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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민족주의는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서구 및 일
본 제국주의에 대한 매우 강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니

고, 이후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공세적 민족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 민족주
의는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공간에서 공세적 성격을 띠고 민
족주의적 담론 형성과 동원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상 여론이 언어를 기반으로 칸
막이 되어 있어 특히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없어 일방적인 쏠림과 강화현상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의 사이버민족주의는 주로 불만을 표현하는 데 있
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극적인 정보교환과 동원 기제로 작용
하고 있다. 영토문제에서는 한국의 독도문제는 교과서 등을 통한 영유권 주장의 언론기
사가 노출될 때마다 여론화되었으며 중국의 댜오위다오 문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
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 상륙과 기습시위로 공
세화되고 있다. 고구려 역사문제 또한 한중 간 자국의 역사로 간주되고 있는 교과서적
상황에서 동북공정, 발해 역사의 귀속문제 등으로 상호비방이 치열해지고 기타 역사적,
문화적 유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조선족 등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공동역사 유산으로
의 주장이 서로 소통적 민족주의의 일단을 보이고 있다.

T

his paper deals with a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tic discourses in
Chinese and Korean cyberspace as a cyberculture in Internet. At

the modern age, nationalism in China and Korea was developed as a
basis of constructing modern nation state from a defensive nationalism
against western and Japanese imperialism to a offensive nationalism with
national pride on the basis of recent economic growth. It is notable in this
paper that nationalism in China and Korea is mobilized and amplified with
a past and massive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on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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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which was introduced at the 1990’s. Internet contributed to collecting
and developing individual nationalistic complaints into massive voices at
the pre-2000 year, further to producing aggressive voices and mobilizing general users nationalistically after 2000. In territorial problem such
as Dok-do and Dyaoyudao against Japan, Chinese and Korean peoples
accumulated their own nationalistic documents and mobilized other
peoples by using Internet sites and blogs. It’s some the other in historical
problem such as Goguryeo that Chinese and Korean peoples gave a critical voices against the others, but that bilingual peoples play a mediating
role towards a communicative nationalism by positioning Goguryeo as a
common history.

k e y w o rd s

민족주의 Nationalism, 사이버공간 Cyberspace, 인터넷 여론 Cyber-

public opinion, 사이버민족주의 Cybernationalism, 소통적 민족주의 Communicative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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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터넷 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열기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소용돌이가 세계적인 중대사가 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 독도문
제가 급격하게 수면 위로 불거지고 센카쿠(혹은 댜오위다오)섬은 일
본과 중국의 자국령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전쟁의 위
기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대륙붕을
연장하여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 직접적인 영토분쟁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인터
넷 공간에서의 민족주의적 열기이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민족주
의적 언사는 과격하며 동시에 매우 선동적이다. 논란이 되는 영토
분쟁의 역사적 기원이나 배경은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로부터 불거지는 과격한 주장이나 흥분은 “일본인을 몰아내자”
등 국수주의적 배타성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코노미
스트는 2008년 “중국의 한 사업가가 만든 반(反) 서방매체 사이트
인 ‘anti-cnn.com’은 티베트 사태와 관련, 티베트에 우호적인 해
외 언론이나 기업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관련 제품 불매운동
과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대표 주자가 됐
다”고 언급할 정도로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를 주제화하고 있다.
미국 학자들은 대외정책에 관한 우리나라의 행동주의적 사이버문
화를 사이버민족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한국의 미국산 쇠
고기 수입 관련 반미 시위 역시 인터넷 포럼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조직화됐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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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시민사회의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 정치의 중요한 측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민족주의는 시
민사회의 중요한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 정치를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민족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에 접
근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고도정보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더욱
중요한 민족주의적 표현의 장이 잘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민족주의의 개념, 이론 정립이나 역사
적 기원,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의 민족주의, 특히
인터넷상에 표출되는 ‘사이버민족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다. 즉 사이버민족주의가 무엇이며 중국과 한국의 사례비교를 통
해서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생각이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에서 어떻
게 표출되고 증폭되고 있는지를 특징적으로 살펴본다.

II 사이버민족주의와 중국과 한국의 사례
사이버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인터넷의 사
이버공간은 그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독특하게 정체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바(Castell 1997) 민족적 정체성이나 국가적 정체
성 형성과 유지, 변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각 민족마다 자
신의 민족주의적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다양하지만, 민족주의는 시
민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민족정체성의 자연스
러운 발로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그 이상이다. 첫째, 국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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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주류 민족의 정체성을 국가정체성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그러한 민족주의적 정치는 반대로 소수민족에게
는 그 민족적 정체성을 억압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둘째, 시민사회
에서도 민족주의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중국에
서 민족주의는 구좌파나 신좌파 등 좌파에서 강할 뿐만 아니라 개
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우파에서도 지배적이다(Tang 2008).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서 보수적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공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
다(윤민재 2003).
이러한 민족주의는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특수한 역
사적 형태를 지닌다. 동아시아에서 근대 민족국가 형성은 서구 제
국주의적 침탈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다. 근대 중국과
한국의 민족국가와 그 기반이 되는 민족주의는 이러한 서구 제국
주의적 침탈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적 침략 그리고 그 (半)식민지
적 경험에 그 근원이 있다. 유럽 제국주의의 침입 등 서세동점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경험은 사실 근대 이전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전통적인 민족 개념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
하였다(사토시 등 2005; 桂島宣弘 2009). 근대 이후 일본 제국주의적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는 한국과 중국의 국가건설에 핵
심적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2차 대전 전후 동아시아 질서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저항적 민족주의는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전쟁과 반공주의 그리고 미일 경제협력으로 굴절되어 방어적 민족
주의로 발전되었으며(서중석 2003), 중국에서는 마오쩌뚱의 사회주
의적 통일과 급진화된 문화혁명의 실험으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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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되었다(강진아 2009). 양국의 민족주의적 에너지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국가적 자부심의 고양으로 저항적 민족주의를 넘어 훨
씬 더 타민족 배제적이며 공격적인 민족주의의 성격으로 고양되었
지만(박노자 2007), 중국의 공격적인 민족주의는 상대적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사이버민족주의는 민족주의적 열망과 담론이 사이버공간에
서 표출된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기술적・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하
여 사이버민족주의는 오프라인 민족주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
다.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에서 민족적 감정과 생각을 증폭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째, 인터넷 여론은 사실상 언어공동체이
다. 인터넷 여론이란 특정 지역적 범주의 인터넷 여론이라기보다
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열려 있지만 문화적으로 특정 언어를 사용
하는 인터넷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은 글로벌 네트워크
이지만 인터넷 여론은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으로 칸막
이되어 있다. 물론 이중언어 이용자들(bilingual users)에게 중재될
수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특정 공간에서 소수자로서 전체 여론
에서 소외되어 버린다. 한국 인터넷 여론은 사실상 중국어 사용자
를 배제한 한국어 사용자의 여론이며, 중국 인터넷 여론은 사실상
한국어 사용자를 배제한 중국어 사용자의 여론이다. 상대방 나라
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자국의 네티즌 목소리만이 지배되는 인터
넷 여론은 민족주의적 감정과 생각을 증폭시키고 확대시킨다. 둘
째, 인터넷 여론의 주도자는 인터넷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젊은 이
용자층이다. 통상 젊은 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훨씬 더 개인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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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지니고 있어 국가적 이슈나 민족적 이슈에 대해 관심이 덜
하거나 무관심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개인화의 정도에 따라 그리
고 각 나라의 집단주의적 문화전통에 따라 민족주의적 언사나 행
위의 다양성과 이견 정도가 상이하다. 한국과 중국은 집단주의적
문화와 더불어 경제발전에 따른 국가적 자부심이 인터넷 여론에서
더욱더 민족주의적 감정과 생각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
다. 셋째, 인터넷 여론은 각 나라의 인터넷 지배(governance)구조
에 따라 상이하게 통제되고 있다. 인터넷의 언어공동체적, 젊은 이
용자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지배구조는 인터넷 공간에서 각
나라의 민족주의적 감정과 생각의 유포와 증폭을 통제할 수 있다.
한국의 인터넷상의 민족주의적 여론은 정부의 통제의 대상이 아니
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표현의 영역으로 소극적 방조의 측면이
있다. 반면 중국의 인터넷 여론은 사실상 정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
된 여론이며 때문에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는 정부에 의해서 철저
히 혹은 상당 부분 통제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방조되거
나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은 기술적으로, 넷째, 인터넷 여
론은 개방성과 상호소통성을 특징으로 한다. 시간과 공간에 열려
있고 또한 일방향성보다는 상호성, 즉 쌍방향성의 특징을 지니며
행위성보다는 소통성을 그 사회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인
터넷의 사이버공간이 시간과 공간을 넘는 훨씬 더 대규모의 열망
이나 분노의 표출의 장이 될 수 있고 쌍방향성을 통해서 강화되
고 증폭될 수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서든지
열려 있는 ‘열린 민족주의’ 혹은 소통적 민족주의(communi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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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m)를 지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이버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서 심화되어
야 한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매우 행동주의적인 사이버민족주의
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현대
민족주의 연구에서 새로이 문제시되는 사이버민족주의에 대해서
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사이버민족주의 연구의 첫째 그
룹은 중국의 정치사회적 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Le 외 2009;
O’Brien 2008; Zhao 2005, 2006). 한국의 정치사회적 운동연구는

2002년 월드컵응원에 이어 효순이미선이 사건에서부터 광우병촛
불시위 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신기욱 2009; 하대청 2012). 하지만
이들 연구는 사이버민족주의와 관련되지만 윤민재의 연구(2011)
를 제외하고는 사이버민족주의와의 관련성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민족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 하기 힘
든 면이 있다. 둘째 그룹은 중국 네티즌들의 행동주의적 사회운동
을 보다 더 사이버민족주의와 연관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연구이
다. 양궈빈(Yang Guobin)은 중국의 행동주의적 환경운동을 사례
로 연구하면서(Yang/Calhoun 2007)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특징
을 연구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Yang 2009). Zhou(2006)과
Xu(2007)은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출현과 실태를 잘 정리하고
있다. 특히 Zheng(2008)은 인터넷 기술기반이 온라인 운동에 미
친 영향을 잘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사이버민족주의
의 중국적 특성을 비교분석적 시각에서 특성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그룹이 우리 연구과 가장 유사한 연구로서 사례연구이
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사례연구한 Chase(201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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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돋보인다. 이러한 사례비교연구는 사이버민족주의의 국가별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내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
한 사례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는 ‘통제된 민족주의’든 ‘실용적 민족주의’(Zhao 2005)든 간에 중
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정책에 의해 조정되고 확대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의 사회기술적 지배구조와의 관
련성하에서 사례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III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발전과정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의 열풍은 시차는 있지만 비슷한 경
로를 밟고 있다.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열풍은 1995년 인터넷의
상용화 서비스가 이루어진 이래 2000년 다음의 카페가 100만 개
를 넘어서면서 인터넷 열풍이 사회정치적으로 진화되면서 발생하
였다. 2002년 월드컵 열풍은 다른 의미에서 사이버민족주의적 성
격을 띠고 있다. 이어 효순이미선이 사건으로 반미열풍이 인터넷
공간을 휩싸게 하였고 독도문제1와 일본교과서, 동북공정, 한미
FTA와 광우병 수입쇠고기 등 다양한 이슈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우리보다 인터넷 보급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2005년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2005년 일본정부가 난징학살 등을 포함한

1

2005년 12월 싸이월드의 댓글 주제별 순위를 보면(싸이월드 1,600만 명이 투표
한 분야별 순위에서), 1위는 3월 19일 “독도지킴이 서명동참”(83,527)이었으며 3
위도 3월 1일 “3・1절 독도 태극기 달기”(19,698)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언

245

일본식민지 시절의 역사기록을 왜곡하는 교과서를 승인하자 사이
버공간에서 중국인들의 분노가 대규모로 표출되면서 표면화되었
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메시지 등을 통해
서 광범하게 그 분노를 표출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사이버민
족주의는 가두정치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그 분노의 수위나 방식
등에서 해킹 등 과격한 방식에서부터 의견 표현 정도의 온건한 방
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이견을 표면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민족주의는 중국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커
다란 영향을 미쳤다.2 이러한 결과, 중국 내에서 사이버민족주의는
일반 네티즌뿐만 아니라 광범한 지식인의 참여, 그리고 정부의 정
치적 활용 등이 결합한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Xu 2007).
중국에서 인터넷은 1994년 4월 최초 서비스가 이루어진 이후
2009년 인터넷 가입자가 3억 8천4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가히 폭
발적으로 보급되었다. 그중 3억 3천만 명이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
고 2억 3천만 명이 검색엔진으로 검색을 하며 2억 2천 명이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 네티즌의 41.9%가 인터넷을
자신의 주요한 의견 표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30%가 인
터넷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
넷 보급 인구의 증가와 열정적인 참여가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의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2

“The combination of China’s distinctive culture and tradition, online
technology’s reach and power, and nationalism’s broad appeal and
ideological approach made it a powerful and unpredictable factor in China’s
overall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Xu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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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의 발전은 4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단계가 인터넷 가입자 수가 1억을 넘어선 1999년 8월까지다. 1998
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중국계 인도네시아
인을 약탈하는 집단적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의 정부 사이트를 공격하고 다운시키고 국제적 캠페인에 참여하
는 등 사이버공간에서 집단적 항의를 조직화하였다. 1999년 5월
에는 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이 나토의 공격으로 파괴되는 사건
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집단적 항의물결이 이루어졌다. People’s
Daily Online는 미국과 나토에 항의하는 포럼 사이트를 개설하
였고 20만 개 이상의 메시지가 포럼에 답지되어 포럼을 Strong
Nation Forum으로 개칭하여 사이버민족주의의 붐을 창출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 전역으로 학생들의 항의시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 두 번째 단계는 1999년 8월부터 2003년 이전으로 이 단계
에서는 특별한 사이버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사건이 없었다. 세 번
째 단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라 할 수 있다. 2003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의 첫해라고 명명될 정도로
사이버민족주의가 도하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지배
하였다. 2003넌 여름과 가을에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기술이 일
본의 신칸센 기술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반일항의가 사이버민
족주의 열풍에 불을 당겼다. 이 시점에서 일부 행동주의자들이나
엘리트 써클에서 이루어지던 온라인 민족주의가 대중들에게 깊숙
이 파고들었다(Xu 2007). 관련 사이트에 항의하고 캠페인을 조직
화할 뿐만 아니라 청원 서명 등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적 행위를 조
직화했기 때문이다. 즉, 정보교환이나 토론 등에 만족하지 않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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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명 등을 통해서 정부나 관련 단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이 UN안전보장이사회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 서명은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청원 서명은 중국 정부나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UN과 관련 단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네 번째 단계가 중국의 네티즌들이 2억 명을 넘어선 2008년 이
후이다. 티베트의 라사에서 3・14사건이 발생하였고 올림픽 성화봉
송 릴레이 사건이 이러한 새로운 사이버민족주의를 자극하였다. 티
베트 라사의 3・14사건을 집중 보도한 CNN를 반대하는 anti-CNN
의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서구 언론매체의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의 주요 주체는 공적 지식인들,
일반 네티즌들, 정부기관이며 각각의 상이한 이해가 일치되는 지
점이다. 지식인들은 중국 사이버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
다. 좌파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우파 지식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
한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좌파 지식인들은 정부를 부분적
으로 비판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민족주의에 매우 적극적이다. 중
국은 현재 자국의 영토에 편입된 57개 모든 민족의 역사를 대한(大
漢)민족주의로 통일적으로 수렴하는 통일적 다원주의론 혹은 다원

일체론을 공식적인 역사서술의 기초로 삼고 있다. 왕조 중심의 역
사관을 부정하고 현재 중국 인민들의 삶에게 영향을 미친 역사적
과거를 통일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孫進己 2001). 하지만 그러한
대한민족주의는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길로 이끌고 더 나
아가 주변 민족의 중국인민 지배사나 영향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평래 2008; 조재송 2006). 이러한 민족주의적 이해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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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아 우파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다. 우파 지식인들이 세계적으
로 좌파 지식인이 국제적 협력과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중국
좌파 지식인은 중국 내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개혁과 개
방을 강조한다. 그들은 서양과의 국제적 공존과 더불어 개인의 자
유, 자유시장, 정치적 민주주의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
에 민족주의나 사이버민족주의적 흐름에 대해 가능한 위험을 염려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반대 진영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민
족주의가 독재주의로 흐르지 않으리라 믿고 대중들의 정치적 열망
속의 합리성, 즉 개방적 혹은 열린 민족주의적 합리성을 지지한다.
반면 일반 네티즌들은 반드시 지식인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네티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에서 특히 4
단계 이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반 네티즌
들은 분노나 항의뿐만 아니라 정부나 관련 단체에 건설적인 청원
이나 의견 제시로도 그 역할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네티
즌들의 목소리는 여과 없이 맹목적으로 휩쓸려 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정부나 지식인들에게 위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화난 젊은이들(愤青)’이다. 이들은 사이버상에서 불
확실한 루머나 여과 없는 감정표출로 점철되어 있다. 2003년 사건
때 잘못된 루머에 따라 교회를 불살랐던 1891년 반일사건이 되풀
이되지 않도록 지식인들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경제발전과 자신의 주도성에 주의하기 때
문에 대외적으로 조심스럽게 “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韬光养
晦)”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때문에 사안별로는 정치적으로 사

이버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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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 할 수 있다. 2000년 중일 간의 마찰
이 있을 때 중국 최대 온라인사이트인 Baidu Tieba의 반일 포럼
사이트를 문닫게 하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에게는 민족주의는 이
중적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다. 중국 내부 사회통합과 공산당의 주
도성을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통치에 긍정적
이며 적극 활용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민족주의적 감정과 물결은
중국 정부에게도 체제적 위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
부분 애국주의적 공식 버전은 인터넷에서도 사실상 ‘화난 젊은이
들’ 등 네티즌들의 대중적 목소리를 제한하고자 한다. “최근 10년
중국에서 출현된 민족주의의 광풍은 반서방 및 반계몽에서 출발하
여 애국주의적 정치보수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3 “민족주의적 각
종 구호는 독립적이며 내재적인, 중국 인민의 진정한 이익과 상관
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4(馬立誠 2009: 133-4) 이러한 중국의
사이버민족주의는 그 형태나 내용 면에서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의 사례: 고구려 문제
고구려 역사문제는 2000년 이전에는 중국에서도 북한의 학계의
몫이라고 생각하였다. 1950년대 북한에 고구려 역사에 대한 발굴
과 역사를 책임졌으며 중국에서도 1980년대 이래 한국 학계가 고
3

許紀霖. 『독서』. 2010(8).

4

徐友漁. 『領導文萃』. 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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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려 역사에 대한 민족주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 역사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2002년 동
북공정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었다. 동북
공정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의 관심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
지만 연구비 경쟁과 학자의 욕망이 정치적 지도와 결부하여 만들
어진 결과였다. 손진이 교수 등은 연구결과보고서를 중국사회과학
원 중국변경지역역사 및 지리연구센터에서 출간하고 2003년 6월
24일 중국의 공식 신문사의 하나인 광명일보에서 “고구려 문제의
연구에서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라는 기사로 고구려는 고대 중
국의 변경지역정부이라는 주장을 보도하였다. 또한 2004년 4월 20
일 중국 외교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구려 역사를 중국변
경지방정부의 역사임을 고지하면서 외교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하
였다. 이에 대해 한국 학계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동북
아연구재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이에 대응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한중 간의 역사분쟁을 초래하였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불만을 표현하며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연구 부족을 비판하였다. 중국 학계의 관련 글이나 중
국 네티즌들의 주장을 올리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영토나
안보 등 민족적 주제는 다른 주제에 대해 거의 상호성이 없이 일방
적으로 생각을 쏟아내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주요 포털의 하나인
<네이버>에 올린 뉴스 “한반도 유사시 미일의 전략”(2004.12.12)은
불과 3시간 만에5 83명이 댓글을 올렸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올리

5

12일 일요일 11시 32분에서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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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구려 역사문제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수

개설시기

마지막 댓글

기타

삼태극

59,924

2004.02.28

글이 올라옴

활성화

한민족참역사

52,253

2005.01.02

2011.04.01

비활성화

한중일 역사왜곡청산위원회

4,256

2002.08.28

2012.01.22

비활성화

한겨레참역사

1,318

2006.11.06

2012.01.22

비활성화

동북아역사지킴이

1,838

2007.10.09

2011.12.03

비활성화

환단고기와 역사

1,361

2001.11.15

2011.07.03

비활성화

고 서로 우려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게시판과 달리 인터넷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
는 진지전 역할을 한다. 인터넷상에서 고구려 문제에 대해 지속적
으로 소통하는 커뮤니티는 이전에도 환단고기와 역사, 한중일 역
사왜곡청산위원회 등이 있었으나 2004년 이 시점을 중심으로 활
성화되었다. 2004년 2월 28일 개설된 삼태극이 가장 활발하게 활
동하였으며 한민족참역사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삼태극은 전
통사학의 입장에서 고구려는 단군조선 이래 고대 역사의 가장 중
요한 뿌리이며 되찾아야 할 우리 역사임을 분명히 하였다. 해당 커
뮤니티 내에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대체로 관련 자료를 올리고 자
신의 생각을 알리며 널리 전파하는 행동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현
재 삼태극은 회원수가 6만 정도에 아직 활동하고 있지만, 2012년
평균 3-40개 정도의 댓글이 올라올 정도로 활성화 정도가 매우 낮
은 카페이다. 또한 한민족참역사 카페도 회원수는 5만 명 이상이지
만 현재 거의 활동이 없는 카페이며 나머지 다른 카페는 거의 존재
감이 없는 카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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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정점에 도달한 고구려 문제의 한중 양국 간 논란
은 이후 수그러드는데, 이것은 양국이 서로 분쟁화되는 것을 자제
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학자들도 중국 민족 및 국가 건설의 역사적
토대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역사문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중 학자들은 고구려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피
하고 학술적인 논쟁의 범위를 지킬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였다. 중
국 정부도 실용적인 민족주의를 표방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에 개제
된 고구려 역사문제를 삭제하면서 동시에 역사교과서에 포함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학술적 교류를 촉진하는 심포지움을 조직화하
였다.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당사자인 손진이 교수도 2008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6 하나의 역사를 두 나라가 공유하는 것(一史兩用論)
을 중국 학자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
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역사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의 역사 인식이 자국의 영토에
있는 57개 모든 민족들의 이전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편입하여 통
일적으로 인식한 데 반해, 이러한 일사양용론은 커다란 진전이라
평가된다. 새로운 인식에 따르면, 중국사의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영토가 겹치는 경우 공통적 역사로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분쟁을 피하면서도, 다른 한편 역사
문제에 대한 강경한 주장이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통사회에
서 중국은 중심국인 천하(天下)이며 지방정권은 이에 복속되었다

6

http://blog.sina.com.cn/s/blog_5cf44c0a0100ayh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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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이 강하다. 조공제도가 그러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전통
사회에서 민족 개념이 현대사회와 상이하지만, 중국의 유명한 역
사가인 쟈오광게는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라는 전통적인 수사는 안
정된 데 반해 주변은 늘 변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변이는 인터넷의 사이버민족주의에서 잘 보인다. 중
국 네티즌 입장에서 고구려 역사에 대한 양국의 공유를 인정한다
고 하더라도, 한국이 고구려 영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
마에 빠진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로 인하여 동북3성에 있는 조선
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또 통일된 다민족국가로서 중국
의 정당성이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파장이 네티즌들의
의견에도 반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의 실질적인 수도가 한반도에 있었던 것인 만큼 고구려가 중국 역
사로 편입되는 것은 한국 역사 상당 부분을 부정하게 되며 더 나아
가 남북한 통일에도 중국의 개입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절실하다.
고구려 역사문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댜오위다오 영토문
제에 비해 훨씬 더 관심이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고구
려 역사논란이 발전되는 과정에 따라 중국 네티즌들이 더욱 관심
을 가지게 되었으며 2010년 말 길림에 있는 고구려 고분 2곳에서
수많은 벽화가 도굴되어 한국으로 갔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림 1>은 그러한 과정에서 점점 더
고구려 문제가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도가 높아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네티즌의 관심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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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구려 문제에 대한 중국 인터넷 이용자 및 매체의 관심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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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표현한 중국 CCTV의 방송물과 관련 게시물 검색 결과

CCTV에서 방영된 40분짜리 드라마 창바이산에서 대조영이 당 사
신 앞에 무릅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7이 방영되면서 한국의
네티즌들이 분노하였다. “中, 발해는 唐 지방정부”라는 기사가 네
이버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다음 카페에서 검색 빈도가 높을 정도
로 다양한 형태로 회자되었으며 기사에 대한 댓글 또한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로 점철되었다.
고구려 역사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한중 간에 중대한 현안
이 되고 있다. 2009년 7월 STNN 웹사이트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00명 중 73%가 한중 간에 역사문제가 장애가 된다고 생

7

다큐멘터리 제목은 백두산을 뜻하는 ‘창바이산’으로 40분짜리 다큐물 6부작이다.
CCTV의 다큐멘터리 채널인 ‘CCTV 채널 9’에서 방송했다. 이 다큐에서 CCTV는
발해를 세운 주체를 중국 동북지역에 살던 소수민족인 말갈족이라고 소개했다.
당나라 현종이 713년 발해에 사신을 보내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했다고 주
장했다. 이부분에서는 대종영이 사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책봉을 받는 장면이 연
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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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있으며 67%는 역사문제로 인하여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졌
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53%는 한중 간의 역사논쟁은 한국민의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며 50%가 정보를 잘못 제공한 한국의 언
론매체의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네티즌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호 편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문제에 대한
보다 이성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Tianya포럼(www.tianya.
cn)의 경우를 보면, 조선족은 상당 부분 중국의 고구려 역사에 대

한 일방적인 편입에 비판적이다. 아이디 ‘안샨인’은 고구려민들의
한국민 정체성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고구려와
발해가 단군과 치우대왕을 후신으로 한족의 역사일 수 없다고 주
장한다. 대한족(大漢族)으로서 중국인은 혈연의식 없는 하나의 민
족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아이디 ‘crazyspice’는 이성
적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인식을 제안하고 있다.8 1) 고구려 역
사문제는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적 역사관념의 결과이다.
2) 현재 국민국가의 영토 안에는 역사적으로 전혀 상이한 영토를
가진 많은 정치체제가 있었다. 3) 우리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면,
현대 민족국가의 영토의 원리에 따라 고구려 역사는 중국과 한국
에 모두 귀속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논쟁은 많은 네티즌의 관심
을 불러일으켰으며9 이러한 논의는 고구려 문제에 대한 이성적 토

8
9

http://www.tianya.cn/publicforum/content/worldlook/1/407109.shtml(게
재일: 2011년 11월 15일)
sabaofu와 tygk002는 비판적인 입장에 서서 crazyspice와 논쟁을 하였다. 전체
댓글 646개의 76.2%가 이들 3명의 논의에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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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대화의 가능성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V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적 민족주의로의 발전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민족주의는 이렇듯 오프라인의 민족주
의보다 훨씬 더 젊은이들의 언어적이고 감정적인 개입으로 증폭되
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보교환과 상
호소통이 쉽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한 자료 및 관점에 대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대화와 논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민
족주의는 민족주의 폐쇄성을 극복한, 열린 민족주의 혹은 소통적
민족주의(communicative nationalism)로 나아갈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한국과 중국 공히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참여 공
간이기 때문에 양국의 젊은 세대들에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을 통해
서 소통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면 민족주의적 편견과 갈등을 지향
하고 21세기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적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데는 이
중언어 사용자(bilingual user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
와 중국어를 하는 조선족과 기타 이중언어 사용자는 한국과 중국
의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
여 일시적으로 갈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대화와 토
론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양국의 민족
주의에 대한 보다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자세가 가능하므로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공간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이

258

러한 칸막이 허물기는, 한중 간의 교류가 더 진전됨에 따라 중국인
과 한국인 사이에 더욱 더 많은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늘어날 것으
로 보여 한중 간의 사이버민족주의 더 나아가 민족주의는 열린 민
족주의 혹은 소통적 민족주의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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