 핵심이다. 2004년부터 2013

년까지 현재까지 온라인 공간의 전체적인 관심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의 검색 트렌드

라 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크게 관심을 보인 2005년, 



   온라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가능성   173

2008년, 2012년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도 삼국 간 주요 이슈들에 비해 독도 문제가 지속적

으로 쟁점화되고 있다(<그림 2>). 구글의 검색 트렌드(a)를 보면,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

마의 날’ 조례 제정(2015년 3월), 일본 총리의 교과과정에 독도 일본 영토 표기 방침 발표

(2008년 7월), 온라인 게임에서의 독도 갈등(2012년 8월) 이슈에 주로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검색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경향을 국내 포털의 사례로 분석해보면, 

네이버에서는 “타임스퀘어 ‘독도광고’의 역효과”(2010. 3. 13.), “일본, 독도 국유화 대상에

서 제외"(2010. 8. 21.), “독도 인근서 한일 경비정 대치”(2011. 1. 13.), “일본 ‘독도 도발’…

정부 ‘강경’ 대응”(2011. 3. 29.), “‘독도의 진실’ 나왔다…이제 日도 인정할수밖에?”(2012. 4. 

22.), “일본, 31일 방위백서 발간 ‘독도 영유권 주장’(2012. 7. 29.), “‘독도는 한국 땅’ 인정한 

日 정부 지도 복원”(2012. 10. 25.) 등 좀 더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주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3>). 

<그림 4>는 노드엑셀로 트위터에 나타난 주요 연관어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것이다. 그

림을 확대하면 빨간 점으로 표시된 것은 진입차수(in-degree)와 중심성이 높은 노드이다. 

진입차수와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생산자의 규모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독도’와 

독도의 일본명을 한글로 표기한 ‘다케시마’의 경우 네트워크 밀집도와 연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중국(‘獨島’)이나 일본(‘takeshima’)보다 독도 문제에 대해 훨

주: 1) 2004~2013년 7월 현재
   2) (   )의 수치는 검색량 100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으로 환원된 검색 규모
출처: 구글 트렌드(a)

<그림 2> 구글의 ‘독도’ 검색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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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관심이 많고 자주 거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센카쿠 vs. 다오이댜오

독도 문제에 비해 중일 간에 비교적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되는 센카쿠 문제의 경우, 상

대적으로 독도 문제보다는 응집도와 확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5>).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아도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에서의 의제 생산과 확산이 훨씬 더 강하다는 특성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역사 갈등

역사문제는 삼국 간 역사형성의 과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영토문제가 외

연의 문제라면 역사 문제는 내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영토문제만큼 지속적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삼국의 국경일에는 특히 이러한 갈등현상이 더욱 촉발되는 특

주:   각 시점의 이슈 : ① “타임스퀘어 ‘독도광고’의 역효과”(2010. 3. 13.) ② “일본, 독도 국유화 대상
에서 제외”(2010. 8. 21.) ③ “독도 인근서 한일 경비정 대치”(2011. 1. 13.) ④ “일본 ‘독도 도발’…
정부 ‘강경’ 대응”(2011. 3. 29.) ⑤ “‘독도의 진실’ 나왔다…이제 日도 인정 할 수밖에?”(2012. 4. 
22) ⑥ “일본, 31일 방위백서 발간 ‘독도 영유권 주장’”(2012. 7. 29.) ⑦ “‘독도는 한국 땅’ 인정한 
日 정부 지도 복원”(2012. 10. 25.)

출처: 네이버 트렌드(2013)

<그림 3> 네이버의 ‘독도’ 검색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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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보인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역사 갈등의 사례로 동북공정에 대한 사회연결망을 분

석하면, 앞서 분석한 영토 이슈와 비근하게 활성화된 연결망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역사가 모든 역사를 의미하는 중국의 중화주의, 국가 독립에 더하여 자존의 위기

를 느끼는 한국의 독립역사관, 일본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기제로서 신국가주의는 

삼국의 역사관이 앞으로도 갈등의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중 간의 영토문제는 북한에 대한 역사적 지배와 연관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적 관

독도 다케시마

獨島 dokdo

takeshima

<그림 4> 독도·다케시마·獨島·dokdo·takeshima 이슈에 대한 사회연결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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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釣魚島

senkaku

<그림 5> 센카쿠·釣魚島·senkaku 이슈에 대한 사회연결망 구조

<그림 6> ‘동북공정’ 이슈에 대한 사회연결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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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직결되며(서이종·탕레이 2013, 2-7), 한편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역사가 아닌, 과거의 

문제, 기억의 정치라는 제한적인 차원에서의 역사만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 민족주의의 발전에 따라 중요도가 더해지고 있는 역사문제는 역사문제

를 넘어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슈가 확장되고 있다(서이종·탕레이 2013, 2-7).   

IV. 한·중·일 온라인 민족 갈등의 형성과 확산의 정치

갈등 사건에 대한 시계열 및 분야별 특성 분석과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연결망 구조 분

석 결과, 삼국 간 온라인 민족 갈등은 유형과 확산 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

났다. 

1. 온라인 갈등의 형성 과정

유형별 특징은 캠페인, 청원, 커뮤니티 구성, 사이버 공격 등으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언

어적 구획에 의한 배외적 공격성이 강화되는 현상은 문화적으로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

다. 완전한 번역이라는 소통의 전제 없이 단편적 번역이나 들을 사람 없는 파편화현상만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의 논의는 게시판, 커뮤니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통매체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발전되고 다변화되고 있지만 온라인 공간

에서의 공론화 과정은 국가별 언어장벽과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등에 따라 삼국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까지는 한국의 디시인사이드와 트위터, 중국의 강국논단과 웨이보, 

일본의 2ch 등이 상대국에 대한 담론을 주로 생산하는 공간이다. 이들은 삼국 간 갈등에서 

국가라는 공식적 행위자가 아닌 비공식적 행위자의 영향력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도 주

체로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서로가 연결되는 공간이 아닌 분절화된 공간을 통해 주목받을만한 자극적인 사건만이 

인용되고 확산되면서 대화보다는 일방적 견해 확산에 의한 강성적인 공격론이 좀 더 빠르

게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언어적 구획과 상이한 정치문화로 인해 나타나는 각국의 상

대국에 대한 담론은 상대방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민족주의 강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다(서이종·탕레이 2013, 2-7). 이러한 언어구획화에 의한 국가별 담론 제한 현상은 <그

림 7>에 국가별 언어로 표현한 검색 현황과 주요 검색 국가를 보아도 알 수 있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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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국가별 언어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의 구글 검색 경향을 정

리하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첫째, 자국 내 서비스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구글을 많

이 사용하지 않는 중국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활성화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영토 문제에 대한 관심이 2010년 이후로 활성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한한 중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센카쿠 문제보다 활성화 정

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영토에 관련된 관심에 있어 일본과 중국보다는 한국

은 자국어가 아니더라도 상대국의 언어를 활용한 검색을 통해 높은 관심의 정도를 보이고 

있다. 구글 트렌드에서는 이들 검색어의 주요 검색 지역에 대해서도 서비스하고 있는데, 영

토에 관련된 3국의 9개 단어에서 한국은 4개 단어의 주요 검색 지역으로 나타난다. 

2. 온라인 갈등의 확산

백지운(2005)은 중국의 온라인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인터넷 민족주의’로 규

정하고 천안문 사건과 반일(反日) 시위 등의 촉발과정에 인터넷 공론장에서 등장하는 민

족주의적 담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또한 인터넷 공론장이 민주주의의 형

독도(한국) 獨島(중국) Takeshima(한국, 일본) 

센카쿠(한국) Senkaku(중국) 釣魚島(중국) 

다케시마(한국) Diaoyudao(중국) 尖閣列島(일본)

출처: 구글 트렌드(b)

<그림 7> 주요 이슈의 검색 트렌드 및 주요 검색 지역(2004-2013년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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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배타적 민족주의 담론의 생성 공간으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의식을 중심으로 중국의 온라인 공론장 현황을 분석한다. 그의 연구에서 나타난 중국 

인터넷 발달 과정의 특징은 채팅룸과 BBS 그리고 온라인 포럼을 통한 정치 활성화로 요약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토론장으로, 인민일보 웹 사이트가 호스팅하는 온라인 포럼인 ‘강국포럼’

(强國論壇)10)과 ‘시나닷컴’, ‘소후닷컴’ 등의 포털 내 정치토론장 그리고 ‘차이나 918’과 같

은 전문 정치 포럼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2004년까지 외교적 사건을 중심으로 활성화되

었다. 정치토론의 주제는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거나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소

극적인 대미외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리하여 2005년 현재 중국의 인터넷은 

대규모의 대중민족주의의 열풍의 공간이 되고 있다(백지운 2005, 255-257).11)

린추안추(Jack Linchuan Qiu 2009, 166-168)에 의하면,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발생패

턴은 웹 기반의 동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데모, 사이버 폭력 사태12)의 단계적 확대를 초

래한다. 그러나 린추안추는 중국의 온라인 풀뿌리 민족주의는 시민참여로 조직화한 방식

이거나 지속가능한 사회적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기간의 정치적 발작에 지나지 않는

다고 평가한다. 다만 민족주의자 담론이 인터넷상 중국의 정치무대에 스며들어 있으며 개

인 수준에서 문화적 정체성 형성의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우려한다. 좌우파의 이데올로기

와 달리 이러한 담론은 대다수의 네티즌에게 호소력있는 유일한 ‘국가가 권장하는 이야기’

라는 것이다.13)

3. 신민족주의적 특징

유럽에서는 민족주의가 지역화 방식으로 재정의되는 데 반하여, 삼국의 경우는 국가별

로 재정의가 되면서 민족주의의 다양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국의 민족주의가 

10) 강국포럼은 1999년 反NATO 운동의 토론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부패문제에서 WTO, 
실업문제에 이르기까지 국가재건이란 명시적인 제명으로 모든 주제를 다룬다. 

11) 1999~2002년 사이 중국 CNNIC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인터넷 사용은 이메일, 뉴스그룹, BBS, 
온라인 쇼핑가운데 뉴스그룹과 BBS의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국의 인터넷 발
달이 시민사회의 발달로 연결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백지운 2005, 261). 

12) 사이버 폭력은 접속거부공격, 바이러스 전파, 일련의 애국적 인터넷 전쟁에서의 해킹 행위가 포
함된다.

13)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강국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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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미 형식적으로 자결권과 자립을 갖춘 일국 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역사적 문제

와 영토적 쟁점에 협소하게 천착한다. 해결되지 못한 근대의 문제를 ‘기억의 정치’ 속에 잔

류시키면서도, 기어이 해결을 봐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있다는 점에서는 근대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잔류된 문제의식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하나의 

민족주의가 아닌 여러 민족주의적 요소를 양산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가 내부의 민족 

이데올로기의 분출로 격화되면서 신민족주의로 형성된다(조성환 2005, 173).

둘째, 이러한 문제를 세계화하고 국제적 공론으로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물적·인적 동

원방법이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이 표현되고 울분이 토로된다. 그러

한 행위는 해결에 가까운 대안이 생산적으로 공론화되는 성과로 평가되기보다는 (현재까

지는) 증오와 공포의 확산이라는 배외주의·극단주의적 경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14) 즉 구

민족주의가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면, 신민족주의는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비교우

위에 대한 요구로 변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강상중(2004, 9)의 지적처럼, 민족주의에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감정과 이론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민족주의는 동경과 고무의 감

정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혐오와 매도의 감정으로도 표출되기 때문이다. 더 난처한 것은 

내셔널리즘이라는 전류에 한 번 감전되면 그 전류를 정서적 감성이나 기억의 장치에 언제

까지나 저장하게 된다는, 말하자면 신체 깊숙이 그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리고 그렇게 축적된 내셔널리즘의 에너지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갑자기 방출되기도 한다. 

현재까지의 삼국의 민족주의 흐름은 대중의 애국주의적 정념과 배외의식을 집단적으로 

결집시키며 포퓰리즘적인 신민족주의를 형성하고 있다(조성환 2005, 179).

셋째, 일본에서 넷 우익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이와 같은 배외주의·극단주의적 특징

은 결국 전통적으로 인지되던 ‘국가성의 전환’(transformation of stateness)을 야기할 수 있

다. 이제는 과거의 민족주의처럼 국가 확립을 주장하거나 냉전시기와 같이 한국은 냉전국

가,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 일본은 평화국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국은 강한 국가, 

공격적 국가, 경쟁적 국가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자주 이데올로기, 중국의 중화주

의, 일본의 신국가주의로 변형되면서, 잠재되었던 각국 고유의 민족주의와 신민족주의적 

흐름이 재활성화되고 있다(조성환 2005, 173-179). 1960~7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을 

14) 신기욱(Shin 2009, 36)은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는 무해하며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할 때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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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김일영(2006, 225)은 당시 한국의 민족주의를 방어적 민족주의, 통일지향적 민족

주의, 민족 경제지향적 민족주의 그리고 반미 민족주의로 구분한다. 또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 동원된 이와 같은 민족주의는 자신은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다는 배타성과 함께 시

민사회 혹은 개인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과 유사하

게 본 논문의 연구내용에서도 이와 같은 배외적 경향이 여전히 현재 한국 민족주의에도 이

어져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목소리가 크게 드러난다는 특성은 과

거와 달라진 점이다. 

V. 온라인 민족 갈등과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민족주의 담론의 과잉상태와 민족주의의 국가주의적 이용 등은 민족주의가 사회발전에 

유용하지 않으며 유해할 뿐이다. 나아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귀결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의 폐기 혹은 해체가 아니라, 폐쇄적·독선적·배타적 경향과 차별되

는 민족주의론의 발전과 유용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김수자 2004, 244). 즉, 

민족주의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과정에서 온라인이나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나 이를 통해 새로운 이념이 형성되는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여 

사회변화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민주주의의 변화를 구성적·문화적 특징을 가지는 신민족주의의 특성으로 전

제하고, 그 가운데 신민족주의의 세 가지 특성을 온라인 공간에서의 민족 갈등에 대한 분

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온라인 민족 갈등에 대한 행태 분석을 통해 누가, 어

떻게 신민족주의를 형성하고, 그것이 삼국 온라인 민족 갈등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미시적·사실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글에서 연구한 온라인 공간의 민족 갈등은 아직 안정적인 ‘주의’(-ism)로서의 완

전한 특징을 가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구성적 민족주의의 유동적 특성과 신민족주

의라는 현대적 유형을 전제로 한다면 온라인 공간의 민족 갈등은 이미 세력화되고 의제를 

형성하며 확산시킬 수 있는 많은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삼

국 간 온라인 갈등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동안의 갈등에 대한 사건 일지

와 네트워크 분석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분석이 규명하지 못하는 인과론을 사건 일지에 

나타나는 내용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민족주의의 세 가지 특성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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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의 정치·배외주의·국가성의 전환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포착하였으

며, 한편으로는 비난이나 부정·외면의 대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정과 해결의지의 계

기로서 민족 갈등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3년간 지속된 삼국 간 온라인 민족 갈등의 역사에서는 특히 한·일 갈등이 주기적이면

서도 지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캠페인이나 청원 네트워크를 통해 의제가 생산되

며, 커뮤니티를 통한 사이버공격 등이 주로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과정에

서 역사와 영토문제는 맞물려 이슈화되었으며, 사회문화적인 갈등은 감정적·배외적 경향

을 띠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에서의 이슈 증폭 과정에서 영토와 역사 문제가 기억의 정치를 매개

로 재정치화되고, 애국주의적 선동이나 비난과 같은 감성적 비판이 횡행하여 배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삼국 간 언어구획화가 매우 분명함에

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온라인에서의 행태가 응집력이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문화적 소통과 공통의 공간 마련을 통한 열린 민족주의 혹은 소통적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하였다. 균열이 가속화하는 파편화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삼국 공통의 노력이 필

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당위적인 의미에서의 공통 교육이나 공통 역

사 프로그램을 넘어서 상호이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삼국 공동

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15)에 관한 한국적 상황 

혹은 한·중·일 삼국 간 관계의 현실을 연구한 이 글은 민족이나 민족정체성 개념이 여전

히 진행 중이고 변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의 도전과 의제의 재공식화에 직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공간이 담당하고 있는 실재적 의식의 가시성을 고려한다면, 

미시적 차원에서 갈등의 유형과 확산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살아있는 의식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는 분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삼국의 갈등에 대한 무책임한 방

치와 배타적인 편견의 양산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

다. 

신민족주의의 정치화는 단순한 애국주의의 관점을 넘어서 문화적으로 정교하게 발전하

고 있으며, 행위자와 콘텐츠 그리고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민족주의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

하고 있다.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며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단선적인 평가가 아니라 공

15) 이 분야의 가장 선구적인 연구로는 도이치(1966)를 들 수 있다. 



   온라인 신민족주의의 정치화 가능성   183

생과 관계 협력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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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Politicization of ‘Online Neo-nationalism’:
A Focus on the Types of Online Conflicts and their Diffusion in 

Korea, China and Japan

 Seok-Jin Lew | Sogang University

 Hee Jung Cho | Sogang University

 Seol Ah Park |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kinds of nationalistic issues are politicized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to explore how they develop into online neo-nationalism.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online conflicts that arose 

temporarily but repeatedly in the three countrie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online conflicts were related to territorial,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issues and 

international event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process of conflict diffusion, 

the politics of memory, the tendencies of extreme and chauvinistic nationalism, and 

the particular transformation of stateness in each country were strengthened;thus, neo-

nationalism began to emerge.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promote cultural 

communication for open nationalism.

Keywords: Online Neo-nationalism, Korea, China, Japan, Online Confl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