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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중국의 남성성에 초점을 두어 역사적 맥락에서 중국의 남성

성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당대의 사회 구조 속에서 변해가는 남성의 상

(像)을 찾아낸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리얼 버라이어

티 프로그램인 <극한도전>이 표상하는 남성성을 통해 지배적인 상징 현

실로서의 남성성이 어떠한 변화와 구성 과정 속에 있는지를 고찰하려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분석, 텍스

트 분석과 담론 분석을 시행한다.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신 중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논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인 변동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발생하여 이런 맥락적 변화에 의하여 시기별로 검토해 본다.

우선 신 중국 건국부터 문화대혁명 시기까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1950년대~1960년대, 사회주의적 문화 예술은 남성을 위

주로 묘사되고 재현된 남성 캐릭터 이미지는 바로 혁명 역사 소설(革命

历史小说)에서 재현된 ‘혁명 영웅’이다. 1960년대~1970년대, 혁명모범극

(革命样板戏)을 비롯한 문화 예술 작품은 당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재현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모범극에서 재현된 남성 영웅 인물은 결국

거세된 영웅으로 보인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신 시기’의 문학은 과거

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남성성의 창작이기 때문에 ‘우람한 노 간부(老干

部)'가 등장되어 고통의 과거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신 시기’로 건

너가는 다리가 된다. 1980년대부터 수입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현된 터

프한’ 남자 캐릭터들은 중국의 남성성의 형성과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1992년 새로운 경제적 개혁과 소비

주의적 관념의 영향으로 부유하고 성공한 남자는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



ii

지게 된다. ‘부’를 가진 남성 이미지가 발전해 나가는 결과로 ‘엘리트’가

되어야 하는 담론이 나타난다. 1990년대 큰 방송 비중을 차지한 형사 드

라마에서 재현된 부자를 반항하는 형사 이미지와 ‘약자’ 신분은 수용자의

인정을 받아 형사 드라마를 수용하는 ‘일반인’ 남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의 불우한 상황에 처한 것을 심리적인 화해를 얻는다.

21세기에 들어가며 중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붐이 온다. 본 연구는

<극한도전> 포맷 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무한

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들과 비교함으로 이 두 프로그램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검토하면서 <극한도전>의 4 가지 남성성의 특성을 논의한다.

<무한도전>과 유사하게 <극한도전>에서도 이상에 이르지 못한 남성

성을 드러내고 신체적과 내면적으로 모두 결점이 있는 남성성을 제시한

다. 그리고 또 하나 유사한 점은 복장 위반이다. 한국의 <무한도전>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프로그램이 평범한 사람으로

서의 남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반에

서 가부장에 대한 위반은 중국 <극한도전>의 독창적인 특징이다. 마지

막으로 프로그램 멤버들 사이의 깊은 형제애와 브로맨스적 재현 방법은

한국 <무한도전>에서 강조하지 않는 점이다.

본 연구는 <극한도전>의 비헤게모니적 남성성들을 통하여 이 프로그

램의 텍스트의 이중적인 특성을 밝힌다. 우선, <극한도전>의 비헤게모니

적 남성성들이 웃음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부장제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기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의 의리를 강조한 듯이 헤

게모니적 남성성의 특질을 역으로 지지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의 <무한도전>처럼 근대화 과정에서 '남성들의 위기'를 재현한다. 하지

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인공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자가 아

니라 평범한 남성, 소외된 남성, 심지어 루저들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다. 이런 잠재적으로 텍스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시청자에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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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면서 '위로'가 되기도 한다. 마치 <무한도전>이 '남성들의 연대와

결속, 그리고 노력의 신화'를 보여주듯이 <극한도전>도 중국의 시청자

에게 희망과 용기를 되찾을 수게 만든다.

결국,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위반하는 남성성,

그리고 비헤게모니적인 남성성들은 한국 <무한도전> 포맷을 흉내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 소비주의가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사

람들의 정서적, 이데올로기적 변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주요어 : 남성성, 리얼리티 프로그램, 근대화, 중국 텔레비전, 재현,

루저, 브로맨스, <무한도전>

학 번 : 2014-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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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젠더 연구는 사회적 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로서 주로 여성학과

남성학, 퀴어학 3가지로 구성된다. 1970년대 초까지 젠더 연구는 여성 연

구와 동일시되었는데 1980년대부터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

기 시작했다. 여성들에게 있어 남성성은 가부장제라는 틀에서 볼 때 사

회, 심리, 문화적인 차이 이상으로 전반적인 면에서 여성들을 주변화 시

키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정치화시키는 실질적인 지배 권력으로 경험

되었기 때문에 남성성은 페미니즘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어왔

다(허라금, 2000). 즉, 1970년대에 제2물결 페미니즘 혹은 급진적 페미니

즘이 등장한 후 남성성에 대한 담론과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다(박이

은설, 2013).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의 수용자는 물론, 대중의 의식, 행동양식, 나

아가 사회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디어가 젠더와 그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묘사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텔레비전에

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성별 고정 이미지와 성별 역할의 수행 장면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즉 젠더의 기준을 만들어 버렸다. 이런 이미지들

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마치 이상적 젠더의 기준을 벗어난 것

처럼 논의를 일으킬 것이다. 이어서 미디어의 재현에 더욱 신중함이 요

구된다. 미디어에 나타난 젠더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중 미디

어의 강력한 사회화 기능에 의해 전통적 가부장제 하의 수직적이고 이분

법적인 젠더 구분이 사회 안에 고정관념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한 젠더 이미

지의 변화를 감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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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성 또한 사회적 구성물이며 그 의미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Vavrus, 2002).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신속한 발전을 이룩하

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유교 사상의 영향

이 뿌리 깊은 중국은 성해방, 성자유주의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충격

을 받고 있다. 과거에 남존여비적인 이데올로기도 지금에 와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경제의 신속한 발전은 이데올로기의 급속한 변화를 일으켰

고, 이와 더불어 중국 젊은이들로 이데올로기의 혼동을 겪고 있다. 딩크

족, 성소수자, 커밍아웃,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줄곧 언급을 회피해 온 중

국에서도 성에 대한 토론이 시작 되었다.

하지만 여성주의가 중국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에 비하여 남

성연구의 사상은 그다지 전해지지 않았다. 중국 국내에 문학, 사회, 문화

연구, 특히 젠더 연구는 여성연구에만 제한되어 가부장제 속 여성들의

피해자 지위만을 강조해 왔다. 이에 비해 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 못했다. 현재 중국에서 남성성에 대한 담론은 체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미디어와 연결시킨 탐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드물

었다. 그럼 중국의 남성성은 어떠한가? 중국에서 ‘남자답다’는 기준이 무

엇인가? 왜 이런 남성성을 추구하는가? 고정된 남성성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가? 본 연구는 중국 남성성의 특징과 이런 남성성이 형성된 원인

을 탐구하고자 한다.

남성성은 역사적으로 구성되며 과거로부터의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

적으로 보면 중국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쳐온 유교에서 ‘수신제가후치

국평천하(修身齐家后治国平天下)’라는 절제와 통제에 대한 가르침을 남성

에게만 요구해왔고 이로 인하여 가부장제 속에서 여자만 억압받은 피해

자가 아니라 남자도 피해자로 봐야 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시점에서 중

국 남성성 양상의 흐름을 탐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역사, 경

제, 정치적 맥락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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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상징과 코드들을 담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현되는 사회의 각 모습들

은 수용자들의 인식 세계를 구성하는 상징체계이며 이를 통해 수용자들

은 세상을 바라보고 일상을 살아간다. 예능 프로그램 역시 현재 중국 사

회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상징 현실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징

현실은 텔레비전의 다른 장르 혹은 대중문화의 다른 장르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복합적인 의미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예능 프

로그램이 점점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그림1 참조).

최근 중국에서는 다양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그

램 포맷을 바탕으로 리메이크된 프로그램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중 프로그램 포맷 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텔레비전 포맷 교류가 활성화된 계기는 2012 년 중국 호남(湖南)TV에서

MBC음악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의 포맷을 계약하여 제작한 중국판

<나는 가수다(我是歌手)>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점이다(이무추,

최용준, 2016; 주홍예, 2016).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 1부에서 방

영된 <아빠! 어디 가?>는 중국 호남(湖南)TV의 <아빠 어디가(爸爸去哪

儿)>로 리메이크되면서 중국에서 큰 인기를 거두었다. 그 후에 절강(浙

江)TV가 KBS2 TV에서 방영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포맷을 계약하

여 중국판 <아빠 돌아왔다(爸爸回来了)>를 만들었다. 가정의 틀에서 남

자들이 부모의 아들, 아내의 남편, 자녀들의 아버지 등 역할을 맡고 있는

데 이런 육아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부성과 부성애 이미지가 중국 사회에

서 큰 화제가 되었다. 절장(浙江)TV는 2014년에 <아빠 돌아왔다> 외에

도 SBS의 일요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런닝맨(Running Man)>을 수

입하여 중국판 <런닝맨>-<달려라, 형제(奔跑吧, 兄弟)>의 제목으로 리

메이크하였고 항상 시청률 1위1)를 차지하였다. <달려라, 형제>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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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중국 예능 프로그램 시청 비중

*출처: 중국 산업 조사 사이트(中国产业调研网): http://www.cir.cn

현된 캐릭터들 사이의 튼튼한 우정과 연애 관계는 시청자들이 열정적으

로 토론하는 화제가 되었다.

또한, MBC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가장 성공한 주말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김수아, 2014). 2015년에 들어와서 중국 상해동방(上海东

方)TV에서는 <무한도전>의 포맷을 참조하여 <극한도전>의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6월 14일부터 9월 20일까

지 시즌 1, 총 12회를 방영하였고, 2016년 4월 17일부터 7월3일까지 시즌

2, 총 12회를 방영하였으며 현재는 시즌 3을 제작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방영하기 전부터 출연하는 연예인들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고 방영이

되면서 시청률이 2위를 차지하였고 그 후에 급격한 속도로 1위까지 차지

했다. CSM2)시청률 조사결과에 따르면 <극한도전> 시즌 1 만 보았을

1) <달려라, 형제> 시청률 참조: http://baike.baidu.com/item/奔跑吧兄弟/14823661?sef

r=cr#4_4

2) CSM(央视-索福瑞媒介研究有限公司): CCTV(중국중앙방송국)-소프리매개연구회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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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제1회 시청률은 1.191%이였고 최고 시청률은 2.742%, 평균 시청률은

2.5%에까지 달하였다. 중국에서 시청률은 1%를 초과하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도전>은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

다. 시즌 2는 방영 시 첫 회부터 1위에 있었고 그 후에도 꾸준히 1위 시

청률을 차지해왔다.

<극한도전>이 방영된 후, 이와 관련된 담론들은 프로그램의 6명 출연

자로 구성된 ‘남인방(男人帮)’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남인방’은 중국어에

서 ‘남자의 그룹’이란 뜻으로 남자들만의 단체를 표현하는 말이다. ‘극한

남인방3)(极限男人帮)’뜨거운 브로맨스 ‘CP(커플)’과 ‘진정한 남자’에 대한

해석은 큰 논의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남자들이 더 이상 아버지, 아

들, 남편이 아니고 형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의 관계만 존재하기 때문에

동성 사회적 배경에서의 남자들의 남성성들을 재현한다. <극한도전>이

여성 없이 진행되는 남성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

속의 가정의 틀에서 벗어난 중국의 남성성을 탐구하기에 좋은 연구 대상

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면 공적 영역의 사회적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간

주되던 소위 남성적 특질은 ‘의지력, 대담성, 목표 지향성, 독립성, 폭력

성, 비 타협성, 지성’ 등을 포함한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성은 과연 고정

적인 이미지를 지속해 왔는가? 남성성에 대한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남

성성은 역사적으로 구성되며 과거로부터의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대의 정서 구조와 사회 구조 속에서 구성되는 문화적 산물이기

도 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남성성을 주목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중국의

남성성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당대의 사회 구조 속에서 변해가는 남성의

는 중국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미디어 조사 기관이며 텔레비전 시청 방면에 중국 

대륙에서12.8억 넘는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3) ‘극한 남인방(极限男人帮)’에 대한 기사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Baidu, 百度)

에서는 총 16,900 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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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像)을 찾아내고자 한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극한도전>이 표상하는 남성성을 통해 지배적인

상징 현실로서의 남성성이 어떠한 변화와 구성 과정 속에 있는지를 고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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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1절 남성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헤게모니적 남성성

1960년대 페미니즘의 출현과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여성성’ 의제는

주목을 받았지만 ‘남성성(masculinity)’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김

수아(2014)는 남성의 규준이 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의 ‘타자

들’(others)만 연구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스스로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성’

은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학문적,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된다. 명예와 책임

을 골간으로 하는 경제 부양자이며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

었을 때, 즉 '남성성의 위기'에 대한 담론이 흥기하면서 남성성의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김수아, 최서영, 2007). 그럼 학계에서 남성성을 어떻게 정

의하고 있는가? 각 문화권과 사회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젠더 수행 이론에서 사회적 젠더로서 여성성을 수행하지 않으며, 남성

적인 젠더 수행을 통해서 남성성이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획득될 수

있는 문화적 실천임을 보여준다(김지혜, 2014). 젠더는 (여성이나 남성)

‘인 것’(being)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doing)

것이라고 주장한다(Butler, 1988). 즉, 무엇보다도 젠더가 생물학적 성에

복속되어 선차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전제된다.

정희진(2011)의 관점에 따르면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4)적 의미 부여는

4) 정희진(2011)은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에 의해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속성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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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다(김수아 외, 2014 재인용). 그래

서 남성은 필연적으로 남성성과 연결하거나 여성이 여성성과 연결시키는

것보다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즉, "어떤 특성이 남성적인 것으

로 간주되고 그것에 권위가 부여되는 과정은 사회적 차별로서의 젠더 체

계의 구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김수아 외, 2014).

남성들은 이런 이미지를 통해 스스로가 ‘남자답다’고 여기는 모습을 이

상적인 남성성으로 내세운다. 이런 남성성의 이상적인 모델은 개인과 민

족을 쇄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상징으로, 또한 현대 사회를 정의하는

기초로 이용되었다(모스, 1996: 이광조, 2004 재인용). 한 시대에 통용되

는 이상적인 ‘남성성(masculinity)’과 ‘남성다움(manhood)’ 등 성(gender)

정체성이나 그 역할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

성물이며, 그 과정에 미디어가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Craig, 1992).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성 정체성이나 역할이 굳어지게 되었다.

행케(Hanke, 1998)는 이를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이

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미국사회가 지지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의 주체는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전문적인 남성 경영인’이라고 보았다. 베일 프랑

크(Bale Frank)는 ‘헤게모니적/이성애적 남성성(hegemonic heterosexual

masculinity)’으로 개념화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반면 신시아 콕번

(Cynthia Cockburn)은 ‘남성 헤게모니(male hegemony)’로, 도미넬리

(Dominelli)와 골린스(Gollins)는 ‘헤게모니적 남성들(hegemonic men)’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남성성의 이상적인 모델에는 의지력과 명예, 용기

등 이상적 가치가 포함된다(모스, 1996: 이광조, 2004 재인용). 남성들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성에게 합리적인, 강한, 지배적인, 능동적인, 

공적인, 독립적인, 적극적인, 정신, 과학, 경쟁, 질서, 전쟁, 이성, 지성, 깊이, 초월 등

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반면, 여성에게는 비합리적인, 약한, 종속적인, 사적인, 의존

적인, 수동적인, 소극적인, 예술, 육체, 협력, 무질서, 평화, 정열, 감각, 표면, 내재 등

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정희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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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남성적인 남성들을 조롱하고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것은 남성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즉, 남성들

은 다른 남성을 지켜보고 순위를 매기며 끊임없이 남성성의 승인 여부를

판가름한다.

코넬(Connell)이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한 헤게

모니적 남성성으로 통일되어 사용하고 있다(이아람찬, 2010 재인용). 그

는 남성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을 통해 후속 연구에 적용 가능한 틀을 마련하였다. 코넬은 서구 남

성 젠더 질서 안에서 남성성의 주요 유형을 구성하는 관행들과 관계들을

a)헤게모니적, b)예속, c)공모, d)주변화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예속의

원칙은 동성애 남성들의 경우 가장 잘 드러나며 이들은 남성적 성 위계

질서 상 최하위에 속하고 있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

라고 한다. 공모의 원칙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

는 남성이 숫자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 위계질

서 상 매우 낮은 위치라 할지라도 남성적인 것에 주어진 높은 가치평가

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남성성의 사회적 헤게모니가 남성 다수에게 이

익을 주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대다수의 공모 관계다. 주변화(배제)는

사회적 성의 ‘계급’이나 ‘인종’의 범주와 연결될 경우 잘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코넬은 백인 지배 사회에서 흑인 남성성의 상징화, 의미부여, 가

치 이용을 예로 든다.

코넬의 분류법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 부분은 역시 헤게모니적 남

성성이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 위치를 보

장하는 가부장제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젠

더 관행의 지형(confuguration)으로 정의하였다. 정희진(2011)은 남성성

은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연속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남성

권력은 현실을 진단하고 정의 내리며 경계를 만드는 힘(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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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을 의미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남성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정희

진, 2011). 즉,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시대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핵심 요소는 앞 시대의 남성성들과 겹치거나 재구성, 재결합, 인용된 결

과들이다"(정희진, 2011).

미디어는 특정 시기 사회구성원들의 지배적인 가치를 재현하고 확산시

키는 역할을 한다.

근대 이후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방식으로 성 역할

이 고착되었고 남성은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생계 부양자였다. 아시

아의 경우는 유교적인 가부장제의 틀이 견고하고 ‘남성성’은 엄격하고 체

면을 중시하면서 가장으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속성으로 인식하여 왔다. 김미라(2014)는 텔레비전을 비롯한 미디

어는 역시 이러한 지배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남성성을

충실히 재현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헤게모니적, 전통적 남성성의 이미지는 사회 변화와 함께 달라

지고 있다. 오늘날, 소비사회로의 변화는 광고와 주류 미디어에서 재현되

는 남성성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쳤다. 린제이(Lindsey, 2015)에 따르면

과거 산업사회 시대에 가부장은 강인한 ‘브레드-위너’(breadwinner)였지

만 소비 사회로 변화하면서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상업화 되었으며 이런

변화와 같이 미를 강조하는 남성성의 이미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상

업주의의 성장에 따라 수동적이고 대상화되는 남성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며, 동성애가 인정 투쟁을 통해 사회학의 중심 의제로 부상하게 되는

것 역시 남성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Beynon, 2002/Lindsey,

2015). 그리고 남성성은 한 사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하는 속성을 갖

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 남성성에 대한 분석에서 마제(Maase,

1996/2001)는 전통적인 정결하고 단정한 청소년 남성성이 대중문화 영역

과 교우하고 미국 문화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느슨하고 반항적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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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대체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김수아, 2011).

한국의 경우에도 남성성의 두드러진 변화로서 외모에 대한 강조와 성

적 대상화 현상 등이 논의되어 왔다(윤조원, 2010: 임인숙, 2005 재인용).

‘꽃미남’과 같이 아름다운 남성, 자신을 꾸미고 여성에게 자상한 남성 등

의 이미지가 주류화 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패션 화보 등을 중심으로

‘뉴 맨(New Man)’ 이미지가 등장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남성

의 몸이 대상화되어, 즉 남성의 몸은 전시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염혜정,

2011). 20세기 말에 ‘메트로 섹슈얼’ 현상은 또 하나의 예시로 볼 수가

있다.

메트로 섹슈얼(Metro-sexual)은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가꾸는 것에

관심을 두며, 내면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즐기는 현대 남성을 뜻한다.

1994년 영국의 문화비평가 마크 심슨(Mark Simpson)이 인디펜던트

(Independent)지 칼럼에서 여성적 취향의 남성들을 이 용어로 표현한 것

이 시초다.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남자들의 새로운 변화를 빗대어 표현

했는데, 메트로 섹슈얼 족은 도시(Metro)에 살면서 패션, 미용, 인테리어,

요리 등 여성적(Sexual) 라이프스타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예

쁜 얼굴에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을 가졌다. 주로 경제력 있는

20~40대이며, 고급 쇼핑을 즐기면서 명예보다는 가족과 우정을 우선시한

다. 메트로 섹슈얼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변화

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외모지상주의 문화에 자유롭지 못한 현

세태와 웰빙트렌드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메트로

섹슈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성 패션, 광고 등을 주목하여 현대 남성성

의 새로운 양상을 토론하였다(손지연, 2010; 이은선, 안정선, 2013; 남수

정, 2010; 김정연, 제갈미, 이연희, 2010; 이언영, 변미연, 이인성, 2006;

유진, 임은진, 2015).

또한, 한국의 남성성을 연구한 정(Jung, 2011)은 가수 비와 ‘욘사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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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 裴勇俊)’ 같은 다양한 한류 스타의 남성 이미지를 ‘부드러운 남성

성’, ‘포스트모던 남성성’, ‘글로벌 남성성’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논

의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남성성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김수아 외, 2014). 남성성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양

상이 보여준 듯이 중국의 남성성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의 남성성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 사회의 경우 경제발전이 주도적 이데올로기였던 근대화5) 과정에

서 남성들에게는 가족 부양자인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성성을 구성하

는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요구되었다. "유교적인 가부장 문화의 영향으

로 책임성, 체면, 엄격함, 도덕성 등의 관념이 결합하면서 사회의 헤게머

니적인 남성성을 형성하게 된다"(김미라, 2014).

중국의 헤게머니적인 남성성에 관한 연구는 여성 연구와 비하면 극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라 본 연구는 ‘무’와 ‘문’의 이

중성과 대응시킴으로써 캄 루이(Kam Louie, 2002)의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소리 못하게 된 여성 젠더에 대

한 논의가 많아지는 동안에 중국 남성성에 대한 작업은 눈에 띄게 결석

하고 있다. 루이의 연구는 중국 남성성을 일반적으로 이론화한 첫 시도

로써 중국의 젠더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되었다.

루이의 기본적인 관점은 중국의 헤게머니적인 남성성은 두 가지의 유

형으로 구조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생산적인 긴장에서 상호

작용한다. 이 점은 음(阴), 양(阳)의 관계와 비슷하다. 남성성 중 하나는

5) 본 연구에서 '근대화'와 '현대화'는 같은 의미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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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文)’이다. ‘문(文)’은 사대부 그리고 문(文)적인 남성성의 대표인물 공

자(孔子)가 주장한 군자(君子)와 관련된다. ‘문’적인 남성성은 나라 질서

의 유지, 계급과 효성의 수직적인 유대를 지지한다. 두 번째 유형은 ‘무

(武)’다. 무예를 숭상하는 남성성의 대표 인물은 삼국시대의 촉한(蜀漢)

명장 관우(关羽)다. ‘무(武)’의 남성성은 무협영화에서 재현된 ‘강호(江湖)’

라 불리는 무협 세계와 연결시킨다(Louie, 2002). ‘무’는 ‘문’과 달리 수평

적인 형제애(brotherhood)의 유대를 강조한다.

루이에 따라 이두 가지 남성성은 평등적인 관계이지만 미국 헐리우드

백인 우월주의자적 마초(machos)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그들은 중국

문화 속 ‘문’의 특성만 보는 것이다. 카우보이, 형사 혹은 군인이 규범을

깨워 폭력을 행사할 때만 공평성을 얻을 수 있는 미국 현대문화에서 중

국의 군자 이미지가 남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중국의 이상적인 남성성은 ‘문’과 ‘무’의 밸런스다. 남자는 폭력을 남용

하지 않게끔 전략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 ‘문’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

지 못하면 세계가 무질서의 혼돈(chaos)이 된다. 루이의 관점에 의하면

무술을 모르는 ‘군자 문인(君子文人)’의 남성성은 무력을 숭배하는 남성

성보다 더 중요하다.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에게 정말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 남성성은 ‘무’

적 워리어 보다 ‘문’적인 것이라는 루이의 주장이다. 그런데 루이의 많은

예시들로 이런 주장의 부정확함을 설명하였다. ‘문’적 남성성은 어느 측

면에서도 여성을 더 배려해주지 않았다. 실은 여성은 이 두 가지 유형에

있어서 모두 유혹과 자제하지 못한 끌림에 대한 무서움을 드러냈다. 여

성에 대해서 ‘무’적 남성은 단순히 피하거나 폭력으로 배제하는 반면에

‘문’적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 대한 욕망을 자제함으로써 이상과

가정 책임을 위하여 욕망을 포기한다.

위의 관점을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관점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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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에서 중국 남성의 이미

지는 연약하고 여성적이며 쉽게 굴복하다. 역사적 맥락에서 미국 대륙횡

단철도6)(transcontinental railway)가 성공적으로 완성된 후, 철도를 건설

한 수많은 중국 남성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 백인의 눈에 여성스러워 보이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빨

래방에서 빨래하기, 식당에서 설거지하기, 심지어 부잣집에서 시종되기

등이다. 그래서 백인은 그들을 여성노동자로 보고 그들의 남성성을 무시

하였다. 또한 그 때 미국의 <중국인 배척법7)(chinese exclusion act, 排

华法案)>과 <인종 간 결혼 금지법8)(anti-miscegenation laws, 反异族通

婚法)>을 공포하여 미국에 있던 중국 노동자들이 아내와 만나는 기회를

빼앗고 미국에서 생육하는 권리도 박탈하였다. 이때 중국 남성 노동자가

거세당하였다.

이런 거세된 남성 이미지를 보려면 후에 헐리우드 영화 속 아시아 남

성 이미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 속 왜곡된 표상을 보면

아시아 남성의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악당, 지

혜로운 아시아인, 성룡으로 대변되는 능동적인 액션물의 주인공이기는

하나 성적 매력이 없는 일종의 ‘거세된’ 아시아의 영웅, 이소룡(李小龙)으

로 대변되는 능동적인 동시에 성적으로 어필하는, 따라서 매우 문제적인

영웅 4 가지가 있다. 헐리우드가 전 세계 속에 유통시킨 기존의 아시아

남성상이 무술엔 능하나 여성을 매혹시킬 수 없는 유아적인 존재로 그려

6) 대륙횡단철도[transcontinental railway, 大陸橫斷鐵道]：보통 대륙의 폭이 넓은 부분

을 횡단하는 철도에 대하여 사용하나, 특히 대서양 연안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을 횡단

하여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철도를 가리킨다. 최초의 본격적인 대륙횡단철도는 1869

년 5월 10일에 완성된 것으로, 유타주(州) 프로먼토리에서 유니언퍼시픽 철도와 센트

럴퍼시픽 철도가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동부 ·중서부와 태평양 연안이 철도로 연결

되어, 태평양 연안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7) <중국인 배척법> 위키백과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중국인_배척법

8) <인종 간 결혼 금지법> 위키백과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Anti-miscege

nation_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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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홍석경, 2013).

이런 현상에 대해서 루이는 서양 남성이 아시아 남성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관점에서 설명한 바가 있었다. 서양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위

와 제시된 것과 같이 사실 단지 중국 남성성 중의 ‘무’적 남성성과 대응

될 수 있다. 백인 우월주의적 강력한 사나이 이미지는 중국의 권력체계

에서 ‘무’적 남성과 동일시된다. 하지만 루이에 따르면 ‘무’적인 남성들이

‘문’적인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즉, 영미 문화권에서 중요시된 사

나이들은 무기력하고 여성스러운 ‘문’적인 남자에 아래에 존재한 것은 서

양인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영미문화는 중국

남성의 성적 능력을 회의한다. 미국 게이 비디오 포르노물에서 아시아

남성 캐릭터 설정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Richard Fung, 2005). ‘아시아

남성은 양 다리 사이에 두드러진 물건의 부실(deficiency)로 정의된다.’

즉, Fung은 게이 포르노물에서 백인 남성의 시점에서 아시아 남성이 여

성화, 탈성화(desexualize)를 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위를 중국 남

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서양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복잡한 시스템을

구조하여 자기가 백인 남성으로서의 유리한 지위를 지킨다는 주장도 있

었다(刘倡，2014).

남자 간의 우정을 중국의 이분법적(문과 무)인 남성성 이론에서 보면

과거 학자들의 관점과 달리, 루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학자들은

그 동안 ‘무’를 숭배하는 남성성 세계는 거의 무성적(asexual)이라고 주

장해 왔는데 루이는 동성 사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남자 사이의 열정적인 우정은 인정받은 것이고 아마 성

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 고전 소설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취침

할 때와 남자끼리 같이 취침할 때, 사용된 서사학적 언어는 같기 때문이

다. 또한, 남자끼리 함께 취침하면 열정적인 애착과 질투를 초래한 경우

가 있다. 이런 정서는 로맨틱한/성적 관계에서 자주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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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문’과 ‘무’의 남성성은 변해가고 있는가? 현대적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소설에서 무산계급 영웅, 액션영화, 그리

고 중국 여성들이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문’과 ‘무’ 모

델의 보편타당성을 견지하거나 모든 것을 그것에 꼭 들어맞아야 하게 할

필요가 없다.

미디어가 일상생활에 개입하는 지금은 현대 남성성이 더 다원적이고

더 가상적인 시뮬라크룸(simulacrum)이 되었다. 점점 커지는 여성의 권

력은 지배적인 남성성 스테리오 타입을 약화시킨다. 중국 록 음악을 분

석대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에서 중국의 남성성

위기는 서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적인 요소를 인용한 것은 중국의 현대화, 물질화, 서구화 과정에 대

한 비판이라고 주장한다(刘倡, 2014).

재현이론을 바탕으로 중국 가정 윤리 드라마에서 아버지와 남편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캐릭터 연구가 있었다(何天平, 2016). 그 결과를 보면

중국 가정 윤리 드라마가 남성 이미지에 대한 재차 코딩으로 소비지향적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한다는 바가 있

었다. 이어서 새로운 남성성의 이미지가 생산된다. 아버지의 이미지는 가

족의 핵심에서 일반적인 구성원으로 변해가고 있고 아버지의 부재, 흠이

있는 아버지, 그리고 진보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동시에 남편은 사나이부터 소심남(小男人)으로 한 세속적인 이미지로 변

해져, 연약한 남편, 거세된 남편, 길을 잃었다가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줄 아는 남편의 새로운 이미지들을 가지게 된다.

한편, 중국 체육 스타 농구 선수 야오밍(姚明)이 미국 NBA휴스턴 로

케츠(Houston Rockets)에서 데뷔한 것은 서구에서 병약한 아시아인(东

亚病夫)이란 고정관념을 거스르는 의미를 가졌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曹晋, 2007). 이는 기호학으로 중국 해방일보(解放日报)에서 야오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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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과정에서 얻게 된 국제적인 체육 스타 이미지에 대한 수사학적

인 특징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미디어 문화산업은 세계적인

소비를 가능케 한 체육 스타 이미지를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

트식민 국가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의제 설정 역할도

한다.

예능프로그램(중국판 ‘아빠 어디가?’, ‘아빠가 돌아왔다’ 등) 에서 아이

를 돌봐주는 아버지의 출연으로 지배적인 남성성이 재구조화 되고 새로

운 부성(父性) 이미지를 등장시켰다. 전통적인 가부장제는 비판을 받았

다. 가부장제도가 여성만을 압박하지 않고 남성도 압박하는 것이다(冯秀

彬, 2015). 가부장제에서 남성 주도의 의미는 실제로 남성 개개인마다 그

런 권력을 수행해야 함을 강요한다. 남성 특권도 압력과 긴장이 수반되

는 함정인 것이다. 남자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어릴 때부터 교육으

로 내화시켰다. ‘남자가 반드시 돈 벌아 된다. 남자는 여자를 돌봐야 한

다. 남자는 고생 많아도 울면 안 된다. 남자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이런 압박도 남성의 성격이 형성될 때 억압과 꼬임을 일으키는 것이다.

3. 중국 전통문화 속의 남성 유대

봉건국가였던 중국에서 사회 이동(social mobility)의 지배적인 방식은

남성이 그들의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남자 만과 소통한 것을 보장해준

것이다(Song G., 2004). 남성 유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세즈윅이 조명한

동성 사회성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중국 남성의 형제애를 설명하고자 한

다.

(1) 동성 사회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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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사회성(homosociality)은 영문학자이자 비평가인 세즈윅(Sedgwic

k, 2015)의 주요 개념으로, 동성 간의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는 관계성을

의미한다. 동성 사회성은 성적인 요소를 배제한 친밀성이기 때문에 액면

적으로는 ‘동성애’(homosexuality)와 구별된다(김지혜, 2014). 세즈윅은

동성 사회성(호모소셜)을 통해 남성들 간 신체 접촉 금기 등 동성애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을 표현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면 동성애적인 감정과 욕망이 동성 사회성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

는가? 김지혜(2014)에 따르면 남성들의 동성친밀성은 동성애적

(homoerotic)인 감정과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동성친밀성이 ‘동성 사회성’(homosociality)

이나 여성의 ‘동성 관계’(female same-sex relations)보다 동성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명시한다. 동성친밀성은 동성 사이의 낭만적 감정이나 열

정, 성애, 연대, 우정, 친화성, 감정적 애착과 헌신 등 광범위한 관계

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동성친밀성은 동성적 공동체에서 나타나

는 일시적 탈이성애화(deheterosexualization)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 동성친밀성은 유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동성들

의 긴밀한 관계를 동성애적 지향이나 정체성으로 흡수하지 않고, 공동

체의 다면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혜, 2010). 즉, 동성

친밀성의 영역에서 동성애는 그의 한 부분으로 보인다. 동성 사회성은

동성친밀성의 범주에서 작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성애적인 특성

을 배제한다. 즉, 동성 사회성은 주로 이성애 남자들끼리 친밀성을 추구

하는 전제가 있다. 동성 사회성은 남성들이 동성애적 친밀성을 부인하면

서 남성 간의 연대를 성취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남성 동성 사회성에 대한 지배적 관념들은 다음과 같다. 세즈윅(2015)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이성과 합리성, 감정 통제’가 발달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성 유지에 필요한 감정이입이나 민감성 등이 부족



19

그림2. 남성의 동성 사회적 욕망

*출처: 세즈윅(2015).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ersity Press.

한 것으로 가정된다. 남성들은 자기 충족적(self-sufficient) 이고 독립적

인 자아를 개발하도록 독려되며, 감정을 억제하고 노출하지 않도록 사회

화되면서 친구들에게도 내밀한 감정을 차단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들의

우정은 내밀한 정서적 교감을 동반하기 보다는 동지애(comradeship)적

연대나 이해관계의 결속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김지혜, 2011).

그럼 남성성과 동성 사회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왜 남성성은 동

성 사회성은 요구하는가? 본 연구는 세즈윅의 ‘동성 사회적 욕망

(homosocial desire)’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세즈윅(2015)은 동성 사

회적 욕망의 전략을 ‘애로틱한 삼각형(erotic triangles)’으로 부른다. ‘애

로틱한 삼각형’은 한 여자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한 두 남자 사이에

경쟁자 관계다.

그러나 이성애 관계에서 주체로서 한 남자의 일차적인 동기와 욕망의

대상은 특정한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 뒤에 잠재적으로 있을 다른 남자

다. 주체인 남자는 여성을 통하여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 그들에게

서 자기의 남성성에 대한 인정을 받는 목적이 있다. 이러하여 동성 사회

적 관계에서 우세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세즈윅은 이런 ‘남자끼

리의 유대(male bonding)’가 맺어지는 동기와 요구를 ‘남성의 동성 사회

적 욕망 (male homosocial desire)’으로 정의한다(그림2 참조). 그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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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성 사회적 욕망을 이용하여 이성애적 연애 서사에 대한 고정적인

이해와 해석을 해체하여 재구성시킨다. 이러한 과정의 내밀한 동기와 주

도적인 관계는 남자끼리 안에서만 제한하여 끼어 있는 여성은 남성들이

사회적 관계를 맞는 필요한 수단이자 방법일 뿐이다. 공개적, 표면적인

요구된 객체로서 여성은 남상 사이의 인정받지 못한 욕망 관계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세즈윅은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이 소외되어 억압받는

실질적인 이유를 폭로 시킨다.

세즈윅은 동성 사회적 욕망을 남자끼리거나 여자끼리 사이에 사회적

유대와 동반한 욕망의 연속체로 정의하였다. 동성 사회적 욕망은 동성

애적 실천을 암시하지만 동일하지 않는다. 동성애 행위는 동성 사회적

욕망 이론의 사회적 실천에서 단 일부분일 뿐이다. ‘욕망’은 여기서 개체

의 물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회력(social force)로 이해해야 한다. 남성

의 동성 사회적 욕망은 남성 유대의 실천의 방식이자 가부장제의 시스템

에서 남자의 동성 사회적 욕망의 구조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세즈윅에

따라, 가부장제의 유지는 이성애를 의지하는 것이고 이성애 주의 혹은

동성애혐오에 있지 않다. 이성애적 관계는 동성 사회적 욕망의 전략이

되어 결국 남자의 유대를 창출한다.

위에 논의한 세즈윅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젠더의 권력관계는 남

성성의 토대인 것을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남성성과 남성의 동성 사회성

은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가 있다. 남성의 초기 양육 방식과 그 후에 이

성애 관계를 보면 남성성의 획득은 개개인이 고립된 상태로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낼 수 있다. 남성성은 동성 사회적 관계에

서 상호작용이나 다른 남성에게서 자기의 남성성과 지위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 얻어야 한다. 이러하여 남성성의 규범에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남자마다 남성의 동성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남성 개개인이 다른 남성과 사회적 유대를 맺어, 상호 작용하여,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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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쟁하고 서로의 위계 관계를 정한다. 역으로 말하자면, 남성의 동

성 사회적 관계에서 우위를 얻는 결과와 상징은 다른 남성 위에서 압도

하게 하는 남성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킴멜(Kimmel)도 남성성과 동성 사회성의 관계를 세즈윅의 주장한 바

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의 관점으로 정리하자면 "남자가 자기의 아

이덴티티를 실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실증은 다른 남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동성 사회의 규범과 성 차별은 서로 인과 관계를 이

룬다. 한 남자가 남성 사회의 위계 구조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여성을 소

통의 도구로써 보고 다른 남자의 평가야말로 관건이다"(Kimmel, 2004).

세즈윅과 킴멜이 주장한 동성 사회적 욕망은 서양 남성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 시장 경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대 중국 사회의

남성성에 있어서도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刘颖, 2015).

남성 간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금기는 서구 문화 내에서 오랫동안 규

범으로 자리 잡았다(안상욱, 2011: 김수아 외, 2014 재인용). 한국 인터넷

문화와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는 남남 사이의 이러한 금기, 즉 친밀한 신

체 접촉들은 "웃음을 동반함으로써 친밀성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

만, 동시에 남성 관계의 변화를 함의할 수 있는 현상"(안상욱, 2011: 김

수아 외, 2014 재인용)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변화들은 최근 들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균열과 다양하고 다기한 남성성‘들’의 등장이 두드

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아 외, 2014).

위에 남성성과 동성 사회성에 대한 담론은 서구 중심적이다. 동양에

위치한 중국의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 중국 전통적인 문화 맥락

속에 동성 사회성 개념이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2)중국 전통 문화 속의 남성의 동성 사회성

중국 고대 전통적인 남성성의 개념은 고대 남성 동성 사회성에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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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남남 관계가 남녀 관계보다 남성성의 구조화에

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성 사회적 유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루이(2002)는 중국 전통 사회에서 영웅의 동성

사회성은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대해서 영웅의 탈성화, 남성 유대, 여성

혐오 3 가지 층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영웅주의와 비교하면 중국의 영웅은 성의 부재(the absence of

sex)란 특성을 가진다(Song G., 2004). 즉, 중국의 영웅은 탈성화된 영웅

이다. 이어서 오늘의 시청자에게 재미있는 부분은 로맨틱한 내러티브가

언제나 ‘문’적인 남성이고 ‘무’적인 남성은 성적 욕망에서 배제된 것이다.

고전 소설 <삼국지연(三国演义)>과 <수호전(水浒传)>에서 남성성은 이

성애적인 사랑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남자의 세계에서 다른 남성의 존경

과 동경을 얻을 수 있는 성격과 품성이었다. 두 소설에서 남성성은 남자

의 동성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구조화하고 그들의 형제애, 동료애, 그리

고 충성심으로 재현한다. 서구의 기사(knight) 문화와 대조하여 중국 문

화에서 영웅적 담론은 성적 차원이 없이 남성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삼국지연>과 <수호전>에서 덕행으로 존경받은 유비(刘备), ‘인(仁)’과

‘의(义)’를 수행한 송강(宋江), 남자답고 못생긴 무사 장비(张飞)와 이규

(李逵), 그리고 잘생기지만 성적으로 자제한 영웅 관우(关羽)와 무송(武

松). 그들은 여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성생활에 대한 내러티브도

없었다.

루이는 중국의 영웅주의의 구조에서 동성 사회적 남성 유대의 역할과

서구 영웅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남성성은 동성 사회

적이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서로에게 자기를 증명하고 여자에게는 증명

하지 않다. 영웅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명예를

얻으면 다른 남자의 존경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자기의 생활에서보다

사회에서 자기의 명예를 더 아낀다. 영웅과 문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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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지속되는 명예와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좋은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공자의 규범을 지켜야 하는데 충성심과 정의는 중점이 된

다. 그래서 좋은 명성은 동성 사회적 커뮤니티에서 제도화된 이데올로기

를 대표하고 동성의 헌신과 충성심이 특징이 된다.

둘째, 고대 중국에서 남성성의 구조화에 있어서 동성애혐오적 담론이

지배적인 지위에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동성애/이성애적

이분법은 고유한 문화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대 중국의 남남

유대는 여성을 ‘매체(medium)’로 사용하지 않는다. 세즈윅의 에로틱한

삼각형이 중국 문학에서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동성 사회

적 관계 속에 여성의 부재는 확실하다. 남자들을 연결시킨 것은 정의와

충성심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다.

셋째, 이성애적인 사랑은 남자의 유대를 위협한다. 그래서 동성 사회적

담론은 여자와 이성애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택한다. 여자가 위험하

다는 이유는 그들은 남자로 하여금 공적, 사회적 책임에서 분리시키고,

다른 남자에 대한 충성심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가 지닌

여자에 대한 사랑은 비난 받은 것이다.

동성 사회적 담론도 동성애적인 추세를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삼국

지연(三国演义)>에서 ‘인재를 아끼는(爱才)’ 담론도 인군과 장군 서로의

존경과 감상을 서술하였다. 소설에서 각 지방을 차지하고 서로 다투는

것은 항상 좋은 인재를 얻으려는 것으로 실행되었다. 인군들은 모든 노

력을 다해서 정서적으로 인재를 감동시켜 좋은 인재를 흡수하였다. 예를

들자면, <삼국지연>에서 조조(曹操)가 관우(关羽)을 잡았을 때 관우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관우는 조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조조의 적대 세력의 장군을 죽였다. 그 은혜를 갚

은 관우는 조조를 떠났다. 냉혹하고 의심이 많은 조조가 관우를 죽이려

고 했지만 결국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관우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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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빌붙기를 바랐다. 여기서 조조가 보이는 적대적인 대장 관우에 대

한 애착은 동성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Song G., 2004).

여자는 남자의 우정 사이의 장애물로 보이고 어떤 때 제거 당한다. 중

국 고대의 동성 사회적 사회는 여자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남성 유대의 위협으로 본다. 이는 위에 제시한 여성혐오적인 추세를 설

명할 수 있다. 여자는 대체로 남성 중심적인 시스템에서 종속자로 배제

되었다. 이런 배타적인(주로 여성) 동성 사회성의 전통은 고대부터 중국

사람의 정체성에서 깊게 존재해왔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인 남성성과 동성 사회성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은

무협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협 소설은 중국의 ‘문’과 ‘무’적인 남성성

이미지를 재현하는 좋은 증거로 보인다. 본 연구는 무협 소설이 재현한

‘협’문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국의 남성성과 동성 사회성의 관계를

한 발작 더 발전해 나가기를 하고자 한다.

무협 소설은 중국 근대 시기에 최초로 나타난 소설 장르의 일종으로서

근, 현대 격동기를 지나면서 줄곧 사랑 받고 있다. 먼저 무협에 대한 정

의를 살펴보자. 양수종(梁守中, 1992)은 무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무협에 있어서 ‘무(武)’란 일종의 수단이며 ‘협(侠)’은 목적이다. 다시

말해 ‘무력’이란 수단을 통하여 ‘협’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협은 무에 앞서며 무공은 전혀 없어도 상관없지만 협이 없어서는

안된다. 중국의 무협물은 무사의 대결 장면 묘사에 있어서 줄곧 ‘실제’와

‘환상’이라는 두 개의 경향을 보이며 무협(武侠)과 검협(剑侠)이라는 커

다란 두 유형을 형성해 온 것이다.

여기서는 무협과 검협을 합쳐 하나의 무협으로 통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림 협객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은 무협 소설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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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협’이란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

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부분인 ‘협(侠)’ 문화에 대해서 위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다시 정

리해본다.

무협은 중국 춘추전국(春秋战国)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협(游侠)’, ‘의사

(义士)’, ‘협객(侠士)’, ‘검협(剑侠)’ 등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

국 전국 말기 법가 철학자인 한비자(韩非子)는 봉건통치자의 입장에서

‘협’을 ‘협은 무(武)로 금령을 어기다(侠以武犯禁)’는 뜻으로 조정을 거스

르고 반역을 꾀한(犯上作乱) 자로 정의하였다(谢惠蓉, 2005). 그 후에 전

한(前汉)의역사학자 사마천(司马迁)은 ‘협’의 의미를 민간의 입장에서 다

시 정의하였다. 첫째, ‘협’은 ‘말하면 반드시 실행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또 약속하면 반드시 정성을 다 드린다(言必

行, 行必果, 已诺必诚)’는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품성이다. 둘째, ’자기

의 몸보다 지기9)(知己)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不爱其躯, 赴士之厄

困)’는 친구를 위한 자기희생적 품성,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덕행을 자랑하기를 수줍어하다(不矜其能, 羞伐其德)’는 겸손

한 품성을 가진 자가 ‘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마천이 협의 품성에 관해

가장 전면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특성들은 무협 소설에서 보편성과 대

표성을 가진다(谢惠蓉, 2005). 또한 당나라 때 역사학자 사마정(司马贞)

도 협의 자기희생 정신을 기준으로 폭군 진시황(秦始皇), 조양자(赵襄子)

를 암살 임무에 실패하고 자살한 형가(荆轲)와 예양(豫让)을 협으로 평

가하였다.

'난세가 없이 어찌 영웅이 있으랴(无乱世不英雄)'는 중국의 속담처럼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법률 제도가 구속력이 떨어진(制度不立，纲纪废

弛) 시대, 즉 난세(乱世)에야 협객들이 등장하는 법이다. 원인을 살펴본

9) 지기: 知己, (남남끼리)자기(自己)의 속마음을 지극(至極)하고 참되게 알아주는 자.



26

다면 기존의 사회계층이 혼란하고 도덕규범이 상실된 무질서한 사회에서

개개인이 더 이상 안정된 사회조직이나 특정된 사회구조에 속하지 않는

난세가 바로 ‘협’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대적 조건이기 때문이다(陈平原,

1992).

난세의 배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중국 사람들이

‘협’ 문화를 열중하는 것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협객 캐릭터

가 발전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시청자의 심리적인 요구와 관련이 있

다. ‘협’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본원적인 역사성에서 이탈하고 현대의 에

토스(ethos)로 발전해왔다. 예전 협객, 유협처럼 특정한 집단을 지칭하는

것에서부터 ‘협정(侠情)’, ‘협기(侠气)’ 등 기품을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지

금의 협은 사회나 가정 배경과 무관하여 계급성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에

토스 및 행위 모델이 된 것이다(陈平原, 1992).

또한, 유교의 영향이 뿌리 깊은 중국 전통 사회를 보면 ‘협’ 문화의 필

요성도 찾을 수 있다. 유교는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가 된 서한(西汉) 시

기부터 중국인이 ‘인(仁)’과 ‘효(孝)’를 도덕규범의 중심으로 삼아, 가족과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자제하고 예의를 지키다(克己服

礼)’는 당시의 주류적인 관념과는 달리 개개인의 의지와 자유는 드문 이

데올로기였다. 이 와중에 협객들의 ‘부패한 정부와 항상 대립한다.’는 입

장과 자유를 향한 추구는 대중들의 마음을 잡았다. ‘협’이 수많은 지식인

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이유는 타인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 데에 있다(陈平原, 1992)’. ‘협’은 봉건제도하

의 농경문화에서 부족했던 정신적 자원이다. 이는 지식인과 대중에게 은

밀한 보상을 제공한다. 협객들은 대중들이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에 대한

소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대에서도 그의 매력이 잃지 않았

다.

‘협’과 ‘무’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무협 소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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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술이 없으면 협이 아니다(无武不成侠)’라는 기준으로 협객들이 도

의를 지키는데 있어서 무(武)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사마천이 정의

한 ‘협’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무술은 무협 소설의 제일 큰 특징이자 핵

심 컨텐츠이다. 전통문화에서 ‘무’를 중심으로 한 ‘무술’은 사람이 사회를

정복하는 욕망을 담아낸다. ‘협’은 도덕의 보완에 대한 내용을 담아낸다

(谢惠蓉, 2005). ‘무’의 최고 경지는 ‘무술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

지 않는다(神武不杀)’는 정신이고, ‘협’의 최고 경지는 ‘세상의 모든 불공

평을 제거한다(欲除天下不平事)’이다. 봉건사회의 본질로 보면 사회를 정

복하는 것은 도덕 보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덕성을 보완하는 목적은

더 순조롭게 사회를 안정시키고 더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무’와 ‘협’은 전통문화의 본질에서 발전해오고 봉건사회에서 사람들이 유

토피아에 대한 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무’와 ‘협’의 궁극적인 목

적은 똑같다. 즉,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무’를 육체로 본다면,

‘협’은 영혼에 해당되고, ‘협’이 목적이라면 ‘무’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중국의 남성성과 동성 사회성의 재현은 고전 소설, 무협 문화에서 살

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에 언급한 바를 더 섬세하게 연구하기로 한

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의 변화가 이데올

로기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성성 이미지를 어떻게 재구성

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극한도전>은 남자 6명만 출연한 특징

으로 가정의 틀에서 벗어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써 남성성과 동성

사회성을 연구하는 데에서 좋은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제2절 미디어 재현과 리얼리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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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 재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중국 과거의 남성성과 현대의 남성성 특징을 목표로 삼아

문학작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기 때문에 ‘재현’에 대한 이해

와 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재현된 남성성이 중국 남자의 남성성

에 있어서 바람직한가? 이를 답하기 위해 ‘재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

다.

재현(representation)은 한 문화의 구성원들 간에 의미를 생산하고 교

환하는 주요한 과정으로 이해된다(Hall, 1997: 박소정, 2016 재인용).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공통의 의미 체계를 가지고 의사소통할 때 공유되

는 문화적 코드들은 곧 재현 체계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어떻게 남성성과 동성 친밀성을 재현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남성성과 새로운 친밀성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현실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 질문은 사회 현실

과 미디어 재현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현실세계는 재현 체계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고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원숙경, 2014). 따라서 재현은 우리 사회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재현 체계들은 이데

올로기로 규정한다. 또한 재현은 단순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디어는

이데올로기적 재현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재현된 이미지나 담론은 수용자들에게 특정 관점을 가지게

하거나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이끌고 있다(Sturken & Cartwright,

2006). 특히 재현은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해 우리가 주변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규범과 생산, 소비의 과정을 겪고 있다(원숙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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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가 어떻게 개인이나 조직, 제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담론들이 의미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바로 미디어 언어, 미디어

텍스트, 미디어 담론 분석이다(김수아 외, 2007). 재현은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현실을 해석하는 이데올로

기적 과정으로서의 담론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무

엇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담론을 해석하는 작업,

즉 어떠한 사회적 대상과 실천에 대해 어떤 의미 작용 및 지식이 생산되

고 소통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어떠한 주체가 호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작업이다. 드라마도 그렇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본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콘텐츠는 우리의 인식 세계를 구성하는 상징체계

이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실천과 세상을 보는 눈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 재현된 삶의 모습에 대한 분석을 재현의 정치(politics of

representation)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한다(강명구, 2008). 따라서 미디어

재현은 솔직하게 현실세계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는 진리확인

(validation of truth)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어서 실재와 재현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재를 재현의

방식이 된다. 이러므로 본 연구는 재현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전제로 텔

레비전 프로그램의 재현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중국의 텔레비전 산업과 예능 프로그램 발전 현황

루만(Luhmann, 1997)은 매스 미디어와 학문, 예술이 생산하는 다양한

담론들과 산물은 현대사회가 스스로를 자아 관찰하는 대표적 형식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재현의 정치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연구하면 우선

중국 텔레비전의 발전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19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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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국하며 사회주의적 체제를 실행하여 그 와중에 문화대혁명을 겪어

결국 텔레비전 산업의 발전도 늦어진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하여 중

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콘텐츠에 영향도 끼쳤다. 게다가 정부의 감열,

콘텐츠의 규제 등 정책으로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여러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한 국정을 포함하여 우선 중국

의 텔레비전 산업을 설명하도록 한다.

중국 드라마의 산업적 역사와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958년 5월 1일 중국의 첫 TV 방송국인 베이징 TV(CCTV의 전신)가

방송 개시 한 후, 중국의 TV 드라마는 중국 TV의 탄생과 함께 첫발을

떼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과 더불어 당시 드라마는 수적으

로도 빈약하고 국가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문학과 연극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주장하던 모택동(毛泽东)의 노선이 새로운 매체인 드라마로 옮겨진 시기

였다.

1970년 말기 이후, 중국의 개혁 개방과 더불어 TV 수상기는 빠르게

보급되었고, 드라마 역시 대중성을 강하게 띠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에는 대량의 대중성을 지향하는 드라마가 제작되기 시작했으

며 1987년 중국 공산당 제13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경제는 계

획을 가지고 있는 상품 경제'라는 강령이 채택되었고 이로 인하여 드라

마의 상품화 경향도 짙어졌다.

하지만 계속된 드라마 시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드라마

의 정치적 의미에 주목하고 규제한다. 정부 관리들은 드라마는 현대화된

TV 미디어의 선전도구로서 영향 범위가 넓고, 수용자의 반응이 빠르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타 홍보도구보다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드라마는 '사회주의의 주도 사상'을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율만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공익을 경시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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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드라마에 대한 중시는 각

종 방법을 통한 규제를 낳고 있다. 중앙과 성(省)급 TV 방송국은 황금

시간대에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중국 국내산 드라마를 방영하도

록 하고 있으며, 통속 드라마의 방송을 제한하거나 외국 드라마의 방영

도 금지한다.

이처럼 중국의 방송은 중앙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

다. 중국의 방송국은 대체로 중앙방송국(CCTV)-성급방송국(지역방송

국)-도시방송국(시市, 현县급 방송국) 순서로 이루어진 산업 시스템이고,

중국의 모든 방송국 및 방송시스템은 국가 소유이다. 중국 방송은 모두

‘광전총국(广电总局10))’의 집중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문성철, 정은

정, 2012). 그러나 개혁정책과 대외개방정책의 발전으로 인해 중국 방송

에는 점차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한은영, 2004). 사실 1990년대 이후 중

국의 미디어 환경은 지속적인 상업화,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 그리고

개방정책과 그에 대한 저항으로 지속해 왔고 이러한 상황은 1990년 이후

중국 드라마의 다원화 시대를 설명하는 바탕이 된다(하종원, 양은경,

2002). 따라서 중국 드라마의 다원화가 이뤄지면서 프로그램 포맷이나

장르에 대한 해외 성공사례의 도입 및 개조를 통해 다양한 장르가 인기

를 끌게 되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중국에서 드라마는 중요한 콘텐츠 자원으로서 각 채널의 황금시간대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1974개 채널 중 드라마를 방송하는 채널은 1764개

(89.4%)이며 드라마 광고수입 역시 전국 각급 방송국 광고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35개 도시에서 시청 가능한 TV 프로그램 중 드라마의 방송 비중은

22.83%, 시청률은 32.07%(한국콘텐츠진흥원, 2009)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10) 광전총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의 약칭. 중국 라디오, TV 

영화산업 등을 관리 감독 하는 국무원(国务院)직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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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다. 2015년 중국의 드라마 총

생산량은 395부 16560편 이었다(중국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통계 공

보11), 2015). 제작 원가 또한 2010 년 대비 3분의 1이 증가하여 90억 위

안에 육박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 드라마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자본시

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현재 중국

드라마 산업은 자본시장으로의 진입 단계에 있으며 드라마 제작사의 성

장 붐 또한 일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2월 현재 중국 텔레비전의 보급률은98.0%이고

전국 텔레비전 시청자의 일일 평균 시청 시간은 171분이다(王玉柱，

2011). 말하자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가장 대중화된 미디

어 소비 행위이다. 또한 인홍(尹鸿，2001)의 관점에 따르면 중국 대중문

화에서 드라마는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서사 장르이며 현대인들의 일상

생활과 사회의 변화를 잘 드러내는 대중문화 텍스트이다.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이러한 미디어 혁명 속에서 서서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중국 예능 프로그램의 발전은 4단계로

나뉠 수 있다(沈斐旻, 2009). 첫 번째 단계에서는 퍼포먼스를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해마다 설날을 맞

이하는 CCTV에서 방영된 춘절연환회(中国中央电视台春节联欢会)는 중

국 예능 프로그램의 시작이 되었다. 1983년의 춘절연환회는 전국을 뒤흔

들었고 그 때부터 해마다 설날 전날의 밤 8시에 시작하는 춘절연환회는

중국 대륙, 심지어 전세계의 중국 사람들이 함께 보는 전통적인 풍습이

되었다. 이어 20세기 90년대부터 예능 프로그램의 초창기에 맞이한 중국

은 <종합 예술 대관(综艺大观)>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은 노래와 춤, 경극(京剧)과 같은 설창

11) 2015년 중국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통계 공보(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

报) http://www.stats.gov.cn/tjsj/zxfb/201602/t20160229_13239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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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说唱) 예술로 구성하여 스타들이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시청자들이

무대 앞에, 또는 텔레비전 앞에 감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런 고정

화된 포맷에서 가끔씩 MC가 시청자와 교류할 경우가 있었지만 시청자

들은 거의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포맷에서 시청

자들은 출연자와 교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수용자로서 프로그램을 시청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객’이나 ‘타자(others)’가 되어버렸다. <종합

예술 대관> 프로그램은 지난 2004년 10월 8일에 방송이 정지되었고 이

는 중국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게임쇼’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호남TV(湖南卫视)는

1997년에 연예인과 게임을 결합하는 <해피 캠프(Happy Camp, 快乐大本

营)>를 제작하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되는 <해피 캠프>는 지금까지

도 중국에서 시청률이 매우 높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시기에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무대 아래에 있는 시청자들은 무대 위에 올라 스타와 협력하여 게임을

하는 포맷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게임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은 유쾌한 분위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잡았다. <해피 캠프>의 성공은

전국에서 ‘해피’, ‘유쾌’의 주제로 만들어진 게임쇼의 대량 생산을 촉진하

였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점점 유사한 포맷과 단순한 게임을 통해서는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또한 이와 같은 시기에 세 번째 단계인 ‘퀴즈쇼’도 등장하였다. CCTV

는 1998년부터 제작한 <행운52(幸运52)>와 2000년부터 제작한 <기쁜 사

전(开心辞典)>은 대륙 퀴즈쇼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퀴즈쇼는 게

임과 퀴즈를 결합하여 오락성과 지식을 내포하여, 심지어 참가자와 현장

에 있는 관중, 텔레비전 앞에 있는 시청자들과 교류하고 퀴즈를 완성하

는 부분까지 포함하였다. 그리고 퀴즈쇼의 참가자는 스타가 아니라 일반

인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평등한 시청 효과를 느꼈다. 일반인들이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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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에서 푸짐한 상품을 받아 가는 포맷은 한창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퀴즈쇼는 포맷 자체의 제한으로 인기가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

다. 이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각 방송국들의 시청률 전쟁의 돌파구가

되었다. 2000년대에 영국 프로그램인 '서바이버(Survivor)'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세계 방송 시장에서 이러한 프로그

램 포맷이 인기를 끌게 되자, 그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주로 야외에서 생존을 테마로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2000

년 '생존대도전(生存大挑战)'은 중국 텔레비전에서 최초로 방송된 리얼

리티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방송한 후에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2004년부터 호남TV가 제작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슈퍼

걸즈 보이스(超级女声. Super Girl)>의 방송은 오디션 리얼리티 프로그

램의 붐을 일으켰다. 일반인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테마로 인기를 얻어,

호남TV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서 인기 1위의 방송국이 되었다.

2007년 중국 ‘광전총국’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황금 시간대에서 방송

금지’하는 규정을 세워 그 뒤로부터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인기를 점점

잃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각 방송국이 시청률

경쟁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중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제작이 점점 다양

해지고 있다. 영국 짝짓기 프로그램 <Take me out>의 포맷으로 2010년

중국에서 제작된 <두근두근 스위치(You Are the One, 非诚勿扰)>, 네덜

란드 오디션 프로그램의 포맷을 참조하여 2013년 중국에서 제작된 <보

이스 오브 차이나(The Voice of China, 中国好声音)>는 대표적인 프로

그램이다. 2013년 호남TV에서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의 포맷으로 <중국판 나는 가수다(I am a Singer, 我是歌手)>를 제작,

방영한 후, 한국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으로 수입한 열풍

이 시작했다.

2015년 중국 예능 프로그램 산업 상황을 보면 예능 프로그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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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프로그램
방송

플랫폼 장르
평균

시청률(단위:%)

1 극한도전(极限挑战)
상해
동방

버라이어티 2.15

2
도전자 연맹
(挑战者联盟) 절강 버라이어티 2.12

3
아이돌이 왔다
(偶像来了)

호남 버라이어티 2.02

4 신기한 친구
(奇妙的朋友)

호남 버라이어티 1.72

5 워칸니요우씨
(我看你有戏) 절강 담화 1.45

6 전승자(传承者) 북경 기타 1.38

7 위타이전(为她而战) 강소 연애 1.35

8 환락희극인
(欢乐喜剧人) 동방 담화 1.28

9 일로상요니
(一路上有你) 절강 버라이어티 1.24

10 불타라 소년
(燃烧吧少年) 절강 오디션 1.21

표1. 2015년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

*출처: 중국 산업 조사 사이트(中国产业调研网): http://www.cir.cn

을 알 수가 있다. 주요 지방 방송국인 4대 방송국: 호남(湖南)TV, 절강

(浙江)TV, 강소(江苏)TV, 상해 동방(上海东方)TV의 예능 프로그램 시청

비중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넘어갈 추세로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예능의 포맷을 수입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은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표 1과 그림3, 4를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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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2014-2015년 주요 예능 프로그램 장르

그림4. 2015년 4대 방송국 각 유형 프로그램 시청 비중

*출처: 중국 산업 조사 사이트(中国产业调研网): http://www.cir.cn (이하 동문)



37

3.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위에 제시한 대로 중국의 텔레비전 산업 현황을 보면 지금 예능 프로

그램은 발전이 가장 신속한 장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넓

은 시장과 소비의 요구로 인하여 중국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텔레비

전 프로그램 제작의 트렌드가 되었다. 본 연구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과 중국 남성성의 사회적 함의를 검토하

기 위하여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작은 2000년

대 초기로서 다른 나라와 비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

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미미하다. 홍지아는 텔레비전 프로

그램의 발전에 대하여 이런 주장을 한바가 있었다. "다매체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한 실험과 디지털 영상 제작 기술

의 도입을 시대적 배경으로 저렴한 제작비의 매력과 시청자의 관음적 호

기심이 더해져 탄생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유

럽과 미주의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모았다"(홍지아, 2009). 따라서 서구의

경우를 보면 힐(Hill, 2002)은 1980년대는 범죄자의 검거와 긴급구조 서

비스 현장을, 1990년대는 집과 정원을 개조하는 일상적 이벤트를, 2000년

대는 통제된 환경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적나라한 생존 본능을 주요 소재

로 다루어 왔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리하려 홍지아(2009)는 현재는 다

양한 소재와 형식의 실험 과정을 거쳐 나라마다 자기 환경에 적합한 안

정된 형태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정의 내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리얼리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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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연구자 킬본(Kilborn, 1994)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하나의 독립

적인 장르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1. 개인이

나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격은 실제 사건을, 2. ENG12)나 홈 비디오 카메

라를 이용, 3. 극화하여 재구성(dramatizes reconstruction)하되, 4. 리얼

리티 효과나 오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김수정(2010)에 따르면 리얼리티 쇼는 ‘구체적 대본 없이 실제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개인성을 드러내는 극적인 오락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는

‘실제 인물’과 ‘무대본(nonscripted)’, 그리고 ‘개인성’(the personal)은 리

얼리티 프로그램 장르들이 공유하는 핵심적 특성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무대본’은 연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여주는 오락임을 강조하는

리얼리티 쇼의 중요한 특성이 되었기 때문에 김수정(2011)은 "이러한 이

유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더욱 분명한 ‘포맷’과 엄밀하게 통제된 상황

설정이 필요하게 되고 편집이 이전보다 중요해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위에 언급한 ‘무대본 상태로,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오락’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장르의 혼종적

(hybrid) 성격만큼 부르는 용어도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TV 등 놓인 맥

락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게임쇼, 다큐멘터

리, 토크쇼, 버라이어티 쇼 등 다양한 장르들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섞

어서, 기존 프로그램 장르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혼종 장르적 특성을

지닌다(김수정, 2011).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과 허구의 혼합 경향에 대하여 홍석경(2011)

에 의하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

실과 허구 사이의 혼합성을 기반으로 ‘그럴듯함(verisimilitude)’과 ‘현실

정합성(authenticity)’ 사이에서 다양한 종류의 혼종물을 생산한다고 해석

12) ENG: Electronic News Gathering. 휴대용 TV 카메라와 음향기기를 이용한 뉴스 

보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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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와 연결하여, 이헌율(2015)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정의되기는

힘들지만, ‘보면 아는’ 스타일이 장르를 규정하는 장르가 되어 본질

(fundamental)은 부수적인 것이 되고, 실제의 표피(appearance)가 주가

되는 실재성을 특징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리얼리티 프로

그램은 극화된 서사가 있지만 실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쓰

는, 따라서 여러 장르의 혼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홍석경(2004)은 리얼리티 쇼를 3 세대로 구분하였다. 제1세대는 바로

킬본의 정의에 따라 일상생활을 재연하는 극화된 서사였다. 제2세대는

대표적인 '빅 브라더(Big Brother)' 등 일상생활을 연출하는 리얼리티

관찰 프로그램들이었다. 제3세대는 역사적 경험을 연출하고 재연하는 리

얼리티 프로그램들이다. 중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형성은 이러한 단계

를 겪지 않았으며 몇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제2세대로 구분했던 그 단계

에 도달했다. "이는 현실을 다큐멘터리처럼 다룸으로써 즉흥적이고 돌발

적인 생활을 전달하거나 카메라의 현실 재현력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관

음증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홍석경,

2004).

서구에서 발원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아시아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

게 된다. 김수정(2011)은 한국의 리얼리티 쇼의 독특성을 주목하고 이를

한국사회의 정서구조와의 관계에서 해석한 바가 있다. 일반인 중심의 리

얼리티 쇼 대신 연예인 중심의 리얼리티 쇼를 지배적인 형식으로 하는

한국 리얼리티 쇼의 특성을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동질성을 추구하는

강한 집합 주의적 정서 구조와 그로 인한 개인주의의 상대적인 저발달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설명했다. 그리고 리얼리티 쇼의 핵심 포맷인 서바이

벌 형식의 ‘경쟁’이 참가 경쟁자들이 형성하는 유사 가족적 관계에 의해

순화되는 특성을 가족주의적 정서의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또한, 그는

‘정서적 평등주의’(affective egalitarianism)로 시청자들이 가난하고 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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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의 참가자를 리얼리티 쇼의 최종우승자로 만드는 현상은 평등을

희구하는 대중의 정서 구조가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상징적이고 정서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했다. 이헌율(2015)도 <1박 2일>에 나타난 제

작진 노출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이 주로 출연자가 된다는 사

실을 밝혔다. 이러므로 한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일반인의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손상된 실제성을, 연예인의 일반인화와 함께 제작진도 일

반인화 시킴으로써 복구한 것을 주장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일반인

이 출연해도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연자를 스타 위주로 뽑고, ‘가족’, ‘단체’, ‘패밀리’,

‘형제단(兄弟团)’ 등 이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포맷의 전 세계적인 전파와 각국의 수용은 물론 문화적 변형을

겪으면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문화의 장벽을 잘 극

복하며 전파되고 있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살리는 프로

그램 시퀀스들이 전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다(홍석경, 2004).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문화

적 형태로서, 제도적, 사회정치적 발전으로서, 그리고 재현적 실천으로서

텔레비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한다고 볼 수가 있다. 오락에

치중할 것인가, 정보 전달에 신경 쓸 것인가 혹은 상업주의가 먼저인가,

공공적 기구로서 책임이 우선인가 혹은 현실의 진실을 담아내야 하는가,

사실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야 하는가라는 사업 이윤,

공공적 서비스, 진실, 허구와 관련된 텔레비전의 심미적, 문화적 힘에 대

한 재고를 리얼리티 텔레비전의 출현은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주현식,

2013).

또한, 장르적 특성을 보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장르 내부적으로

는 이종성의 하부 장르들이 존재하여 ‘리얼 버라이어티(Real Varie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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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부 장르 중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하부 장르다. 이는 리얼리티

(reality)와 버라이어티(variety)를 합성한 것으로 각각의 단점(비 투명성,

각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결과 되었다(원용진, 강신규, 2013).

2006년부터 방영된 한국 MBC <무한도전>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혼종성의 또 한 예시가 될 수가 있다. 이는 기존

의 다양한 장르들을 포섭해 버무린다는 특성을 지니면서 음악, 토크, 코

미디, 게임을 포함하는 복합장르인 버라이어티 쇼(variety show)를 변형

하고 스타로 하여금 도전, 여행, 생존 등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출연자들은 가상이 아닌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연기를 하며 ‘날것 그대

로’의 결을 살리려 노력한다. 버라이어티 쇼의 출현은 시청률 경쟁 때문

이다(이유진, 유세경, 2016).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고정된 출연진

들이 매번 새로운 상황에 맞부딪히면서 대본과 연출의 상황에서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돌발적인 상황과 즉흥적인 에피소드들을 창출하는 것이

이들 프로그램들이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한

다(최성민, 2010).

이유진, 유세경(2016)은 포맷 수출된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글로벌하게

교역되는 해외 예능 프로그램 포맷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예능 프

로그램 포맷의 특성과 수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은 문화적

상품으로 문화적 할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해

외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에 비해 문화적 특성이 강하여 포맷 수출이 불

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포맷 수출은

주로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1박2일>, <런닝맨>, <나는 가수다>, <우

리 결혼했어요>, <아빠! 어디가?>, <꽃보다 할배> 등 여러 프로그램의

포맷이 중국으로 수출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스샨나, 김은진, 황성욱,

2015). 문화적 할인이 있다고 해도 중국의 시청자들은 한국에서 수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포맷을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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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4. 중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

해 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했다. 2000년 <생존대도전(生

存大挑战)>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등장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도

점차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 형식

으로 보면서, 그에 나타난 동기와 미국이나 유럽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탐구하며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프로그램

형식에 대한 연구(陈昊姝, 2011; 徐宝金, 李国娣, 2011)들은 주로 수용자

연구에 그치거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전

망을 할 뿐이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비슷하거

나 이름이 똑같은 현상도 흔히 보게 되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스타’, ‘꿈’은 예능프로그램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제목이었고 프로그램들

의 '동명'현상은 그들의 같은 혈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예능 프로그

램의 수량이 많은 반면에 성공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다. 중국에 예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다른 나라의 포맷을 모방

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으로 이루어진다(张末冬, 2010; 刘婉婷, 2015; 王

梓霖, 2015; 刘志荣, 2016). ‘경솔한 태도, 건전하지 못한 체제체계와 확립

되지 못한 저작권 제도는 중국 TV 프로그램 혁신의 제약점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동질화(同質化)‘는 중국 TV 예능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했다(肖华, 2012). 인기 있는 새로운 TV 프로그램이 등장하면, 많은 방

송국이 모방하게 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곧 사라지고 말게 된다. 한정

정, 최철영(2014)은 한국의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한 중국 예능 프로그램

의 현황을 파악하여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모방, 또는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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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예능 프로그램들이 치열한 경쟁

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변모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 분석해 보았

고 모방 도입된 예능 프로그램들의 성공 여부는 오리지널 버전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중국시청자의 감성에 맞는 내용의 포함 여부가 매우 중요하

게 자리 잡는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중국으로 수출한 것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아직은 석사학위논문이 대부분이며 간단한 사례분석(육문정, 2014)

이나 시청자 수용(장시아오밍, 2014; 필준, 2014; 하흔락, 2012; 호총,

2014)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와서 이

에 대한 논의도 많아졌다. 예를 들어, <아빠! 어디가?>와 <꽃보다 할

배> 두 프로그램의 중국 현지화 제작물을 원 제작물과 비교 분석한 오

경민(2015)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원래의 포맷이 유지되면서 수출국의 시

청자 취향 등 정서적, 문화적 요인과 방송 환경에 따른 최소한의 변용만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리얼리티 쇼 <1박2일>

화면 구성에 나타난 문화적인 차이를 분석하여 한국판은 더 많은 집단

중심 샷을, 중국판은 더 많은 개인 중심 샷을 보여주어 한국판이 더 집

단주의적 특성을 나타냈다고 주장한 바도 있었다(스샨나, 김은진, 황성

욱, 2015). 류리훈, 이동훈(2015)은 중국판 <아빠 어디가>의 사례를 중심

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사회현실, 경제발전, 문

화 창의성 및 프로그램 자체의 구성적 특징을 토대로 그 성공요인에 대

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아빠 어디가>의 성공요인 분석은 중국 리얼

리티 프로그램의 현지화와 창의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로 활

용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중국 국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

도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젠더 연구도 아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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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관하여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프로그램의 수입과 현지화를 주목하

는 것이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가진 심층적인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재현과 재현의 방법, 특성, 전략,

사회적 함의에 대한 연구는 이루지 못한 영역이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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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극한도전>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중국 대중문화에서 인기

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남성성을 재현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

행한다.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국의 사회구조적 변동에 따라 재현된 헤게모니적 남

성성은 어떤 변화를 지니는가?

연구문제2. <극한도전>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특성은 남성

성의 재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이러한 남성성의 재현을 통하여 중국 사회에 대한 어떤

관찰이 가능한가?

제2절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1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로 과거의 문학, 드

라마, 영화 등을 이용하려고 한다. 연구문제2와 3을 분석할 때 분석 대상

은 한국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포맷을 참조하여 제작

한 <극한도전(极限挑战)>이다. 그러나 <극한도전>은 <무한도전>의 공

적인 중국 수입으로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2015년에 CCTV가 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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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권을 얻어 <무한도전>의 중국판 <대단한 도전(了不起的挑战)>

을 제작했기 때문이다. 즉, <극한도전>은 한국 <무한도전>의 포맷을 참

조했지만 <무한도전>의 중국판이라고 하기 보다 중국 오리지널 리얼리

티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한 편에, <대단한 도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2회를 방송했지만 시청률은 항상 5, 613)위에 차지하

여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한국판 <무한도전>과 비해 중국판은

게임과 오락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스타들이 노동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중국의 주류적 문화 가치관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搜

狐新闻14), 2015).' CCTV는 중국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이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와 포맷을 방송할 때 지방 방송국보다 더 엄격하여 방송 내용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즉, 정부의 통제는 다른 방송국에 비해 더 심

하다는 것이다. 이러므로 본 연구는 <대단한 도전>을 선정하지 않고 인

기가 더 많고 더 다양한 남성의 상을 들어낼 수 있는 <극한도전>을 선

택하였다.

<극한도전>은 <무한도전>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지역화가 이루어지면

서 현지 상황과 맥락에 맞추기 위하여 한국판에 비해 여러 변화가 있었

다. <무한도전>과 달리 <극한도전>은 고정된 출연자들이 장기적으로

출연하고 매주 방송되는 형식이 아니라, 시즌 형태로 방송되었다. 제작과

방영의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방영된 <극한도전>은 2015

년 6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리고 2016년 4월 17일부터 7월 3일까

지 총 2 시즌이 있었다. 시즌 1과 2는 모두 12회, 한 회씩 90분의 분량으

로 구성되었다. 상해 동방TV(上海东方卫视)에 매주 일요일 21시에 방송

13) 출처: 중국 CSM 시청률 조사 사이트 참조. http://baike.baidu.com/link?url=9ZtDe

hAbiawEjfjmoSuvFP-MLgMDmoYEahiaySCwtSsZCn_rfJcmhGVsMpRR3M41peCI_

HgnOnM9urH11mCr1-1DP-1vEqv2kQSiRVwudTv63O6UOc_tqVD5SIEVy9u0CVJK

tfUzsnyAvKdu-GbV5_#7

14) 출처: 《了不起的挑战》周日首播 乐嘉被逼签霸王条款, 搜狐新闻, (2015.12.01.) http:

//yule.sohu.com/20151201/n42904987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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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극한도전>은 인터넷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방영하였다. 시즌 1은 중국의 주요한 비디오 사이트(爱奇艺, 乐视, 风行

网, 搜狐 등)들이 모두 판권을 가지기 때문에 모두 사이트에서 방영되는

데 시즌 2는 알리바바 그룹(阿里巴巴集团)에 속한 요우쿠투도우15)(优酷

土豆, Youku Tudou Inc.) 사이트에서 독점적으로 소유하여 방영되었다.

<극한도전>은 각 회마다 사회 이슈나 특정한 시대배경을 설정하여 출

연자들이 초청해 온 게스트와 같이 미션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

다.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사회 현실을 주목하여 어떻게 현대

중국의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상황을 반영하는가에 초

점을 맞췄다16)’고 <극한도전>의 목적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서 6명 출

연자가 다양한 배경 설정에서 일반인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았다. 그 와중에 제작진은 출연자들이 더 이상 스타가 아니라 일반인으

로서 다른 일반인과 교류하여 미션을 달성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시즌

2와 시즌 1의 출연진은 같았다. 이로 인하여 시즌 1부터 2까지 함께 지

내온 출연자들은 더욱 친숙해져 관계도 보다 튼튼하고 원활하게 되었다.

24회의 분량에서 출연자들의 성격이 분명해지며 형제와 같은 관계를 형

성하는 과정은 남남 유대 관계를 더 드러낼 수 있고 남성성의 특성도 잡

아낼 수 있다. 이러므로 본 연구는 시즌 1과 2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택

하여 시즌 1과 2를 독립된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24회의 큰 서

사구조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극한도전> 시즌 1, 2를 모두

방영할 수 있는 중국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 요우쿠(优酷,

15) 요우쿠투도우(优酷土豆) 사이트는 2012년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 요우쿠(优酷)가 투

도우(土豆)를 합병하여 새롭게 창립한 사이트다. 하지만 요우쿠(优酷)와 투도우(土豆)

는 사이트의 운영 방면은 합병하지 않아 각각 독립적인 브랜드와 사이트를 운영하고, 

같은 비디오 판권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4월, 알리바바는 12.2억 달러 투자하여 

주식 16.5%를 보유했다. 2016년4월, 요우쿠투도우(优酷土豆)는 정식적으로 알리바바

의 자회사가 되었다

16) 출처: 披露《极限挑战》选角内幕：黄磊孙红雷是“意外”, 腾讯娱乐. (2015.07.28.)  ht

tp://ent.qq.com/a/20150728/011885.htm#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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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년월일 데뷔 출생지 직업

孙红雷 1970.08.16 1999 년 흑룡강성 하얼빈시
(黑龙江省哈尔滨市) 배우

黄磊 1971.12.06 1990 년 강서성 남창시
(江苏省南昌市) 배우, 감독

黄渤 1974.08.26 2000 년 산동성 청도시
(山东省青岛市) 배우, 가수

王迅 1974.11.27 1999 년 사천성 성도시
(四川省成都市) 배우, 감독

罗志祥 1979.07.30 1994 년 대만 지룽시
(台湾基隆市)

가수, 배우, 
MC

张艺兴 1991.10.07 2012 년 호남성 장사시
(湖南省长沙市)

가수, 배우, 
한국 아이돌 
그룹 EXO 
멤버 LAY

표2. <극한도전> 출연진

*출처: 필자.

http://www.youku.com)를 통해, 프로그램의 에피소드, 캐릭터, 제작(자

막, 음악, 일정) 등의 텍스트들을 확보하였다.

<극한도전>의 출연자들은 모두 성년 남자이며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

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표 안의 내용은 더

풍부한 의미와 해석의 여지를 갖게 된다. 각 출연자들은 서로 다른 이미

지로 활동하는데 <극한도전>에서 보여준 새로운 이미지는 시청자들 중

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연구문제 3에서 담론분석으로 진행하는데 여기서 주로 중국 떠우반(豆

瓣, https://www.douban.com/)에서 <극한도전>에 관한 문장과 댓글을

접근하기로 한다. 떠우반은 중국 Web 2.0이 성공작이다. 사이트는 양보

(杨勃)에 의하여 2005년 3월 26일 만들어졌다. 떠우반은 음악, 책, 영화

등의 감사평을 공유하는 사이트로서 자체적인 계산법으로 사용자가 이미

추가한 영화와 책 등을 통해 사용자가 흥미로워 할 컨텐츠를 추천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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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행사소식도 알려주며 실시간 음악 감

상도 할 수 있다. 떠우반은 처음에는 배낭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정보

를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생각을 바꾸어 독후감 공유로 설

립되었다. 떠우반은 중국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2006년에는 영화와

음악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2년의 사용자 수는 1억명

을 돌파하였다. 현재까지도 사용자수는 극성장하고 있다. 떠우반의 대부

분의 수익은 인터넷쇼핑몰과의 협력 사업으로 나오고 있다. 떠우반을 통

해서 물건을 구매하면 사용자는 일정한 할인을 받고, 떠우반은 일정한

중계료를 받는 형식이다. 현재 떠우반은 중국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으로

서 강력한 핵심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천천히 전진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극한도전>에 대한 떠우반을 보면, 시즌 1의 관련 문

장 개수는 84개, 댓글의 수는 9524개에 달했고 시즌 2의 관련 문장 개수

는 173개, 댓글의 수는 11012개에 달했다. 본 연구는 떠우반의 <극한도

전> 공식 페이지와 출연자6인의 각 공식 페이지를 위주로 문장과 댓글

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의 남성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여 중국 남성성이 어

떻게 재현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연구문제1를 답하기 위

해 본 연구는 우선 문헌 분석을 통하여 근대화 과저으로 들어간 중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재현해 온 남성성의 양상을 정리하면서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변화를 지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현대 중국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극한도전>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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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었던, 가정 틀 밖에의 동성 사회적 관계에서 드러난 남성성의 특성

이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자를 통해 드러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

과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지, 출연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찾고자 한다. 연구문제 2, 3를 위하여 본 연구는 텍스트 분

석과 담론 분석을 실시한다.

1. 문헌 분석

연구문제1에서는 중국의 사회적, 역사적 변화에 따라 남성성 담론이

변화해 온 흐름을 탐구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적 배경과 결합하여 재현

된 남성 이미지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재현된 남성 이미지의 변화

를 탐구하기 위하여 기존문헌에서 정리되었던 문학, 영화, 드라마에서 재

현된 남성성 담론을 시기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즉, 연구문제1를 탐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들을 분석하면

서 담론 분석과 결합하여 중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재현된 헤게모니적 남

성성을 논의할 것이다. 담론 분석에 대한 설명은 연구방법 3을 참조하고

자 한다.

신 중국 건국했을 때의 문헌을 보면 중국은 텔레비전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대한 자료의 수집은

주로 그 당시 발행한 소설과 소설들에 대한 비평, 후에 시대별로 비평가

들이 편집한 자료집을 정리함으로 건국 초기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찾

아내고자 한다.

중국 텔레비전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 후, 즉 1970년대 후반기부터의

자료 수집과 검토는 중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영화 작품을 위주로 진행

한다. 시청률이 높은 텔레비전 콘텐츠와 관련된 기사, 보도, 그리고 학술

문헌 등을 통하여 국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남성성을 분석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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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0년대부터 중국은 새로운 경제 체제를 실행하면서 텔레비전 산업이

번영하게 발전하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개혁 개방으로 인하여 더 자

유로운 문화 공간이 열린다. 외국에서 포맷 수입된 패션 잡지는 당시의

새로운 소비가 되었다17). 이러므로 본 연구는 1990년대의 헤게모니적 남

성성을 검토할 때 패션 잡지를 위주로 진행하여 사회에 논란이 된 기사

와 뉴스를 결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을 정리함

으로써 근대화 문턱에 들어가고 있었던 중국에서 변해가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2. 텍스트 분석

<극한도전>에 대한 텍스트 분석 차원에서, 본 연구는 채트만

(Chatman)의 서사구조 분석틀을 사용하기로 한다. 채트만(1980)은 서사

이론을 현대 소설과 영화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여러 논의들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여 통합적인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모든 텍스트의

서사(narrative)는 일반적으로 스토리(story)와 담화(discourse)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전자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의미하고

후자는 ‘스토리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의 서술 방식을 의미한다(김미라,

2014).

스토리 분석은 스토리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인물의 유형,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한 계열체적 분석(paradigm)과 이들을 연결해 의미

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시퀀스 분석 등 통합체적 분석

(syntagma)으로 나뉜다(김미선, 이가영, 2016). 따라서 사건, 인물, 배경

17) 1980년대 인기였던 소설 잡지는 1990년대부터 점점 몰락하여 패션 잡지는 문화 소

비의 새로운 형식이자 유행이 되었다(张伯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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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계열체 분석으로 이야기 분석을 하고, 플롯의 전개와 인과성

을 살펴볼 때 통합체 분석을 제시한다. 담화 분석은 일종의 표현양식으

로 등장인물이나 작가가 이야기를 표현하는 서술행위로서의 화법, 카메

라 숏과 편집 등의 묘사, 배경음악과 특수효과 등이 포함된다(김미라, 장

윤재, 2015).

모든 텔레비전 텍스트가 서사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텔레비전 프

로그램이 사회적 변화나 새로운 현상과 상호작용하고 이를 재현할 경우,

프로그램 유형이나 미디어 체계에 변화를 초래했을 경우, 포맷이 새롭거

나 금기시된 소재를 다룰 경우, 특정 작가나 제작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나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게 소비되는 텍스트 등을 주로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이경숙, 2010). 본 연구는 남성 이미지의 변화와 새로운 양

상을 찾아내고자 하여 이런 변화들의 사회적인 심층적인 의미를 다루려

고 한다. 이 점에서 서사분석 연구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서사분석틀은 대체로 스토리와 담화 층위를 구분한다. 텔

레비전 영상 분석에서 서사 전개에 초점을 두어 실제 분석에서 스토리

층위만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분석에서 텍스트 생산의 관습적 특성과

함께 담화 층위에 대한 분석이 스토리 층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

기도 한다. 또한 담론 층위의 분석 범주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활

용된다(김훈순, 2004). 다시 말하자면 서사분석 할 때 연구대상과 주제에

따라 두 가지 층위를 융통하게 선택하여 분석 범주를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스토리 층위, 담화 층위 양쪽

을 결합하여 분석한다. 채트먼(1980)에 따르면 서사는 표현된 이야기로

서의 사건(행위, 돌발사) 및 존재물(등장인물과 배경)과 담화적 차원에서

의 서사 전달 구조(시점)과 서사발현(영상 표현)으로 나뉘어 분석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로서의 사건과 존재물(캐릭터)에 집중하였

다. 이야기의 근본 특성 가운데 하나로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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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터(character)이다. 캐릭터의 분석 범주에서 인물 성격, 관계, 위계 구

조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출연자는 동성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개

인이자 남성성을 표현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특정 가치를 부여

하는 남성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출연자들은 스타로서 각각

다른 남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남성

성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혹은 붕괴되는지, 심지어 새로운 남성성을 창출

하는지는 출연자의 이미지와 출연자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얻

을 수 있다.

사건(event)은 출연자들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어 캐릭터의 분석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채트만(1980)에 따르면 사건은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

는 행동(action)과 돌발사(happening)로 구성된다. 행위는 행위주체(캐릭

터)에 의해 야기된, 혹은 행위 객체(캐릭터)에게 미친 상태의 변화를 의

미하고 텔레비전 서사에서 사건을 이끄는 주요 요소이다. 즉, 행동은 행

위자나 피행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의 변

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주체나 수동자를 캐릭터라고 말한다.

반면에 돌발사란 인물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벌어지는 현상으로, 이를테

면 길거리의 입간판이 바람에 날려 쓰러진다던가 하여 주인공에게 영향

을 미치는 그런 것을 말한다(이경숙, 2010). 돌발사는 캐릭터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 주체들이 야기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닌, 그들이 피동적 객

체가 되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돌발사는 행위만큼 사건 구성에 빈

발하지 않지만, 행위에 의해 사건이 이루어지는 서사 방식에 전환을 주

는 역할을 한다(한용환, 1999). 그리고 이런 행동은 모두 상황을 진술하

는 동태 진술(process statement)로 말해진다. 본 연구는 중요한 사건

(kernel event)들, 즉,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관계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미친 사건들을 뽑아 출연자들의 행위를 연구한다. 사건을

통하여 출연자들의 남성 이미지가 더욱 다양해지고 사건에 대한 분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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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성성의 특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

담화 층위는 주로 표현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언술 표현과 영상 표

현을 통해 이야기가 서술되는 방식을 분석한다(김훈순, 2004). 언술 표현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화자의 유형 및 화법에 따라 서술자의 위계 구조

와 시점 등에 초점을 둔다. 영상 표현 방식은 영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

되는 기술적 측면으로 자막, 카메라의 기법과 움직임, 조명, 음향 등을

뜻한다. 본 연구는 담화 층위에서 출연자의 화법, 자막, 음악 등을 중심

으로 출연자들이 어떻게 교류하는지, 이런 화법은 어떤 위계적 관계를

구축하는지, 이런 관계가 남성성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제작진이 어떻

게 출연자들의 남성성을 재구성하는지, 출연자들이 프로그램 내용과 상

황에 따라 나타난 관계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서사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출연자의 특성과 출

연자 간의 관계, 그리고 자막, 음향, 음악 등 담화 분석 차원에서 분석하

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새

로운 '남성성'을 규명하고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홀(Hall,

1997)은 재현을 통한 의미의 구성은 공유된 문화 코드 때문에 가능하다

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텍스트가 생산하는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

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갖는 지식이자 상징체계이며 담론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극한도전>이 보여주는 남성성 재현

의 양상들이 현대 사회의 변화하는 남성성과 가부장제의 맥락 속에서 어

떠한 문화와 담론을 공유하여 보여주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3. 담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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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더 큰 맥락에서

담론 분석의 방법론으로 연구문제 3을 탐구하려 한다. 미디어 연구 및

문화연구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담론 분석은 이데올로기 분석

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담론 분석은 ‘상징적 매개를 통한 사회적 행위와 그것의 물질화된 산

물인 텍스트를 분석하여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사회구조의 질서와 변

동을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한다(신진욱, 2011). 홍정화(2013)는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한 정책분석 연구에서 담론 분석이란 텍스트 분석

을 통해 사회, 정치, 경제 맥락과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구조의 질서와

변동을 이해하려는 접근방식으로 설명하였다.

담론의 뿌리는 언어학에 두어 있다. 스튜어트 홀의 접합 이론에 의하

면 담론은 사물에 대한 의미부여를 결정짓는 방식이고 동일한 언어체계

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정재철, 2007). 푸코와 같은

후기구조주의자들의 관점에 의하면 담론 분석을 위해서는 언어가 사용되

는 방식과 언어의 사용이 다른 사회적, 문화적 행위들과 어떻게 관련되

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Storey, 2006). 페어클러프(Fairclough)가 주

도한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 담론 분석이 기본적으로 언어, 상징, 재현

작용 등의 제 측면에 대한 진단과 탐구를 공유하여, 동시에 협소한 의미

구현이나 전통적인 언어학적인 관심을 크게 넘었다(이기형, 2015). 즉, 담

론 분석의 대상은 언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화, 드라마, 프로그램 등 텍

스트도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 분석을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에

서 남자의 동성 사회적 관계에서 남성성 재현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

니는지를 논의하려 한다. 그의 주장에 따라 담론을 텍스트적 실천

(textual practice), 담론적 실천(discoursiv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세 단계로 분석한다(김신영, 윤순진, 2013). 텍스트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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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al practice)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연구문제1에서 역사적 맥락과

연결하여 문학, 영화, 드라마 작품에서 재현된 남성 이미지, 그리고 앞에

제시된 텍스트 분석의 범주인 서사 분석 구조에서 캐릭터, 사건, 담화를

언어적 질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문제

1과 2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새로운 남성성 특징을 정리하여 그 중에 어

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답하려고 한다.

담론적 실천의 측면은 텍스트와 사회적 실천 사이에 위치하면서 양자

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담론적 실천은 텍스트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담론이 생산, 분배, 수용되는 과정을 분석한다(김신

영, 윤순진, 2013). 이를 위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텍스트 외에 수용

의 맥락을 보여주는 다른 텍스트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사, 그리고 인터넷 댓글과 블로그 등에 나타난 시청자의 반응 및 리뷰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사람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재현하는 남성성

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수용의

맥락,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을 함께 논의한다면

재현된 남성 이미지와 중국 현대사회의 남성성의 형성 및 변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떠우반에서 올린 떠우반 문장과 댓글, 그리고 비평문을 중심

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분석은 담론의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구성하

고 있는 요소들에 초점을 맞춘다. 직접적인 상황적 맥락에서부터 사회와

문화, 제도와 같은 좀 더 넓은 차원을 분석한다(김신영, 윤순진, 2013).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구조적 가능성이

선택 혹은 배제되는 방식과 오랜 시간에 걸쳐 특정한 사회생활의 영역에

서 이들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밝혀 낼 수 있다(Faircl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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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담론의 사회적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역사문화를 다시 검토함으로써 동성 사회적 관계 속에

전통적인 남성성 및 현대적인 남성성의 특성을 정리한다. 이와 같이 연

구문제 1, 2의 결과를 결합하여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는 동성 사회적 관

계에서 새로운 남성성이 나타난 원인, 그리고 시청자들의 해석 특성 등

을 극변하는 중국 사회의 역사 문화 맥락에서 검토하여 이데올로기적인

변화와 의미를 논의할 수 있다.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중국에서는 남자의 역할은 항상 국가의 힘과

연결된다. 그리하여 남자가 어떤 남성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 건국 이후 중국 각 시기별로

재현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코넬의

남성성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당시

신 중국이 세워진 시점에서 출발하여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

해서 문학 소설, 텔레비전 드라마, 그리고 영화에서 재현된 남성 이미지

에 대한 통제와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의 형성과 양상을 서술하기로 한다.

이런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큰 피해를

끼친 문화대혁명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또 어떤 기계적인 이미지로 변했

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개혁 개방에 맞이하여 중국이 새

로운 역사 시기, 즉 현대화 과정의 문턱에 들어간 1980년대부터 경제 체

제의 개혁이 문화의 해방을 일으킴으로써 중국 사람들이 어떠한 새로운

남성성과 만나게 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경제적 발전, 과거에 대한

성찰, 새로운 미디어 형식의 나타남, 그리고 외래문화의 충격 등으로 인

하여 헤게모니적 남성성도 변해간다. 역사적 맥락으로 고려하여 제4장은

21세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극한도전>의 등장 이전 시기의 재현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변화를 위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존의 재

현된 헤게모니적 남성성들은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들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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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논거이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서의 <극한도전>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큰 인기를 얻은 이 프로그램이 위에 제시된

서사 분석의 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 장에서

주로 포맷, 배경과 캐릭터를 분석한다. <극한도전>이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와 내용 설정을 진행했다. 본 연구는

우선 포맷 설정부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찾아내고자 한다. 리얼 버라

이어티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고정되어 매주 포맷을 바꾸는 형식으로 진

행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배경 설정도 매주 바뀐다. 출연자들이 그 배

경에 맞춰 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배경

설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출연진의 배경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출연자마다 성격화된 캐릭터를 공개

적으로 부여하고 캐릭터를 다중화 시켜 개별 캐릭터를 강화하고 있다(임

의택, 윤성혜, 2014). 이는 개별 캐릭터 비중이 프로그램에서 높고, 개별

화된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만, 2008). 한국의 <무한도전>은 시작한지 오

래되어 한 사람이 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진부하게 보여 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캐릭터와 주어진 미션 위주, 혹은 게스트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 등을 보여주고 있다(임의택, 윤성혜, 2014). <극한도전>은 지

금까지 시즌 2까지 촬영, 방영했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무한도전>처럼

다양성을 발전하기에는 어려웠지만 각 캐릭터들이 가진 성격과 이미지는

서로 다르며 인물 관계도 점점 성숙해지고 있었다. 출연진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자 연예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캐릭터

설정할 때 그들이 셀러브리티로서의 이미지도 고려하였다. 이러므로 본

연구는 담론 분석과 결합하여 출연진이 연예인으로써 어떤 이미지를 가

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분석을 통하여 제6장에서 프로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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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된 이미지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출연자가 코넬의 4가지 남성성에 대한 담론에서 어떤 남

성성과 대응할 수 있는지를 토론할 수 있다.

제6장은 제5장의 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남성성을 밝히고

자 한다. 이 부분에서 한국 <무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과 비교함으

로써 프로그램 <극한도전>의 남성성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극한

도전>에서 캐릭터들이 어떤 돌발사를 겪었는지,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이

캐릭터들의 남성 이미지의 형성과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남성성들에 대하여 시청자의 반응을 분석

하여 대중이 이 프로그램을 수용할 때 어떤 공명을 일으키는지를 검토하

기로 한다. 코넬의 담론에 의하면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들은

어떤 지위에 속하는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문’과 ‘무’의 이분법적인 남

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역사는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남성성은 어떤 새로운 양상이 있는지,

또한 과거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도 탐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캐릭터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여자

출연자가 없는 <극한도전>에서 중국의 남성들이 동성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런 관계의 재현은 어떻게 진행되

는지, 또 이런 관계의 재현에 대하여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는 논

의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변화는 남성성 담론에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역으로 재현된 남성성의 변화와 시청자의 이에 대한 반응은 중국의 사회

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처럼 변화된 남성성과 시

청자의 공감은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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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 사회 변동에 따른 남성 재현의 변화

본 연구는 제4장을 통하여 중국 과거의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을 고찰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의 특질은 언제부

터 봐야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중국 고전 문화에서 재현된 남성 이미지

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영웅(英雄), 협객(侠客), 문인 군자(文人君子)들

은 삼강오륜(三纲五常)을 비롯한 봉건 사회 윤리와 제도의 구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유구한 역사 속에서 중국의 남성은 유럽에서 지칭된 독립

적인 자아의식과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였다(张伯存, 2006). 코넬(2003)의

관점에 따르면 남성성은 현대 유럽 사회 초기에 개인주의적 관념에서 세

워진 것이다. 이는 식민지의 통제와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남성성의 형성 과정에서 4가지 중요한 요

소가 있다. 첫째는 문화의 변천이 유럽 대도시들에서 성과 인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초래한 것이다. 개인주의, 자발적인 자아의식 등 이데올로

기 측면의 진보는 남성성이 형성될 수 있는 전제였다. 둘째는 제국의 확

장이었다. 남성성은 각 제국의 확장으로 인하여 형성하게 된 것 뿐만 아

니라 제국의 팽창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복자(conqueror)’는 대

표적인 이미지로 이를 수가 있다. 셋째는 상업 자본주의의 중심으로 발

흥한 도시였다. 자본주의는 성 차별화한 노동과 권리를 창조하여 합법화

시켰다. 상업 자본주의적 일터들은 남성성을 제도화 시켰다. 넷째는 유럽

에서 야기된 대규모의 전쟁들과 강력한 중앙 집권 제도는 가부장제를 강

화 시킨 것이다. 이러므로 남성성의 관념은 부르주아 계급의 ‘양극화’ 이

데올로기에 따라 나타난 근대적인 개념이고 역사가 아주 짧은 몇 백 년

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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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에서 중국 남자의 몸은, 심지어 모발까지도 부모의 것, 황제

의 것이었다. 고전 소설에서 재현된 전형적인 남성 캐릭터를 예로 들어

볼 수가 있다, <삼국지연>에서 영웅들이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

하여 목숨을 걸었다. <수호전>에서 하늘을 대신해 정의를 행한 녹림호

걸(绿林豪杰)들이 결국 벼슬이 되었다. 산 속에서 사는 은사들도 군주의

환심을 사지 못해서 산림으로 은거하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마음에서

충성심을 바치는 대상이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봉건국가로서 형

성된 남성의 특성은 현대적 의미를 가진 ‘남성성’으로 정의되는 것이 타

당하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국의 남성성은 1949년 신 중국이 성립

한 이후부터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헤게모니적 지위는 문화의 이상(ideal)과 조직체의 권력 사이에 어떤

일관성이 존재할 때 세워질 수 있다. 이런 권력은 개인적일 수가 있고

집단적일 수도 있다(코넬, 2003). 즉,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권력을

얻은 자가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

면, 신 중국을 세운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홍보

하는 남성의 모습, 경제 체제 개혁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얻은 남성의 모

습, 전반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받아들인 남성의 모습 등은 본 연구가 논

의할 대상이 되었다.

위에 언급한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발전해 온 남성성은 중국의

국정과 결합하면 1980년대에 들어가야 문학과 예술 작품, 텔레비전 프로

그램 등에서 충분히 재현된다(루이, 2002). 본 연구는 1949년부터 남성성

을 탐구하려는 이유는 역사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1980

년대부터 재현된 남성성은 과거와 분리시킬 수 없고 1950~1970년대 사이

에 나타난 남성 캐릭터들은 1980년대의 남성성의 토대가 되고 또한 좋은

대조가 될 수 있고 사회의 변동이 일으킨 이데올로기적 변화도 명확히

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신 중국의 건국부터 문학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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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미디어에서 재현된 이상적인 남성성, 즉 헤게모니적인 지위를 차지

할 수 있었던 남성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1절 건국부터 문화대혁명까지: 혁명 영웅을 중심으

로

1. 1950~1960년대: 혁명 영웅으로서의 남성 이미지

신 중국(1949년 10월 1일에 창립된 중화 인민 공화국)은 새로운 정권

으로 자기만을 위한 ‘의미의 시스템’이 필요하다(黄子平, 2001). 즉, 봉건

제도나 국민당이 세운 중화민국을 포함하여 과거에 중국을 통제한 모든

정권들과 철저히 다른 어떤 거대한 ‘담론’을 통하여 자기의 합리성, 합법

성, 또는 역사적 필연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를 의지하

여 새로운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

의적 문화 예술(社会主义文艺)이 등장했다. 이때부터 1967년 문화대혁명

까지 나타난 작품은 학계에서 ‘17년 문학’으로 불린다. 중국의 근현대18)

(近现代) 문학으로 보면, 사회주의적 문화예술 작품에서 1950~1970년대

에 웨버(Weber)가 주장한 ‘카리스마’적 인물들이 나타난다(王一川, 1995).

즉, 신성함, 독창성, 감화력을 가지는 영웅, 성인(圣人)들이다. 재현된 카

리스마를 가진 캐릭터들은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

다. 사회주의적 문화 예술은 남성을 위주로 묘사하여 재현된 남성 캐릭

터 이미지는 바로 ‘혁명 영웅’이다.

18) 중국에서 ‘근대’, ‘현대’의 용어는 세계 역사나 한국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세계 역

사에서 ‘고대’는 1640년 잉글랜드 내전(English Civil War) 이전을 지칭하여 근대는 

1640~1917년까지, 현대는 1917년 이후를 지칭한다. 중국의 경우는 ‘고대’는 1840년 

제1차 아편전쟁(鴉片戰爭)이전을 지칭하며, 근대는 1840년~1949년, 현대는 1949년 

이후, 근현대는 1840년부터 지금까지를 지칭한다. 본 연구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구분

법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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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영웅’이란 남성 이미지는 앞으로도 수 십 년간에 중국의 남성성

에 큰 영향을 지닌다. 이는 건국 이후의 ‘혁명 역사 소설19)(革命历史小

说)’에서 재현되었다. 혁명 역사 소설은 강건한 남성을 부각하는 ‘힘’의

문학이다. 이런 소설은 혁명 영웅에 대한 형상화를 통하여 모범을 세운

다. 혁명 영웅들은 강한 의지, 용감함, 성실함,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품성을 가진다. 중국의 혁명 영웅은 역시 사회주의적 국가 체제를 위해

형상화되기 때문에 무산 계급에 향한 확고한 신념과 정치적 각오를 갖추

어, 게다가 오래전부터 근로자들의 부지런한 특성도 가져 있다. 그들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사들이다. 영웅들의 형상화 과정은 인민의 혁

명전쟁의 승리를 반영한다. 몸의 수사학으로 보면 혁명 영웅은 항상 키

가 크고 몸이 건강하며 멋있다. 성격은 명랑하고 똑똑하다. 이런 몸에 대

한 수사학은 혁명모범극(革命样板戏)이란 문화 대혁명 기간에 모범극으

로 지정된 8대 현대극에서 더욱 강화되어 반대로 반혁명 인물은 비열하

고 불완전한 몸을 가진 이미지로 나온다. 진사화(2008)에 따르면, 문화대

혁명 시기의 남성 이미지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혁명 영

웅의 이미지는 고전 소설에서 재현된 남성 캐릭터의 상을 원본으로 한

바가 많았다. 예를 들어 <림해설원(林海雪原)>, <철도유격대(铁道游击

队)>와 같은 작품은 <삼국지연> 중 ‘오호 대장군20)(五虎将)’의 설정과

캐릭터를 빌렸다. 즉, 민간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인물 원형의 사용은

영웅의 군상(群像)이 더 완벽하게 만들고 독자들이 더 쉽게 받아들인 효

과를 얻었다.

혁명 영웅의 캐릭터들을 분류해 보면 대체로 4가지 유형이 있다. 전설

같은 투쟁을 하는 영웅, 세계관이 점점 완화해지고 성숙하지는 ‘성장’형

19) 대표작은 《붉은 해(红日)》, 《홍암(红岩)》, 《붉은 깃발(红旗谱)》, 《옌안을 지켜

라(保卫延安)》, 《청춘의노래(青春之歌)》, 《철도유격대(铁道游击队)》, 《림해설원

(林海雪原)》, 《열화금강(烈火金刚)》 등 전쟁 주제의 소설이 있다. 

20) <삼국지연>에서 ‘오호 대장군’은 권우(关羽), 장비(张飞), 마초(马超), 황총(黄忠), 조

운(赵云)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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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지도자로서 민중을 건지는 영웅, 그리고 고난을 겪은 순교자 영웅

들이 있다(陈思和, 2008).

반면에, 혁명 역사 소설에서 재현된 여성 캐릭터들은 그 때의 이상적

인 남성성을 이해하기에는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설들에서 여자 영

웅 캐릭터도 있었다. 여자 영웅들은 ‘공산당의 딸’과 ‘부녀를 해방한다’는

이중적 특성을 가졌는데 남자 영웅이 등장한 후에 등장한다. 한대강(韩

大强, 2009)에 따르면, 여자 영웅에 대한 수사학적 특징은 남성화

(masculinization), 도덕화, 그리고 ‘탈 가정화’다. 즉, 여자는 가정 중심적

인 캐릭터가 아니고 남자와 같이 혁명을 위하여 투쟁한 영웅이었다. ‘연

애가 혁명으로 변형함’과 ‘혁명이 연애로 변형함’은 작가들이 여자 영웅

을 부각할 때 지켰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다(李杨, 2003). 소설에서 재

현된 여자 영웅들은 그 시대의 남성 작가들이 추구한 도덕적 규범과 이

데올로기적 규범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규범에서 여자 영웅들은 자유

롭지 않았다.

<청춘의 노래(青春之歌)>에서 재현된 남녀 주인공의 관계를 살펴보도

록 한다. 남자 주인공 노가천(卢嘉川)과 여자 주인공 임도정(林道静)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적 끌림은 공산당에 사랑으로 투사한다.

임도정은 공산당을 대표하는 노가천에 가진 정서는 애인에 가진 정서였

고 마지막으로 노가천이 희생하지만 임도정은 당의 또 다른 화신 강화

(江华,이야기 결말에 임도정의 남편)에 연애 관계를 맺었다. 여기서 사적

인 ‘성’은 ‘정치’와 서로 차력하는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李扬,

2003). 성적인 끌림은 정치의 부름으로 묘사되어 정치의 표현은 성적인

끌림으로 그 매력을 제시한다. 이러므로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남성성은

혁명에 관한 이데올로기의 코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판

단된다. 원래 소 부르조아 계급이었던 임도정이 무산계급으로 전환하는

‘혁명’의 과정에서 남성성은 은유법으로 혁명을 암시한다. 남자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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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사랑과 투쟁은 혁명의 투쟁을 은유한다. 즉, 남성의 특질은 혁명

역사 소설에서 공산당의 상징으로 활용된다.

혁명 역사 소설에서 여자 캐릭터에 대한 재현의 또 다른 전형적인 이

미지는 희생한 여자 영웅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은 <홍암(红岩)>의 여주

인공 쟝지에(江姐)였다(韩大强, 2009). 소설에서 재현된 희생자 쟝지에의

몸은 공산주의자로서 살아있는 일반인이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상의 몸을

초월한 숭고한 존재가 되었다. 소설들은 여성의 몸을 선택하여 그들을

고상한 순교자로 재현하는 것은 여성의 연약한 몸이야 부술 수가 없는

그녀의 공산당에 향한, 견고한 의지를 역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혁명자로서의 몸은 숭고한 몸이라면 여성 혁명 영웅의 몸은 강철과

같은 남자의 몸, 더 나아가 무성의 몸으로 변해갔다. 혁명 역사 소설에서

여자 캐릭터들의 남성의 또는 무성의 특성으로 그 시대에 재현된 남성성

을 찾아볼 수가 있다.

혁명 영웅들은 사회주의적 문화 예술 작품에서 ‘살아있는’ 캐릭터로서

혁명전쟁 역사의 ‘진실’을 제시한다. 그들은 신세계와 신 사회의 창조자

이며 그들의 이미지는 ‘진보적인 힘’, ‘인민의 힘’과 ‘혁명의 승리’ 등 서

사와 연결하고 있다.

2. 1960~1970년대: 거세된 혁명 영웅으로서의 남성 이

미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약칭 문혁)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2월까

지 중국에서 벌어졌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소란이다. 문화대혁명의

형식상 표면에 내세운 구실은 '회생하려는 전근대성 문화와 시장 정책

문화를 비판하고 더욱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하자!’라는 정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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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상, 문화 개혁 운동이었지만, 실질로는 대약진(大跃进) 운동이 크게

실패한 탓에 정권 중추에서 잠시 물러난 모택동(毛泽东) 자신의 재부상

을 획책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민중과 학생 폭력 운동을 동원해 시장

회생파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몰아간 모택동 파와 등소평(邓小平) 파의

권력 투쟁을 겸하였다.

이 운동은 1966년 5월 16일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회 주석이었던 모

택동의 제창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부르주아 계급의 자본주의와 봉건주

의, 관료주의 요소가 공산당과 중국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의 청년 학생들과 민중들이 사상

과 행동을 규합해 인민민주독재를 더욱 확고히 실현하기 위해 트로츠키

주의식의 진일보 투철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후의 영구적 계급투쟁’을 통

해 이런 것들을 분쇄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홍위병(红卫兵)의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었다.

모택동이 문혁을 제창하게 된 동기는 노선을 변경한 소련의 잘못된 수

정주의가 중공에서도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에서 더욱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한편,

모택동 자신이 시도한 대약진 운동에서 파멸적인 결과를 빚어 당에 대한

권력과 영향력이 덩샤오핑과 유소기(刘少奇)에게 넘어가려하자, 극좌적

계급투쟁 형식을 빌어 이를 선회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는 것도 통설이

다.

1969년 모택동은 공식적으로 문혁이 끝났다고 선언하였고 학생과 노동

운동가들 일부를 체포하였으나, 사실상 1976년 모택동의 죽음과 사인방

(四人帮)의 체포까지 벌어졌던 일련의 여러 혼돈과 변혁을 통틀어 길게

문혁 기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에서는 이 기간을 십년

동란(十年動亂)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혁은 대개의 중국인들이나 외부인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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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문혁의 공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가 존재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1981년에 이를 모택동의 과오가 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나 문혁 기간에서의 모택동의 과오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린뱌오(林彪)와 사인방도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었다.

문혁 기간에 혁명모범극21)(革命样板戏)과 이와 관련된 소설들은 유일

하게 소비 가능한 대중문화이다. 혁명모범극은 혁명 역사 소설을 원작으

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이 시기에 일체화된 사회주의적 문화 체제로

인하여 모범극은 유일한 장르로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오래 동안에 헤게

모니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1976년 개혁 개방전까지의 문화 예술을

독점한 컨텐츠가 되었다. 앞에 설명한 혁명 역사 소설을 위주로 한 ‘17년

문학’은 혁명 역사에 대한 복잡한 서사로 이데올로기적인 합리성을 구조

화 한다면 모범극은 중국 전통 예술 경극(京剧)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문

화 급진주의(radicalism)를 중심으로 이미지 구조화의 독점화

(monopolization), 캐릭터의 단순화, 무산계급과 부르조아 계급의 감정 대

결을 서사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으로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를 홍보한

다. 모범극에서 각색된 무대극이든 영화이든 모두 직설적이고 강렬한 시

각적 효과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감각적 충격을 해주었다. 그 중에 혁명

영웅의 남성성도 대사나 소리, 빛 음악 등 음향 효과를 통해서 직관적으

로 재현될 수 있었다. 대만 학자 황금린(黄金麟)이 이렇게 비판한 바가

있었다. 20세기 중국 사회를 이해할 때 단서로 볼 수 있는 특성은 두 가

지가 있다. 즉, ‘몸의 군사화(militarization)’와 ‘몸의 국가화

(nationalization)’이다(黄金麟, 2001). ‘남성의 몸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화

와 국가화 과정을 보면 중국에서 몸에 대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침투

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몸과 정치 체제,

21) 경극 《지취위호산(智取威虎山)》·《해항(海港)》·《홍등기(紅燈記)》·《사가빈(沙家

濱)》·《기습백호단(奇襲白虎團)》·《용강송(龍江頌)》과 발레극 《홍색낭자군(紅色娘

子軍)》·《백모녀(白毛女)》 8 가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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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혁명, 이데올로기와의 복잡한 관계는 틀림없이 20세기의 중국 문화

예술 산업에서 들어낼 수 있다. 남성성에 대한 헤게모니적 통치도 마찬

가지이다.

이 시기에 헤게모니적 남성 특성은 구체적으로 모범극에서 나타난 영

웅들의 분장, 동작과 복장에서 찾아진다. 혁명 영웅들은 외모적으로 보면

큰 눈과 짙은 눈썹, 붉게 밝은 안색을 갖추어 잘생긴 얼굴이어야 한다.

동작을 보면 눈이 크게 뜨며 주먹을 쥐거나 몸을 곧게 세우는 자세를 택

한다. 복장은 깔끔한 중국 홍군의 군복을 입은 것이다. 무대의 배경 세팅

과 조명, 음악, 미술 등 측면에서도 혁명 영웅의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만

들었다. 혁명영웅과 같은 ‘숭고한 몸’은 당시 민족성의 장치가 되어 혁명

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한 ‘살아있는’ 기호가 되어버린다.

모범극에서 재현된 남성 영웅 인물은 ‘17년 문학’보다 더욱 완벽하다

(黄金麟, 2001). 그들은 잘 생긴 외모와 착한 마음, 공산당에 향한 충성

심, 똑똑한 머리로 이미지를 설정하는데 재현의 방법은 도식화 해졌으니

경직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혁명 영웅을 형상화 할 때 삼돌출22)(三突

出)이란 문화 예술 지도 이론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혁명 영웅들의 이

미지가 단일하고 창백한 캐릭터로 변화하여 세상을 등지고 틀어박힌 듯

이 계급에 대한 애증만 남은 인형이 되었다. 남성의 영웅주의는 하늘로

높아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미 위험한 지경으로 빠졌다. 창작의 자유를

22) 삼돌출(三突出): 중국 문화혁명 시기의 문화 예술 지도 이론 중 하나이다. 회영(会
泳)이 1968년 5월 23일 《문회보》 게재한 《문화 예술계로 하여금 영원히 모택동 

사상의 진지(阵地)를 선전하게 하라》 라는 문장에서 처음 제시한 것으로부터 비롯되

었다. 강청(江青) 등이 동조했고 확대 보급했다. 문화 예술 창작이 무산계급(无产阶
级)의 영웅 인물을 묘사하는데 반드시 따라야하는 원칙으로 인식되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인물 중 긍정적인 인물을 돌출 시킨다. 2. 긍정적인 인물 

중 영웅 인물을 돌출 시킨다. 3. 영웅 인물 중 주요 영웅 인물을 돌출 시킨다.구체적 

실천은 문화 예술 창작 중에 긍정적 인물을 화면 또는 무대 중앙에 세우고, 정면으로 

조명을 받게 하는 반면, 부정적인 인물은 구석에서 역광을 받는 방식 등으로 실천되

었다. 문혁 이후, ‘~요리의 ‘삼돌출’ 특색’ 같은 식으로 다른 곳에서 이 말을 빌려 사

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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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시대에 개개인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이 소심하게 정치 입장을

지키는 시대에 혁명 영웅으로서의 이상적인 남성성은 정치를 위한 거세

되고 텅 빈 기호가 되어 버린다.

모범극의 고정화된 재현 방식에 있어 예시를 들고자 한다. 모범극을

각색한 영화 <사가빈(沙家濱)>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당시

모택동의 아내인 강청23)(江青)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사가빈>의 대사,

동작을 어떠한 변동도 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였다. 제작진은 창작의 자

유는 전혀 없었다. 팔일 영화 제작 회사24)(八一电影制片厂)에서 근무한

영화 감독 왕빙(王冰)은 현대 경극 <기습백호단(奇襲白虎團)>의 감독으

로 활동했을 때 영화를 찍는 시점으로 무대의 어떤 디테일을 바꾸었다.

이로 인하여 강청이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 왕빙은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였다.

<중국 영화 무대 뒤에 이야기(中国电影幕后故事>란 중국 영화의 역사

를 기록한 연구에서 이런 서술이 있었다. '영화를 제작한 스태프들은 하

마터면 자기도 모르는 ‘정치적인 실수’를 해 버릴 수 있었다. 제작진은

매일 참가한 대형 회의에서 촬영에 대한 모든 일들을 토론해야 하고 마

지막으로 단체로 결정을 내렸다. 감독은 촬영에 있어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문혁 때문에 토론회에서 누구도 발

연할 용기가 없었다. 구체적인 의견은 누구도 제안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할 때는 다들 그냥 애매모호하게 빈말만 한다. 실질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날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었

다. 이런 회의들은 항상 새벽 두, 세 시까지 버텼다. 이런 일은 정말 말

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刘澍, 2005)'

23) 강청(江青):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서서히 정치에 손을 뻗어, 1960년대에는 4인

방의 우두머리로서 극좌 노선의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다. 이 당시에 그녀는 '무산 계

급의 위대한 기수(无产阶级伟大旗手)'로 칭송되었다.

24) 중국 인민 해방군 팔일 영화 제작 회사(中国人民解放军八一电影制片厂)의 약칭. 이

는 1951년 창립하여 중국의 주요 영화 제작 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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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혁 시기의 모범극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 모범극에서 재현

된 남성 이미지는 강건하고 위대한 외모 아래는 남성에 대한 이데올로기

적인 거세이다. 남성의 몸은 영혼이 없는 껍데기, 공허한 정치적 장치가

되어버린다. 문혁 시기의 지도적 사상은 ‘문화 예술은 정치의 도구’, ‘문

화 예술은 계급투쟁의 도구’이다. 모범극에서 재현된 남성의 몸은 정치의

소용돌이에 처한다. 푸코(Foucault, 2003)가 조명한 대로 권력관계는 항

상 몸을 통제와 간섭하려고 하며, 기호를 부여하고 훈련시키고 어떤 임

무를 완성하게끔 만든다. 정치가 몸을 통제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개조,

점유하여 이로 하여금 기관이 없는 몸, 욕망이 없는 몸, 성 차별이 없는

몸, 붕괴된 몸이 되었다.

‘17년 문학’에서 재현된 여성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모범극에서 재현된

여자 영웅들은 헤게모니적인 남성 이미지에 대한 담론에서 생산된 성과

물이었다. 여성의 혁명을 높일 듯 한 혁명의 담론에서 남성의 패권적 지

위를 잠재적으로 암시한다. 여성들은 자아에 대하여 부정, ‘남성화’되어

결국 ‘탈성화’를 당해 성별이 없는 정치의 기호가 되었다.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는 ‘무산 계급의 신 문화 예술(无产阶级新文艺)’

운동을 창립함으로써 혁명 영웅의 이미지를 로맨틱하게 재현하려고 하였

다. 이러하여 공산주의적 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를 예고하기로 하였다.

‘혁명을 계속 하라’라는 이념은 모범극에 대한 집착과 끝없는 홍보와 사

용을 반복하고 중국 문화대혁명 기간 문화 예술의 커다란 손해를 입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급진주의의 필연적 요구이자 혁명의 이데올로

기적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현대성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다.

혁명 영웅은 문학 작품에서 존재한 인물 이미지만으로 보이면 그들의

이데올로기적인 통제에 강력한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제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혁명 영웅을 새로운 사회적, 역사적 담론 구조의 주도적 기호로

봐야 하며 이들을 새로운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문화 기호로 생각해야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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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영웅의 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코딩으로 사회

의 생활 질서, 경제 정치권력의 질서와 이데올로기의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Hall, 2001).

그럼 혁명 영웅의 남성 이미지들이 어떠한 질서를 가지는가? 투쟁을

하는 전설 같은 영웅은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도탄에 빠진 무산 계급인

대중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성장’형 영웅, 지도자로서 민중을

구하는 영웅, 그리고 순교자 영웅들이 고난을 겪고 성숙해지는 과정은

자아의 변화와 진보를 통하여 공산당에 의탁하는 광명의 길을 제시한다.

소 부르주아 계급이든, 지식인이든, 심지어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농

민도 당에 향한 길에서 주체성을 불러 마지막으로 합격한 공산당 당원으

로 더 많은 사람을 부른다.

루이(2002)가 제시한 중국 '문'과 '무'의 남성성은 이원적이지만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속채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특성은

균일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즉, 어떤 시대에 '문'적인 남성성은 더 강조

되어 어떤 시대에 '무'적인 남성성은 더 제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국 이후, 즉 모택동이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통치 하에, '혁명 영웅'이

란 남성의 모습은 분명히 '무'적인 남성성에 속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루이, 2002). 이로 인하여 지혜와 지식을

중시하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 즉 강건한 몸과 강한

의지, 그리고 노동에 헌신한 정신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범

극에서 재현된 거세된 영웅들에 대하여 루이(2002)는 1970, 80년대의 여

성 문학에서 증거를 찾으려 한다. 그는 모범극에서 부각된 영웅들은 경

직된 캐릭터라고 밝혔고 남성이라고 하기보다 고대 임금의 시중을 들거

나 숙직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내시(eunuch)'로 비유하였다. 즉, 모범극

에서 '무'적 특성을 극대화된 혁명 영웅은 거세당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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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영웅의 남성상은 국가가 이데올로기를 통제하는 기계이다. 이를

통해서 20여 년간에 계속해서 혁명의 창세 신화와 공산당의 합리성을 해

석하고 강화한다. 사람들은 혁명 영웅을 유일한 이데올로기적인 모범으

로 삼아 사람의 상징체계를 구조화한다. 중국 사람은 이러한 혁명 영웅

의 신화와 꿈에서 행복하게 만취하여 깨어나지 못하였다.

제2절 개혁 개방 이후: ‘터프 가이(tough guy)’를 중심

으로

개혁 개방(改革开放)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의 등소평(邓小平)의 지도 체

제 아래에서,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 11기 중앙위원회(中

央委员会) 제 3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되었고, 그 후 시작된 중국 국내 체

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 정책을 말한다. 제1절에서 설명된 모택동 시대

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현

실파 덩샤오핑은 ‘네 개의 현대화’를 내걸어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하였다. 기본 원칙은 선부론(先富论)으로 대표되듯이, 먼저 부유해질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부유해져서, 그 영향으로 다른 것이 풍성해지면

좋다고 하는 생각이었다. 1978년 이후 기존의 농촌 경제체제 중의 폐단

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일련의 새로운 농업정책을 연속적으로 제안하여

과감한 개혁을 실행하였다. 도시 지역에서는 외자의 적극 유치가 장려되

어 광동성(广东省)의 심천(深圳), 복건성(福建省)의 샤먼(厦门) 등에 경제

특구와 상해, 천진(天津), 광주(广州), 대련(大连) 등 연해(바닷가)지역의

여러 도시에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된다. 화교나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

로 도입하는 것으로 자본이나 기술 이전 등을 완수하는 한편, 기업의 경

영자주권의 확대 등의 경제체제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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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개방 정책은 동시에 중국 사회에 큰 모순을 가져다주었다.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연안(沿岸)부와 내륙(内陆)부에 경제 격차가 확대되며

관료의 부정부패가 한층 심각해졌다. 인플레나 실업도 눈에 띄게 늘었고

공산당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었다. 심지어 1989년에는 천안문 사건

이 발생하여 개혁 개방은 일시 중단하게 된다.

1. 1980년대 전반기: '사나이'로서의 남성성

1970년대 말기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의 시기에는 전국에서 큰 피해를

입고 끝난 문혁이 ‘전제적 봉건주의 사상’의 몰아치기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은 새로운 사상과 계몽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

화의 전제적인 통제를 깨어 이데올로기의 혁신을 주장하였다(洪子诚,

1999). 개혁 개방의 물결을 타면서 ‘신 시기’의 문학은 사상의 해방과 계

몽을 목표로 ‘가장 어두운’ 문혁 시대와 작별하려고 하였다.

이 때, 휴머니즘(humanism)은 새로운 계몽의 담론으로 ‘신 시기’의 문

화적 생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 철학과 문학 학계에서는 주체

성 문제를 토론하며 사람의 자유와 해방을 간절히 호소하고 한 편에 개

인주의적 사회 윤리와 가치관의 형성을 시도하였다(汪晖, 1998). 개인주

의는 개인의 자유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개인 자유의 대립면은 전제적

국가와 이데올로기였다. 앞에 언급한 유럽의 남성성 개념이 나타난 조건

들과 결합하면 주체성과 개인주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사회 가치관이

될 때 성 차별이 들어나고 남성의 주체성 의식이 형성한다. 즉, 1980년대

중국에서는 유럽이 지칭한 남성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1980년대 휴머니즘 사상이 가져온 ‘개인’ 관념의 심층적인 의미를 탐구

한 바가 있다. 휴머니즘은 1980년대에 사람의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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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개인 관념을 되찾음으로 새로운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구조 화 한다. 이러므로 1980년의 대표

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개인과 사회가 대립한 구조에서 ‘주체론’은

‘현대’와 ‘전통’을 구별하여 개인의 주체성을 ‘현대적 국민’과 대응 시켰

다. 가치관으로서 휴머니즘은 현대성의 인정과 표명을 대표한다. 옛날의

국가 이미지를 비판하는 동시에 휴머니즘 사상은 ‘개인’을 바탕으로 개혁

개방의 ‘신 시기’에 국가와 국가 이미지를 되세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80년대 휴머니즘 사상은 1990년대 새로운 세력이 된 부르주아 계급의

나타남을 암시한다(贺桂梅, 2004). 휴머니즘과 개인주의적 사상의 영향으

로 <사람아, 사람25)(人啊, 人)>을 대표로 한 ‘사람의 문학(人的文学)’이

나타났고 문학 작품에서 ‘성 차별’과 연애를 묘사하는 것이 더 이상 금지

된 내용이 아니었다. 문학은 개개인의 슬픔과 기쁨, 서적인 정서를 부각

하기 가능하게 되었다(张伯存, 2006).

하지만 신 시기에 문혁을 봉건전제주의로 보고 그 ‘불결한’ 역사와 경

계를 긋고, 결별하고 미래에 향하려고 하는 현상은 현대성에 대한 걱정

의 표현으로 보인다. 과거와 분열하고 싶어 해도 역사는 절대 쉽게 끊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데올로기, 문화, 예술 등 영역에서 신

시기의 문학은 스토리의 구상, 기승전결, 인물의 형상화, 도덕적 요구 등

측면에 ‘17년 문학’, ‘문혁 문학’과 복잡하고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 역사

의 ‘관성(惯性)’은 작가들의 창작을 좌우하고 있었다.

신 시기에 남성성을 탐구하는 데에서도 과거 시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노 간부(老干部)’의 이미지는 혁명 영웅의 이미지와 서

로 통하였다. ‘노 간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이전의 혁명 간부를 지

칭한다. ‘신 시기 문학’ 초기 작품을 살펴보면 노 간부 캐릭터는 주요 대

상이 되었다. 노 간부는 전쟁 시대의 혁명자이자 문혁 시기에 누명을 쓴

25) <사람아, 사람(人啊, 人)>: 중국 작가 대후영(戴厚英)이 1980년 출판한 장편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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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다. ‘우람한’ 노 간부는 고통의 과거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신 시기’로 건너가는 다리다.

1950년대 이상주의적인 가치 체제를 받침으로 영웅주의와 비극적 정서

를 가득 찬 정치와 도덕관념을 담은 작품들은 ‘상흔 문학26)(伤痕文学)’으

로 불린다. ‘상흔 문학’을 바탕으로 더 심화되어 평가와 비판을 담은 작

품들은 ‘성찰 문학(反思文学)’이라고 한다. 과거의 역사를 보는 ‘상흔 문

학’과 ‘성찰 문학’은 뒤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개혁 문학(改革文

学)’은 앞으로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장르들은 여전히 ‘노 간부’의 부

각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그 특정 역사 시기에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

던 합리적인 신분은 ‘우람한 노 간부’란 문화적 기호이다.

‘노 간부’ 캐릭터에서 재현된 남성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혁 문학’의 남자 주인공들은 위세가 등등하여 과감하고 패기가 있는

개혁가들이다. 그들은 이상주의와 영웅주의적인 특성이 강하다. 높은 위

계 계급에 차지한 노 간부는 주로 이런 개혁자를 담당한다. 높은 위계

계급이란 것은 전쟁 시기를 겪어 평화로운 경제 건설 시기의 영웅들을

지칭한다. 개혁 영웅 캐릭터들은 의지와 기개가 자유분방하고 하늘을 떠

받치고 땅에 우뚝 서 있는 사나이로 부각된다. 서사의 방법을 보면 개혁

영웅과 혁명 영웅은 인물의 부각 방법에서 동질성과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영웅주의적이다. 정치 입장과 도덕성에 대

한 이해도 비슷하다.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로 이원적 대립하는 형식을

택한다. 혁명 영웅은 공산당 정권(모택동 정권)을 위하여 역사적 합법성

을 제공한다면 개혁 영웅은 새로운 정권(등소평 정권)에게 앞길을 찾는,

다시 시작하는 합법성을 제공한다. 개혁 영웅은 1980년대 국가 이데올로

기의 대변인이 되었다.

26) 상흔문학(伤痕文学, scar literature):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사람들에게 안겨 주었던 

아픔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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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신성27)(新星)>에서 재현된 남성성

을 예시로 들고자 한다. 1986년 새해, 태원(太原)TV에서 <신성>을 방영

하여 인기를 끌었다. 그 후에 CCTV가 1990년에 드라마 <신성>을 재방

송하여 전국을 뒤흔들었다. <신성>의 시청률은 한 때 73%까지 올라갔

다(张凤铸, 2003). 이 드라마는 어떤 현(县)을 배경으로 중국 농촌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개혁과 투쟁의 사회생활을 서술한다. 남주인공 이향남

(李向南)은 개혁을 위한 정의감, 책임감, 사명감을 겸비하였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권선 징악한 성격은 그 당시 남성성의 요

령이 되었다.

1980년대 중기까지 중국의 새로운 정권이 잠재적인 사회 위기를 넘어

간 후 ‘우람한 노 간부’들이 자기의 책임을 완성하여 ‘평민 사나이’ 캐릭

터가 그를 대신에 등장하였다. ‘개혁’에 질문을 던진 문학 작품이 나타났

다. 이런 소설에서 재현된 남성성은 ‘사나이’로 부각된다. 대표 작가 장위

(张炜)가 수필 <남자의 노래(男人的歌, 1997)>에서 묘사한 남성 특질은

이 시기 ‘개혁 영웅’의 남성성을 요약하는 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삶

에서 많은 고통과 행복이 있다. 이는 모두 사나이에게 준비한 것이다. 그

는 든든한 어깨로 물건을 메어 양팔로 무엇을 막거나 맞이해야 한다. 전

투하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남자의 등이 여러 가지 억압을 견뎌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진정한 사나이는 끙끙거리지 않겠다.’ 장위에 따

르면 사나이의 힘은 외모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지력도 포함

한다. 내적으로 자아를 보완하려는 욕망을 통하여 강한 의지로 삶에서

모든 불우와 장애를 이겨내는 것은 ‘사나이28)’적 남성성이다. 사나이들은

3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는 강건한 외모 아래는 깊은 정서를 숨어 있

27) <신성(新星)>: 중국 작가 가운로(柯云路)가 1984년 쓴 장편 소설. 남주인공 이향남

(李向南)이 어떤 가난한 현(县)에 부임하여 개혁을 진행한 이야기. 1986년 텔레비전 

드라마로 각색되어 방송한다.

28) 대표작은 《라라곡(拉拉谷, 1982)》, 《가을의 사색(秋天的思索, 1983)》, 《가을의 

분노(秋天的愤怒, 1984)》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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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는 무너지지 않는 의지, 셋째는 그들은 영원히 불패한다(曹文轩,

2003).

‘사나이’적 남성성의 구조 방법은 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육체와

정신은 모두 ‘사나이’적이다. 예컨대 등강(邓刚) 작품 <迷人的海(아름다

운 바다, 1983)>에서 주인공 ‘라우하이펑즈(老海碰子)’의 몸에 대한 묘사

는 ‘우람한 몸(身体魁梧)’, ‘굳센 소나무같이 우뚝하다(像棵苍劲的松树那

样挺拔)’, ‘바위같이 단단한 골격, 소의 힘줄처럼 비틀어진 근육, 검은 고

무 판같은 피부(岩石般坚硬的骨架, 牛筋般扭紧的肌肉, 黑胶板一样富有弹

性的皮肤)’ 등이 있었다. 둘째는 육체와 정신이 대조로 될 수 있는 사나

이다. 예컨대 개혁을 지지하는 노인들이 있었다.

또한, 개혁 영웅과 같은 사나이 외에도 한 가지 사나이 이미지가 있었

다. 이는 자연과 투쟁하는 사나이다. 남 주인공들이 자연과의 전투로 남

성성을 들어낸다. 그들은 자연을 도전하여 그 과정에서 영웅주의적 정서

를 불러냈다. 자아를 탐구하는 길이 위대하고 변하지 않는 자연으로 비

유되어 그를 통하여 자기의 주체성을 찾은 것이다. 예컨대 소설 <북쪽의

강(北方的河, 1984)>에서 남주인공이 황하에 직면하여 ‘너의 세계에서 나

는 반드시 진정한 사나이와 전사가 될 것이다.’라는 결심으로 젊은이의

활력과 이상주의적인 가치관을 볼 수 있다.

‘사나이’적 남성성의 형상화 과정에서 여성의 시점으로 재현한 경우가

많았다. 소설에서 여성들의 시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

니었다. 여성 캐릭터, 특히 젊은 여자들의 시선은 남주인공을 사나이의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었다. 작가들은 남주인공이 여자와 만날 때부터 수

사학적으로 ‘사나이’를 대표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제한 없이 남주인공

에게 사용하여 남주인공을 즉시 자존함, 용감함과 진보성을 가진 이미지

가 되었다(王晓明，1997).

위에 논의한 ‘사나이’같은 남성성이 왜 신 시기의 문학과 텔레비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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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 빈번히 출현하는가? 중국의 소설가들이 ‘사나이’에 이렇게 열정을

바치는 것은 70년간의 신 문학사에서 처음이었다(曹文轩, 2003). 강건한

남성미는 80년대에 중요한 미학적 경향이 되고 중국의 정치 생활과 일상

생활 속으로 침투하였다. 남성 국민들이 자기가 활달한 기품, 완강한 의

지, 그리고 강렬한 남성성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이는 중국의 잡

지와 신문에서도 들어냈다.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는 잡지 <중국 청년29)(中国青年)>은

1980년대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중국 청년>에

서 선도하는 청년 모범은 혁명 영웅이 아니었다. 중국의 새로운 정권은

20여 년 동안 계속했던 운동과 투쟁의 결과로 초창기 정권이 뒤집힌 것

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역사적 맥락의 새로운 단계에서 전쟁 시대

의 혁명 영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숭고한 신화는 더 이상 현실을 해석

하는 효과를 가지지 못하였다. 문혁 이후로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은 숭

고하고 정치적인 영웅주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삶과 미래에 향

한 현대성 문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신’의 문화에서 ‘사람’의 문화로

발전하였다. 남자마다 혁명 영웅이 되기 불가능하지만 남자마다 강직함,

힘, 책임감을 가지는 ‘평민 사나이’가 될 수 있다(柳斌杰，1985). 이러한

‘사나이’적인 남성성 요소가 새로운 사회와 문화가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조명하였다.

하지만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에서 숨어있었던 진실이 있었다. 즉, 남성

성은 바로 민족성이다. ‘남성성=민족성’은 남성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제

시할 수 있다. 이 점은 당시의 사회에서 당연히 받아들였고 여성까지 묵

인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사나이’적 남성성 담론은 여성들의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신 시기 문학에서 이러한 서사 구조가 존재하였다. 진정한

29) <중국 청년(中国青年, China Youth)>: 1923년 10월 20일부터 창립된 잡지. 18세~

30세의 독자에게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홍보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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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부재였다 -- 찾으러 한다 -- 찾았다’는 순서로 재현되었다(张伯

存, 2006).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은 남성성 구조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성은 여성스럽지 않는 ‘반 여성

성’이다. 그때, 남성성과 여성성은 대립한 관계로 존재하지만 독립된 것

이 아니다. 여성을 떠나면 남성성의 구조화가 실행하지 못하였다. 담론이

여성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이 어떤 남성성을 선호하는지는

반대로 남성성의 형성을 촉진한다.

1980년대 휴머니즘은 중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가치관이 되었

다. 개인주의, 주체성 문제, 성 차별 의식 등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국민들은 철저히 ‘비인간적(非人)’인 전제주의 국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张伯存, 2006). 그러나 국민 전체의 깨달음과 개인주의적 가치

관의 계몽보다 ‘남성의 흥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성의 계몽은

공식적으로 1995년 중국에서 개최한 ‘세계 부녀 대회(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부터 시작했다.

역사와 작별하고 미래에 들어가는 문학적, 사회적 담론에서 역사는 ‘사

나이’만을 의지해야 진보할 수 있었다는 시기였다. 노 간부, 개혁 영웅,

평민 사나이, 이런 남성성들은 개인으로서의 남성 캐릭터가 아니라 민족

과 국가를 대표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상징

이 되었다.

‘사나이’에 대한 담론부터 남성성, 민족성까지의 전환에서 1980년대 현

대적 국민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 민족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 남성 주체는 민족과 국가의 주체였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소

속감은 남성의 특권이었다. 이러한 소속감과 신분의 인정은 남성에게 ‘민

족과 국가’에 대한 주체성 의식을 부여해 주고 그들의 ‘사나이’적인 남성

성을 다듬었다.



80

루이는 중국학자 조문헌(曹文轩)이 1980년대 사나이 캐릭터의 출현과

벌전에 대한 주장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남성성을 분석하였다. 그에 의

하면 1980년대는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작의 정치적, 경

제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때의 남성은

사나이로 보이지만 유교적 문인의 특질을 가진다. 그들은 교육을 받았고

자녀도 있고 공무원의 직무도 있었다(루이, 2002). 그들의 남성성은 총과

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대, 동지, 그리고 가정에 기여에 있

는 것이다. 루이는 공산당의 통제와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작가들은

전통적인 성별의 질서, '문'과 '무'의 남성성, 그리고 이런 이원적인 남성

성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2. 1980년대 후반기: 수입된 ‘터프 가이’의 남성성

1980년대부터 중국은 외국의 영화, 드라마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수

입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현된 남자 캐릭터들은 중국의 남성성의 형성

과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외국의 문화 컨텐츠는 새롭고 복합한 남성성의 출현을 촉진하였다. 대표

적인 영화는 일본 영화 <그대여 분노의 강을 건너라(君よ憤怒の河を渉

れ, 1976)>, 홍콩 영화 <소림사(少林寺, 1982)>, <영웅본색(英雄本色,

1986)>, 미국 영화 <람보(First Blood， 1982)>, 프랑스 영화 <조로

(Zorro, 1975)>,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

(Man From Atlantis, 1977)>, <게리슨 유격대(Garrison's Gorillas,

1967), 홍콩 드라마 <곽원갑30)(霍元甲, 1981)>, <상해탄(上海滩, 1980)>,

<사조영웅전(射雕英雄传, 1983)> 등이 있었다.31) 본 연구에서는 <그대여

30) <곽원갑(霍元甲)>은 중국 내륙에서 방송된 첫 번째 홍콩, 대만에서 수입한 드라마

다. 



81

분노의 강을 건너라>, <조로>,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 <게리슨

유격대>와 <곽원갑>을 뽑아서 남성성의 특질이 중국 사람과 어떤 공명

을 일으켰는지를 토론하고자 한다.

<그대여 분노의 강을 건너라>의 남 주인공 모리오카(杜丘)역 배우 다

카쿠라 켄(高倉健)은 당시 중국 젊은이들의 첫 ‘아이돌’이 되었다. 영화에

서 다카쿠라 켄이 연출한 남자 주인공은 옷깃을 세우며 말수가 적었다.

그의 차가운 표정과 눈빛, 침착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대비되는 것은 사

랑하는 여자에 대한 부드러움과 따뜻함이다. 연애에 대해서 그는 남자의

무뚝뚝함과 부끄러움을 연출하였다. 이런 캐릭터가 중국 여성의 마음을

잡았다고 당시 미학적 의식까지 바꿨다. 다카쿠라 켄은 여자들이 배우자

를 찾을 때의 모범이 되었다32).

<그대여 분노의 강을 건너라>는 대중의 미학적 의식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그 때 중국 남자 배우 인기의 떨어짐에서 볼 수가 있다. 중국 남자

배우들 중 하얀 피부와 준수한 얼굴로 유명한 배우 당국강(唐国强33))은

‘다카쿠라 켄’과 같은 남성성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동안 좌절

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 때부터 중국 대중문화에서 ‘쿨한 사나이’의 표

현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카쿠라 켄의 열풍’과 거의 동시에 프랑스 배우 아랑 드롱(Alain

Delon)도 한때 소남 소녀의 아이돌이 되었다. 시청자들은 영화 <조로>

에서 아시아와 다른 유럽의 남성미를 느꼈다. <조로>의 남자 주인공은

31) 중국 내륙에서 방영된 시간: <그대여 분노의 강을 건너라(君よ憤怒の河を渉れ)>197

9년; <소림사(少林寺)>1982년; <영웅본색(英雄本色)>1986년; <람보(First Blood)> 1

993년; <조로(Zorro)>1978년;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 (Man From Atlantis)>1

980년;  <게리슨 유격대(Garrison's Gorillas)>1980년;  <곽원갑(霍元甲)>1983년;  

<상해탄(上海滩)>1985년,  <사조영웅전(射雕英雄传)>1986년. 

32) 출처: 纪念高仓健君，真情告别八十年代！铁血网(2014.11.24.) http://bbs.tiexue.net/

post2_8433681_1.html

33) 당국강(唐国强)은 1952년 태어나 1970년에 연극으로 데뷔한 중국 남 배우이다. 그

는 중국 공산당원이며 혁명 영웅이나 공산당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간부 역을 

출연함으로써 유명해졌다.



82

자유롭고 종적을 남기지 않는 유럽의 ‘협객’이다. 그는 준수하고 로맨틱

한 기사이며 풍채가 멋스럽고 우아한 신사이기도 한다. 이런 유럽적이고

다정한 남성 이미지는 중국 사람의 마음에서 로맨틱하고 고급스러운 유

럽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 ‘로맨스’에 대한 미학적, 심리적 요구는 처음으

로 중국 시청자를 깊이 있게 영향을 미쳤다. 아랑 드롱이 재현한 남성성

에 중국 사람들이 유럽에 대한 상상을 의탁하였다.

다카쿠라 켄이 출연한 모리오카는 운명을 자기가 파악하러 진실을 찾

아 자기를 구하는 경찰이며, 아랑 드롱이 출현한 조로는 혼자서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다. 두 가지 유형의 캐릭터들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그

들은 개인주의적인 영웅으로 보인다. <그대여 분노의 강을 건너라>와

<조로>의 인기는 그 당시의 개인주의적 사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张伯存, 2006).

미국 픽션 드라마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은 1980년대 초에 방영

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남 주인공 마크 해리스는 전국 청년 시청자들

속에서 열풍을 일으켰다. 그가 쓴 보잉 선글라스는 1980년대 패션의 키

워드가 되어 젊은이들이 서로 인정하는 기호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심리

적 측면에서 미성숙한 상태에 처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흉내 내기로 집합

점을 찾는 경향이 있다. 보잉 선글라스를 쓰면 마크 해리스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 적어도 외모의 공통점이 생긴다는 것이

다. 이런 이미지의 모방은 젊은이의 남성성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보잉

선글라스’는 당시 패션 문화사의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다.

또한 잘 생긴 마크 해리스를 수용하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우선, 그는 대서양 바닥에서 온 사람이다. 다음, 그는 중국인에게는 태평

양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다. 이중적인 신분은 이중적인 전설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대서양이나 미국은 중국 사람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아주 멀었

다. 마크 해리스가 깊은 바다로 들어가 탐구할 때 시청자들이 신기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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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세계를 감상할 수 있으며 그가 해안으로 올라갈 때 시청자들이 낯선

외국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전자는 과학과 판타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고 후자는 선진 국가의 이국적인 문화를 전시하였다. 후자의

잠재적인 영향력은 실제로 아주 크다. 원래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로

대중이 인식한 부패하고 죽어가는 자본주의적인 제국에서 ‘놀랍게도 이

런 생활, 풍경과 사람이 있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재현된 멀었던 태

평양 건너편의 풍경을 통해서 대중이 서양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켰다.

마크 해리스에 따라 중국 젊은이 사이에서 ‘불량소년(不良少年)’의 이

미지가 형성되었다. 나팔바지, 보잉 선글라스, 폭탄 머리, 그리고 디스코

음악이나 등려군(邓丽君) 노래를 트는 녹음기를 들고 거리에서 돌아다니

는 젊은이가 ‘불량소년’으로 불린다(张伯存, 2006). 마크 해리스를 모방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보면 18세부터 27세 이하의 남성 청년이었다.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백수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였다. 또는, 문화

대혁명 시기에 농촌으로 내려간 지식인들이 1980년대에 도시로 다시 돌

아온 자도 있었다. 외국에서 수입된 드라마와 영화는 젊은이, 미성년자,

아동에게 더 깊은 영향을 주었다. 재현된 캐릭터의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주체성의 형성 과정을 참여하였다. 수입 컨텐츠를 수용한 젊은이들의 주

체성, 성격, 가치관에 구조화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혁명 영웅, 개혁 영웅

과 완전히 다른 남성성들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청년 남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입품으로 꾸미는 것은 당시에 ‘혁명적’인 패션 스타

일이었다. ‘불량소년’ 스타일은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이를 해소시킨 작용을 하였다.

그렇다면 1980년대 기왕의 키워드가 되었던 ‘영웅’적 남성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혁명 영웅’과 ‘개혁 영웅’의 남성 이미지는 1980년대에

어떤 영향과 위협을 받았는지를 1980년 CCTV가 방영한 미국 드라마

<게리슨 유격대>와 1983년 광동TV가 방영한 홍콩 드라마 <곽원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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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검토하도록 한다.

<게리슨 유격대>는 미국 연합군이 살인범, 강도, 도둑 등 중범죄자들

을 모아 특공대를 조직하게 되면서 독일 군대와 전투하는 이야기이다.

드라마가 방영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3개월, 즉12회까지

방영한 후, 시청자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신고한 경우가 많았고 청소년

들 사이에 ‘칼 던지기’의 열풍을 일으켜서 방영이 중지되었다.

<게리슨 유격대>에서 재현된 ‘영웅’들의 이미지가 1980년대 이전의 완

벽하고 우람한 ‘혁명 영웅’이나 ‘개혁 영웅’과 차이가 매우 크다.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나이에 <게리슨 유격대>처럼 ‘색다른’ 영웅들이 젊은이

들의 아이돌이 되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영웅’, ‘인간’에 대하여

이전의 작품에 비해 다르게 해석한 <게리슨 유격대>와 같은 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그들은 자아를 다시 성찰하여 사회, 삶, 그리고 인생에도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혁명/개혁 영웅 이미지의 첫 번째

전복이다(张伯存, 2006). 이런 전복은 그 후의 문학 소설이나 영화 등에

서도 재현되었다. 예를 들어 2012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중국 작가 모옌

(莫言)이 1986년에 출판한 소설 <붉은 수수밭34)(红高粱)>과 감독 장예

모(张艺谋)가 각색한 영화 <붉은 수수밭>은 남성의 신화를 깨어 혁명

영웅 이미지를 재구성 하였다. <붉은 수수밭>에서 남 주인공 여점오(余

占鳌)는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강도였다. 여성을 무력으로 강

점하는 강도는 과거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정의로운 캐릭터가

아니지만 용감하게 항일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전쟁 영웅으로

보인다. 이처럼 1990년대 초 ‘신 역사소설’이란 흥기하여 혁명 영웅이 숙

청해야 하는 대상인 강도는 주인공이 되어 ‘혁명 영웅’에 대한 서사가 해

체 당하였다.

34) <붉은 수수밭>: 192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중국 산둥 성 가오미 지방

을 배경으로 일제의 만행에 대항하는 순종의 영웅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삶과 격렬한 

사랑, 처절한 투쟁과 찬찬한 죽음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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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 <곽원갑>은 중국인의 애국주의적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전통

적인 무술을 수련하여 혼자의 몸으로 서양에서 온 적들을 이겨내는 것은

중국이 다른 선진국의 침략을 저항하여 위세를 떨쳐 중화 민족을 부흥시

키는 이데올로기를 암시하였다. 게다가 영화 <소림사>도 스님들이 무술

로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로 이런 애국 의식을 가세하였다. 불법 복제, 유

입한 김용의 무협 소설과 1986년 대륙에서 방영된 무협 드라마 <사조영

웅전>은 이 시기의 무술 열풍을 타 인기를 끌었다. 무술, 무협에 대한

열광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건강한 몸을 요구하였다. 남자는 무술을 습

득하여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하였다. 그렇게 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는 인식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남자의 ‘몸=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관찰

할 수가 있다.

중국 전통 문화에 뿌리를 내려 홍콩, 대만에서 전해진 무협 문화는 '

무'적인 남성성의 대표적인 재현으로 볼 수 있다. 루이에 따르면, '무'적

인 영웅은 여자를 형제애의 장애물로 간주한다. '문'적 남성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여 '무'적인 영웅들은 그들의 '형제'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무'적 남성성은 이상적인 형제애의 전재다(루이, 2002). 즉, 무협물에서

여자는 영웅주의적 특성을 가지려면 남자가 되어야 하며 남자는 성적인

끌림을 가지려면 '문'적인 남성성을 가져야 한다. 위에 언급된 <곽원갑>

과 <소림사>는 이런 관점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수입된 텔레비전 드라마들을 보면 '무'적 남성성을 가진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성적 끌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입해 온 서구의 콘텐츠에서 '무'적 남성에 대한 부각과 강조는 서구

남성의 성적 매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전통적인 중국 '무적' 남성성에

서, 예를 들어 '무'적 남성성을 가지는데 무성적으로 보인 <삼국지연>의

장비같은 무장(武将)과 달리, 서구의 터프 가이들은 충분히 남성적 매력

을 보여주었다. 점점 개방해진 중국에서 시청자들이 이런 '무'적 남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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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끌림'을 받아들인다. 게다가, '협'과 '의'를 강조한 무협물에서는 형

제애와 의리를 중요시한 남자도 사랑한 여자가 있었다. 오히려 다카쿠라

켄과 같은 '무'적 남성은 사랑에 서투른 모습은 대중에게 받아들여진다.

과거보다 더 개방적인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배경 하에 '무성적'이어야

한 '무'적 남성성은 새로운 상이 부여되었다.

남성성의 구조화는 복잡한 사회적 실천이며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관

련된다. 일정한 시기의 정치, 문화, 가정환경, 학교 교육 등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을 정리하면 1980년대 문혁 이후, 과거 성

스러운 남성성이 해체하여 혁명 영웅의 이미지가 파괴되었다. 마치 꿈에

서 깨어난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아이덴티티(identity)의 위기로 빠졌다.

개혁 개방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문화 컨텐츠가 중국인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믿음의 공백을 채웠다. ‘터프’한 남성성은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

하는 남성성이 되었다.

제3절 시장 경제 체제 개혁 이후: 성공한 남자를 중심

으로

1989년의 톈안먼 시건 이후,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밑바닥에 처했다.

톈안먼 사건35), 또는 6・4 사건(六四事件)은 1989년 6월 4일, 후야오방의

사망 이후 발생한 톈안먼 광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인민이 벌린 반정부

시위를 중국 공산당 정부가 유혈 진압한 사건이다. 사건 이후 중국의 혼

란을 지지한 서양 나라들, 더 나아가 세계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으

며 중국 국내 등소평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었다. 보수파의 압력으로

35) 톈안먼 사건, 중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1989년 춘하계 정치풍파(1989年

春夏之交的政治風波)라 지칭하는 반면, 비판적인 반체제 세력 및 서방세계에서는 톈

안먼 광장 저항시위(天安門廣場抗議, Tiananmen Square protests) 또는 톈안먼 광

장 도살(天安门广场屠杀), 89년 민주운동(八九民运)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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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은 권좌에서 물러났으며 개혁 개방 정책들이 하나 둘씩 뒤집혔다.

시위를 확대시킨 책임으로 조자양(赵紫阳) 총서기가 중국 정치 무대에서

떨어져 나가며 연금에 처해졌고, 대륙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이 지체

되었다. 1991년, 장칭(江靑)이 연금 상태에서 자살하면서 등소평은 '우

(右)도 경계해야하지만 주로는 더욱 좌(左)를 경계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발표하고 북경을 떠나 군과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한 뒤, 이듬해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개혁 개방의 확대에 나서자고 했다.

1992년 이후, 다시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은 단번에 가속화

되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연해부와 내륙부의 지역 격차는 심화되어,

특히 농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공산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아래에서 장쩌

민(江泽民), 주룽지(朱镕基) 정권은 격차 해소와 경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 격차 해소를 서부 대개발(大开发), 국영기업 개혁에 따른 실

업자의 증대, 민공조(民工潮), 삼농문제(三农问题)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

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서도 지금 중국 경제는 ‘세계의 공장‘이

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하여 생산 대국의 지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

본의 뒤를 잇는 제4의 시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년에는 WTO의 회

원 가입을 완수한다. 2002년부터 후진타오(胡锦涛) 정권이 발족하였다.

2020년의 GDP를 2000년의 4배로 잡고(연평균 7. 2%성장), 중진국이 되

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는 것을 새

롭게 목표로 내걸었다. ‘소강(小康)’이란 예와 법을 통해 국민들을 다스려

편안하게 한다는 말로 여기에서는 의식이 뒤처지지 않고 한층 더 생활이

향상되어 의식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연안부뿐만이 아

니라 내륙부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2003년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원자바오(温家宝)가 수상으로 선출

되어 주룽지의 경제개혁을 계승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사유재산권 보

호를 명기한 헌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회에서 채택되어 주식 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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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통치 제도 등,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한 정책도 제시되고 있다. 또

2007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명기한 물권법(物权

法),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의 격차를 시정하는 기업소득세법

이 채택되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나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도

결정되어, 개혁 개방 정책은 한층 더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후진타오 정권은 화목한 사회라고 하는 각 계층 간 조화로운 사회 실현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1980, 1990년대의 교차점에 사회의 큰 변화 중의 하나가 ‘공공 영역’에

있었다(张伯存, 2006). 하버마스(Habermas, 2001)가 논의한 유럽 사회의

‘공공 영역’이란 범주는 특정적인 역사 설정과 배경을 가지지만 공공 영

역의 개념으로 중국의 현대화 과정을 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张伯存, 2006). 부르주아 공공 영역은 개인의 사생활, 재산인권 등과

같이 발전된 개념이다. 하버마스는 공공 영역의 기원을 17∼18세기 영국,

프랑스의 커피하우스와 살롱 등에서 찾았다. 그 당시 커피하우스와 살롱

등은 정치적 공공 영역으로 그곳에서 발행하는 서신, 뉴스레터, 저널, 수

기 신문 등은 여론을 조성하였다. 부르주아는 공공 영역에서 그들의 생

활세계를 표출시키고 공개함으로써 비판적, 합리적 토론을 가능케 했다.

하버마스는 공공 영역을 통한 미디어의 구조와 그 변화에 연구를 국한시

키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한 생활세계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정치적 영역부터 사적 영역으로 문화를

비판하는 공중부터 문화를 소비하는 공중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양

호한 문학 교양을 가진 민중들이 구성한 문학의 공공 영역이 대중 미디

어와 대중문화가 조작한 공공 영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

어가면서 글로벌화 배경에 중국 두 번째 시장 경제 개혁의 실시, 자본과

상품의 대량적 유통, 소비 주의적 사회의 형성, 형이상학에(metaphysica)

무관심, 국가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홍보의 절제, ‘신 시기’이였던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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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해소 등 원인으로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공공 영역이 소외되었

다. 1980년대의 비판적인 의식이 소비 관념으로 변해가 사적인 소비가

문화의 공공성을 대신하였다. 1980년대 자리를 잡았던 ‘순수문학(pure

literature)’ 잡지들은 1990년대에 버림받았다. 그 대신에 생활 잡지나 패

션 잡지의 시대가 왔다. 1980년대 순수문학이 게재된 잡지 <소설선간(小

说选刊)>의 발행 부수는 100만 권까지 달했는데 1990년대에 수 만권만

팔린 경우가 많았다(《小说选刊》, 1996). 1980년대 문학 간행물들은 정

부의 지지로 운영하는데 1990년대 패션 잡지는 자본을 투자하는 운영 수

단을 바탕으로 시장에 맞춰서 발행한다. 이어서 패션 잡지는 광고 수입

을 기본으로, 독자 주문의 수입을 부로 이익을 창출한다. 2002년 10월 중

국 국내 잡지 광고 수입의 순위를 보면 <에스콰이어(Esquire, 时尚先

生)>는 89183만 위엔으로 4위에 차지하였다(《미디어》, 2003).

1990년대부터 신문에서 제일 주목 받은 것은 오락 뉴스이다(戴锦华,

2000). 스타에 대한 스캔들과 프라이버시가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다. 소

비하고 싶어 하는 대중과 사적인 소비 방식은 소비 사회의 도래함을 제

시한다. 소비로 주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었다. 소비주의의 형

성은 정치적, 경제적인 변화와 현대화 과정의 결과이다. 이 시기에 국가,

시장, 자본은 서로 끌어당기고 사회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결과로 소비주의의 탄생과 소비 욕망의 팽창이 나타난다.

1990년대 중국 사람의 삶을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이 미

학적 범주에 들어갔다. 1980년대 문학 작품, 드라마, 영화에서 재현된 ‘사

나이’적 남성성과 신비로운 선진국에 대한 관심과 추구로 인하여 사회에

서 ‘서학’과 ‘미학’의 열풍을 일으켰다. 그 시기의 ‘미학열’, ‘서학열’은 사

상의 해방과 개혁을 호소하는 문화 정치 운동으로 보인다(戴锦华, 2000).

1990년대 외국 사치품 브랜드 L.V, Zegna 등이 북경, 상해에서 가계를

열었다는 것과 같이 1980년대 사람들이 원했던 미학적 ‘요소’가 보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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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되었다. 백화점, 길거리, 광고, 패션 잡지 곳곳에서 미학적 의식과

상부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의 격차로 인하여 ‘미

학’은 문화에서부터 재산을 가진 자만 실제로 소비 가능한 ‘사치한 소수

파’의 상징이 되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점점 자본이 활성화된 중국 사회에서 소비주의

는 더욱 강력하게 이데올로기를 통제해 왔고 사람들의 생활을 통치하여

물질적 욕망에 불을 붙이고 있다. 물질과 정신은 분리된 것이 아니어서

소비주의의 영향으로 사람의 체험, 정서, 미학적 의식, 심지어 가치관은

소비의 과정에서 지워지고, 고쳐지고 마지막으로 재생되어 소비주의와

어울리는 이데올로기를 생산된다. 21세기 이래, 중국에서 소비지상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핵심 도시부터 중소형 도시, 농촌으로 널리 퍼져 있다. 중

국 소비자들은 격차 있는 소비 구조 체계에 끼워 놓여 ‘길들여진’ 소비

동물이 되었다. 1990년대의 역사 맥락에서 중국의 소비지상주의적 문화

의 시작은 경제적 사건보다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

냐하면 이런 소비지상주의적 문화는 대중의 일상생활에 침투함으로써 이

데올로기의 재구성을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문화와 공산당의 공식

적 사상이 서로 침투하여 당시에 이데올로기를 주도하였다. 소외된 것은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일 뿐이다(汪晖, 1998).

이런 소비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1980년대 문학, 드라마, 영화 작품

에서 재현된 헤게모니적 남성성, 즉, 터프한 사나이 이미지와 달리, 1990

년대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최초로 여러 광고에서 엿볼 수 있다(贺雪飞,

2003). 그 후에 점점 패션 잡지로 모였다. 1990년대부터 창립되어 현재까

지도 활약하고 있는 남성 패션 잡지를 보면 광고는 물론, 잡지에서 간행

된 저널에서 재현된 남성성은 소비문화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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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대: 소비주의 하에 성공한 남자 및 엘리트

이러한 소비문화가 주도한 사회에 소비의 주인공으로 ‘성공한 남자’가

등장했다. 그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대표한 그들은 새로운 이데올로

기, 즉 소비주의의 주도적인 실행자, 제창자이다. 1990년대 중기부터 이

런 성공한 남자가 각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성공한

남자에 특정적인 범주가 있었다. 학술적이나 정치적인 성과를 얻은 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 성공을 거둔 남자를 말한 것이다. 대량의 재산

을 소유하는 것은 첫 번째 기준이다. ‘몸값’은 이런 기준을 계량화한 결

과로 본다(张伯存, 2006). 즉, 몸값은 그들이 자기를 표기하는 유일한 마

크이고 사회 평가의 유일한 척도다. 해마다 나온 ‘부자 순위 차트(富豪排

行榜)’에서 이런 ‘재산=몸값’의 관념을 드러내기 더할 나위가 없었다. 패

션 잡지에 비롯된 미디어들은 ‘성공한 남자’에 더 많은 화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BMW36) 남자’는 세계 명품 자동차인 BMW를 소유하는 남자

뿐만 아니라 각 측면에서도 ‘탑’에 있는 남자를 지칭하였다. <패션 재산

(时尚财富)>이란 잡지에서 <너는 BMW남자인가?> 제목으로 발행된 내

용을 살펴보면 ‘남성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담론의 특성에 있어서 푸코의 관점으로 성공한 남자가 패션 잡지나 광

고에서 드러낸 기호들을 검토하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기호는

주로 몸, 외모, 개인의 소비와 관련된다. 패션 잡지들은 성공한 남자의

생활 방식을 재현한 데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성공한 남자가 삶에

서 ‘마음대로 집을 짓고 영국에서 차를, 프랑스에서 옷을, 독일에서 구두

를 주문한다37). '성공한 남자들이 생활 소비에 자기만 속한 생활권, 가치

관, 소비 관념, 그리고 소비의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브랜드>, 2003).’

36) B=Business, M=money, W=Woman. (《时尚财富》, 2003년 11월호)

37) 출처: 《时尚财富》, 200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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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소비는 경제적 자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문화 자본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부르디외(1997)의 실천 이론과 ‘아비투스(habitus)’의 개

념으로 성공한 남자의 생활을 보고자 한다. 행위자들이 실천적 성향을

갖춘 전략가라는 아이디어와 이 실천적 성향을 조건 지우는 사회 구조와

연결시켜주는 개념은 바로 ʻ아비투스ʼ이다. 부르디외의 정의에 따르면, '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규제된 즉흥성의 생성적 원칙인' 아비투스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잠재력으로서 새겨져 있는 요구들에 적응하면서, 실

천의 생성적 원칙을 생산하는 객관적 조건 안에 내재한 규칙성들을 재생

산하는 경향이 있는 실천을 생산한다ʼ(Bourdieu, 1977; 하홍규, 2014). 다
른 곳에서 그는 또한 아비투스는 ʻ지속적이고, 변환 가능한 성향들의 체

계로서, 구조화하는 구조로서 기능하는 경향을 가진 구조화된 구조이다ʼ
고 정의한다(Bourdieu, 2005). 곧, 아비투스는 실천과 재현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아비투스는 먼저 사람들이 사회 세계를 인

지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된 정신적 구조 또는 신체

적 구조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사회 세계의 어떠한 위치에 오랜 기간 동안 있음으로써 얻게 된

획득되어진 ʻ성향ʼ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을 생성하는 원

칙이다(하홍규, 2014).

아비투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개인의 의식적 기획에 의해 생

겨난 것이 아니라, 집단적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사회적 지위에 위치해 있는 개인들이 비슷한 아비

투스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하홍규, 2014). 아비투스는 공통된 물질적 조

건에 상응하여 개인들의 실천을 규제하는 존재 조건에서 비롯된 집단적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실천은 항상 집단 실천의 구조적 변형

이다. ʻ아비투스의 개념이 지닌 기능들 가운데 하나는 한 개별적 행위자

또는 행위자 계급의 실천들과 재산들을 결합하는 스타일의 통일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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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것이다ʼ(Bourdieu, 2005). 즉, 동일한 사회적 지위에 위치한 개인

들이 유사한 아비투스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면, 각기 다른 사회적 지위

에 있는 개인들은 서로 다른 아비투스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비투스는 구분되고 구별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생성하는 원리

이기도 하다. 아비투스는 나이, 젠더, 계급과 같은 객관적 구조 내의 차

이를 반영한다. ʻ노동자 가 먹는 것과 특히 그것을 먹는 방식, 그가 하는

스포츠와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 그의 정치적 견해와 이 견해를 표현하

는 방식은 이것들에 대응하는 기업 경영자의 소비들, 활동들과 일관성

있게ʼ(Bourdieu, 2005)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때로 의식적으

로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아비투스는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안한다(하홍규, 2014). 그러

므로 물질적 소비와 미학적 소비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고 ‘미학’을 발

견하고 이용하는 것은 부자에게는 특권이다. 미학에 구별 짓기를 하고

‘격리 구역’이 생긴다는 것이다.

중국 1990년대의 상황을 보면 성공한 남자의 소비 생활은 물질적 조건

부터 달랐다. 이런 차이는 문화 소비에도 찾을 수 있었다. 상해의 패션

잡지 <창의성(创意)>과 광주의 <브랜드(名牌)>에서 ‘문화 소비의 달력’

이란 칼럼이 설치되어 있었다. 예컨대 <브랜드> 2003년 12월호의 ‘문화

소비의 달력”은 베토벤 콘서트, 중국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신념 음악회,

러시아 국립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경극 명가의 퍼포먼스 등을 추천

하였다. 성공한 남자는 대도시에서 부르주아적 문화 예술 활동을 참여하

여 대중음악을 들어도 가수의 개인 콘서트에 가야 한다.

또한, <패션 재산>이 비롯된 패션 잡지에서 성공한 남자의 ‘사치 풍

기’를 격려하여 ‘신/구 사치(新/旧奢侈)’로 나누기도 하였다. ‘신 사치’의

기준은 바로 ‘품격’, ‘예술을 감상하는 재지’ 등 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감상력과 패션의 품위를 지칭한다. 서구 사회에서 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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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는 입으로 맛보는 구체적인 행동부터 추상적인 취향의 판정까지

발전한 것은 복잡한 역사 과정을 겪었다. 이때 ’taste’의 의미는

‘discrimination(차별화)’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즉, 예민한 분별 능력이

나 지혜와 깊이 있는 사고 능력, 또한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고급스러

움과 저속한 것,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는 것이다.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2014)는 품위(taste)가 추상적인 개념이고 인간의 재능(human

faculty)을 일반적인 특질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품위가

규범, 예의 등과 관련되어 소비자와 분열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즉, 신 중국 건국 이후, 소위 무산 계급을 대표하는 중국 공산당이 없

애려고 노력을 다한 ‘부패한 부르주아적 생활 방식’을 창도하였다.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부’를 가진 성공한 남자들은 ‘졸부자’의 신분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생활 방식과 문화 실천에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뒤 면에 자본의 조작으로 인하여 ‘고급스럽고

품격이 있는’ 생활 방식은 우선 풍부한 재원이 있어야 명품을 소비하여

희귀한 소비 자원을 차지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각 고급 클

럽의 ‘VIP(very important person)’ 회원이 되었다. VIP가 된 부자들은

마침 자기가 남다른 신분을 획득한 것같이 ‘유럽, 미국에서 몇 백 년 동

안 전승된 품위와 스타일의 계승자가 되었다(刘建强, 边杰, 2005).

1990년대부터 시작한 부자들 사이의 ‘품위 운동’은 상해부터 나머지 해

변 도시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고급스런

품격을 추구하는 ‘품위 운동’의 이면은 사회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권력

관계의 조절이다. 구별된 소비 방식은 계급과 연관된다. 즉, ‘품위’의 구

별은 빈부 격차를 개인 지혜의 차별, 능력의 차별로 전환하였다. 다시 말

하자면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 개인이 타고난 재능으로 판단되어 우열

이 구분한 척도가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문화 소비에서 자기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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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성공한 사람’과의 교류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위에 언급한 고

급 클럽, 살롱 등 장소에서 ‘자격 있는’ 자와 소통한다. 패션 잡지들은 대

도시의 유명한 프라이비트 회관38)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에게 방향을 밝

혔다. 또는, 그들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中共中央党校39), party school

of the central committes of C.P.C)나 EMBA(Executive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교육으로 들어간다. 이런 학습 교육의 과정은

실제는 사교의 장이 되었다. 자아 교육은 성공한 사람들이 중요시한 부

분이고 교육 과정은 사교와 일체화되었다. <패션 재산>이 2003년 9월호

에서 성공한 남자가 북경대학교 국제 MBA 대학원, 장강경영대학원(长

江商学院), 청와대학교 경영관리 대학원에 입학한 것을 추구한다. ‘평균

연령이 35세의 각 회사 리더들은 여기서 공부함으로써 새로운 인맥을 형

성시켰다(<时尚财富>, 2003).’ 이러므로 정치, 경제, 학계 엘리트들이 긴

밀하게 모여 강력한 이익 단체가 형성되었다.

성공한 남자가 소비, 문화, 인맥 각 영역에서 ‘탁월함, 성공, 우아함’을

추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어떤 남성성을 드러내는가? <패션 재

산>에서 성취, 유머감, 지혜, 활력은 남성성의 키워드로 잡혔다. <패션>

은 우아함, 어른스러움, 그리고 고결함을 잡았다. 성공한 남자의 남성성

은 ‘(바다 같은 넓은 지식, 예리한 판단력과 행동력,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자본과 능력, 높은 품격과 카리스마’로 여겨지며 그들은 ‘이 시대의

선도자이자 안내자다. 어느 정도로 보면 이 시대의 롤 모델’이다(<패션

재산>, 2004). 그들은 상업의 새로운 권력자이고 경제 영웅들이다(<패

션>, 2005).

건국부터 개혁 개방 이후 1980년대까지의 ‘영웅주의’적 남성성과 달리,

38) 예: <패션> 1995년 1월호에서 《造就世界风度京城俱乐部国际商政界的高级私人会
所》;  <브랜드> 2003년 10,11월호 북경의 사대 회관을 소개한 적 있다.

39)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중국 공산당의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중앙

당교 교장의 직책은 후야오방(胡耀邦)이나 후진타오(胡锦涛)도 이전에 맡은 적이 있

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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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남성의 강건한 몸과 강한 의지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자산과

좋은 품격을 가진 남성은 주인공이 되었다. 남성성은 주로 소비 방식과

지혜에서 표현되었다. 지배적인 남성성을 가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들의 월급과 옷을 보는 것이다. <패션>이 창간했을 때 화이트칼라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했지만 사회의 풍습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 성공한

부자로 전이하였다. ‘성공한 남자’는 ‘당대 영웅’의 이름이 부여되었다.

‘성공한 남자’가 남성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과 취향을 제공하여 남성

패션 잡지도 수용자에게 이러한 생활, 소비의 관념을 심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과도하게 ‘부’를 추구하는 남성성은 남자에게는 과연 좋은

영향을 준 것인가? 소비의 거인이 된 ‘성공한 남자’가 실제로 중국의 현

대화 과정에서 길을 잃어버린 소비 동물이 된 것뿐이다.

위에 제시된 ‘부’를 가진 남성 이미지가 발전해 나가는 결과로 ‘엘리트’

가 되어야 하는 담론이 나타났다. ‘엘리트’에 대한 해석은 패션 잡지 <브

랜드>에서 가장 상세하다. <브랜드>에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다. ‘패

션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사상, 둘째는 사상이 물질적으로 표현

된 것, 셋째는 사상이 사회적 행위와 제도에서 표현된 것이다. 우리 이전

의 잡지들은 앞에 두 번째를 전부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패션에 대한 전

부를 복원하려 한다. <브랜드>는 패션 잡지인데 더군다나 엘리트 잡지

다. 남성에게 있어서 안정하고 번영한 사회가 오기 전에 엘리트의 시대

가 먼저 나가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엘리트 단체의 흥기가 필연적이다.

엘리트들이 국가와 시대에 책임질 자이다. 우리 <브랜드>는 결국 엘리

트가 모을 플랫폼이 될 것이다40)'.

'엘리트(elite)'에 대하여 중국 대형 사전 <사해(辞海)>에는 이렇게 정

의하였다. 엘리트란 사회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거나 상위에 처하여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출중한 인물이다. 그들은 천재나 우수한 사람과 달리

40) 출처: <브랜드>200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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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

들은 사회의 발전 방향과 연결된다(<사해>, 1999). 사실은 이런 객관적

인 설명이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 어렵다. 윌리엄스(2005)가 서구 역사에

서 ‘엘리트’에 대한 언어적 논설을 보면 15세기 엘리트는 선정된 탁월한

사람을 지칭한다. 이 과정은 ‘선택(elect)’의 과정이다. 19세기 초기에 엘

리트는 주로 단체 사이의 차이를 묘사하여 계급으로 인한 사회성의 차이

를 밝힌다. 즉, 현대 사회에서 엘리트는 계급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

때 엘리트 사상을 지지한 사람은 효율성 있는 통치와 권위는 계급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로 실행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치는 계

급투쟁’이란 사회주의적 논조와 대응하는 부르주아적 계급의 특성을 밝

힌다. 이런 주장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엘리트는 자기가 어떤 계급을 대

표하고 있다고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트는 소규모의

능력 있는 단체를 지칭한다. 이 단체에서 인원의 변동은 일반적인 일이

다. 이런 특성을 보면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당(political party)의 운

영 방식을 암시한다. 엘리트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하여금 최선의 방향으

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1945년부터 ‘엘리트’ 담론은 비판 받게 되었

다.

중국의 맥락에서 엘리트에 대하여 20년 동안 의미가 큰 변화를 지닌

다. 1980년대 엘리트의 존재는 개혁 개방이 초래한 새로운 ‘계몽운동’과

일맥상통한다. 1980년대 소위 엘리트는 문혁 시기에 교육받고, 농촌으로

내려간 지식인들을 말한다. 그들은 한때 노동자가 된 적이 있었고 포퓰

리즘 이상을 지지했다. 1980년대 엘리트들은 전제주의에 저항하는 이데

올로기의 영향과 현대성의 충격을 받아 대중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

다(张伯存, 2006).

1990년대 엘리트란 1992년 실행된 시장 경제 개혁에서 이익을 얻은 경

제의 엘리트나 경제학 학자와 같은 경제를 조작할 수 있는 지식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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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가리킨 것이다(刘建强, 边杰, 2005). 이러므로 그들은 대부분 위에

제시된 성공한 사람이나 부르주아 계급이다. 90년대 엘리트는 80년대 대

중과 손잡은 것과 달리, 노동자 계급과 거리를 둔다. 패션 잡지에서 ‘핵

심 도시의 최고점에 있는 남자만 보면 된다’는 광고는 이런 엘리트만 뽑

는 자기중심주의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엘리트는 나라를 대표하고 시대

를 대표한다. 엘리트의 이미지는 나라와 시대의 이미지로 보인다. 엘리트

남성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 자아의 가치를 실현한다. 자아를 성취해서

시대의 이미지로 모아 나라의 미래가 된다. 남자의 이미지는 나라를 결

정한다는 주장이다(<브랜드>, 2003).

1990년대의 엘리트는 성공한 남자를 위주로 구성되었다. 그럼 엘리트

담론에서 부를 추구하는 ‘성공한 남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표면적으

로 살펴보면 성공한 남자들의 기호는 ‘재산’이다. 엘리트 남성은 사회에

서 신용, 질서, 도덕, 번영을 추구하고 중국 전통적 사상과 현대 상업의

정신이 결합한 진보성을 추구한다. 즉 후자는 전자가 발전한 결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후자는 단지 사적인 소비에 만족하지 않아 이데올로

기, 발언권, 제도까지 포함하려 한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남성성을 실천하는 전제는 ‘소비’이다.

남성만을 위한 남성 패션 잡지에서 생산된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는 ‘돈’

을 전제로 자유와 품격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적(sybaritism) 개체다(刘建

强, 边杰, 2005).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적극적인 가치관이 드러내지 못

하여 사치와 낭비만 남았다. 성공한 남자에 대한 담론은 성취에 초점을

두어 점점 그들의 부패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재산이 많은 부자에게 ‘따

콴(大款)’이라고 한 헐뜯은 별명이 지어졌다.

이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더 이상 건국부터 개혁 개방 전까지 남자

로서의 몸과 힘이 강조된 영웅주의적, '무'적인 남성성이 아니다. 지혜와

품위에 초점을 맞추고 재산이 많은 성공한 남자는 분명히 '문'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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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되었다. '문'적 남성이 여자에게 더 매력적이라는 루이의 주장은

1990년대에 논란을 일으킨 '공개 구혼(征婚)' 풍조를 설명할 수 있다.

공개 구혼 광고에서 그 시기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특징이 보인다(张伯存, 2006). 1990년대의 공개 구혼 광고들에서 공통점

을 찾을 수 있다. 2003년 4월 중국 저널 <남방주말(南方周末)>에서 게제

된 공개 구혼 광고를 예시로 들고자 한다. 이 광고는 동시에 <양자 석간

신문(扬子晚报)>, <신강 복무보(申江服务导报)> 등 16개 대형 신문에서

게제되었다. 공개 구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게 설명되었다.

'본인은 대형 사영 기업 CEO이고, 몸값은 억대를 넘었다. 연간 수입은

수천만이며 생활수준은 중국 탑이다. 35세, 이혼 결함이 있고 아들 한 명

이 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20-25세. 전문대 이상 출신(재학생 포함). 품성은 우수하며 외모는 뛰

어남. 건강하고 몸매는 풍만함. 성격은 부드럽고 내성적임. 모성을 가지

며 자녀를 잘 돌봄. 남편을 무조건 사랑함. 빈부를 가리지 않고 충정함.

호적, 지역 무관. 순진한 처녀.41)’

위에 제시된 구혼 광고를 보고 응모한 여성은 5000여 명에 달했고 그

중에서 박사 재학생은 1 명,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여성은 100 여 명이

있었다42). 이런 지나친 조건으로 공개 구혼 하는 뉴스는 1990년대에 많

이 나타났다. 성공한 남자는 배우자를 찾는 것을 소비로 전환하였다. 배

우자를 구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는 행위이고 그 중에서

남성의 헤게모니적 지위와 여성 주체성의 부재가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소외되어 물질화되었다.

다른 한 편에, 남성은 과거에 제창된 '사나이'적 남성성을 중요시하지

41) 출처: 亿万富翁征婚后续：记者以应征者身份揭开内幕 (2003.05.06.) http://news.sin

a.com.cn/s/2003-05-06/04451031243.shtml

42) 출처: 亿万富翁征婚后续学历最高者是一位博士 (2003.05.06.) http://news.sina.com.

cn/s/2003-05-07/1432103471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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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자기의 사회적 지위, 즉 몸값이 얼마나 높

은지에 의하여 여성을 소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남성성은 루이가

말한 도덕과 품성이 높은 전형적인 '문'적인 남성성이 아니었다. 이런 소

비주의에서 번식한 남성성은 쾌락주의, 배금주의적 가치관을 촉진시키며

물질과 사치에 대한 욕망을 키울 뿐이다.

2. 21세기 초: 부자에 반항하는 경찰 캐릭터

1990년대 중, 후기부터 형사 드라마의 대량 생산이 시작하였다. CSM

의 통계에 따라 1999년~2001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 제작한 드라마는 주

로 로맨스, 역사, 무협, 그리고 형사 4 가지 장르로 분류된다. CSM

2003년 <중국 텔리비전 드라마 시장 보고서(中国电视剧市场报告)>에서

형사 드라마의 시청 분량은 17%까지 달했다. 평균 시청 시간은 4083분

이며 제2위를 차지한 무협 드라마보다 1287분이나 더 많았다. CCTV가

황금 시간대에서 방영한 21회의 형사 드라마 <명예(荣誉, 2003)>는 북경

지역 시청률은 3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형사 드라마 <경찰국장(公

安局长, 2003)>은 남경(南京)TV에서 방송된 다음에 바로 시청률 1위였

고, 후에 호북(湖北), 흑룡강(黑龙江), 사천 등 방송국에서도 황금 시간대

에 방송되어 높은 시청률을 얻어 특히 상해 뉴스 종합 채널에서 방송될

때 상해와 주변 지역에서 13.6%의 시청률로 1위를 차지했다. 형사 드라

마는 2003년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장르였다43). 2004년 봄에 광전총

국이 ‘형사 드라마 제작과 방송을 통제해야 한다’는 정책을 실시하여 이

로 인해 형사 드라마의 제작, 방영은 제한을 받았다44). 이때부터 형사 드

43) 출처: 压缩控制播出反腐涉案剧，电视剧从业者反应强烈, (2004.04.12.) http://news.x

inhuanet.com/newmedia/2004-04/12/content_1413259.htm

44) 또한, 2004년 3월 18일, 광전총국 국장 서광춘(徐广春)이 《2004년 전국 드라마 장

르의 규정에 대한 회의(在2004年全国电视剧题材规划会议上的讲话)》에서 형사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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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는 중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중심에서 점점 떠났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중국 형사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형사

나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역들은 전부 남자이었다. 중요한 역할은 모두

남자에게 맡아주는 것에 비해 여자 캐릭터들은 경찰의 부하나 아내로 출

연한다. 형사 드라마는 남자의 남성성을 연구할 때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 드라마의 남 주인공이 경찰국 국장이든, 일반 경찰이든, 그들

은 정의를 상징하는 법률의 대변자다. 경찰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선양

하는 ‘기계’로서 그의 이미지와 행위가 국가, 법률, 질서의 존엄성과 안정

함을 대표한다. 경찰 캐릭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형사

드라마 속에서 경찰 이미지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고 현대 생활

속의 영웅주의 전설의 주인공이다. 경찰 캐릭터가 가진 남성성은 용감,

희생, 정의, 공평, 지혜 등이 있다. 그들은 복잡한 서사에서 악역을 이겨

내 마지막으로 정의를 신장하여 법의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한다.

1990년대 형사 드라마에서 재현된 형사 이미지는 준수한 외모를 부각

하는 것보다 그들이 경찰로서의 책임감, 남자로서의 강건함을 묘사한다.

연애, 가족, 우정이 그들의 성스러운 직업, 책임과 충돌할 때 경찰들은

망설이지 않게 경찰의 명예를 지킨다. 왜냐하면 형사 드라마는 국가 이

데올로기를 홍보하는 장치로 볼 수가 있다. 경찰로서의 일반인을 초월한

책임감은 개인으로서의 신분을 약화시켜 국가의 ‘안면’을 대표한다.

1990년대 경찰 캐릭터는 대중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매

슬로(Maslow, 1943)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른 5가지 인간 동기 순차적

욕구는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이다. 형사 드라마에서 폭력

과 피비린내 나는 장면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영웅과 같은 경찰 주인공이

모든 불공평과 범죄자를 이겨낼 수 있다. 대중들이 ‘영웅’에 대한 욕구는

존재하고 ‘상징체계’에서 영웅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 드라마에

마의 압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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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찰 캐릭터는 이런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다.

경찰 캐릭터는 대중의 소극적인 정서를 풀어주는 릴리프 밸브가 될 수

있다. 1990년대는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는 시기였다. 생활 방식의 변혁,

직장 생활의 변동, 사회적 문제가 많아진 90년대에 사람들이 불만, 초조

함, 억압, 불쾌함을 견디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대중의 영웅이

된 계기를 제공하였다. 게다가 중국 전통 문화에서 영웅을 재현한 작품

이 풍부하고 의협심을 발휘하여 의로운 일을 한 영웅과 협객 캐릭터들은

대중을 고통에서 구하는 서사와 1990년대 사회의 현대화 과정에서 생활

고로 인하여 불안정한 대중적 심리와 서로 부합하였다. 1990년대 패션

잡지가 ‘엘리트’나 ‘부’를 추구하는 남성을 ‘영웅’으로 홍보한다면, 형사

드라마에서 재현된 경찰 캐릭터는 또한 대중의 영웅으로 볼 수 있다. 경

찰이 범죄자를 잡아낸 것은 사회적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과정으로 보았

다.

형사 드라마는 남성성을 재현하는 장르로 보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드라마에서 여성 캐릭터의 재현과 인물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1980년

대까지 여성 캐릭터를 무성화 시킨 것, 희생자가 된 것, 그리고 1990년대

패션 잡지에서 여성을 소외한 것은 형사 드라마에서 모두 찾아진다. 예

컨대, <형사 본색(刑警本色, 1999)>에서 경찰 주인공의 아내는 그의 직

업을 이해하지 않아서 이혼한 적이 있었고 후에 주인공과 재결합한데 교

통사고 때문에 죽었다. <경찰 국장(公安局长, 2003)>에서 강도가 주인공

의 아내를 잔인하게 죽였다. <명예(荣誉, 2002)>에서 악역 원성무(袁成

武)의 여 조수가 마지막으로 첫 번째 악역이 되어 사건 현장에서 죽었

다. <절대 통제(绝对控制, 2002)>에서 남 주인공을 조수로 등장한 신인

여 경찰은 톰보이 이미지였고 들러리 역할을 하였다. 즉 1990년대 형사

드라마에서의 여성 캐릭터들은 가정 윤리 드라마에서 아내, 어머니로서

의 중요한 역할을 지니는 것보다 남자 캐릭터들의 남성성을 드러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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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안받침'같은 존재였다.

1990년대 형사 드라마에서 나타난 악역은 과거의 문화 컨텐츠와 다르

다. 추악한 외모나 비열한 성격은 과거의 악역들의 대표적인 특성이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조폭이나 강도는 잔인하여 냉혹하고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었다. 1990년대 형사 드라마에

서도 그런 캐릭터가 많았지만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악역들은 그런 캐릭

터가 아니라 또 다른 악역들이다. 형사 드라마에서 재현된 남성성은 주

인공인 경찰보다 악역, 범죄자가 더 매력이 있었다. 이런 악역들은 바로

위에 언급한 ‘성공한 남자45)’들이다. 예를 들어 형사 드라마 <검은 얼음

(黑冰, 2001)>의 악역 곽소붕(郭小鹏)은 전형적인 엘리트이다. 곽소붕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중국으로 돌아온 화학 박사였다. 그는 다양한 경력,

강직한 성격, 우아한 자태, 준수한 외모, 높은 사회 지위, 그리고 지혜로

운 태도와 말투를 가졌다. 그는 사랑스러운 애인이자 부모를 제대로 모

시는 효자였다. <검은 얼음>에서 우아하고 완벽한 범죄자가 부각되었다.

또한, 형사 드라마에서 재현된 악역들은 개성화 되어 미학적 요소를 부

각되었다. <블랙홀>의 악역 섭명우는 성격이 우울하고 고독한 예술가처

럼 저녁 때 성당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에 비하면

<블랙홀>의 남 주인공 유진한(刘振汉)은 세속화 되어 성격이 털털하였

다. <경찰 국장>에서 뻣뻣한 남 주인공 경찰국 국장 이서동(李西东)에

비하여 악역 종육일(钟六一)은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 스타의 인기와 연

기의 원인이 있지만 캐릭터의 설정은 악역들에 더 많은 이야기를 구조화

하는 기회를 주었고 경찰 캐릭터는 드라마 서사를 위하여 항상 악역의

올가미에 빠져 범인을 잡는 기회를 놓쳐, 심지어 시청자들에게 ‘무능하

45) 이런 ‘성공한 남자’가 악역으로 나타난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형사 본색(刑

警本色, 1999)> 주시만(周诗万), <검은 얼음(黑冰, 2001)> 곽소붕(郭小鹏), <블랙홀

(黑洞, 2001)> 섭명우(聂明宇), <명예(荣誉, 2002)> 원성무(袁成武), <경찰 국장(公安

局长, 2003)> 종육일(钟六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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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느낌을 주었다.

1990년대 형사 드라마의 악역은 주로 ‘성공한 남자’나 ‘엘리트’이었

다46). 악역들이 재현한 ‘성공한 남자’를 위에 제시된 ‘엘리트’나 ‘많은 재

산을 가진 부자’와 대조하면 새로운 관계가 나타난다. 1990년대 패션 잡

지에서 재현된 ‘성공한 남자’는 소비의 투사, 사치품의 소유자, 최고급 생

활의 대변자, 소비의 영웅이다. 패션 잡지는 그들의 표면적인 ‘품격’을 묘

사하지만 ‘재산’을 얻는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치 그들의 부

르주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답한 것처럼, 형사 드라마는 대중

에게 ‘성공한 남자’의 내적 진실을 폭로 시켰고 잡지에서 재현된 ‘빛나는

남성’의 이미지를 해체시켰다.

악역들의 신분은 주로 재벌이나 큰 회사 CEO로 설정되었다. 형사 드

라마는 이런 ‘성공한 남자’나 ‘엘리트’가 성공을 거둔 경력을 서술할 때

항상 범죄로부터 시작한다고 스토리를 전개하여 그들의 ‘부’와 ‘권력’은

‘악’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형사 본색> 악역 주

시만은 젊었을 때 폭력단의 수령이었고 감옥에서 형기가 차서 석방되었

다. 주시만은 강주시(江州市) 부동산 업자가 되어 다른 업자와 공개경쟁

입찰할 때 폭력 수단을 실행하여 목적을 달성했다. 외삼촌의 권리를 남

용하여 부당한 수단으로 외삼촌을 부시장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 폭력

단을 조직하고 게다가 정부의 도움으로 주시만은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

다. 즉, ‘성공한 남자’가 된 것이다. <경찰 국장>의 악역 종육일은 고위

급 간부의 자제를 대신하여 수감되었다. 석방된 후 간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세워 마약 제작과 판매, 매춘 등 불법 행위로 재산을 쌓아 ‘성공

한 기업가’가 되었다. <블랙홀>의 악역 섭명우는 시장의 아들이며 자동

46) 1990년대 당시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유명한 형사 사건을 보자. 중국 동북 지

역에서 세력이 아주 큰 기업가 유용(刘涌)의 조폭 두목 신분이 폭로되어 사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형사 드라마에서 재현된 스토리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유용은 겉으로 아주 성공한 사업가이고 실제로 동북 지역 제일 큰 조폭의 두목

이란 신분은 드라마와 일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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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밀수와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을 통하여 성공하였다. 형사 드라마에서

재현된 성공한 남자는 모두 범죄를 통해서야 재산을 얻었다는 것은 ‘성

공한 남자’에 대한 비판을 암시한다.

이런 ‘악의 화신’ 캐릭터들에서 이중성을 볼 수 있다. 불법 수단으로

자산을 쌓아 조용히 오점이 없는 성공자로 ‘변신’하였고,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면 정치에 발을 들여놓아 부패한 정치 요원과 더 큰 이익을 공모

한 패턴이 있었다. 대중적인 인물이 된 범죄자가 패션 잡지에서 재현된

남성성을 가져야 한 동시에 못된 짓을 다 해야 한 악역 캐릭터는 시청자

의 은밀한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켰다. 즉, 윤리와 법률에서 벗어나는 망

상을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경찰 ‘영웅’의 이미지는 중국 건국 이후 혁명 역사 소설에서 재현된 전

쟁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명 영웅과 차이가 아주 크다. 경찰

은 기존의 사회 체제의 구성 요소로 존재하여 법률 제도의 대변자이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자다. 형사 드라마는 현대화 과정에 들어간 중국

사회 각 계급 사이의 충돌과 긴장을 대표하다. 그 중에 경찰로서의 남성

은 혁명 영웅처럼 처음부터 강력한 힘을 가진 캐릭터가 아니었다. 드라

마를 살펴보면 경찰 캐릭터가 악역의 흉계에 걸려들어 감옥에 갇힐 때,

범죄자를 위하여 경찰청의 배신자가 될 때, 악역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

할 때, ‘영웅’의 신화가 파멸된다. ‘영웅’은 약자가 된 것이다. 1990년대

경찰 캐릭터들은 남성성을 재현하는 데에서 공정함과 정의감 외에도 ‘힘

없는’ 일반인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위에 형사 드라마에서 경찰 ‘영웅’의 라이벌은 재산을 가진 ‘성공한 남

자’이다. 드라마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성공한 남자’가 1990년대 후반기

부터 대중의 진정한 ‘적’이 된다는 점이다. 캐릭터의 구조화를 보면 새롭

게 나타난 부자는 범죄 조직이며 범죄 조직은 부자이다. 사업가 신분은

단지 표면적인 겉옷이고 ‘실제로’ 그들은 범죄자다. 개혁 개방의 시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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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혁의 수익자가 대중의 대립 면에 놓였다. 형사 드라마가 인기 있는

현상에서 대중이 사치한 ‘성공한 남자’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과 적대적인

태도가 보인다. 일반인으로서 경찰 캐릭터는 ‘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한

정서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 특히 부자 캐릭터가 지위를 잃고 신세를 망

치거나 처벌을 받아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결과를 보면 대중들이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생활의 불공정, 소비의 무력함 등 불만과 분노를 해소

하여 심리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형사 드라마

에서 재현된 ‘법률과 불법’, ‘질서와 무질서’의 충돌이 아니라 빈과 부, 귀

한 것과 천한 것, 부자와 일반인의 이원적인 대립으로 전환되었다. 이것

이 계급의 모순을 지칭한 것이다.

드라마에서 재현된 경찰은 샐러리맨 계층에 속한다. 국가와 법률을 대

표할 때 그들은 강자라고 하면 세속 생활 측면에서 그들은 약자다. 생활

의 궁핍에 시청자들이 공감을 느꼈다. 시청자는 경찰과 같은 계급에 속

하여 경찰과 같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수용자와

캐릭터 사이에 거리가 축소되어 ‘상상의 공동체’가 생긴다. 경찰의 ‘약자’

신분은 수용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형사 드라마를 수용하는 ‘일반

인’ 남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의 불우한 상황에 처한 것을 심리적

인 화해를 얻을 수 있었다.

1990년 중, 후반기부터 사회 경제 자원의 재분배, 재 축적에 따라 사회

적 구조도 급속하게 재구성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계급은 분화되

어 계급 내의 조화를 이룬 동시에 다른 계급과 경계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엘리트, 경제적 엘리트, 그리고 지식인 엘리트들은 공통적인

이익으로 인하여 더 큰 이익 집단을 성립한다. 시장 경제 개혁의 제도는

그 전의 시대와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에서 비롯된 이익

단체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럼 경제 체계

의 전환 시기에 탈락자가 나타났다. 바로 농민, 실업 인구로 구성된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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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다.

사회적 요소가 담론과 관련된다. 형사 드라마에서 재현된 형사 캐릭터

는 ‘평민’의 사회적 지위를 부각하였다. 샐러리맨 남자는 형사 드라마의

주요 시청자이다. 대중문화로서 형사 드라마는 그들의 영웅주의적 이상,

권위에 대한 일반인의 어려움, 초조와 희망을 제공한다. ‘약한 경찰’이

‘영웅’이 되는 과정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 평민의 대변자가 되어 진정한

‘평민 영웅’이 되었다. 실제로, 형사 캐릭터는 당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

이 아니라는 것은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형사 캐릭터가 공

산당과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 질서와 규범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4절 소결: 강건한 영웅부터 다양한 남성성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중국 남성성의 구조화는 여러 단계가 거친다.

1950년대~1960년대의 혁명 영웅, 1970년대~1980년대의 개혁 영웅과 ‘사나

이’, 그리고 1990년대~21세기 초의 재산 영웅인 성공한 남자에서 중국 50

년간 사회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

‘17년’ 혁명 문화 예술에서 혁명 영웅은 중화 공화국의 창조자로 지속

적으로 창작, 소비되어 왔다. 그들은 신 정권의 합법성과 필연성을 상징

한다. 혁명 영웅은 모든 것을 고도의 정치화 한 시기에서 이데올로기적

홍보와 통치의 핵심 도구가 된 것이다. 1950년대 중국에서 국민을 구성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민이었다. 1960년대, 70년대에 중국의 남성성은

주로 사회주의적 국가의 노동자 계급으로 재현된다. 강건한 몸과 근육,

노동의 아름다움, 집단주의적 정신, 사회주의적 국가를 건설하는 자랑과

주체 의식은 당시의 키워드였다. 영원히 노동하는 몸은 사실상 기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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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당시에 노동자 모범을 뽑아 그의 정신을 선양한 것은 인간을 물질

화, ‘비인간화’하는 수사로 볼 수가 있다.

1960년대~1970년대의 공업화 운동, ‘영국, 미국을 초월하라’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은 1980년대의 개혁 개방을 예고한다. 중국은 드디어

현대화의 역사 단계에 올라갔다. 과학, 지식, 인재를 존경하는 것은 과거

의 잘못을 메운 듯이 경제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조건을 충족시켰다. 사

람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강건한 사나이를 추구하여 외국의 색다른 ‘터

프 가이’들이 사람의 시야를 넓혔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성공한 남자가 남

성성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들은 1992년 전반적인 시장 경

제 개혁의 수익자이자 소비문화의 주인공이다. 남성성의 기준은 ‘돈’으로

바뀌었다. 영향력으로 보면 ‘성공한 남자’의 담론 생산과 전파는 가장 권

위적이다. 지금까지도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평민’을

대표하는 경찰 캐릭터는 위계질서에서 하층에 있는 남성과 공명을 일으

킬 수 있지만 드라마의 통제 정책 때문에 점점 소외되었다. 이로 인하여

약자를 대변해준 수단은 하나 없어지며 ‘성공한 남자’의 소비 주의적 남

성성은 더 굳은 지위를 차지한다.

2000년대에 대중문화는 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아이돌’과 ‘꽃미

남’의 담론은 젊은 여자의 마음을 새로 잡았다. 2002년의 대만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중국에서 방영된 후, 여성스럽고 예쁜 얼굴인 ‘꽃미남’

들은 대중의 미학적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한류의 열풍

이 가져온 로맨스 드라마와 남자 아이돌 그룹들은 중국에서 추구한 남성

성을 전복 시켰다.

소비문화와 현대화 과정으로 인하여 ‘성공한 남자’의 헤게모니적 남성

성 담론을 만들었는데 이런 남성성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위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중적 문화 충격 때문에 약화될 것인가? 역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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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따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의 모습이 변해간다. 다음

절에는 본 연구는 점점 드라마의 역할을 대체할 추세가 보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남성성을 검토하여 남성성의 새로운 양상을 논의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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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서의 <극

한도전>

제1절 <극한도전>의 기본 형식

1.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포맷에 관한 토론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맷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되어 왔다. 오경민, 유홍식(2015)에 따르면 왈라스(Wallace, 2008)는 “프

로그램의 구조와 이와 관련된 일련의 이벤트, 브랜딩, 스타일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안에 내재된 일체의 아이디어”로 정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였고

모란(Moran, 2013)은 “일련의 시리즈물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요소들의 집합”

으로 정의하였다고 밝혔다. 배진아(2008)도 이와 유사하게 “제작자가 프

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서 매 회를 관통하면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요소들”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를 보면 프로그램 장르 또는 유형이 비슷한 속성이나 특징

을 가진 프로그램들의 공통된 동질성을 나타내는 개념인 반면, 포맷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분될 수 있는 개별 프로그램의 고유구조와 장치,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오경민, 유홍식, 2015). 노동

렬(2015)은 예능 프로그램만큼 다양한 분류기준이 존재하는 방송 콘텐츠

장르도 없다고 지적한다.

노동렬(2015)은 "포맷은 일관되게 적용되는 분류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연구자,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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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포맷 자체의 혼종화(hybridization)와 시대적 가변성이 짙어 세분화

가 쉽지 않다"(김정섭, 박주연, 2012: 노동렬, 2015 재인용)고 밝혔다. 또

한, 포맷과 장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독창력 측면에서 보면 장르는 독

창적인 것이 아니고 포맷은 독창적일 수 있고, 모방할 수도 있어서 지적

소유권으로 거래될 수도 있다(노동렬, 2015). 이어서 "포맷은 새로운 포

맷을 창출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분명한 경계선을 가진 제작 영역

이다“(박인규, 2004: 노동렬, 2015 재인용).

혼종성이 강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는 더욱 애매모

호하다. 이어서 노동렬(2015)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처럼 제작 주

체들은 몇 가지의 포맷을 혼합하여 보다 많은 시청자들의 취향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 경쟁한다. 따라서 예능 프로그램의 기준은 혼재된 포맷 중

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포맷으로 그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류

하거나 보통 버라이어티라는 포맷으로 분류한다"고 기준을 정의하였다.

프로그램의 기본 형식에서 일반 예능 프로그램은 포맷이 고정되어 있

고 출연자가 매주 바뀌지만,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고정

되면서 매주 포맷을 바꾸어 간다는 차이가 있다. 표 3의 구체적인 내용

을 참조하면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기본 형식의 차이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출연자 간 관계의 연속성을 만들

어낸다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출연자가 고정되는 프로그램은 매주

소재와 포맷이 변경되면서 출연자의 행동의 경험, 패턴, 기억 등이 연결

되는 형식이고 따라서 시청자들은 출연자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고 미

래의 행동에 대한 기대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임의택, 윤성혜,

2014). 즉, 시청자의 이러한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출연자에게 캐릭

터를 형성시켜준다. 포맷은 출연자들이 캐릭터의 성격화(characterization)

과정에 도움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다음 절에서 <극한도전>

포맷의 특징을 검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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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원 일반 예능 프로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구조적
질서

형식
포맷 고정/ 출연자

변화
포맷 변화/출연자

고정

구성체계 폐쇄 질서 개방 질서

규칙체계
통제 시스템 자율 시스템

세심한 규칙 필요 규칙 최소화

관계의
연속성 단질적 지속적

제작과의
관계 선 대본 후 촬영 선 촬영 후 대본

환경 통제 설계

인식적
질서

예측성 계획된 설계 자생적 발생

우연 통제 허용

다양성 계획적 설계 자생적 발생

표 3.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구성 방식의 특징

*출처: 장용호, 노동렬 (2010).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자기조직화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1(2), 39-90.

2. <극한도전> 포맷의 특징

본 연구는 <극한도전> 시즌 1, 2 총 24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포

맷의 특징을 잡아내기 위하여 분석 대상 목록과 에피소드에 대한 소개를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4를 참조해보면 <극한도전> 프로그램 설정에 대

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이 프로그램의 포맷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도 가능하다.

우선 방송 시간을 보면 <극한도전>은 2015년 6월부터 9월 까지, 2016

년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1회씩 방영하였다. 그리고 각 회는 서로 다른

주제로 설정되어 촬영하였다. 한국의 <무한도전>과 달리 2, 3주의 분량

으로 방송된 특집의 형식은 채택되지 않았다. 내용을 볼 때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지만 에피소드마다 촬영지와 포맷은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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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독립적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시즌 1의 마지막 회에서 출

연진은 외계인에게서 잡혀간 결과로 마쳤는데 시즌 2의 첫 회에서 출연

진이 지구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부터 전개되었다. 두 에피소드 간의 이

야기 구조는 서로 통하지만 구체적인 게임 설정을 보면 서로 독립된 것

을 알 수 있다.

촬영지를 보면 <극한도전>은 주로 상해에서 촬영되었다. 시즌 1에서

총 6회, 시즌 2에서 총 4회의 분량은 상해의 도시 중심이나 여행지에서

촬영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상해 동방TV에서 방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진은 특정적 미션을 설정할 때 행인의 역할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촬영 시 출연자들이 행인의 도움과 상호작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인이

많이 있는 곳을 선정한다. 나머지 촬영지들은 유명한 여행지와 경제 발

전이 번영한 도시로 구성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또한, 프로그램의 협찬

기업의 개입도 촬영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 그

룹의 항주 본사는 두 번이나 선정되었고 정주(郑州) 팡터 놀이공원(方特

欢乐世界, fangte wild dreamland)도 한 에피소드에서 촬영지로 선정했

다.

이 프로그램의 촬영 시간에 있어서 위에 제시된 에피소드 사이의 독립

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진은 항상 하루의 분량을 촬영하기로 하

였다. 여기서 하루는 24시간으로 보면 된다. 왜냐하면 촬영 시작하는 시

간은 새벽 4시일 수도 있고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일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극한도전>에서 게스트를 초청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총체적으로 게

스트를 초청한 에피소드는 9회가 있었고 24회에서 3/8만 차지하였다. 초

청된 게스트의 방송 분량도 많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시즌 1 제8회에서

게스트 진백림(陈柏霖)은 고정 출연자를 납치한 악역으로 출연했는데 결

국 납치를 실행했을 때와 마지막 출연자들이 납치당한 친구를 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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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놈’을 잡아냈을 때만 등장하였다. 또한, 초청된 게스트들은 주로 남

성이고 여성 출연자는 아주 적었다.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시즌 1 제3회에서 상해탄 여자 주인공의 역할을 맡은 여배우 진교은

(陈乔恩)은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황보(黄渤)와 같이 택배를 보내는 알

바를 하였고 야시장에서 ‘착한 캐릭터’ 팀 멤버로 음식 파는 장사를 하였

다. 프로그램은 알바와 장사의 어려움, 팀 사이의 경쟁을 위주로 재현하

지만 진교은과 황보 사이의 로맨틱한 관계 설정을 재현하지 않았다. 시

즌 1 제7회와 시즌 2 제10회에서 출연한 여성 게스트 주동우(周冬雨)와

사나(谢娜)는 추격전에 참여하였다. 특히 주동우는 평민 여성의 신분으로

등장했는데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고정 출연자 왕신(王迅)과 신분을 교환

하여 선비가 되었다. 이 두 에피소드에서 여자 게스트들은 여자로 대하

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게임 참여자로 재현된다. 즉, 여자 게스트가 무성

화 되었다. 시즌 2 제5회에 출연한 게스트 임지령(林志玲)은 로맨스 영화

의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극한도전>에서 초청된 여성 게스트들

중에서 임지령은 유일하게 출연자들과 로맨틱한 관계로 해석 가능한 게

스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임지령의 역할은 출연자들의 동성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6장에서 토론하도록 한다.

<극한도전>은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포맷은 매주 바

뀌기 때문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위주로 다양한 포맷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무한도전>과 마찬가지로

게임화(gamification)라고 할 수가 있다. 노동렬(2015)에 의하면 최근 예

능프로그램 포맷의 혼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는 게임화가 있다.

게임화는 게임이 일상과 그리고 일상 속 미디어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됨

을 의미한다. 걷기, 다이어트, 여행, 운동, 식사, 회의, 공부, 운전, 금연

등 일상 속 다양한 활동이 모두 게임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원용진, 강

신규, 2013: 노동렬, 2015 재인용). 게임화의 핵심은 기존 미디어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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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종적이고 새롭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이끌어

내고, 스스로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원용진, 강

신규, 2013). 노동렬(2015)은 게임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경쟁’ 요인

을 프로그램 전개에 도입하는 것이고 경쟁은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 포

맷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서바이

벌, 오디션, 퀴즈, 게임쇼 포맷은 경쟁을 근본으로 성립되는 포맷이고 토

크, 리얼리티, 코미디, 버라이어티 포맷들은 경쟁 요소를 삽입시켜 포맷

의 혼종화 도모가 유리한 포맷이며 그만큼 예능 프로그램이 게임화하면

서 포맷의 혼종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프로그램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노동렬, 2015).

<극한도전>의 포맷 설정은 주로 출연자들이 게임을 통하여 주어진

미션을 완성하는 게임의 방식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주제와 배경 설

정에 따라 달성해야 한 최종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금을 차

지하기(시즌 1 제2회, 시즌 2 제7회), 트로피를 보호하기(시즌 2 제10회),

인류의 미소를 되찾기(시즌 2 제8회) 등이 있다. 이런 최종적 목표를 달

성하는 포맷 자체는 게임화로 보인다. 게다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얻

어야 한 단서들도 다양한 ‘작은’ 게임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다른 경쟁자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먼저 벽에 붙여있는 광고지를 제

거해야 하는 게임(시즌 1 제10회), 더 좋은 교통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추

격전에서 우승하기(시즌 1 제6회) 등이 있다. 또한, <극한도전> 시즌 1

총 12회의 분량에서 서로 경쟁 관계를 맺는 추격전은 7회에 차지한다.

시즌 2에서 추격전의 분량은 3회 정도로 축소되었다. 추격전의 형식은

출연자들이 따로 행동하는 것과 팀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프

로그램 추격전에서 항상 스파이나 배신자 캐릭터가 존재하여 추격전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시즌 2는 시즌 1보다 추격전의 사용은 적어졌다. 시즌 1에서 추격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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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은 7회이었는데 시즌 2에서는 3 회로 줄였다. 추격전의 포맷은 주로

한국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무한도전>과 <런닝맨>을 참조하였다

(程潇潇, 2014). 중국 본토의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극한도전>

시즌 1의 경우에는 이미 성공을 거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참조

하는 것이 예능 프로그램의 오락성을 보장해 줄 수 있었다(程潇潇,

2014). 그래서 시즌 2가 제작되면서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추격전을

줄이고 창의성 있는 <극한도전>에서만 볼 수 있는 포맷이 제작의 중심

이 되었다. 이러므로 추격전 3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12회가 <무한

가요제>의 포맷을 참조한 것만 빼면 시즌 2는 독창적인 포맷을 창출하

였다. 제작진은 <극한도전>을 초창했을 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漫步人生路, 제11회)’와 같은 인생의 각 단계를 체

험하는 에피소드를 만들었다. 일반인으로서 남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

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행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재

현하였다. <극한도전>은 이러한 시도들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새로운 시

청의 쾌락을 제공하였다.

다음 절에서 본 연구는 <극한도전>의 출연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

다. 출연진의 구성원들은 모두 연예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 프

로그램에서 출연하기 전에도 시청자에게 인지도가 높았다. 프로그램은

캐릭터를 설정할 때 출연진이 셀러브리티로서 이미 가진 이미지를 고려

하고 참조하였다. 시청 효과를 위하여 그들의 이미지는 프로그램 캐릭터

설정의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출연진들이 연예인으로

서의 생애와 경험, 그리고 대중의 눈에 어떤 이미지로 나왔는지에 대하

여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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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즌

방영일
(회차) 제목 게스트 촬영지 줄거리

시
즌
1

150614(1）
시간

전쟁(时
间战争)

╳ 상해

[추격전] <극한도전>의 첫
회이다. 시간과의 전쟁으로
추격전을 진행한다. 출연자들이
한 시간 내에 다른 출연자의
시간을 뺏어 자기의 시간으로
점유하는 형식이다. 승자 2명은
각자의 팀을 만들어서 두 팀이
되어 미션을 완성한다. 미션을
우선으로 완성한 팀은 이긴다.

150621(2)
상숙자들
(继承者
们)

╳ 상해

[추격전] 부자의 아들 6명
사이에 일어난 유산의
분쟁이다. 출연진들끼리 속고
속이면서 금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추격전 에피소드이다.

150628(3)

상해탄2
015

(上海滩
2015)

진교은
(陈乔恩
, 대만
여배우)

상해

드라마 상해탄(上海滩)의 배경
설정 하에 출연진은 우선
상해탄에서 ‘착한 캐릭터’와
‘악역’로 나뉜다. 출연진은
일반인의 일을, 예를 들어 택배
직원, 유치원 선생님, 택시
기사 등 직업을 체험한다.
심지어 높은 빌딩 유리창을
닦기를 도전한다. 출연자들이
번 돈은 야시장에서 먹을거리를
파는 장사의 자금으로 사용되고
‘착한 캐릭터’팀과 ‘악역’팀은
야시장의 수입으로 승패를
겨룬다.

150705(4)

해도
서바이벌
(海岛求
生记)

╳ 상해

출연진은 상해 주변의 섬으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어떤
신비한 인물은 그들이 타고
있는 차에 폭탄이 있다는
소식을 알린다. 출연진들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 미션을
완성한다. 진실한 폭탄 효과로
출연진에게 리얼한 체험을
준다.

150712(5)

크레이지
스톤2(
疯狂的石
头2)

곽도
(郭"",
<크레이

지
스톤>에

서
출연한
남배우)

중경시
(重庆)

[추격전] 2006년 영화
<크레이지 스톤>을 배경으로 한
추격전이다. 게스트
곽도(郭"")는 <크레이지
스톤>에서 출연했던 배우이다.
출연자들은 10년 전에
잃어버린 귀한 옥석을 되찾아야
하고 진품을 찾은 자가
우승한다.

150719(6)

롱
베케이션
: 톰과
제리(悠

╳
운남성
곤명시
(云南
昆明)

[추격전] 출연진은 5명
고양이와 1 명 쥐로 설정된다.
고양이는 일정한 시간 내에
쥐를 잡는 에피스드이다.

*출처: 필자.



118

长假期之
猫鼠大战

)

탈락의 순서대로 출연진은
운남성 여강시(丽江)로 가는
교통수단을 선택하여 여강으로
떠난다.

150726(7)

롱
베케이션
: 프로즌
쓰론(悠
长假期之
冰封王座

)

주동우
(周冬雨
, 대륙
여배우)

운남성
여강시
(云南
丽江)

[추격전] 출연진은 가상의
시대 배경인 암(颜)나라에서
황제부터 평민까지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다. 그들은 타임
리프로 2015년에 왔고
추격전으로 자기의 신분을 높여
마지막으로 설산 꼭대기에서
왕좌에 올라간 자는 황제가
된다.

150802(8)

로스트
인

칭따오(
迷失青岛

)

진백림
(陈柏霖
, 대만
남배우)

산동성
청도시
(山东
青岛)

영화 <나쁜 놈은 반드시
죽 는 다 ( 坏 蛋 必 须 死 ) > 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
출연진에서 게임을 이긴 2명이
납치당하고 나머지 출연자들은
그들을 구한다. 그 동시에
납치당한 출연자들은 위험한
섬에서 자기의 힘으로 생존해야
하는 서바이벌까지 연출한다.

150809(9)

직장
궁심계(
职场宫心
计)

╳
절강성
항주시
(浙江
杭州)

알리바바 회사 본부에서
직장인의 생활을 체험하여
미션을 달성하면 승진할 수
있다. 마지막 CEO가 된
사람이 이긴다.

150906(10)

얼음
걸기

행진곡(
锉冰进行
曲)

서쟁
(徐峥,
남배우
감독)

상해

[추격전] 출연자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제일 큰 사이즈의
얼음을 점유하는 추격전이다.
출연진과 게스트는 인형 복장을
입고 전단지를 배포하기, 고온
환경에서 불법 광고지를
제거하기 등 고생을 겪는다.

150913(11)

이차원
스파이(
异次元特
工)

╳
강소성
남경시
(江苏
南京)

VR 게임을 배경으로 설정한
에피소드이다. 게임에서
출연진은 자기의 뇌를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스파이로
에너지를 담은 병을 찾아야
하여 스파이에서 배신자가
존재한다. 프로그램은 컴퓨터
게임의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항상 있는
요소인 세이브 포인트(save
point)의 장치가 있었다.

150920(12)

새벽을
뚫고

나가라(
冲

出黎明)

╳ 상해

[추격전] 출연자들이 외계인
바이러스와 투쟁하는 판타지
스토리이다. 케플러
플래닛(Kepler planet)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존비가
된다. <극한도전> 쫑파티를
즐긴 출연자들은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일정의 시간 안에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케플러 플래닛으로
납치된다.

시 160417(1) 너와 ╳ 상해 지난 시즌, 케플러 플래닛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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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
2

함께(与
你同行)

고생한 출연자들이 지구로 다시
돌아온다. 케플러 플래닛의
왕자(강아지)를 찾는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 통신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연자들이
자기의 강아지와 같이 다른
구성원을 찾으면서 함께 왕자를
구한다.

160424(2)
진삼국무
쌍(真三
无'o)

악운봉
(岳云鹏
, 대륙
개그맨)

,
설지겸(
薛之谦,
대륙

가수),
송소보(
宋小,
대륙
개그맨)

강소성
무석시
(江苏
无锡)

[추격전] 출연진과 게스트들은
위(魏), 촉(蜀), 오(吴)
3팀으로 나뉘어 삼국 시대의
명장으로 변신한다. 그들은
상대의 팀을 이겨 천하를
얻는다. 팀워크와 추리, 그리고
추격전으로 구성한다.

160501
3

걸어간다
고 하면
걸어가는
여행(说
走就走的
旅行)

╳ 상해

출연진은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일반인의 도움으로
걸음의 수가 3000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해남으로
여행을 떠나는 항공권을 받는
에피소드이다.

160508(4)

백윈의
행복(百
元的幸福

)

╳
해남성
삼아시
(海南
三亚)

해남에 도착한 출연진은 짝을
지어 제작진이 준비한
100윈짜리의 돈으로 관광
체험을 하는 에피소드이다.

160515(5)
꽃보다
남자(花
样男子)

임지령
(林志玲
, 대만
여배우,
모델)

대만
대북시
(台湾'
k)

12시간 내에 출연진은 차례로
감독이 되어 게스트와 같이
로맨스 영화를 찍은
에피소드이다.

160522(6)
종관선(
纵贯线) ╳

대만
컨딩시
(台湾
垦丁)

출연진은 짝을 지어 미션을
완성하면서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떠난 에피소드이다.

160529(7)
상속자들
2(继承
者们2)

╳
광동성
광주시
(广东
广州)

[추격전] 시즌 1 <상속자들>의
후속이다.

160605(8)

미소
전쟁(笑
容保卫战

)

╳
하남성
정주시
(河南
郑州)

애 니 메 이 션 < 부 니
베어(熊出没)>의 캐릭터를
차용한다. 로거 빅(光头强)은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이터를 통제하여 웃음을
금지한다. 출연진은 로거 빅의
스파이를 찾으면서 스파이의
즐거움을 지킬 수 있는 식물을
살리기 위하여 미션들을
도전하고 인류를 살리려고
한다.



120

160612(9)

토끼와
거북이(
龟兔赛跑

)

╳
절강성
항주시
(浙江
杭州)

항주의 지정 지역이 지도로
사용된 모노폴리 게임이다.
출연진이 거북이 팀과 토끼
팀으로 나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규칙으로 걷는다. 일찍
종점에 도착한 팀은 우승한다.

160619(10)
암전(暗
战)

왕대륙
(王大陆
, 대만
남배우)
, 사나
(谢娜,
대륙

여MC)
,

강경부(
蒋劲夫,
대륙

남배우)

상해

[추격전] 2026년 상해 극한
영화제 개막식 전에 일어난
트로피 쟁탈전이다. 출연진과
게스트는 추격 팀과 가드
팀으로 나뉘어 각 팀 구성원
중에도 스파이가 숨겨져 있다.

160626(11)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漫步人
生路)

╳
복건성
하문시
(福建
厦门)

출연진은 나이가 리셋 되어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증가하면서 인생의 5개
단계(아이, 소년, 청년, 중년,
노년)를 경험하는
에피소드이다.

160703(12)
환희의
송가(欢
乐颂)

╳ 상해

환희의 송가 콘서트 제작
과정을 기록한 에피소드이다.
콘서트 게스트:
유징경(庾澄庆, 대만 남가수),
봉황전기(凤凰传奇, 대륙 가수
그룹),
임준결(林俊杰, 싱가폴
남가수),
채의림(蔡依林, 대만 여가수).

표 4. <극한도전>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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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극한도전>의 출연진

본 연구는 리처드 다이어(Richard Dyer)가 스타47)에 대한 주장과 스타

시스템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어 <극한도전> 출연진이 스타로서의 이

미지를 탐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리처드 다이어는 ‘스타는 외모

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최고급 사람

이 되었다. 이러므로 그들은 인간과 다른 생물체와 같이 보인다. 그들의

이미지는 동질화되어 결과적으로 스타는 제일 예쁜 사람부터 제일 위대

한 인물로 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스타에 대하여 리처드 다이어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스타’, ‘이미지로

서의 스타’, 그리고 ‘기호로서의 스타’ 3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기호학의 시점으로 스타는 구조화된 개체(constructed personage)라고

본다. 즉, 스타는 미디어의 재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이다. 대

부분의 스타는 영화, 방송, 잡지 등 미디어에 출연하며 이미지(image)를

형성한다. 스타의 이미지 구조화는 홍보, 작품, 평가 등으로 실행된 것이

다. 대중에게 각인되는 스타의 이미지는 미디어 출연 스타일의 특징과

광고, 홍보의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의 카테고리를 거치며 형성된

다(Dyer, 1998). 즉, 스타의 이미지는 정체성 구축의 결과이다. 스타가 출

47) 스타와 셀러브리티의 개념은 유명인을 지칭하는 데에서 유사하지만 같은 의미를 가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면 셀러브리티(celebrity) 혹은 셀렙(celeb)은 대중들로부

터 주목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 용어는 부(흔히 명성과 부를 가진 사람

들)를 가진 사람이나 특정한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뜻하는 

동의어로자주 사용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대중들로부터 인정된다. 스포츠나 연예인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은 대부분 유명인사의 명성과 관련된다. 사람은 대부분 특정 분

야(주로 스포츠와 연예 관련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으로 유명인으로서의 명성을 얻

을 수 있지만, 이와 다르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엄청난 재산 공

개로 언론의 관심을 끄는 사교계 명사들, 심지어 잘 알려진 범죄와 같이 악행을 저지

르며 유명해진사람들, 유명인들과 관련된 친척, 가족 등도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캔들로 인하여 유명해진부자는 셀러브리티로 보이지만 스타가 아니다. 즉, 스

타는 어떤 기계로 그의 재능이나 능력은 대중에게서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는 셀러브

리티로 판단될 수 있다. 스타는 셀러브리티지만 셀러브리티는 반드시 스타가 아니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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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미디어에서 전달되는 그들의 친숙한 느낌으로부터 대중은 스타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스타는 이미지, 더 나

아가 의미의 집합체가 되는 것이다. 이어서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은 영

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스타를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Dyer, 1998). 또

한, 스타와 캐릭터 사이의 차이점은 배우와 시청자의 이해 사이의 유사

성으로 인해 해소될 수 있다(Dyer, 1998). 즉, 스타는 연출한 캐릭터와

본인 사이의 차이성 때문에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캐

릭터의 이미지와 스타 본인의 이미지는 서로 충돌할 수 있지만 시청자는

자기의 이해를 통하여 이런 모순적인 이미지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다.

스타는 단순한 이미지만은 아니다. 영화, 방송 등의 산업에 종사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관객들의 수요를 다루는 수단으로써 활용

되고 있다. 스타는 자본의 한 형태가 되었고 대중문화 산업에서 이익을

얻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로 활용되는 자산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했다(김호석, 1998). 게다가 이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전문

집단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음반을 취입했지만, 현재는 대중이 원하는 노래와 퍼포먼스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가수로 만들어 데뷔시키는 시대가 되었다. 어떤 사람을 발

굴해 능력을 계발하고 어떤 콘텐츠로 대중에게 노출시켜 스타로 만들 것

인가에 대한 매니지먼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김호석, 1998).

스타 시스템은 대중 미디어에 노출된 연예인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깊

은 인상을 남기며 인기를 얻는 시스템을 넘어서,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

를 발굴하고 제작해 대중 미디어를 통해 유통시키는 능동적 전략 시스템

으로 진화하고 있다(김호석, 1998).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대중문화가 널

리 보급되면서 그 수요층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 때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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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한다.

<극한도전>에서 출연한 장예흥과 나지상은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돌 스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이돌(idol)은 우상이란 뜻인데

아이돌 스타(idol star)는 주로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스타를 말한다.

아이돌 스타는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의 주 소비층인 청소년들에게 인기

가 높거나 나이가 비슷한 댄스그룹, 가수, 연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

타난다(장규수, 2009). 특히 아이돌 스타는 음악 분야의 아이돌 그룹으로

대표된다. 여러 명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은 철저한 계획과 전략에 의

해 제작된 스타 콘텐츠이다. 음악이나 연예인의 발전보다는 철저하게 회

사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다. 각 멤버의 역량보다 그룹의

브랜드와 기획사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해, 어린 나이 때부터 준

비되어 데뷔한 각각의 멤버들은 일종의 구성요소 역할을 할 뿐이다.

장규수(2011)에 따르면 이런 아이돌 그룹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사례에서 인기와 경제성이 입증되었다. 특히 남

성 그룹들은 다양한 개성의 멤버들로 폭넓은 여성 팬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각 멤버들의 특징에 따라서 개별 활동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아이돌 그룹은 다양한 팬 층을 공략해 1인 스타와 다른 폭

넓은 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

이돌 스타들은 실력보다 외모에 치중된 면이 많고 어린 나이에 스타로

등극해 그 인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이

돌 그룹은 해체된 이후 솔로 가수나 연기자 등으로 전업해 활동하는 사

례도 흔하다.

<극한도전>에서 중국 대륙의 배우뿐만 아니라, 대만, 한국에서 활동하

는 아이돌도 출연했고 스타의 다양한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극한도전>의 출연진은 6명 남성 연예인으로 구성된다. 위

에 제시한 출연자들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살펴보면 황보, 황뢰, 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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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왕신 4사람은 배우 출신이고 나지상과 나지상 2사람은 아이돌 출신

이다. 연령층에 관하여 그 중에서 황보, 황뢰, 손홍뢰, 왕신, 그리고 나지

상 5명은 1970년대 생이고 장예흥은 1990년대 생이다. 나이의 차이는 그

들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륙 출신이고 같은 연령층에 있는

황보, 황뢰, 손홍뢰, 왕신은 워낙 친한 친구였고 오히려 아이돌 출신인

나지상과 장예흥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시즌 1 제1회에서도 장예

흥은 나지상의 후배로서 선배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바가 있었다. 본 연

구는 구체적으로는 각 출연자들의 연예인 생애를 살펴보고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손홍뢰(孙红雷) - 선과 악의 이중적 남성성

손홍뢰는 1970년에 중국 흑룡강성(黑龙江) 하얼빈시(哈尔滨)에 태어났

다. 학생 시절의 손홍뢰는 공부에 관심이 없고 브레이크 댄스를 좋아했

다. 중학교 다녔을 때 그는 수업을 빠져서 댄스를 연습한 적이 있었다.

1988년에 중경(重庆)에서 열린 전국 브레이크 댄스 대회에 참가하여 2등

상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중국 브레이크 댄스 스타 예술단에 들어갔다.

1998년부터 형사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나왔고 1999년에 중국 유명한 감

독 장예모(张艺谋)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The Road Home, 我的父亲

母亲, 1999)>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정식적으로 데뷔하였다. 영화로

데뷔한 손홍뢰는 다른 영화에서 연출하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위주로

활동하였다. 그는 드라마 20여 부를 통하여 중국에서 인지도가 아주 높

은 남성 배우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손홍뢰가 연출한 캐릭터들은 거의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나 두목이었다. 제4장에서 언급한 90년대 형사 드라마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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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매력 있고 미워할 수 없는 악역들 중에서 손홍뢰가 출연한 캐릭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영원히 눈감지 못하다(永不瞑目, 1998)>는

총 1700 여 개의 장면이 있는데 그는 63개만 출연했다(易立竞, 2011). 그

러나 시청자들은 손홍뢰가 연출한 ‘나쁜 놈’을 기억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런 캐릭터는 정의롭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악의 세계에서 고통을 겪으

면서 당당하게 투쟁하였다. 또한, 폭력으로 여성을 지킬 수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여성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악역이지만 다정하고

충성심이 있는 캐릭터들이었다. 이런 복잡한 캐릭터는 시청자들의 동경

심을 일으킬 수 있고 인기를 얻었다.

손홍뢰가 연출한 범죄자는 중국의 ‘협’문화와 관련이 있다. 1980년대부

터 무협 소설, 드라마와 영화가 중국 대륙에서 전해져 중국인들이 ‘협’과

‘의(义)’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 <수호전>과 <삼국지연>같은 전통 소

설에서 재현된 협객과 충성심을 가진 무장(武将)들은 무협 문화에서 다

양한 캐릭터로 다시 부각되었다. 손홍뢰가 연출한 범죄자들은 바로 이런

‘협’적인 남성성을 가진다. 이런 캐릭터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성공한

남자’에 속하며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일치하는데 불법 거래를 종사하는

범죄자이기 때문이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이기도 한다. 이중적인 신분은

이런 캐릭터의 매력이 되었다.

2000년대부터 중국 텔레비전 드라마 산업은 통제를 받아 항일 전쟁(抗

日战争)이나 중국 내전 주제의 드라마 제작의 붐이 왔다48). 이런 드라마

의 장르는 중국에서 첩보 드라마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첩보 드

라마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현대사회에서 벌어진 스파이의 이야기가 아니

라 특정한 시기, 즉 항일 전쟁, 그리고 중국 국민당과의 중국 내전 시기

에 중국 공산당 스파이가 신중국의 성립을 위하여 적대적인 일본군이나

48) 출처: 谍战剧出新难，难在何处？ 网易新闻 (2017.04.06) http://news.163.com/17/0

406/03/CHAE6VGO000187V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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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세력을 이기는 장르이다.

손홍뢰는 큰 인기를 얻은 첩보 드라마 <잠복(潜伏, 2009)>에서 남자

주인공 여칙성(余则成)의 역을 맡았다. 드라마에서 여칙성은 중국 국민당

세력에 복무한 군인이고 어떤 사건 때문에 공산당에 의탁하였다. 공산당

인이 된 여칙성은 스파이로 계속 국민당으로 잠복하여 마지막으로 국민

당 세력을 분쇄한 캐릭터였다. <극한도전>의 시즌 1 제11회 스파이 게

임의 배경 설정에서 출연자들도 손홍뢰를 여칙성으로 불렸고 마지막으로

‘악역 스파이’ 역을 맡은 장예흥을 죽였다는 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캐릭

터를 겉으로 볼 때 손홍뢰가 과거에 출연한 악역 캐릭터들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 때의 악역에 비하면 스파이 캐릭터는 정당화되어 합법성을 가

지고 있었다. 이러므로 시청자에게는 손홍뢰의 이미지가 드디어 합리적

이며 헤게모니적인 이데올로기와 남성성과 일치하였다.

현재 손홍뢰가 연출한 캐릭터들을 살펴보면 캐릭터의 유형은 다양해지

는 것은 확인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침묵의 목격자(Silent

Witness, 全民目击, 2013)>에서 살인범이 된 딸을 구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려고 한 재벌 아버지, 드라마 <좋은 사람(To Be A Better Man, 好

先生, 2016)>에서 단배, 술, 도박을 목숨같이 중시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다정하고 착한 셰프 륙원(陆远) 등이 있다. 그러나 손홍뢰의 캐릭터들의

공통점이 아주 뚜렷하다. 즉, ‘악(恶)’적인 겉과 ‘선(善)’적인 안을 모두 가

지는 이중적인 남성 이미지이다. 겉으로 사회적인 지위나 성격은 소외되

는 반면에 안으로는 아주 정의롭고 착하다는 점이다.

위에 제시된 손홍뢰가 부각한 캐릭터들의 특정은 사악하기도 하고 정

의롭기도 하는 점이다. 손홍뢰의 남성 이미지에 대한 담론은 거의 ‘맏형’

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나이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맏형의 이미지는

역시 캐릭터의 특징에서 발원했다. 또한, 언론인들이 손홍뢰를 엄격하고

침묵한 배우로 보도하였다(秦梦琪, 2016). 손홍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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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저는 집에서 있으면 가족끼리 얘기하는 소리도 적어져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다들 말을 끊어요. 그리고 팬들도 저를 무서워한가 봐요.

저를 만나면 말도 못하는 정도예요(易立竞, 2011).’

손홍뢰는 인터뷰에서 자기의 진정한 모습은 캐릭터들과 아주 다르다고

밝혔다(易立竞, 2011). 2013년까지 손홍뢰의 개인 트위터 개정을 살펴보

면 그는 총 119 개 트위터 문을 올렸고 그 중에 사생활에 관한 트위터는

71 개, 기분과 생각에 관하여 53 개를 올렸다(张晨光, 刘晓敏, 2013). 트

위터 문을 올릴 때 항상 이모티콘을 붙어서 올리는 것도 발견될 수 있

다. 자기의 일상생활에 관한 트위터 문과 셀카에 대하여 팬들은 캐릭터

의 이미지와 달리 아주 귀엽다고 평가하였다. 예능 프로그램 <극한도

전>에서 고정 출연자가 된 송홍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의 새로

운 남성성을 드러냈고 시청자들의 고정 관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본 연

구는 다음 장에서 손홍뢰가 프로그램에서 재현한 새로운 남성성과 과거

남겨진 이미지가 어떻게 충돌하여 또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2. 황뢰(黄磊) - ‘문’적 남성성과 따뜻한 아버지

황뢰는 연기, 노래, 감독 등 여러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연예인이다.

1971년 중국 강서성(江苏) 남창시(南昌)에 태어난 황뢰는 저명한 연극

배우인 아버지 황소립(黄小立)의 영향을 받아 6살 때부터 귀여운 외모

로 무대극에서 여장을 입고 여자 아이 캐릭터를 출연하였다. 1990년 중

국 유명한 감독 진개가(陈凯歌)의 영화 작품 <현 위의 인생(life on a

string, 边走边唱, 1990)>에서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계기로 데뷔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부터 황뢰는 주로 무대극, 연극, 그리고 영화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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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였다. 1995년에 홍콩 인기 배우 장국영(张国荣)이 출연한 홍콩 영

화 <야반가성(The Phantom Lover, 夜半歌声, 1995)>에서 남 조연으로

주목을 받았다. 1997년에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모든 연예인 활동을

중지하여 대학교에서 교직을 맡았다.

횡뢰가 연출한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2000년 텔레비전 드

라마 <인간사월천(人间四月天)>의 서지마(徐志摩) 역이다. 이 드라마는

중국 근대시인 서지마의 인생을 원본으로 서지마와 여자 3명 사이의 로

맨스 이야기였다. 황뢰는 캐릭터 서지마를 통하여 아주 많은 인기를 얻

었다. 2000년대에 그는 청춘 시절의 고민과 환상을 주제로 잡고 노래를

부르고 앨범도 발행한 동시에 작가와 감독을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면 ‘문학청년’ 캐릭터는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다. 외모가

준수하여 성격이 부드럽고 다정한 문학청년은 중국의 ‘문’적 남성성의 전

형적인 대표로 보인다. 힘과 무력을 강조하는 ‘무’적인 남성성보다 2000

년대의 젊은 여성들이 이런 서지마와 같은 ‘문’적인 남성을 더 선호하였

다. <극한도전>에서 황뢰가 어떤 일반인 여자와 대화했을 때 그 여자는

그 때의 서지마는 자기 엄마의 이상형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황뢰의

이름은 오래 동안 ‘문화예술 청년’의 대명사로 존재해 왔다. 그는 2가지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첫째는 <인간사월천>의 로맨틱한 국민

시인 서지마, 둘째는 노래 <나는 바다인 것 같다>의 뮤직비디오에서 우

울한 긴 머리 가수이다49)(搜狐娱乐, 2015).

아직도 연기 활동을 종사하고 있는 황뢰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그는 젊

었을 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문학청년’을 연출하여 나이가 들면서

남편 역, 아버지 역으로 많이 출연하기 시작하였다. ‘황뢰는 사춘기의 캐

릭터부터 시작하여 부드러워도 힘이 있는 중년 아버지 시절에 들어갔다.

젊었을 때 준수한 얼굴은 점점 둥글둥글해지고 배도 통통해 진다50)(光明

49) 출처: 搜狐娱乐 头条人物 黄磊 http://yule.sohu.com/s2014/huang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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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报, 2016).’ 청년 시절의 문학청년 캐릭터는 중년에 들어가면 어떤 모

습인지를 직접 답한 것처럼 황뢰는 이 두 가지 캐릭터를 원활하게 접했

다.

황뢰가 스타로서의 이미지는 영화나 드라마 캐릭터와 공통점이 있었

다. 그는 여자 배우 손리(孙莉)와 9년 동안 사귀어 2004년에 결혼하였다.

결혼한 후, 황뢰 부부는 대중에게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보여줬다.

2015년부터 황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의 첫번

째 고정적으로 출연한 프로그램은 중국판 <아빠 어디가?> 시즌 2이었

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황뢰는 요리 잘하는 아버지로 나타났다. 그리

고 프로그램에서 따뜻하면서도 침착한 아버지 이미지는 대중에게서 호평

을 받았다. 동시에 중국 트위터인 시나 웨이보(新浪微博)에서 ‘요리 초보

자 황(NOOB HUANG, 黄小厨)’의 브랜드를 세워 공식적으로 요리 프로

그램을 만들었고 생활 방식과 요리법을 가르치는 토크쇼까지 제작하고

있었다. ‘요리를 잘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는 남자’는 횡뢰의 새로운 이미

지가 되었다. 통통한 황뢰는 따뜻하고 친근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刘磊, 2016).

황뢰의 남성성은 항상 부드럽고 ‘문’적인 특성을 가진다. 가족을 중요

시하는 남성은 여성의 마음을 잡기 어렵지 않지만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

를 돌보는 남성은 헤게모니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프로그램 <극

한도전>은 가족이 없는 환경이다. 이런 배경 설정 하에 황뢰가 남자만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남성성을 드러내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본 연

구의 목적이다.

50) 출처: 黄磊从文艺青年到发福中年:"小别离"就是我的生活 光明日报(2016.09.10) http:/

/media.people.com.cn/n1/2016/0910/c40606-287056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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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보(黄渤) - 역전으로 성공한 ‘루저’

20세기 70년대에 태어난 황보는 지식인인 부모의 교육을 받았다. 배우

로서 데뷔하기 전에 사업을 해봤고 가수, 댄스 강사가 된 적도 있었으며

영화에서 엑스트라 역도 맡아봤다. 2006년에 중국 영화 <크레이지 스

톤>에서 ‘헤이피(黑皮)’의 캐릭터를 연출하면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몇 년 간에 황보는 영화 작품 <인재경도(Lost on

Journey, 人在囧途, 2012>, <디어리스트(Dearest, 亲爱的, 2014)>, <브레

이크업 버디즈 (Breakup Buddies, 心花路放, 2014) >, < (Black &

White, 痞子英雄, 2014)> 등에서 출연하여 중국 영화 흥행에 총 60억의

수입을 얻게 만들었다. 그는 아직도 중국 영화계 흥행 수입 기록에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姚易, 2016).

황보가 영화에서 연출한 캐릭터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이

미지 구조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황보는 2006년부터 10년 동안에 영화

20여 편에 출연하였다. 예를 들어 <블랙 앤 화이트>의 범죄 조직 ‘직장

인51)’, <101번 프로포즈(101次求婚, 2013)>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평

범한 남자, <소싸움(斗牛, 2009)>에서 가난하고 소심한 촌민, <놈놈놈:

주자·희자·비자(厨子·戏子·痞子, 2013)>의 ‘건달’, <디어리스트>에서 아들

을 찾는 아버지 등이 있다. 황보가 출연한 캐릭터들은 모두 출신이 평범

하여 그 후에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

다. 겁이 많고 권세에 아첨하는 속세적인 인물이며 잔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착한 면이 있고 정의롭다. 그들은 바로 현대

화 과정에서 사회의 발전에 뒤쳐지거나 난처한 지경에 처한 ‘주변화’ 된

남자이다. 즉, 황보가 연출한 캐릭터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바로 ‘풀뿌리’

적 남성이란 것이다.

51)  <블랙 앤 화이트>에서 황보는 서달부(徐达夫) 역을 맡았다. 서달부는 자기가 범죄 

조직에서 일하는 직장인일 뿐이라고 한 대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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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grassroots)’는 19세기 미국 골드러시(gold rush) 시기에서 발

원하였고 20세기 80년대에 중국으로 전해졌다. ‘풀뿌리 계층은 가난한 가

정에서 태어나 수입이 낮다. 성격이 수줍지만 다정하며 열등감을 느끼지

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허영심이 높은데 도도한 척하며 성공을

갈망하며 행동을 안 한다. 연약하면서도 착하다(姚易, 2016).’ 이런 80년

대의 개념은 현재 중국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풀뿌리’보다 신조어

‘屌丝(diaosi)’로 사용된다. ‘屌丝(diaosi)’52)는 한국어의 ‘루저’의 의미와 비

슷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루저를 사용한다. 루저의 개념은 인터넷

유행어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침투하였다. 그럼 중국에서 ‘루저’의 단체

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현대 중국의 루저는 ‘키가 작고 돈이 없고 좌절을 많이 겪는다(矮穷

挫)’의 특징이 있다. 경제력이 부족하여 연애를 추구할 때 항상 거절을

당하는 실패자로서 루저들은 자기를 경시하고 자동적으로 패배를 인정하

는 자세를 취하여 인터넷 언론장에서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

조적인(self-mocking) 반항을 표출한다(姚睿, 2014). 예컨대, 영화 <101번

프로포즈>는 황보가 연출한 실내 인테리어를 종사한 장인 황달(黄达)과

음악가인 여주인공 사이의 사랑을 부각한 로맨스 코미디였다. 부지런하

고 착한 황달은 재산이 없고 못 생긴 캐릭터였다. 그는 소개팅을 99번

했는데 모두 실패한 전형적인 ‘루저’이다. 영화 마지막은 황달과 아름다

운 여주인공의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황보가 연출한 다양한 루저 캐릭터

는 영화에서 재현된 헤게머니적인 완벽한 영웅 인물과 남성성에 대한 해

체로 보인다.

황보가 연출한 캐릭터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투리의 활용이다. 황보

가 영화에서 재현하는 루저들은 항상 사투리를 쓴다. 사투리는 지역적,

52) 어원과 구체적인 의미는 위키백과 참조하면 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Dia

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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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적, 희극적인 특징을 지닌다(姚易, 2016). 표준어와 거리를 둔 사투리

의 형성은 현지의 자연적, 사회적, 민속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황보

는 산동성 청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산동 사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영

화에서 활동하였다. 이러므로 더 드라마틱하고 코미디의 효과를 얻어 시

청자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동시에 평범한 사람의 특성도 드러

낼 수가 있었다. <극한도전>은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황보가 다른 출연

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청도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과 자기의 대표적인 특성을 드러냈다.

스타로서의 황보에 대한 기사나 보도를 살펴보면 그의 풀뿌리 및 루저

이미지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루저의 실패함을 강조하는 것보다 배우로

서 큰 성공을 거둔 황보는 항상 루저의 역전으로 해석된 경향53)이 있었

다. 황보는 2014년 CCTV 춘절연환회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는 프른 색

작업복을 입고 <내 요구는 많지 않다(我的要求不算高)>란 노래를 불렸

다. 이런 퍼포먼스는 영화에서 재현된 평범한 ‘루저’와 일치하였다. 황보

는 인터뷰와 트위터 문에서도 자기를 스스로 루저로 지칭한다. 이런 자

조적인 유머로 친근하고 영리한 남성 이미지를 구조화 하였다.

루이에 따르면 중국 남성성은 ‘문’과 ‘무’적인 특질을 가진다. 그러나

황보는 이 두 가지 남성성을 모두 가지지 않고 이런 이원적 대립에서 벗

어났다. 이런 자조적이며 어떤 때는 역전으로 성공할 수 있는 루저 이미

지는 현대화 과정의 독특한 결과이다.

4. 왕신(王迅)- 평범한 ‘루저’ 캐릭터

53) <황보 이야기: 평범한 인물의 영화 세계(黄渤故事：小人物的电影江湖, 2009)><황

보: 중국 풀뿌리 인물의 대변자(黄渤：中国草根人物代言人, 2011)>등 기사 제목부터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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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신의 연예인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아주 늦게 연예인으로서 활동하

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1974년에 사천성(四川) 성도시(成都)에 태어

난 왕신은 중국 군부대 문화 예술단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군

부대 출신의 연예인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것보다 부대의 문

화예술 활동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徐雯, 2015).

그는 1992년에 중국 해학극54)(谐剧) 예술가 신발(沈伐)의 제자가 되어

해학극을 배웠다. 1993년에 중국 만담55)(相声) 예술도 배웠고 여러 가지

전통 예술 퍼포먼스를 장악한 왕신은 군부대에서 인기를 얻어 1998년에

‘사천 지역 10대 희극 스타(巴蜀十大笑星)’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공개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어서 왕신의 인지도

가 높지 않았다.

2006년에 들어와서 왕신은 황보와 같이 영화 <크레이지 스톤>에 출연

하였다. 이때부터 왕신이 빈번하게 드라마나 영화에 참여하기 시작하였

다. 출연 작품은 많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회가 없었는데 항상 개

성 있는 캐릭터로 시청자의 시선을 잡았다. 이러므로 왕신은 시청자에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모른다’는 연예인이 되었다(徐雯, 2015). 황보는

하찮은 인물만 연기하는 왕신의 재주를 발견하여 2012년에 그를 자신의

회사로 초청하였다. 황보의 회사에 들어간 왕신은 계획자, 각본 작가, 그

리고 배우로서 계속 활동해왔다.

왕신이 연기한 캐릭터들은 황보의 캐릭터와 유사성이 보인다. 즉, 주로

‘루저’를 연기하는 것이 비슷하다. 그러나 왕신이 연출한 ‘루저’들은 주인

공이 아니기 때문에 ‘루저’의 ‘지질함’만 강조하였다. 이런 캐릭터들은 작

품에서 재산을 차지한 여부와 상관없고 사회적 지위에서는 주변화 되어

소외된 존재였다. 역전을 할 수 있는 황보의 ‘루저’와 달리 왕신의 이미

54) 해학극(谐剧): 곡예와 연극의 중간형태 예술로, 사천(四川)성에서 유행함. 한 명의 

배우가 얘기하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코믹쇼.

55) 만담(相声): 설창 문예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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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철저한 실패만 겪은 ‘루저’였다.

<극한도전>에 출연한 후 왕신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시즌 2 제1회에

서 지하철을 타면서 왕신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진짜 달라졌어요.

<극하도전>에 참여하기 전에 누구도 저를 몰라요. 시즌 1 제1회에서 저

도 지하철을 타 봤잖아요. 그땐 누구도 저를 못 알아봤어요. 지금은 이렇

게 많은 사람이 저를 알아요.’ <극한도전>의 방송으로 왕신의 개인 웨이

보 팔로어 인수는 4만인부터 90만인에 달했다.

본 연구는 많이 알리지 못한 배우 왕신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미

지를 구조화하는지,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왕신의 캐릭터는 그가 부각한

‘루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황보와의 우정에 대하여 프로그

램에서도 어떠한 재현이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실패자’, ‘루저’ 캐릭

터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출연진 6명 사이에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를 논

의함으로써 중국의 남성성 새로운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5. 나지상(罗志祥) - 아이돌보다 개그맨

나지상은 1979년에 태어나 1994년에 데뷔한 대만 가수, 댄서, 배우,

MC이다. 그는 5살부터 악기 연주를 종사한 부모와 같이 대만에서 공연

하여 무대 경험을 쌓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의 나지상은 뚱뚱하고

피부도 까맣기 때문에 ‘새끼 돼지(小猪)’란 별명을 가졌다. ‘새끼 돼지’란

별명은 지금도 사용되어 있고 이미 나지상에 대한 대표적인 애칭이 되었

다. <극한도전>에서 출연진들도 나지상을 본명보다 ‘새끼 돼지’로 부르

는 경우가 많았다.

나지상의 연예인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예능 프로그램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후에 계속 MC로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003년 첫 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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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거둔 다음에 노래와 춤을 다듬으러 일본에 갔고 돌아와서 아이돌

가수로 전형하였다. 가수로서 활동하고 유명해지는 동안에 나지상은 텔

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출연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출연한 로맨스 코미디

들은 중국 대륙에서 방영되어 인기를 얻었다56). 이로 인하여 대륙에서

인지도가 높아졌다. 2015년에 예능 프로그램 <극한도전>에서 고정 출연

자로 선정되었고 그 후에 중국 대륙 예능 프로그램에서 드물게 나타났

다. 그는 점점 아이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전능의 연예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는 <극한도전>의 출연진에서 나이가 두 번째로 어리지만 15세부터

연예인이 되었다. 데뷔부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개그를

잘하고 아이돌로서의 이미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나지상

은 아이돌보다 ‘잘생기지만 웃기는 연예인’의 이미지로 유명하다(盛显钧,

2016). 다른 출연자보다 더 풍부한 예능인 경험을 가진 그는 <극한도

전>에서 남다른 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다른 출연자가 하지 못한

몸 개그와 웃음을 촉발하는 언어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웃음거리를 확

보하였다.

6. 장예흥(张艺兴) - 아이돌 모범생

장예흥은 한국S.M. 엔터테이먼트(본 연구에서 S.M.으로 줄임) 남자 아

이돌 그룹 EXO의 중국인 구성원이고 지금 솔로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을 지원하였고 2005년 중국 호남TV의

스타 양성 프로그램 <스타 학원>에서 출연하였다. 2008년에 중국에서

열린 S.M. 의 캐스팅 시스템(S.M. Casting System)으로 연습생이 되어

56) 출처: 台湾影视歌三栖艺人罗志祥南昌献唱 迷倒粉丝(2010.10.27.) http://www.china

news.com/tw/2010/11-27/268493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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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갔다57). 2012년에 레이(LAY)의 이름으로 EXO-M58)의 멤버로

데뷔하였다. EXO에서 총 4명 중국 멤버가 있었는데 2015년까지 크리스

(Cris), 루한(Luhan), 타오(Tao) 3명은 그룹에서 탈퇴하여 장예흥(레이)

은 현재 EXO의 유일한 중국인 멤버가 되었다. 지금 장예흥은 주로 중국

에서 노래, 연기, MC, 그리고 예능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소속한 그룹 EXO의 인기와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핫’한 스타가 되고

있다. <극한도전>에서도 그의 인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추격

전에서 다른 출연자가 장예흥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팬이 많고 소리를

지르는 곳이 장예흥이 반드시 있다’고 한 적이 있었다.

장예흥은 데뷔부터 단지 5년 만에 다른 출연자에 비해 더 많은 주목과

인기를 받았다. 프로그램이 방송할 때 수시로 중국 트위터인 시나 웨이

보(新浪微博)의 출연자 지지율을 제공하는 자막이 있었다. 매 회 제공된

지지율을 살펴보면 장예흥은 줄곧 1위를 차지해 왔다. 그의 압도적인 인

기는 아이돌로서의 이미지와 관련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한국 남자 아이돌 그룹, 특히 S.M. 소속의 남자 아이돌 그룹의 이

미지를 참조하여 장예흥의 이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텔레비전 문화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유

형의 인간군인의 아이돌과 꽃미남에 대한 담론이 일상화가 되어 있다(홍

석경, 2013). 한국에 나타난 남성성 이미지의 두드러진 변화로 남성 이미

지에서의 외모 강조와 남성의 대상화 현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윤조

원,2010). 특히 ‘꽃미남’이라는 대중화된 용어에서 드러나 듯, 적절한 근

육질 위에 여성성을 가미한 외모, 그리고 세심한 남성 이미지가 주목받

57) 출처: <长沙伢子张艺兴入选SM新组合 曾获《明星学院》季军>(2012.01.19) http://ro

ll.sohu.com/20120119/n332703592.shtml

58) 2011년 12월에, 그룹의 이름은 태양계 외행성의 'Exo Planet'에서따온 EXO로 한국

에서 활동하는 유닛 그룹은 'korea' 에서이름을 따온 EXO-K와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닛 그룹은 표준중국어를 의미하는 'mandarin'에서따온 EXO-M으로 이름을 확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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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부드러운 남성성’, ‘메트로섹슈얼’, ‘포스트모던 남성성’,

‘글로벌 남성성’ 등의 표현들은 남성성 분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다

양한 남성 이미지의 분기를 드러내 보여준다(김수정, 김수아, 2013).

S.M.의 아이돌 그룹을 살펴보면 사랑스러운 소년, 소녀 이미지가 강하

게 느껴진다(정현선, 윤현이, 2012). 그러나 EXO는 친근감을 얻을 수 있

는 소년 이미지보다 그의 우상적 특성을 강조한다. 2011년 이후부터 설

정상 인간이 아닌 아이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 대표적인 예가

EXO이다59). EXO는 태양계 외행성을 뜻하는 엑소플래닛(exoplanet)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라는 의미로 전

체적으로 기억도 초능력도 잃은 채 지구에 오게 된 외계인들이 힘을 되

찾고 적을 물리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었다. 이런 세계관의 설정, 2012

년 EXO가 데뷔했을 때 멤버들이 가진 다양한 초능력을 표현한 비디오

와 퍼포먼스를 통하여 팬들에게 EXO는 ‘시뮬라크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김형식, 윤정민(2014)에 따르면 프랑스의 사

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룸은 흉내 낼 대상이 없는 이미지이라

고 정의한 적이 있다. 장은 원본이 부재한 이 이미지가 결국 현실을 대

체해 버리고, 현실은 또 다시 이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한다. 따라

서 시뮬라크룸은 어느 순간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 되어버린다. EXO는

단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시뮬라크룸으로서 존재한다(김형식,

윤정민, 2014).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미소년으로부터 EXO의 이미지

의 구조화가 시작되었다. 완벽한 외모와 체격, 그리고 겸손하고 예의 바

른 자세는 그들이 아이돌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 준칙이다. 한국에서 데

뷔한 장예흥도 그런 아이돌의 소양을 지키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다. 게다가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피아노, 기타 등 악기에 능숙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59) EXO의 세계관 설정: https://namu.wiki/w/EXO/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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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흥에 관한 중국 뉴스60)를 살펴보면 그의 봉사 활동과 ‘훈남’ 이미

지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2일, 그는 자기의 모교

호남 사범대 부중학교(湖南师大附中)에서 장예흥 장학금을 세워 해마나

10만윈을 기부함으로 학교 후배를 지지하는 자선 사업을 하였다61). 장예

흥은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선 사업, 그리고 평소

연예인으로서의 올바른 행위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중국 3대

포털 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소후(SOHU, 搜狐)에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었다. ‘EXO에서 메인 댄서로 활동하지만 장예흥은 여러 재능으로 주

목을 받고 있다. 여러 프로그램과 사회 활동에서 그는 악기 재능(피아노,

기타), 작곡 능력, 심지어 요리 실력을 보여주었다. MC의 재능까지 발굴

되었다. 쉽지 않는 것은 장예흥은 잘 생긴 외모 하에 동갑들보다 더 냉

정하고 차분하다. 끝없는 노력과 견지함, 그리고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연예 세계에서 칭찬을 받았다62)(搜狐网评, 2015).’

아이돌 스타들의 남성성 이미지는 출연하는 프로그램 장르나 팬 층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뮤직비디오나 음악 프로그램, 잡지와 같

이 시각성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확실한 팬덤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성 이

미지와,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일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성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김수아, 2011). 이러므로 본 연구

는 제6장에서 장예흥이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극한도전>에서 재현

된 이미지와 남성성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장예흥은 1991

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극한도전>의 다른 출연자와 나이의 차이가 아주

크다. 이러므로 <극한도전>에서 막내 동생으로서 다른 ‘형’들과 어떠한,

60) 바이두 뉴스에서‘张艺兴’을 검색하면 뉴스문이 약 22만 개 나왔다. 

61) 뉴스 출처: 张艺兴奖学金每年出资十万元帮助校友追梦(2015.05.03. )http://ent.northt

imes.com/ent/hldx/20150503/79857.htmlhttp://ent.northtimes.com/ent/hldx/20150

503/79857.html

62) 뉴스 출처: 张艺兴加盟网络春晚 担任“分享大使”互动网友(2015.02.09.) http://yule.s

ohu.com/20150209/n40887175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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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떻게 ‘형제 같은’ 관계를 맺어지는지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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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과 남남

관계

본 연구는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을 탐구할 때 많이 참조된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한 연구와 대조하면서 중국 예

능 프로그램이 어떻게 새로운 남성성을 재현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극한도전>은 <무한도전>의 판권을 가지지 않지만 포맷과 캐

릭터는 <무한도전>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같은 언론 통제를 엄격하게 수행하는 경우에서 <극한도전>처럼 다

양한 남성성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의 출현은 근대화 과정의 영향으로 인

해 나타난 결과물인지, 아니면 포맷 자체의 영향력인지를 탐구하려면 본

연구는 <무한도전>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므로 본 연구는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들을 논의할 때 주로 김수아 외(2014)가

<무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들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서 진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김수아 외(2014)의 분석 틀을 가져오면서 <무한도전>과

비교를 통하여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한

다.

<무한도전>에서 대표적인 웃음 유발 기제는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들과

단순한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김수아 외, 2014). 최근 리얼리티 프로

그램의 특징 중의 하나가 즉흥적인 현장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 대본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캐릭터를 잘 잡아내

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재미를 이

끌어내는 전략을 취한다"(정여울, 2012: 김수아 외, 2014 재인용). 중국의

<극한도전>도 대본의 설치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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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사건'들을 통하여 맴버들의 관계를 드러내려고 하는 점은 한국 리

얼리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다.

제6장에서는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다양한 남성성과 캐릭터들 사이의 형제애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재현된 캐릭터들의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

고 현대적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제1절 일반인으로서의 남성성

1. 평범한 남자

우선, 본 연구는 <극한도전>에서만 강조된 '평범한 남자'의 이미지를

논의한다. <극한도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일반인으로

서의 남자가 평소에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들의 고민은 무

엇인지’를 재현한 프로그램이다. <극한도전>에서 출연진들의 미션 중의

하나가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이 평

상생활에 하는 일들을 체험함으로써 일반인 남자의 이미지가 재현될 수

가 있다. 이러한 남성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즌 1 제3회 ‘상해탄 2015’

과 시즌 2 제11회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총 2회를 위주로 논의해 보도

록 한다.

(1) 시즌 1 제3회 <상해탄 2015>

‘상해탄 2015’에서 출연진은 먼저 홍콩 드라마 <상해탄>의 남자 주인

공 허문강(许文强)의 분장을 하고 출연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제작

진이 출연진에게 준비한 미션은 연극이 아닌 돈을 버는 아르바이트였다.

미션은 각 출연자가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형식을 택하여 시청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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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들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각 출연자

는 박스에 놓인 도구를 단서로 자기의 고용인을 찾았다. 이때부터 출연

자들의 도전이 시작하였다.

각자의 구체적인 미선은 다음과 같다. 작은 철봉을 가진 장예흥은 고

급 레스토랑에서 대게의 계살 2.5 kg을 짜는 일을 해야 했다. 인민페

100윈을 받은 황뢰는 8 시간의 택시 기사가 되었다. 소독제을 받은 손홍

뢰는 아이 25 명이 있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맡았다. 신발 커버

를 가진 나지상은 가정부가 되어 3집의 집안일을 완성해야 하였다. 노끈

을 받은 황보는 택배를 보내는 알바를 하였다. 보험 가입 신청서를 가진

왕신은 높이 282 미터의 빌딩 유리창을 닦는 미션을 받았다. 출연진은

각자 다른 미션을 수행하면서 ‘일반인’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체험하였다.

그 중에서 나지상, 장예흥과 손홍뢰의 미션인 가정부, 레스토랑 주방 보

조, 유치원 선생님은 대부분 여자가 많이 종사하는 직업이었고 황뢰, 황

보와 왕신이 한 알바는 주로 남성이 많이 종사한다.

시즌 1 제3회 <상해탄 2015>:

장예흥은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철봉을 들고 게살을 짰다. 그 동안에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예를 들어 ‘상해의

여자를 좋아하냐’, ‘언제 결혼을 해?’ 등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였다. 이런 대화들은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

디서나 중요한 화제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나지상은 가정부로서 상해의 일반인 집으로 들어갔다. 미션에서 방 청

소하기, 요리하기 등 가정부들이 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나지상은 요리

를 못해서 요리를 잘하는 황뢰에게 전화를 하면서 요리를 하였다. 물고

기를 죽여야 할 장면이 있었다. 주방도 잘 안 다니는 나지상에게 물고기

를 죽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요리가 끝나고 나지상은 이런 말은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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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엄마 나 요리를 했어. 우리 엄마는 이런 걸 보면 감동 받을 거야.’

또한, 마지막으로 간 집은 할머니가 혼자서 산 집이었다. 혼자서 사는 외

로운 할머니를 보고 나지상은 마음이 아팠다. 해줄 수 있는 것이 그저

열심히 방을 청소한 것뿐이다.

손홍뢰는 유치원 선생으로서 아이를 돌봐야 했다. 그는 현실 생활에서

아이가 없었고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5살의 아이들

을 보면서 그는 어찌할 수가 없었고 ‘누가 살려주세요!’라는 구원을 청했

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밥도 못 먹은 손홍뢰는 아이가 간식을

먹을 때 과자 하나 홈쳐 먹었다.

이 3명 출연자는 인내심과 섬세함이 필요한 일을 함으로서 시청자에게

착하고 따뜻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

성성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는 것, 식당에서 음

식물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요리나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하는 것은 폭력

이나 돈으로 해결하기보다 시간의 투입과 사소한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

이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도 위에 제시된 직업을 종사하는 여성이 대다

수이다. 출연진은 이런 일을 하면서 일반인의 어려움과 생활고를 체험했

다. 나지상이 집안일을 할 때의 돌발사를 예로 들면 이런 장면이 있었다.

큰마음을 먹고 물고기를 죽여서 요리를 하려고 한 나지상은 냄비에 물고

기를 넣었는데 물고기 밑에 쟁반을 우선 넣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

런 실수는 시청자의 눈에는 매우 웃기면서도 자기가 처음으로 요리했을

때의 실수를 기억나게 만들었다. 웃음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시청자들의

공감을 일으켰다. 무대나 드라마에서 멋진 연예인들은 평소에서 이런 바

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친근감을 끌어냈다.

또한, 생산적 관계에서 보면 3인은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가정부,

식당가 보조, 유치원 선생의 직업은 전통적인 남성이 흔히 접촉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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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들은 요리하기, 창문 닦기, 아이를 돌보기를 함으로써 헤게모니

적 남성성의 약화를 드러낸다.

시즌 1 제3회 <상해탄 2015>:

왕신은 282미터의 빌딩의 유리창을 닦았다. 높은 빌딩 밖에 매달린 작

은 고소작업대에 서서 작업을 하는 무서움을 이겨내야 했다. 바람이 불

면 흔들흔들한 작업대에서 왕신은 아주 무서워했다고 외쳤다. 3시간의

작업을 한 다음에 고용인은 작업 상황을 검사했고 깨끗하지 않은 유리창

을 다시 닦거나 임금을 깎는 선택을 제공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 왕신은 다시 닦기를 선택했다. 그는 높은 작업대에서 ‘이 직업은 진짜

힘들다. 위험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갔다.’고 말

했다. 미션을 성공한 그는 작업대에서 내려가자마자 자기 아내에게 전화

를 했다.

황보는 택배를 발송하는 일을 맡았다. 촬영 당일은 아주 더웠다. 땀을

흐르면서 황보는 택배 100개 정도 발송하였다. 도중에 돌발사가 발생했

다. 축전지차를 탄 황보는 어느 자동차와 부딪쳤고 발송해야 한 과일을

파손시켰다. 황보는 그 과일을 목적지로 발송했지만 파손된 과일을 받은

고객은 화나고 다시 보내라고 말했다. 황보는 사과한 다음에 그 집에서

나왔고 택배 박스를 던졌다. 박스를 던진 황보는 한 숨을 쉬고 다시 그

박스를 주웠다.

높은 빌딩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주의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고속 발전 시기에 처하기 때문에 화려한 건

물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유리창을 닦는 작업은 누가 하고 있는

지는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일이다. 사람들은 ‘부’를 소요하는 성

공한 남자만 주목하였다. 유리창을 닦는 일은 소외된 직업이었다.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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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에서 재현된 고공 작업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드러내지 않고 오

히려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즉 겁나면서도 생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평범

한 남성의 이미지를 드러냈다.

황보는 택배 박스를 던진 것처럼 <극한도전>에서 화난 적이 없었다.

그의 억울함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중국 알리바바 회사는 온라인 쇼핑

의 새로운 소비 방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택배 회사를 살린다는 뉴스가

많았다63). 결과를 보면 대량의 택배와 비하여 택배 담당자에 대한 요구

는 항상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쇼핑 카니발로 불린 매년의 12월

12일 이후, 택배 회사는 인력 부족 상황에 빠지기 마련이었다64). 황보는

택배 담당자를 맡은 것은 시청자에게 택배 직업의 어려움을 제시하는 좋

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발송한 택배가 거절을 당한 것은 택배 담당자에

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택배를 거절한 사람에게도 당연한 일로 본다.

그러나 이런 ‘당연하게 생각된 일’로 인하여 화나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부분이다. 황보의 행동은 일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

어도 참아야 하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즉, <극한도전>은 사회적 위계질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남자의 남성성, 일반인으로서의 남성성을 재현하였다. 가정과 생계를 유

지하기 위한 책임감, 힘든 일에 대하여 억울함을 참아내는 인내심 등 멋

진 스타가 아닌 평범한 남성으로서 나타내는 남성성를 보여줄 수가 있

다.

(2) 시즌 2 제11회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시즌 2의 제11회는 출연자들이 인생의 각 단계를 체험하는 주제였다.

63) 출처: 快递小哥、微信编辑、淘宝网红...这些新兴互联网专业千万别小看！搜狐新闻(201

70525) http://learning.sohu.com/20170525/n494511150.shtml

64) 2016년 12월 12일 전 온라인 쇼핑몰의 택배 개수는 10.7억에 달했다. 출처: 快递
行业草根调研之十一月数据:双十一快递行业草根调研,圆通增速最快,行业整体价格同比下

降10% 川财证券(2016.12.05) http://finance.qq.com/a/20161205/0196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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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을 완성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의 각 연령대의 사진도 같이 공개되었

다. 인생의 세 번째 단계-장년기(壯年期)의 체험은 직장에서 벌어졌고

회사의 파산 등 상황을 겪었다. 인생의 네 번째 단계, 중년기의 체험은

‘중년 남자의 고민’이다. 출연진은 주어진 방을 선택하여 그 방에서 벌어

진 사건을 해결하는 미션을 완성해야 했다.

모든 미션은 현재 중국 중년 남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다. 황뢰는 출

근 시간의 지하철 타기를 체험해봤다. 장예흥은 작은 딸을 돌보는 미션

을 받았다. 왕신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고민을 선택했다. 또한 황보와 손

홍뢰의 고민은 ‘중년 위기’로 볼 수가 있다.

시즌 2 제11회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황보는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를 조절해야 했다. 아내와 어머니는 새로

산 아파트의 계약서에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할지에 대하여 모순의 생겼

다. 마지막으로 황보는 ‘가족은 집의 크기와 상관없다. 돈은 많으면 좋고

없어도 편하게 살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다. ’라

는 말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모순을 화해했다.

손홍뢰는 이혼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을 의심

한 아내는 손홍뢰에게 이혼 신청서를 꺼냈다. 결국 손홍뢰는 믿음이 제

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일할 때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자고 했다.

이런 사건들의 설정은 손홍뢰와 황보를 통해서 좋은 해결책을 내는 것

보다 중년 위기에 처한 남자들의 고민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다. 사회에서 헤게모니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남성들은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고민을 맞이하고 있다.

중년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한 편에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부득이하

게 몸과 마음의 노화를 느낀다. 다른 한 편에 자녀의 양육, 부부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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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그리고 부모의 부양 등으로 인하여 각 방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스트레스와 고민에 대하여 남성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사

회의 이슈이자 시청자들 사이에도 공감이 되는 화제였다.

제11회 마지막의 인생 단계는 노년이다. 출연자들은 노인으로 분장되

었고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과정에 행인들에게 못 알아보게 해야 한다.

실제로 행인들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일반 노인처럼 누구도 그들에

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길가에 넘어진 손홍뢰에게 도와준 젊은이는 있

었지만 손홍뢰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고 급하게 떠났다.

이는 또한 시청자들이 감동과 공감을 많이 받은 에피소드였다.

倚阑凭凝愁의 댓글65): 주제는 좋고 설정도 좋다. 청소년 시절 여자아

이를 쫓아다니는 것이 거의 모든 남자아이의 속셈이다. 정말이네. 장년기

부터 사업에 대해서 분투하기 시작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다면

경험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란 것은 결국 나이를 말한 것이지. 기층부터

일하고 나이를 ‘기부’하면, ‘오늘의 직원은 내일의 상급’이란 가능성을 기

대할 수 있다. 근데 자발적으로 시종이 되고 기층에서 착실하게 일하기

싫다면 어느 정도에 자기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지.

陌上花开의 댓글66): 처음으로 예능을 보면서 울었다. 다 보고 나서 ‘당

신이 늙을 때’의 노래를 틀었다. 부모님의 건강을 바라기…

企鹅姑娘의 댓글67): 여기서 중국 현실을 반영하는 혼인 문제의 설정을

65) 중국어 원본: 主题很棒，设定很棒。青少年时代，撩妹追求女孩子的目光，是大多数男

孩子的小九九--贴切地不行。壮年开始拼搏事业，想要爬的高走得远，代价就是资历，在

大多数人那里也就是年龄，所谓年资。基层起又愿意付出年资，就会有“今日的员工就是

明天的上级”的可能性。而总是自愿做跟班而不愿下基层，不脚踏实地在某种意义上就是

自己截断了未来的路。

66) 중국어 원본: 第一次看综艺感动到要哭，结束后打开播放器放起了当你老了。愿我们的

父母都安好。

67) 중국어 원본: 这里必须给中国现实的几个婚姻问题的设置点无数的赞，那个房产证加谁
的名字，无数的中年危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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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해야 한다. 집문서에서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한지의 문제는 수많은

중년 위기를 반영한다.

<극한도전>의 슬로건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극한 도전은 다 운명이야.(极限挑战，这就是命.)’라는 말이다. 즉,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도전해도, 아무리 그로데스크한 미션을 완성해야 해도, 아

무리 힘들어도, 결과는 아무리 상상하지 못하여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의

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슬로건은 겉으로는 제작진이 만든 어려움을 겪

어내야 하는 결심을 지칭하는데 안으로는 더 의미심장하게 해석해야 한

다. 출연진이 고통을 겪으면서 달성한 미션들은 스타로서의 그들에 대하

여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보통 사람의 직업을 체

험한 것뿐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어려운 일인데 그런 작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일부분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매일 일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망설이거나 지칠 때가 있다. 그러나 시청

자들은 출연진이 원망하지 않게 자기와 같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을 보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은 이런 일반인의 생활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고민과 스트레스

가 많은 평범한 남자의 이미지를 구조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성성은

남자의 멋스러운 측면을 부각함으로써 재현된 것이 아니라 소심하고 능

력이 부족하고 매일 고통을 견뎌야 하는 평범하고 비헤게모니적인 남성

성이다.

2. 평범한 사랑

앞에 제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한도전>에서 여성 출연자들은

출연 분량이 적고 역할도 크지 않았다. 그리고 고정 출연진과 로맨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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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시즌 2 제5회에서는 고정 출연진이 여

성 게스트와 같이 로맨스 영화를 찍는 형식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관념

을 재현하였다. 제5회의 게스트는 대만 모델 겸 배우 임지령(林志玲)이었

다. 제5장에서 임지령은 황보와 같이 로맨스 영화 <101번 프로포즈>를

찍은 적이 있었다는 것은 제시되었다. 다른 출연자들도 임지령과 거의

아는 사이였다. <극한도전> 제5회에서 12시간 안에 로맨스 영화를 찍거

나 대본을 쓰거나 캐릭터 연출하는 것은 모두 출연진이 완성해야 하였

다. 출연진은 차례로 감독, 작가의 역할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다.

로맨스 영화는 한, 중, 일 3국에서 드라마로 리메이크된 <꽃보다 남

자>의 구성을 사용했다. 그러나 캐릭터들의 기본적인 설정만은 <꽃보다

남자>를 참조했고 영화 자체는 판타지와 코미디를 섞으면서 스토리는

그로데스크한 막장 드라마처럼 전개되어 촬영 과정은 우스꽝스럽게 진행

되었다. 스토리는 귀족 학교를 다닌 여 주인공과 부잣집 아들 F4 사이에

벌어진 로맨스 스토리였고 교통 사고, 악역의 모함, 기억 상실 등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나타난 플롯을 사용하였다. 결국 여 주인공을 살리기

위하여 남 주인공(손홍뢰 역)은 외계인에게 잡혀갔고 여 주인공은 자기

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내어 항상 옆에 응원해 주는 친구(황보 역)와 결

혼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로맨스 코미디는 어떠한 연애의

가치관을 드러낸 것인가? 본 연구는 영화에서 장면 전환할 때 만화 형식

으로 전개된 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화는 장예흥이 선배들에게 사랑

에 대한 질문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즌 2 제5회 <꽃보다 남자>:

챕터 1. 만남:

황보: 예흥아, 쉽게 누구를 사랑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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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흥: 왜요?

황보: 왜냐하면 누구와 만나는 게 1초만 걸리고 누구를 좋아하는 게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 근데 누구를 잊어버리는 게 평생이 걸릴 거야.

챕터 2. 짝사랑:

장예흥: 선생님, 짝사랑은 어떤 느낌인가요?

황뢰: 예흥아, 짝사랑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도 무섭고 몰

라도 무서워하는 건데, 제일 무서운 것은 그는 내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

는 척하는 거야.

챕터 3. I Do:

장예흥: 홍뢰 형, 내 사랑은 얼마나 많은지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요?

손홍뢰: 그걸 왜 증명해. 사랑을 위해 최선을 다 하면 돼.

챕터 4. 지킴:

나지상: 예흥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 같애?

장예흥: 응, 알았어요. 사랑은 만약에 그녀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면

그녀의 행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챕터 5. 엔딩:

황보: 사랑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일이에요. 드라마

에서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연출하는데 어느 날에 대본에서 적힌 것이

아니고 당신의 진정한 미소를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선택해도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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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전환할 때의 대화처럼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사랑의 가치관은

역시 인생의 평범함과 소박한 행복이다. 그리고 행복의 의미는 점유가

아니라 포기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랑에 대한 태도에서 평범한 남자로서

의 남성성을 볼 수 있다. 우선, ‘만남’에서 사랑에 대한 호기심과 쉽게 사

랑하지 말라는 충고에서 연애할 때의 즐거움과 고민을 예시했다. 다음으

로 짝사랑을 하는 남자의 무서움은 거절을 당하는 연애의 실패란 것이

다. 그리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어려움은 남

자로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1980년대 드라마에서 사랑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무뚝뚝한 남자 주인공처럼 중국의 남성도 쉽게 사랑을 표

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재산의 유무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상징

이지만 ‘터프 가이’가 비롯된 사나이들이 애정을 말하지 않는 특징도 헤

게모니적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의 남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뺏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관념이

다. 황보가 말한 사랑은 강요되는 결과보다 남자가 여자의 선택을 납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은 황보가 지금까지 연출한 ‘루저’ 캐릭

터들과 일치한 점이 보인다. 루저들은 연애를 추구할 때, 헤게모니적 지

위를 가진 남성과 대결할 때도 실패와 좌절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마치 이 프로그램 ‘극한 도전은 다 운명이야’의 슬로건처럼 루저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고는 소극적인 태도가 보이지만 실

제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황보가 영화 <101번 프로포

즈>에서 여자 주인공과 해피엔딩을 맞이한 듯이 최선을 다 한 루저들도

결국 자기가 바라보고 있었던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암시

되었다.

위에 제시된 평범한 남성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에는 반항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자기의 직장, 생활, 그리고 연애는 자기의 노력과 인내심으

로 획득하는 것이고 소외되어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평범하고 부드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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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성은 재현되었다. 다음 절에서 본 연구는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결점이 있는 남성성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남성성들은 ‘평범

함’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극한도전>이 '평범한 인생'에

대한 재현을 바탕으로 결점이 있고 이상에 이르지 못한 남성성에 대하여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제2절 이상에 이르지 못하는 남성성

제1절은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일반인으로서의 남성성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 검토된 '성공한 남자'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차지할 수 있지

만 '인구 대국'으로 불린 중국의 현실 상황을 보면 부자와 엘리트는 소

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통 남자'는 대다수이고 이런 '일반인'

의 모습은 대중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위에 제시된 평범한 남자의 인내심과 노력은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의 일부분일 뿐이다. 제2절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과

같이 논의함으로써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을 찾고자 한다. 이 절에서

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을 넘어서 <무한도전>에서 강조된 남자들의 외

면적, 내면적인 결함에 대한 재현은 <극한도전>에서도 찾아질 수 있는

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1. 신체적 결함-결점이 있는 외모

<무한도전>은 헤게모니적 남성성 규범에 대한 위반을 강조하였다.

<무한도전>은 다양한 사례에서 노골적이면서도 교묘하고 아이러니한 방

식으로 드러난다(김수아 외, 2014). 김수아 외(2014)는 "육체적 측면에서

의 위반은 주로 외모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그려진다. 외모적 결함을

재현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멋진 캐릭터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서 완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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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외모 비하는 이들이 멋진 남성이 될 수 없는 현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기제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극한도전>은 신체적 결함에 대하여 <무한도전>의 재현과 유사성이

보인다. 현대화 과정에 처한 중국에서 소비주의의 심화로 인한 외모지상

주의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외모지상주의는 여성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가오푸슈와

이(高富帅)’는 키가 크고 돈이 많고 잘 생긴 남자들을 지칭한다. ‘가오푸

슈와이’는 현재의 ‘성공한 남자’, 즉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진 남자를 지칭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립한 ‘루저’는 ‘아이충춰(矮穷矬)‘로 불리기도

한다. ‘아이충춰’는 키가 작고 돈이 없고 찌질한 남자들을 말한다. 즉, 외

모와 재산은 남성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극한

도전>에서 재현된 외모의 결함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뒤집을 수 있는

예시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 남성성을 드러내는 기본 장치는 캐릭터이다. 예를 들

어 시즌 1 제3회에서 초청해 온 게스트 여배우는 출연진에서 <상해탄>

의 남자 주인공 허문강의 배역을 선택해야 한 장면이 있었다. 허문강은

1980년대의 소남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멋진 캐릭터이다. 그는 사랑하

는 여자를 소중히 여기고 친구를 대할 때도 의리가 있는 터프한 남성성

을 재현하였다. 즉, 허문강은 이상적인 남성성을 가진다. 그러나 게스트

는 출연진에서 황보를 선택하였다.

시즌 1 제3회 <상햐탄 2015>:

황보가 당선한 결과에 대해서 다른 멤버는 아주 놀랐다. 왕신은 ‘눈이

멀었나 봐요.’를 말했다. 그리고 제3회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는 <상해탄

2015>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못 생긴 허문강이 탄생했다고 평가했다68).

68) 중국에서 <상해탄>의 스토리는 2007년에 리메이크되었다. 허문강을 연출한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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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즌 2 제5회 로맨스 영화를 찍는 미션에서도 배역 논란이 일어

났다. F4의 주요 캐릭터 화쩌레이69)(花泽类)는 만가나 텔레비전 드라마

에서 우울한 왕자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왕신이 화쩌레

이 역할을 맡았다. 제5장에서 언급된 왕신이 원래부터 가진 ‘루저’의 이

미지는 프로그램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시

즌 1 제2회 황금 추격전에서 왕신은 다른 멤버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했고 그때부터 구두쇠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후에도 그는 ‘돈에 대

해서는 아주 아끼고 누구도 주지 않는다.’는 쩨쩨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냈고 ‘구두쇠’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짝을

질 때도 왕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시즌 2 제6회

에서는 멤버들이 가위바위보놀이로 왕신과 짝지는 것을 결정한 적이 있

었다. 왕신은 프로그램에서 항상 얕보이기 일쑤이고 존재감이 낮은 캐릭

터로 나온다.

왕신에 비롯한 '루저' 캐릭터는 한국의 <무한도전>에서 특히 많이 재

현되었다. 김수아 외(2014)에서 루저에 대하여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은 보통 이하의 악인을 모방한다고 말한 바와 같

이 희극은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저열한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통해 쾌감

을 느끼게 한다. 대부분 예능 프로그램의 출발은 이러한 ‘루저’의 이야기

이기도 하다. 따라서 웃음과 재미를 추구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무한도

전>이 평균 이하의 찌질한 남자를 내세워 스스로 자신을 최대한 못나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희극의 당연한 전략이며, 그 과정에서 헤게모니

적 남성성에 못 미치는 비전통적 남성성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김수아

외, 2014).

황소명(黄晓明)이라고 한다. 황소명도 잘 생긴 외모와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다.

69) 화쩌레이는 한국판 <꽃보다 남자>에서 남자 배우 김현중이 출연한 캐릭터 윤지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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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계 논문의 관점에 따르면 왕신은 로맨스 영화에서 멋진 제2

남자 주인공을 맡은 것은 웃음을 제공하는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영화에서 여 주인공을 위로해주는 장면을 출연해야 하였다. 여 주인공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화쩌레이와 만난 장면에서 왕신은 바이올린을 켜지

않고 짝짜기를 쳤다. 또한, 화쩌레이의 우울함을 연출했을 때도 왕신이

멤버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

시즌 2 제5회 <꽃보다 남자>:

왕신이 여 주인공을 위로하기 위해서 짝짜기를 쳤다. 그러나 손홍뢰

(감독)는 ‘컷’을 외쳤고 ‘왕신아, 네 연기 너무 역겹다. 못 보겠다.’고 말했

다. 그리고 왕신은 우울함을 표현할 때 모놀로그를 준비했는데 손홍뢰는

‘너 절대 말하지 마라. 입 열지 마!’라고 하면서 그를 막았다. 또한, 왕신

은 여 주인공과 키스 장면이 있었다. 키스 장면을 찍을 때 출연진은 전

체적으로 이런 장면을 거부하고 왕신과 여 주인공의 얼굴이 점점 다가가

는 장면만 찍었다.

위에 제시된 예시들은 모두 기존의 멋진 캐릭터를 패러디한 것이다.

원본과 비교하기는 <극한도전> 출연진의 ‘못생김’을 더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에게는 기존 이미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출

연자 외모의 결함을 더 느낄 수 있게 되고 기대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철저히 위반되었다. 프로그램에서 패러디 외에도 출연자 젊었을 때의 모

습과 현재의 모습 간의 비교함으로써 외모의 결함을 드러낸 사례가 있었

다.

황뢰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문’적인 남성성을 대표해

왔다. 그러나 <극한도전>에서는 그의 신체적 결함이 강조되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뚱뚱이 황(黄胖子)’이란 별명을 가졌다. 그는 살져서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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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걷는 모습도 펭귄 같기 때문에 다른 출연자는 황뢰가 걷는 모습

을 흉내 낸 경우가 많았다. 뚱뚱해도 동작이 민첩해서 ‘쿵푸 팬더’의 별

명도 있다. 젊었을 때 준수하고 부드러운 남성 이미지는 <극한도전>에

서 무너졌고 뚱뚱한 아저씨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또한, 손홍뢰는 스스로 ‘안왕70)(颜王)’으로 부른다. 이는 외모의 결점에

대한 아이러니한 재현이라고 본다. 손홍뢰는 스스로 잘 생긴다고 생각하

지만 실제로는 풍자적인 효과를 얻었다. 외모를 관찰하게 되면 그는 눈

이 아주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71). 프로그램에서 손홍뢰는 ‘내 예쁘고

큰 눈을 봐요.’를 말하면서 자조로 웃음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외모의 비하함'은 웃음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왜

냐하면 김수아 외(2014)는 "외모는 전통적으로는 여성이 관심을 갖는 것

으로 여겨져 왔지만, 소비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남성에게도 주요하게

요청되는 자질이 되었다. 외모에 대한 언급과 관심은 사회적 차원에서

남성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변화된 남성성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김수아 외, 2014)고 답을 제시한다.

중국의 경우도 다름이 없다. 과거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강건한 몸과 의지를 가진 혁명 영웅, 모범극의 도식화된 남성

캐릭터, 해외 드라마에서 재현된 다양하고 멋진 남자가 인기를 얻은 것

은 중국 사람이 추구하는 남성성의 변화를 반영한다. 현재 할리우드, 한

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남성의 몸과 외모에 대한 소비는 다양해지고

있다. 터프한 남자이든, 꽃미남이든 소비의 대상이 되었었고 <극한도전>

에서 재현된 ‘못 생김’도 소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외모의

결함은 비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을 드러낸 장치로 보일 수 있다.

70) 중국어에서 ‘안’은 얼굴의 듯이다. ‘얼굴값(颜值)’은 외모를 판단하는 신조 중국어이

다. 즉, 안왕은  얼굴값의 왕이라는 듯으로 얼짱 담당을 지칭한다.

71) <극한도전>에서 손홍뢰의 눈에 대해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 손홍뢰는 ‘내 눈을 봐. 

진짜 거짓말을 안 했어,’라고 하고 왕신은 ‘네 눈은 어디야 나 못 봤어.’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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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면적 결함

한국의 <무한도전>과 유사한 남성성의 재현은 '내면적 결함'에 있다.

우선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의 내면적 결함을 보도록 한다. <극한

도전>에서 결점이 있는 남성성을 보여주기 위해 외모의 부족함을 강조

한 것뿐만 아니라 출연진의 내면적인 결함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이 방송한 후, 황보는 ‘국민 나쁜 아저씨’의 별명이 지어졌고 황

뢰는 ‘늙은 여우’로 불린다. 총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6명은

‘극한 바보 3인(极限三傻)’과 ‘극한 똘똘이 3인(极限三精)’으로 나뉜다. 멤

버들도 이런 구별을 인정하였다. ‘극한 바보’는 장예흥, 손홍뢰와 왕신으

로 구성되었고 ‘극한 똘똘이’는 황보, 황뢰, 그리고 나지상으로 구성되었

다.

‘극한 바보 3인’에서 장예흥은 나이가 가장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

한 막내 동생이다. 그는 프로그램 첫 회부터 ‘우리는 신뢰감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남을 잘 믿기 때문에 사기를 자주 당하는 천진난만한 캐릭

터였다. 그래서 항상 ‘나쁜 아저씨’들이 속이고 괴롭힌 대상이 되었다. 프

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그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

예흥의 성장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른 캐릭터의 피해자로 본다. 또한, 왕신은 앞에의 언급처럼 철저하게

‘루저’의 이미지를 유지했고 ‘피해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극한 똘똘이 3

인’에서 나지상은 개그를 능숙하고 웃음거리를 제공한 역할을 맡았다. 프

로그램의 우승자가 된 경우가 많았기에 똑똑한 사람으로 보인다. 나지상

은 여장과 몸 개그 등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위반한 캐릭터이다. 그

러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이돌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못된

년’의 새로운 등장으로 인하여 그는 ‘나쁜 아저씨’가 되기 힘들었다.

본 연구는 출연자 황뢰를 분석함으로써 ‘나쁜 아저씨’들이 결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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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의 결점을 드러내기 위해 추격전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우선, 황뢰에 관하여 진행할 것이다. 그 다음

으로 손홍뢰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1)나쁜 아저씨-공모의 남성성

황뢰는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등장한 계기는 중국판 <아빠 어

디가?>이었다.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가 요리를 잘하고 자녀를 귀여

워하는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는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서 제5장에

서 밝힌 ‘문’적인 남성성과 함께 재주가 많고 친근한 중년 남성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극한도전>에서 그는 이런

자상하고 친근한 남성 이미지를 깼다. 이런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뒤집

음으로써 웃음을 야기하는 전략을 <극한도전>에서는 충실히 그리고 지

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황뢰는 <극한도전>에서 어떤 새로운 모

습을 보여주었는가?

그의 ‘문’적인 남성성과 일치하여 뛰어난 지적 능력이 드러난다. <극한

도전>의 추격전은 체력으로 승부를 거두기보다 지력으로 진행하는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작진은 추격전에서 많은 규칙, 함정, 그리고 단서

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촬영 전에 대본은 출연진에게

주어졌지만 <극한도전>에서는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게임의 원리나 규

칙은 제공하지 않았다(雷春芝, 2015). 황뢰는 설정된 게임에서 주어진 조

건들을 활용하면서 추격전을 진행할 수 있었다. 즉, 그는 제작진의 의도

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즌 1 제5회 <크레이지 스톤2>:

추격전은 보석 상자를 중심으로 한 뺏고 뺏기는 게임이었다. 상자는 5

개만 있어서 출연자 6명 사이에 상자를 훔치고 빼는 전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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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뢰는 상자가 뺏긴 상황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멤버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 상자를 가져도 소용이 없어. 난 너희들의 상자의 비

밀번호를 알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내 상자의 비번을 몰라.’ 황뢰는 게

임을 하면서 주어진 사소한 단서로 상자들의 비밀번호를 추리해 냈다.

伊桑格兰의 댓글72): 사실 황뢰의 지혜는 게임에서 쓰는 것은 ‘말을

되로 쓴 것’과 같아.

지혜가 뛰어난 황뢰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또한, 그

의 지적 능력과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상황에는 이해를 표현했다. 즉, 황

뢰는 지혜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다른 출연진에게는 위

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러므로 황뢰가 이긴 적이 없게 되었다는

관점이 많았다.

陕北孤狼의 댓글73): 황뢰는 사람마다 되고 싶어 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는 이기지 않았다. 심지어 친구들의 배신74)을 당해서 속

상하고 외로워서 정신을 못 차려 기분도 다운된 적이 있었다. 이것이 바

로 똑똑한 사람의 슬픔이랄까? 너무 똑똑해서 다들 황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왕따 당한 아픔을 모르는 것인가?

总算能改名儿了의 댓글75): 또 한명 처세를 잘 하는 사람은 황뢰이다.

정말로 감성 지수와 지혜가 다 높다. 게임 규칙을 잘 알고 ‘빅 보이’처럼

72) 중국어 원본: 其实黄磊的大脑，单纯用在赢游戏上，太大材小用。

73) 중국어 원본: 黄磊应该是每个人都渴望成为的类型榜样，但他却并不常赢，甚至有时还
因为朋友背叛伤透了心，落寞到精力分散心情尽失。这会不会就是聪明人的悲哀。是太过
聪明，所有人都认为他能自我保护却不知落单的痛楚?

74) 시즌 1 제9회 내용이었다. 이 에피소드에서 출연진이 탈락해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이 있었고 황뢰는 6표에서 5 표를 받았다.

75) 중국어 원본: 另一个让我觉得做人很优秀的是黄磊，真的是情商智商双高。看得懂玩得

转游戏规则，像个大男孩一样投入的去玩儿，同时也把握得住分寸，不让输的人太难堪，

为人坦诚磊落，也照顾得了队友。但是他也不是个什么都妥协什么都奉献的假圣人，一个
很得体很聪明的成熟男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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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놀았다. 그리고 분위기를 잘 읽고 진 사람이 너무 난처하지 않게

한다. 성실하면서도 친구를 돌볼 수 있다. 근데 그는 아무도 타협하고 기

여하는 가짜 성인이 아니다. 그는 적절하고 똑똑하고 어른스러운 남자다.

추격전에서 상황을 남보다 빨리 파악하고 승부수를 쥘 수 있는 황뢰는

‘족집게’로 불린다. 이러므로 그는 관건을 잡아내어 다른 멤버들과 협상

하기 마련이다. 시즌 1 제7회에서 황뢰의 말은 협상의 대표적인 예시로

뽑을 수 있다.

시즌 1 제7회 <롱 베케이션: 프로즌 쓰론>:

황뢰: 나는 승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승리를 도와줄게. 너는

왕이 되면 나한테 국사(国师) 직을 주면 돼.

이런 차선을 선택하는 전략은 똑똑하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황뢰는 전형적인 공모의 남성성을 가진다. 코넬에 따르면, 헤게모니

적 남성성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은 가부장제

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지지 못한

다. 그들은 가부장제와 공모하는 관계를 맺어 이익을 획득할 수 있고, 한

편에도 가부장제의 실행자가 부담해야 한 리스크를 회피한다. 이런 공모

의 남성성에 대하여 코넬은 예시를 들었다. ‘가부장제에서부터 이익을 얻

은 공모의 남자는 그들의 아내와 어머니를 존경하며 집안일도 하고 월급

도 정기적으로 아내에게 넘겨준다(코넬, 2003).’ 황뢰는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공모의 남성성을 가진 황뢰는 ‘나쁜 아저씨’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는 황뢰가 공모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최종 목적을 봐야 한다. <극한

도전>에서 황뢰의 최종 목적은 사실 다른 멤버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의

승리였다. 그의 협상한 대상은 한 명이 아니었다. 즉, 황뢰는 이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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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참여자를 모두 매수하여 자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때가 되면 원

래 지지한 자를 배신하여 승리를 얻는 전략을 택했다. 아이러니하게 <극

한도전>에서 황뢰는 한 번도 승자가 되지 못하였다. 황뢰는 이런 ‘늙은

여우’의 이미지로 ‘속이 나쁜 아저씨’가 되었다.

(2)반칙하는 남자-주변화된 남성성

다음에는 ‘극한 바보’ 중의 하나인 손홍뢰를 보도록 한다. 그는 황뢰와

달리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한 캐릭터이다. <극한도전>의

‘바보’ 캐릭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가 이전에 출연한 캐릭터와 강렬한

대조가 형성한다. 제5장에서 분석한 듯이 손홍뢰는 범죄 조직의 두목, 강

인한 공산당 스파이 등 터프하고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들로 자기의 ‘맏

형’ 이미지를 구조화하였다. 게다가 웨이보에서 활약하게 자기의 생활을

업데이트하며 팬들과 교류하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남을 잘 돌볼 수 있는 ‘형’의 남성성을 드러냈다.

<극한도전>에서 이런 어른스러운 남자의 이미지가 바뀐다. 게임의 상

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이탈하는 ‘바보 형’, 그리고 규칙을 위반하기를 버

릇이 된 ‘나쁜 아저씨’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이 벌이

는 추격전을 통해 시청자들은 그간 보아온 손홍회의 작품 등에 이미 형

성된 규범적 기대가 어떻게 철저하게 위반되는지 경험하면서 그들의 어

리석음과 한심함을 웃음의 대상으로 마음 편히 받아들인다.

지적 능력이 낮은 손홍뢰는 추격전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예

컨대 시즌 1 제1회 추격전이 시작하기 전에 멤버들이 서로 다른 곳으로

실려 갔고 혼자만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출연자들은 주어진 상자

를 열고 안에 있는 핸드폰과 미션의 설명서를 이용하여 추격전을 진행해

야 하는데 손홍뢰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한 시간 동안 헤맸고 황보

께서 받은 전화의 벨소리를 들었을 때에 드디어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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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그는 만약에 우승의 기회의 도래를 느낀다면 바로 행동한다.

이런 행동은 게임 규칙에 따라서 마련한 것이 아니고 무능력한 그는 배

신, 강점, 그리고 반칙으로 게임을 진행한다. 시즌 1 제2회를 예로 들고

자 한다.

시즌 1 제2회 <상속자들> 황금 쟁탈전:

손홍뢰는 장예흥과 동맹한 적이 있었다. 둘이 같이 패스트푸드를 먹으

러 식당에 갔다. 장예흥은 손홍뢰와 이미 동맹 관계를 맺어서 의심 없이

상자를 넣고 화장실에 갔다. 손홍뢰는 그의 상자를 훔쳐 주어진 자동차

로 도망갔다. 장예흥은 화장실에서 돌아와 상자와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같이 사라진 상황을 보면서 배신을 당한 것을 깨달았다. 무력한 그는 눈

물이 났다.

이처럼 손홍뢰의 성실하지 않고 교활한 이미지가 구조화되기 시작하였

다. 김수아 외(2014)에서 언급한 듯이 그의 반칙은 "무계획성과 비주체성

또한 남성성 결여를 드러내준다"(김수아 외, 2014). 제작진의 의도를 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프로그램에서 남성의 무모함을 드러냈다. 미

션의 적절한 방법과 규칙을 고려하지 않는 손홍뢰는 예상하지 못한 행동

으로 시청자에게 희극적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다음은 시즌 1 제4회를

예시로 들고자 한다.

시즌 1 제4회 <해도 서바이벌>:

<극한도전> 출연진은 중국 동부 양쯔 강(扬子江) 어귀에 있는 충밍섬

으로 갔다. 배를 타는 도중에 출연진이 가져온 백팩을 점검한 일환이 있

었다. 출연진은 각자 물품 3개만을 골라 섬으로 가져가야 했다. 다른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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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속옷, 물, 라이터 등 생필품을 선택했는데 손홍뢰는 굳지 삽을 가

져갔다.

섬에 도착한 출연진에게 주어진 미션은 야외에 서바이벌 한 것이 아니

라 폭탄의 위협이었다.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출연진은 한정된 시간 안

에 단서를 찾아야 했다. 다른 멤버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손홍뢰는 스태프처럼 보인 사람을 잡아서 그에게 단서의 위치를

물어보고 삽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일차적 폭탄으로 인하여 출연진은 백팩을 모두 잃었다. 삽을 잃

어버린 손홍뢰는 대체용으로 다른 삽을 찾고 싶어 했다. 목적지에 도착

하기 전에 그는 길가에 작은 농가를 발견했고 대문 옆에 놓인 삽을 훔쳐

갔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을 찾는 에피소드(시즌 2 제1회)에서 출연

진은 또 다시 갈라졌다. 고무줄로 발을 묶은 손홍뢰는 얼음에 있는 키를

꺼내는 미션을 받았다. 얼음을 깨뜨릴 수 있는 망치는 행동이 제한을 받

은 손홍뢰가 쉽게 도달하지 못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사실 손홍뢰에게

주어진 미션은 ‘방 탈출 게임’이었다. 참가자는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통

해서 방에서 탈출하는 게임처럼 손홍뢰는 지혜로 얼음을 깨뜨려야 했다.

그러나 손홍뢰에게 정상적으로 미션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어진 도구인 돋보기의 막대로 강제적으로 고무줄을 끊어질 때까

지 갈았다. 이러므로 프로그램에서 손홍뢰의 대명사는 ‘나쁘고 뺏기, 훔

치기만 하는 바보 형’이 되었다. 시청자들은 예상한 진행의 방식과 완전

히 달라진 행위를 시청함으로써 손홍뢰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구조화하였

다.

逆光의 댓글76): 그 전에 드라마를 보고 손홍뢰는 아주 까다롭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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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반전이 있네. 완전히 얼간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고 내가 보기엔 손홍뢰는 팀의 큰 바보야.

Sybiu의 댓글77): 손홍뢰의 첫 번째 리얼리티 쇼니까 시청자는 아주

궁금할 거야. 손홍뢰는 어떤 사람인가? 진짜 드라마에서 출연한 캐릭터

처럼 터프하고 완강한가? 리얼리티 쇼의 매력은 사람을 대중 앞에서 넣

고 보여주는 거야. 그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없어.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활하고 웃기고 어떤 때도 어리석

은 손홍뢰가 나타날 때 시청자가 웃을 수 있어.

손홍뢰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출한 캐릭터들은 대부분 ‘문’과 ‘무’ 이

두 가지 남성성을 융합한다. <극한도전>에서는 ‘문’적인 지혜가 전혀 드

러내지 못하여 ‘무’적인 남성성은 폭력과 무모함으로만 재현되었다.

프로그램이 손홍뢰의 어리석음, 반칙과 무질서를 통하여 재현한 남성

의 특성은 주변화된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위에서 볼 때,

그의 캐릭터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78).

주변화된 남성성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특성이 있고 사회적 위계질서와

관련이 있다. 코넬이 지적한 듯이 주변화된 남성성은 지배적 지위에 있

는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연관성이 있다. 즉, 이런 주변화된 남성성은 헤

게모니적 남성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헤게모니적 남성성

의 입장에서 주변화된 남성성은 위협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하고 소

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홍뢰가 재현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부

76) 중국어 원본: 之前看他的戏以为他特别不好相处呢，参加完这个节目给我的反差也太大

了，完完全全是个逗比，经常不干正事，老去抢别人东西，我想给他盖章队伍里的大傻哈

哈。

77) 중국어 원본: 孙红雷，真人首秀，观众对他肯定充满了好奇。孙红雷是怎样的人呢？真
的像他演的剧那么硬汉，那么沉默隐忍吗？真人秀的魅力就在于把人放在台面上给人看，

管你是真是装，都是你！所以当逗比带着点奸猾，但有时候又憨憨的颜王孙红雷出现在节
目里时，观众乐了。

78) 그가 연출한 1990년대 ‘성공한 남자’와 ‘터프 가이’들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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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변해갔다. 그는 <극한도전>에서 원래 가진 헤

게모니적 남성성을 위반하였다. 지배적인 위치에서 떠나 결함이 있는 내

면으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재현하였다.

<극한도전>은 황뢰와 손홍뢰가 비롯한 ‘나쁜 아저씨’들을 통하여 내면

적 결함이 있는 남성성을 재현하였다. '속이 나쁜 아저씨'처럼 이런 내면

적 결함은 시청자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극한도전>

은 오랫동안 방송해 온 한국의 <무한도전>과 달리 주기가 짧았다. 그럼

에도 불고하고 프로그램을 시청해 온 관중들은 이미 출연자들에 대하여

이미지를 점점 생성하고 있었다. 즉, 김수아 외(2014)가 주장한 "프로그

램의 방영에 따라, <극한도전>을 시청해온 사람들은 각 멤버들의 캐릭

터를 이미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추격전을 벌이지 못할

것임을 애초부터 인지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멤버들의 무능력과 모자람

을 극대화시키는 장치와 설정 속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에 대한 기대

없이 그들의 내면적 결함을 즐길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상계 논문에서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다. "외면을 넘어 내면에

있어서도 <무한도전> 구성원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획득하지 못한

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보여주었던 의리와 인내, 고통과 한계의 극복

등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김수아 외, 2014).

<극한도전>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손홍뢰가 유치원에서 아이를 돌보

고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체험했어도, 황보가 고객에서 받은 억울함을 참

았어도, 왕신이 우승하기 위해 번지 점프를 처음으로 했어도(시즌 2 제7

회 상속자들2), 나지상이 산소 부족한 상태에서 설산의 꼭대기에 도착했

어도(시즌 2 제7회 프로즌 쓰론), "출연진이 용기와 배려심을 습득하여

고통과 아픔을 참고 극복했어도, 바로 다음 방송에서 다시 원래의 찌질

하고 결핍된 남자들로 복귀함으로써 이러한 모습이 일시적이며 비본질적

이라는 것을 주지시킨다. 다시 서로를 헐뜯고 약점을 잡아내 깔보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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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놀리고 배신하는 원래의 모습, 다시 말해 이상적인 남성성이 되

지 못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마는 것이다"(김수아 외, 2014). 결함이 있

는 남성성은 이 두 프로그램에서 유사하게 드러낸다.

제3절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위반

1. 복장 위반-여장 캐릭터의 등장

<극한도전>은 위에 제시된 개별 에피소드 외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

음에도, 또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그들 자신이 여장을 입는 에피소드가

가끔 등장한다. 여장을 입은 채로 벌칙을 수행하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여장을 입고 영화를 촬영하기도 한다. 한 편에, 중국의 전통 문화 경극

등 희극에서 남성이 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해 왔다. 여성의 비하

한 사회적 지위와 유교적 규범으로 고대부터 경극에 출연한 배우는 모두

남성이며 이로 인하여 여성 캐릭터의 역할도 남자 배우가 연출해야 했

다. 사실 1949년에 들어서야 전통 연극 무대에서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

가 자기의 성별과 일치한 캐릭터를 연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현대 지

방 연극에서 남자가 여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북 지역 연

극 이인전(二人转)에서 남자 배우는 어릿광대처럼 우스꽝스러운 여성 분

장으로 등장한다. 남성의 여장은 중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시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었다. 이는 또한 <극한

도전> 여장 위반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전제가 되었다.

<극한도전>에서 여장 역할은 대부분 나지상이 연출하였다. 나지상은

대만에서 아이돌로 활동하는 동시에도 연예인으로서 유명하다. 시청자들

은 나지상의 여성 분장에 이미 익숙해질 수도 있다. 한국 <무한도전>에

서도 여성 분장이 많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김수아 외(2014)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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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인다고 조명한다. "첫 번째는 채택된 여성성의 특질들은 대체

로 부정적 특질이다. 두 번째, 이들의 여장은 원본 캐릭터에 크게 의존한

다"(김수아 외, 2014). 이런 특성들은 <극한도전>의 여장 에피소드에서

도 찾아진다. 예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나지상과 손홍뢰가 시즌 1 제6

회에서 기차를 타고 여강시로 가는 벌칙 게임과 나지상과 황보가 로맨스

영화에서 등장한 캐릭터들이다. 시청자들은 이 두 회에 대한 평가는 주

로 여장에 집중하여 시청자는 나지상의 우수한 ‘나쁜 년’ 연기를 칭찬하

였다.

시즌 1 제6회 나지상과 손홍뢰의 여장 벌칙 게임:

<롱 베케이션: 톰과 제리>는 추격전이었다. 이 에피소드에서 나지상

과 손홍뢰는 우선 탈락되어 벌칙으로 기차로 여강시를 떠났다. 기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것은 어려운 미션이 아니지만 행인에게 못 알아보게

가야 한다는 조건이 포인트였다. 나지상과 손홍뢰는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스타이다. 따라서 그들은 여성으로 분장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두 사람은 기차역부터 여강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모두 여장으로 출연했

고 촬영과정도 몰래 카메라로 진행했다.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진한 메이크업에 시골 부녀의 옷을 차려 입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스카

프까지 썼다. 출연 이미지가 등장하는 동시에 ‘촌스러운 처녀 나지상’과

‘늑대 할머니’라는 자막도 따라서 나타났다. 여성의 목소리를 모방하면서

행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시즌 2 제5회 나지상과 황보의 여장 캐릭터:

나지상79)은 로맨스 영화에서 못된 여성 조연으로 등장했다. 분홍색 립

79) 나지상이 <극한도전>에서 출연한 여장 캐릭터 주피석(朱碧石)은 인기를 얻었다. 주

피석의 중국어 발음은 ‘돼지 나쁜 년(pig bitch)’과 비슷하다. 후에 나지상은 주피석의 

신분으로 노래를 발행하여 주목을 받았다.



168

스틱을 바르고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나지상은 여자 주인공을 질투하고

그녀의 사랑을 방해하는 악역이었다. 황보는 영화에서 모든 중요하지 않

은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여 주인공의 친한 친구와 주인공의 연애를 반

대하는 남 주인공의 어머니로 등장했다. 황보가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를

연출했을 때 그는 주인공이 부잣집 부인의 이미지를 참조하여 진주와 보

석으로 화려하게 차렸다고 나지상과 같이 심술을 부렸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성의 여성 분장은 앞에 중국 전통 문화에서 존재

한 여장과 차이점이 보인다. 경극같은 전통 문화 예술에서 남성은 여성

으로 분장할 때 그들은 진정한 여성이 되어야 하여 관중들도 여장 남성

을 남성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여성의 캐릭터로 본다는 것이

다. 이런 경우는 남배우 장국영(张国荣)이 연출한 중국 영화 <패왕별희

(霸王别姬, 1993)>에서 남성성을 억압하여 몸과 정신이 모두 여성으로

변한 남 주인공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무한도전>, 그리고

중국의 <극한도전>에서 나타난 여장은 이런 여장 남성의 퀴어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예쁜 복장(혹은 촌스러운 복장)과 얌전하고 애교 섞인 태도, 다시 말

해 과장된 여성성 연기와 그들의 못생긴 외모, 그리고 큰 덩치 사이의

상충과 부자연스러움에서 생겨나는 그로테스크함이 강한 정서적 자극을

줄 수가 있다"(김수아 외, 2014). <극한도전>에서 나타난 여장도 <무한

도전>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여장은 유머의 장치다. 또, 김수

아 외(2014)가 지적하듯이 출연진들이 모방한 질투와 뒷 담화같은 부정

적인 여성의 특질은 "여성에게 부과된 고정관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

멤버들이 원래 갖고 있던 이기적 성향과 찌질함이 여장 에피소드에서 여

성성과 그대로 접합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앞에 언급한 시청자들

이 내면적 결함에 대한 받아들임과 마찬가지로 맴버들은 원래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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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이미지와 여장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결합되었고 서로 부합하다는

것이다(김수아 외, 2014). 이렇게 출연진은 여성을 연기하면서 자발적으

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2. 가부장에 대한 위반-젊은이가 성장하는 모습

<극한도전>에서 전통적이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위반하는 또 다른

모습은 가부장을 위반하는 젊은이의 성장이다. 이 점은 한국 <무한도

전>과 차이가 보인다. 젊은이의 성장을 재현하는 데에서 <극한도전> 출

연진의 막내 동생 장예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극한도전>에서 멤버들이

서로 형과 동생으로 부름으로 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었다. 나이와 데뷔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멤버들의 호칭을 보면 황보, 황뢰, 손홍뢰, 왕신,

그리고 나지상은 서로 이름이나 애칭으로 부르고 장예흥은 다른 멤버를

형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장예흥은 위계질서에서 다른 멤

버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시즌 1에서 장예흥은 남을 잘 믿는 착하고 순진한 캐릭터였다. 미션을

수행했을 때 최선을 다 하면서 게임의 규칙을 준수했고 다른 멤버에 대

한 의심도 없었다. 예를 들어 시즌 1 제1회에서 시간을 충전하는 장치를

받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한 미션이 있었다. 그는 설거지했을 때 적대

적인 관계인 황보가 들어왔다. 같은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데 황보는 장

예흥이 씻은 그릇을 몰래 가져갔다. 장예흥은 황보의 행위를 전혀 몰랐

고 다시 돌아온 황보에게 그릇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황보는 씻은 그

릇이 모자라서 계속 씻어야 된다고 답했다. 장예흥은 그를 의심하지 않

았다. 나중에는 자기가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즌 2 제2회에서

도 손홍뢰를 믿은 탓으로 자기의 상자가 빼앗긴 에피소드가 있다. 이처

럼 장예흥은 멤버들 중의 약자가 되었다. 심지어 ‘극한 바보’의 별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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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극한도전>에서 장예흥은 천진난만한 동생 이미지가 구조화되

었다. 시청자들은 장예흥이 가진 소년 이미지에 대하여 진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有人星夜赶科场의 댓글80):

시즌 1 제2회에서 장예흥은 비판을 많이 받았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젊은이가 사회를 몰라서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믿은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걸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분

노,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걸 왜 비평해? 누구

도 젊었잖아. 누구도 세상을 믿었잖아. 시청자들에서 장예흥이 이 프로그

램과 잘 어울리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세

상 물정을 잘 알고 눈치가 있는 훈남으로 바뀌면 이 프로그램은 재미없

을 거야. 더군다나 예능은 웃기려고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 에너지

를 드러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장예흥은 바로 프로그램의 ‘리얼리티’

라고 할 수 있어.

순진한 동생인 장예흥은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점점 성장하는 모습

을 보여줬다. 사기를 당하는 약자로부터 거짓말하고 형들을 속이는 똑똑

한 동생으로 변해갔다. 시즌 1 제11회 <이차원 스파이>는 그의 성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차원 스파이>에서 그는 배신자의 신분을 숨겨 형

들과 같이 미션을 수행했다. <극한도전>은 그에게 이런 배신자의 신분

을 맡겨준 것은 ‘바보 동생’에게 반항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마지막에 자

80) 중국어 원본: 第一季第二期金条张艺兴被黑得很惨，其实我挺能理解这个男孩儿的，年

纪轻轻，没出过社会，对所有人都抱着最善良的想法，觉得这个世界都很美好，没想到信

任的人会一秒钟背叛自己，那种愤怒，心酸和无奈，有什么值得那么黑的呢？谁没年轻
过，相信过这个世界呢？很多人当时说换掉张艺兴就好了，其实不然，如果换一个很懂人

情世故，察言观色的小鲜肉来，那这个节目就不会再有那么多看点了，何况一个综艺节目

不只是为了好笑，也要传播一些正能量才能被承认，而张艺兴，恰好就是节目里的那点

“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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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신분을 폭로 시켜 다른 멤버를 탈락시킨 장예흥은 지적 능력을 드

러내어 형들의 감탄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시즌 2부터 장예흥은 프로그

램에서 더 여유롭고 원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예흥은 ‘한 번 좌절을 맛보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형들의 말을 더 이상 쉽게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이 귀여워하는 것을 호소하면서 착한 동생의 입장을 유

지했다. 시즌 1 제10회 멤버들에게 빙수를 준비한 미션이 있었다. 다른

멤버는 고추나 소금 등 조미료를 써서 빙수를 못 먹게 만들었는데 장예

흥은 달달하고 맛있는 빙수를 손홍뢰에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 호감을 사면서 자신에 대한 인정을 얻기 위해 노

력했다.

시즌 2 제6회에서 장에흥은 황뢰와 팀을 짜서 같이 행동했다. 고성

(古城)에서 자기의 이름이 표시된 우체통을 찾는 미션이 있었다. 다른

멤버가 우체통에서 미션을 담은 봉투를 던져버리는 가능성이 있다. 그들

은 빠르게 자신의 우체통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황뢰와 장예흥은 순조

롭게 우체통을 찾았다. 게임의 규칙에서 우체통을 임의로 숨길 수 있는

제시가 없었는데 장예흥은 우체통을 건물 위층에 숨겨야 한다고 제한했

다. 황뢰는 웃으면서 장예흥의 의견을 따라 우체통을 숨겼다.

이런 규칙의 빈틈을 이용하거나 반칙하는 것은 장예흥의 성장을 드러

냈다. 황뢰가 얌전하고 착한 동생은 이제 반칙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 시즌 2부터 장예흥은 황뢰와 든든한 사제 관계를

맺었다. 장예흥은 황뢰와 같이 행동하며 그의 ‘교활함’을 배웠다. 장예흥

은 횡뢰의 제자로서 ‘젊은 여우’의 별명을 얻었다. 예시한 바와 같이 장

예흥은 프로그램의 방영에 따라 반칙과 사기에 익숙해졌다. 다른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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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가 가끔씩 드러내는 심술과 사기에 대하여 ‘예흥이 많이 컸네. 극한

바보가 아니네.’라고 말하고 그의 위반과 노력을 인정하였다.

시즌 2 제10회 <암전>:

장예흥은 <극한도전>의 선배로서 게스트에게 ‘이 게임에서 누구도 믿

으면 안 된다. 자기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권했다.

이처럼 장예흥은 <극한도전>에서 가부장으로서의 형들을 위반한 모습

이 보여준다. 형들을 무조건 복종한 막내는 자기가 약자라는 것을 깨달

았고 살길을 구하는 대책을 생각했다. 즉, 자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

시에 믿음직한 후원자를 찾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프로그램에서 어떤

때는 적이고 어떤 때는 벗이 된 형들에 직면하는 젊은이의 적절한 선택

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성장과 형들에 대한 위반도 신청자에게 ‘진실성’

을 제공했다. ‘누구도 젊은 적이 있다’는 평가는 순진한 젊은이부터 교활

한 아저씨로 진화하는 필연성을 암시하였다. <극한도전>은 오늘날 중국

사회의 모습에 조응하여 보여주었다. 젊은이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가부

장에 순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즉, 장예

흥은 표면적으로 가부장제 위계질서 하에 가부장을 순응하면서도 실제로

는 위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4절 친밀한 남남 관계-형제애의 브로맨스적 재현

<극한도전>과 한국 <무한도전>의 차이점은 브로맨스적 남남 관계가

있다. 치즈코(2012)는 세즈윅의 주장을 빌어 동성 사회성을 서로가 주체

임을 인정할 수 있는 남성 주체들 간의 연대를 의미한다고 개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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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극한도전> 텍스트에 의리가 없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없다

고 해도 이들은 여전히 동성 사회적 남성의 연대 속에 있다. 이런 남성

의 연대는 프로그램에서 형제애로 재현되었다. 형제애를 재현하는 데에

서 프로그램은 브로맨스적 남남 관계를 부각함으로써 진행하여 남성 사

이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형제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그리고 프로맨스적 재현 방법을 논의한

다.

1. 형제애의 재현

중국 전통 문화에서 형제애에 대한 재현의 대표는 <삼국지연> 유비

(刘备), 권우(关羽), 장비(张飞) 3인의 형제 관계이었다. 그러나 유비, 권

우, 장비는 주종 관계였고 봉건 사회의 위계질서에 처하기 때문에 지위

는 평등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지칭한 형제애는 누구에게 충성심을 바

치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망설이지 않게 도와주는

우정과 의리였다.

시즌 1 제4회 <해도 서바이벌>:

이 에피소드에서 제작진이 멤버들을 이간시킨 내용이 있었다. 출연진

은 모두 폭탄이 설치된 자동차에서 앉아 있었다. 순차적으로 ‘신비한 인

물’에게서 지시를 받고 밖에 있는 전화박스에서 전화를 받아야 한다. 전

화박스에 간 출연자는 전화를 통해 신비한 인물에게 살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선택한 후 안전한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첫 번

째로 간 황보는 손홍뢰를 선택했기 때문에 손홍뢰는 두 번째로 전화를

받았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한 명은 위험한 자동차에 남았다. 그 사람은

왕신이다. 멤버들이 그를 선택한 사람이 없었고 왕신은 배신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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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왕신은 다른 멤버를 살릴 수 있는 기회

를 주었다. 즉, 왕신에게는 멤버들을 살리기 위해 미션을 수행하거나 자

기를 배신한 멤버를 포기하고 혼자서 살아남거나 2가지 선택이 있는 것

이다. 안전한 자동차에서 앉아 있는 출연자들이 온갖 괴로움과 후회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왕신은 형제들의 배신을 개의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게 형제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대야를 엎은 듯 큰비 속에서 달리고 카트라이

더 게임을 하고 미션을 완성했다. 다른 멤버들이 왕신의 행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시즌 1 제6회 <롱 베케이션: 톰과 제리>:

이 에피소드는 톰과 제리처럼 쫓고 쫓긴 추격전이 벌어졌다. 황보가

제리로 멤버들의 추포를 피했을 때 톰 ‘왕신’과 마주쳤다. 청도의 바닷가

에서 커온 황보는 수영을 잘해서 호수로 뛰어들었다. 왕신은 수영을 잘

못하지만 황보를 잡으려고 억지로 호수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왕신은 ‘안

된다’고 외쳐 구조를 요청했다. 황보는 왕신을 살려주면 자기가 탈락될

것이고 안 살려주면 자기가 승자가 될 것인데 결국 왕신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다.

예시처럼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자기의 이익과 승리를 포기하고 멤버

를 살리는 선택 향을 취한 장면이 흔히 있었다. 이유를 물어봐도 ‘우리

형제니까’라고 간단하게 답했다. 즉, ‘극한도전 남인방(极限挑战男人帮)’에

게는 아무리 서로 배신하고 해쳐도 멤버들을 인정하고 자기의 형제로 간

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형제를 선택하는 의리가 있다는 것이다.

‘형제 사이의 의리’는 중국 사람에게는 낯설지 않은 정서이다. 고대 문

학 작품81)부터 동성 사회적 관계가 주로 재현된 무협 문화까지 형제애

81) 위에 제시된 대로 고대 문화 작품, 예를 들어 <삼국지연>, <수호전> 등에서 형제의 



175

는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다. 제2장에서 해석된 듯이 남성에게는 동성

사회적 유대는 남성성을 획득하도 발휘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즉, 형제의

의리를 수행함으로써 남성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왕신은

프로그램에서 ‘루저’ 캐릭터로 재현되었고 그의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

려면 ‘형제애’의 동성 사회적 유대로 재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멤

버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들의 ‘평범함’, ‘무능함’, ‘찌질함’은 비헤게모

니적 남성성이 드러내지만 형제애의 유대는 ‘진정한 남자’의 모습을 연출

할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형제와 같은 연대를 언급하려면 텍스트 내에서 끊임

없이 속고 속이는 이들은 텍스트 밖에서는 서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고 서로를 추천하며 광고에 함께 출연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장예흥이 아이돌 그룹 EXO로 활동할 때 극한도전의 출연진

은 같이 EXO 콘서트 현장에 가서 응원해 준 적이 있었고 황뢰는 감독

으로 영화를 찍을 때 왕신을 초청하여 같이 출연한 적도 있었다.

<극한도전>의 텍스트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 프로그램은 헤게모니

적 남성성을 스스로 위반하거나 깨뜨리려고 한다. 한 편에, 형제애적 관

계에 대한 재현을 통하여 오히려 남성성의 이상과 규범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김수아 외(2014)는 한국 <무한도전>에 대하여 균열과 역설로 평

가한 바가 있다. <무한도전>의 출연진을 보면 비슷한 지적을 받을 것이

다. 즉, "텍스트 내에서는 못생긴 남자이며 여자에게 인기가 없는, 복장

위반으로 웃음을 줄 수 있는 거세된 남성일지 모르나 이들 연기자의 현

실적 위치는 부와 명예는 물론 결혼까지 성취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성공’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자조와 위로의 균열과 역설이 발생한다"

의리는 충성심과 복종 관계에 속하지만, 이는 현대 ‘협’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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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외, 2014). 왜냐하면 앞에 제5장에서도 언급한 듯이 <극한도전>

의 맴버들은 프로그램을 출연하기 전에도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되어 배

우이든, 가수이든, 심지어 아이돌도 인기와 명예를 모두 얻은 성공자였

다. 프로그램을 출연한 후, 그들도 서로 교류하면서 같이 영화나 드라마

에서 연출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즉, <무한도전>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이 패권 게임에서 패자(敗

者)가 된다고 생각한 자는 정말 패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김수아 외, 2014). 위에 언급된 제4회 왕신의

경우처럼 이런 ‘승’과 ‘부’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는 점, 그리고 승자가

오히려 더 불쌍하게 될 수도 있는 점82), 패자가 된 사람은 더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한국의 <무한도전>처럼

<극한도전>은 "구성하는 현실은 패자들의 자조이자 헤게모니적 남성성

에 대한 비꼼인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서는 승자로 올라서기도 하는 판

타지"(김수아 외, 2014)라고 할 수가 있다.

2. 남남 관계에 대한 브로맨스적 재현

현대 중국 소비주의에 따라 ‘형제애’에 대한 재현은 위에 논의한 듯이

형제를 위하여 사심이 없는 희생과 자기 이익의 포기뿐만 아니라, ‘브로

맨스’적 요소의 개입도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브로맨스’적 요소의

개입은 시청자의 취향에 따라 남자 사이의 친밀한 동성 사회적 관계를

로맨틱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브로맨스(bromance)는 미국에서 시작된 단어로써 형제를 뜻하는 브라

더(brother)와 로맨스(romance)를 조합한 20세기의 신조어였다. 남자와

82) 예를 들어, <톰 앤 제리>에서 승자 황뢰가 얻은 ‘상’, 즉 여강시로 간 교통수단은 

하룻밤을 결린 렌터카였고 다른 멤버보다 오히려 더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시즌 2 

제7회 승자 왕신에게 제공한 ‘상’은 번지 점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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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간의 애정을 뜻하는 단어로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의미한다. 단순

히 친밀한 우정에서부터 깊게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가미되기도 하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개념이 미국에서 도입

되어 주목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미국처럼 브로맨스 현상을 묘사한 용어

가 없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중국에서 브로맨스 현상이 신조어 ‘基情(찌

칭)’으로 등장했다. 본 연구는 중국어 ‘基情(찌칭)’보다 ‘브로맨스’를 그대

로 사용하기로 한다.

현재 중국에서도 이런 뜨거운 우정을 상징한 브로맨스가 드라마나 영

화, 소설 등 문화제품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 셀러브리티

간의 브로맨스도 항상 화제가 되어 있다. 브로맨스는 드라마, 영화, 애니

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작품에서 언론프레이하건, 화젯거리가 되건, 시청

자를 만족시키려고 일부러 넣은 남남 ‘썸’ 요소로 해석되었다. 그리하여

‘썸’이 있는 남성의 ‘짝’은 CP83)(couple)로 불린다. 브로맨스는 이익 지향

적이고 브로맨스이 ‘브로(bro)’ 속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로맨스

(romance)’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중국에서 브로맨스는 친밀성 문

제와 퀴어 문제로 다루기보다 두근두근한 남남 ‘썸’으로 시청자 관음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쓰인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극한도전>에서 이런 브로맨스 요소는 찾

아보면 수두룩했다. 이는 출연자들이 스스로 언어적, 신체적 표현으로 재

현한 경우도 있지만 제작진의 후기 편집(음악, 자막 등)을 통해 브로맨스

로 해석된 경우가 많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프로그램에서 ‘브로맨스’적

해석은 형제애에만 부각한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을 때마나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시즌 1 제1회 <시간 전쟁>:

83) 예를 들어 <극한도전>에서 손홍뢰와 장예흥은 ‘홍흥(红兴) CP’, 황뢰와 황보는 ‘쌍

황 CP’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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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전에서 황뢰와 손홍뢰는 서로 다른 팀에 속했다. 손홍뢰는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적대적인 황뢰와 같이 행동했다. 그는 ‘황뢰가

갈 곳에 나도 간다. 난 황뢰를 딱 지킬 거야.’하고 말했다. 이 때 나타난

자막은 ‘이제부터 나의 세계는 오직 너뿐이야. 동반은 제일 정 깊은 고백

이다.’였다. 이때부터 ‘뢰뢰 CP (磊雷CP )’가 쌍을 이뤘다.

시즌 1 제6회 <롱 베케이션: 톰과 제리>:

손홍뢰와 나지상은 여장으로 기차를 탑승하고 승객에게 못 알아보게

한 미션을 수행하는데 승객들은 손홍뢰를 먼저 알아보았다. 미션 실패한

손홍뢰는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여 일반석에서 앉으면서 자야 했

다. 나지상은 손홍뢰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면서 윙크를 했다. 나지상은

‘반반씩 나눠야 정이 흩어지지 않을 거야’를 말하면서 손홍뢰와 같이 침

대에서 잤다.

시즌 2 제1회 <너와 함께>:

손홍뢰는 시즌 1 제2회에서 장예흥을 속이고 울리게 만든 후 그를 많

이 챙겨주었다. 손홍뢰는 이 에피소드에서 장예흥을 찾기로 결심하여 라

디오 방송의 시간을 빌려서 예흥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택시에서 손홍뢰

를 만나러 간 장예흥은 라디오에서 방영된 손홍뢰의 물음 ‘예흥아, 어디

야’에 대하여 ‘나는 형의 마음속에 있어요.’라고 달콤하게 답했다.

위에 서술한 예시들은 달콤한 자막과 하트 모양의 특수 효과와 같이

나타나고 배경 음악도 사랑에 대한 피아노곡이나 드라마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다. 출연자의 연출과 편집으로 로맨틱하게 멤버들 사이의 깊은 우

정은 재현되었다.

브로맨스의 재현으로 사람들은 더욱 친밀한 동성 사회적 남남 관계를

시청할 수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남 친밀성에 대한 재현은 새로운

시도라고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통제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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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때문에 동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재현은 금지되었다. 프로그

램에서 나타난 브로맨스 요소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려고 한 의도가 아

니지만 ‘에지볼’처럼 규범과 준칙을 교묘하게 피해 가면서 친밀성의 영역

을 넓혔다. 즉, 동성 사회적 남남 관계는 ‘터프’한 의리를 수행한 충성심

과 용기뿐만 아니라 브로맨스적 관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곳이다. 이런

친밀한 남남 관계에서 재현된 부드럽고 배려심이 많고, 지배적 질서가

강조되지 않은 남성성은 비헤게모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극한도전>의 비헤게모니적 남성성들을 통하여 이 프로

그램의 텍스트는 <무한도전>과 유사한 특성이 많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웃음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극한도전>의 비헤게모니

적 남성성들이 가부장제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기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의 의리를 강조한 듯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특질을 역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근대화 과정에서 '남성들의 위기'를 재

현하였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인공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평범한 남성, 소외된 남성, 심지어 루저들을 통해서 달

성하는 것이다. 이런 잠재적으로 텍스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시청

자에게 웃음을 주면서 '위로(김수아 외, 2014)'가 되기도 한다. 마치 <무

한도전>의 "남성들의 연대와 결속, 그리고 노력의 신화"(김수아 외,

2014)를 보여주듯이 중국의 시청자도 <극한도전>을 통하여 희망과 용기

를 되찾을 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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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남성성을 주목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중국의 남성성

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당대의 사회 구조 속에서 변해가는 남성의 상(像)

을 찾아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극한도전>이 표상하는 남성성을 통해 지배적인 상징 현실

로서의 남성성이 어떠한 변화와 구성 과정 속에 있는지를 고찰하려는 목

적을 달성하였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①중국의 사회구조적 변동에 따

라 재현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어떤 변화를 지니는가? ②<극한도전>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특성은 남성성의 재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③이러한 남성성의

재현을 통하여 중국 사회에 대한 어떤 관찰이 가능한가? 이 3가지 질문

을 물었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 텍스트 분석과 담론 분석을 시행하여

질문에 답하였다.

제4장은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이론을 바탕

으로 신 중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논의하였다. 정

치적, 경제적인 변동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발생하여 이런 맥락적

변화에 의하여 시기별로 검토해 봤다. 우선 신 중국 건국부터 문화대혁

명 시기까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950년대~1960

년대, 새로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완성해야 하

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문화 예술(社会主义文艺)이 등장했다. 사회주의적

문화 예술은 남성을 위주로 묘사하여 재현된 남성 캐릭터 이미지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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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역사 소설(革命历史小说)에서 재현된 ‘혁명 영웅’이다. 혁명 영웅들

은 사회주의적 문화 예술 작품에서 ‘살아있는’ 캐릭터로서 혁명전쟁 역사

의 ‘진실’을 제시한다. 그들은 신세계와 신 사회의 창조자이며 그들의 이

미지는 ‘진보적인 힘’, ‘인민의 힘’과 ‘혁명의 승리’ 등 서사와 연결하고

있다. 1960년대~1970년대, 중국에서 벌어진 문화대혁명이란 소란은 경제

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혁명모범극(革命

样板戏)을 비롯한 문화 예술 작품은 당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재현하

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모범극에서 재현된 남성 영웅 인물은 ‘17년 문

학’보다 더욱 완벽하고 그들은 잘 생긴 외모와 착한 마음, 공산당에 향한

충성심, 똑똑한 머리로 이미지를 설정하는데 재현의 방법은 도식화 해졌

으니 경직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혁명 영웅을 형상화 할 때 삼돌출

(三突出)이란 문화 예술 지도 이론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실제로 남성

성의 발전을 억압하였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재현된 헤게모니적 남성성

은 결국 거세된 영웅으로 보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신 시기’의 문학은 사상의 해방과 계몽을 목표

로 ‘가장 어두운’ 문혁 시대와 작별하려고 하였다. 이때의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남성성의 창작이었다. 신

시기에 남성성을 탐구하는 데에서도 과거 시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

다. 그 중에서 ‘노 간부(老干部)’의 이미지는 혁명 영웅의 이미지와 서로

통하였다. ‘신 시기 문학’ 초기 작품을 살펴보면 노 간부 캐릭터는 주요

대상이 되었다. 노 간부는 전쟁 시대의 혁명자이자 문혁 시기에 누명을

쓴 자들이다. ‘우람한’ 노 간부는 고통의 과거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신 시기’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외국의 영화,

드라마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수입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현된 ‘’터프

한’ 남자 캐릭터들은 중국의 남성성의 형성과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는

데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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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의 톈안먼 시건 이후,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밑바닥에 처했고

1992년부터 새로운 개혁은 시행되었다. 1990년대, 소비주의적 관념은 이

때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유하고 성공한 남

자는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건국부터 개혁 개방 이후 1980

년대까지의 ‘영웅주의’적 남성성과 달리, 1990년대 남성의 강건한 몸과

강한 의지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자산과 좋은 품격을 가진 남성은 주인

공이 되었다. 남성성은 주로 소비 방식과 지혜에서 표현되었다. 지배적인

남성성을 가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들의 월급과 옷을 보는 것이

다. 몸값은 그들이 자기를 표기하는 유일한 마크이고 사회 평가의 유일

한 척도다. 성공한 남자가 소비, 문화, 인맥 각 영역에서 ‘탁월함, 성공,

우아함’을 추구하였다.

‘부’를 가진 남성 이미지가 발전해 나가는 결과로 ‘엘리트’가 되어야 하

는 담론이 나타났다. 1990년대 엘리트란 1992년 실행된 시장 경제 개혁

에서 이익을 얻은 경제의 엘리트나 경제학 학자와 같은 경제를 조작할

수 있는 지식의 엘리트를 가리킨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위에 제시된 성

공한 사람이나 부르주아 계급이다. 1990년대의 엘리트는 성공한 남자를

위주로 구성되었다. 엘리트 담론에서 부를 추구하는 ‘성공한 남자’와 차

이가 보인다.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성공한 남자들의 기호는 ‘재산’인데

엘리트 남성은 사회에서 신용, 질서, 도덕, 번영을 추구하고 중국 전통적

사상과 현대 상업의 정신이 결합한 진보성을 추구하였다. 즉, 후자는 전

자가 발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단지 사적인 소비에 만

족하지 않아 이데올로기, 발언권, 제도까지 포함하려 한다.

1990년대 중, 후기부터 형사 드라마의 대량 생산이 시작하였다. 1990년

대 큰 방송 비중을 차지한 형사 드라마에서 재현된 형사 이미지는 준수

한 외모를 부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경찰로서의 책임감, 남자로서의 강건

함을 묘사하였다. 연애, 가족, 우정이 그들의 성스러운 직업, 책임과 충돌



183

할 때 경찰들은 망설이지 않게 경찰의 명예를 지킨다. 경찰의 일반인이

초월한 책임감은 개인으로서의 신분을 약화시켜 국가의 ‘얼굴’을 대표한

다. 형사 드라마에서 나타난 악역은 과거의 문화 콘텐츠와 달리 성공한

남자와 엘리트가 많았다. 또한, 드라마에서 재현된 경찰은 샐러리맨 계층

에 속하였다. 국가와 법률을 대표할 때 그들은 강자라고 하면 세속 생활

측면에서 그들은 약자이고 생활의 궁핍에 시청자들이 공감을 느꼈다. 시

청자는 경찰과 같은 계급에 속하여 경찰과 같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수용자와 캐릭터 사이에 거리가 축소되어 ‘상상의

공동체’가 생겼다. 경찰의 ‘약자’ 신분은 수용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

다. 형사 드라마를 수용하는 ‘일반인’ 남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의

불우한 상황에 처한 것을 심리적인 화해를 얻을 수 있었다.

21세기에 들어가며 텔레비전 콘텐츠 중에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었다. 중국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의 붐이 왔다. <극한도전>은

현대 사회에 남성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중국의

남성성을 재현하는 데에 좋은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극한

도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중국의 남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밝혔

다. 본 연구에서는 <극한도전> 포맷 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 리얼리

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재현된 남성성들과 비교하고 이 두 프로그

램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검토하면서 <극한도전>의 몇 가지 남성성의 특

성을 논의하였다.

우선, <무한도전>과의 유사성에 대하여 3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프로그램이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남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평

범한 남자가 생활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인의 모습에 대한 재현을

위주로 토론하여 이런 보통 남자가 원하는 '평범한 사랑'의 가치관을 설

명하였다.

둘째, 평범한 남자의 재현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극한도전>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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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패자를 의미하는 '루저'에 대한 재현을 밝혔다. <무한도전>과 유사

하게 <극한도전>에서도 이상에 이르지 못한 남성성을 드러냈고 신체적

과 내면적으로 모두 결점이 있는 남성성을 제시함으로써 공모, 그리고

주변화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특질을 설명하였다.

셋째, 한국의 <무한도전>과 또 하나 유사한 점은 복장 위반이었다. 복

장 위반의 부분에서 멤버들이 여성으로 분장한 행위로 헤게모니적 남성

성, 즉 ‘남자답다’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뒤집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극한도전>은 한국의 <무한도전>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

다. 첫째,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반에서 가부장에 대한 위반은 중국

<극한도전>에서만 강조되었다. 출연진에서 막내 동생인 장예흥의 성장

으로 형들에 대한 저항, 즉 가부장에 대한 위반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지배적 권력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멤버들 사이의 깊은 형제애를 서술하면서

브로맨스적 재현 방법을 밝혔다. 이는 한국 <무한도전>에서 강조하지

않는 점이다. 형제애는 동성 사회적 남남 관계에서 헤게모니적 윤리와

도덕을 유지하는데, 브로맨스적 재현 방법을 통하여 이런 동성 사회적

관계에서 드러낸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보일 수 있다. 제2장부터 언급

해 온 '형제애'처럼 친밀한 남남 유대 관계는 중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신 중국 건국부터

정부의 지배적인 권력과 강력한 개입으로 인하여 건국 이후 수 십 년간

에 이런 동성 사회적 남남 유대는 재현되지 못하였다. 현재 텔레비전 예

능 프로그램에서 브로맨스적 남남 관계에 대한 재현이 나타난 것은 미국

에서 빌려온 브로맨스의 적용보다 과거에 소외되었던 중국 전통 문화의

일부분이 되찾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즉, 남성 사이의 친밀한 동성 사

회성은 중국의 현대화 과정과 경제적, 사회적 발전으로 인하여 재현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애초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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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청자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심층적인 전통

과 문화 풍습의 전제 하에 <극한도전>에서 읽어낼 수 있는 브로맨스적

관계에 대한 재현은 <무한도전>과 큰 차이가 보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극한도전>의 비헤게모니적 남성성들을 통하여 이 프로그

램의 텍스트의 이중적인 특성을 밝혔다. 우선, <극한도전>의 비헤게모니

적 남성성들이 웃음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부장제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기를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제의 의리를 강조한 듯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특질을 역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

국의 <무한도전>처럼 근대화 과정에서 '남성들의 위기'를 재현하였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인공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평범한 남성, 소외된 남성, 심지어 루저들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

이다. 이런 잠재적으로 텍스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는 시청자에게 웃

음을 주면서 '위로'(김수아 외, 2014)가 되기도 하였다. 마치 <무한도전>

이 "남성들의 연대와 결속, 그리고 노력의 신화"(김수아 외, 2014)를 보

여주듯이 <극한도전>도 중국의 시청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되찾을 수게

만들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변해가는 남성성의 양상을 제시했다.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의 변화에서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변동을 읽어낼 수 있었

다. <극한도전>에서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은 과거와 많이 달라 보이지

만 이전의 헤게모니적 남성성들과 유사한 점도 있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이 두 프로그램은 모두 '루저' 캐

릭터를 부각하는 것이다. 극한도전 포맷은 무한도전에서 왔기 때문에 남

성성 또한 영향을 받았다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극한도전>은

포맷 자체가 외래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즉 한국의 <무한도전>에서 유

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남성성도 <무한도전>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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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우선적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루저'에 대한 재현이 시청

자들이 즐기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단지 포맷 수입의 힘이라

고 하면 안 되고 중국 사회의 정서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 본 연구는 양

국의 '루저 문화'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무한도전>은 한국 인터넷 '루저 문화'와 상통한다. 한국의 경우는 "'

루저 문화'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불완전한 세계의 위험과 불안

에 견디는 카니발적 즐거움으로 해석되었다"(안상욱, 2011: 김수아 외,

2014 재인용). 중국에서도 21세기에 들어와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불

균형과 인터넷 공간의 열림으로 인하여 '루저 문화'가 나타났다. 앞에 제

6장에서 언급된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도 키가 작고 돈이 없고 찌질한

남자를 형용한 '아이충춰', 혹은 '띠아오쓰(屌丝84))'로 표현된 '루저 문화

'가 2012년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 교육부는 중

국식 '루저'인 '띠아오쓰'의 용어와 파생된 '루저 문화'를 저속한 언어표

현의 이유로 금지했다85). 그러나 중국의 '루저 문화'는 겉으로 통제를

받고 있더라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현대화 과정에 처하고 있는 중

국에서 '루저'들의 '카니발'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무한도전>은 캐릭터들을 패자로 만들기를 통하여 '루

저'들에 대한 위로와 노력에 대한 격려를 전달한다. 중국의 <극한도전>

도 이와 같이 비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을 재현함으로써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루저'들,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긍정

적이지 못한 남자들을 위한 응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극한도전>에서 중국 '루저 문화'의 흔

84) 띠아오쓰(屌丝)는 '루저'와 가장 적합한 중국 유행어이다. 위에 언급된 '아이충춰(矮

穷矬)'는 띠아오쓰보다 일찍 나타나고 후에 띠아오쓰의 특징을 지칭한 형용사로 보이

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에서 '루저'를 띠아오쓰로 불리기도 하고 아이충춰로 불리기도 

하지만 띠아오쓰는 아이충춰를 포함하여 더 유행하고 있다. '루저'들이 자조를 하기 

위해 스스로 '띠아오쓰'로 부른다.

85) 출처: 教育部：草泥马、屌丝、逼格是网络低俗语言, 网易新闻 (2015.10.16.) http://t

ech.163.com/api/15/1016/08/B61MNQR4000915B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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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찾았다. 중국의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루저'들의 재현도

찾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맞섬 프로그램 중국판 <두근두근 스위치(非诚

勿扰)>에서 출연한 남성들은 성공한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친

구를 찾지 못한 '루저'들도 자주 나타난다. 만일 예능 프로그램은 점점 '

루저'에 문을 열고 있다고 하면 학계에서는 아직 '루저'들에 대하여 주

목하지 못한 상태이며 루저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 특질, 여성의 '루저'

들이 가지는 특질, 그리고 남녀 루저들의 성별 정치는 향후 연구의 중요

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시장 경제와 중앙 통제하의 계획 경제 2가지 특성을 모

두 가진다. 제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정부의 개입 하에 중국의 텔레

비전 산업은 주류 문화를 생산한다. 즉 텔레비전에서 관중들이 시청할

수 있는 것은 헤게모니적인 지위를 차지한 문화 컨텐츠였다. 그러나 <극

한도전>과 같이 이상적이지 못한 비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을 재현하는 현

상으로부터 중국의 텔레비전 산업이 아무리 통제를 받더라도 새로운 사

회적, 문화적의 변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극한

도전>에서 재현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위반하는 남성성, 그리고 비헤게

모니적인 남성성들은 한국 <무한도전> 포맷을 흉내 내서 필연적으로 나

타난 결과라기보다 소비주의가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정서

적, 이데올로기적 변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또한, 일정한 통제를 받고 있지만 텔레비전에 비해 인터넷은 상대적으

로 자유로운 언론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

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논의를 관찰함으로써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의 변화에 대하여 더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그 동안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관심 밖에 있었던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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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성성’ 재현과 구성에 주목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서사 분석을

통해 남성성이 어떻게 달리 재현되고 있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한계는 없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김미라(2014)에 따르면, 미디어의

성 역할과 정체성의 재현에는 분명한 한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는 재현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하여 중국 과거에 존재해

온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검토부터 현재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까지, 그리고 남성 사이의 새로운 동성 사회적 관

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텍스트 연구이자 담론 연구이다. 텍스트에서 현

실 사회를 읽어내는 과정에 본 연구는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첫째, 신 중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남성성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

는 데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위주로 검토한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

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분석하는 것은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흐

름을 고찰할 수 있지만 코넬의 분류법에서 설명한 다른 3 가지 남성성

들, 즉, 예속, 공모, 주변화된 남성성에 주목하지 못하는 점이다. 중국의

전통 문화를 살펴보면 동성애, 타지에서 온 남성 등을 재현한 작품은 많

았다. 이런 지배적인 위지에 차지하지 못한 남성성은 어떤 변화를 지니

는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적, 정치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특징이 변해가는 동시에 소외된 남성성의 특성도

변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예상될 수 있다. 이러므로 본 연구는 과거의 남

성성에 대하여 향후에 4 가지 남성성들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탐구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시청자에 대한 담론 분석을 했을 때 네티즌(떠우반) 댓글과 감상

문을 대상으로 삼은 점이다. 대상을 선정했을 때 시청자의 나이 차이, 성

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같은 콘텐츠를 시청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자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를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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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ization Process and 
Representation of Masculinity in China: 
Centering around Reality Program <Go fighting!> 

Shan Jiang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ocusing on Chinese masculinity, this study aims at seeking the flow of 
Chinese masculinity in historical context and the changing images of men in 
Chinese contemporary social struc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asculinity represented in the real variety program ‘Go 
fighting!’ which is typical and popular in Chinese society nowadays, so that 
to figure out how Chinese masculinity is constructed and changed. This 
study uses literature analysis, text analysis and discourse analysis to achieve 
this purpose. On the basis of Connell’s theory about masculinity formation 
and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d the hegemonic masculinity from the 
establishment of China P.R to present. According to ideological changes 
resulting from political and economic fluctuations, hegemonic masculinity is 
always changing so that this part is discussed by periods of important 
historical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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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the hegemonic masculinity of 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of 
China P.R to the end of notorious Cultural Revolution is analyzed. In the 
1950s and 1960s, Socialist literature and art was centering around male 
characters. And the mainstream male character image was ‘revolutionary 
heroes’ represented in revolutionary historical novels. In the 1960s and 
1970s, represented by revolutionary model dramas, literature and art was the 
main means to hegemonic masculinity representation. However, ultimately, 
hero characters represented in the model dramas were actually considered as 
‘castrated’ heroes. Since Chinese Economic Reform and open up in 1978, 
literature of ‘new period’ was a kind of self-examination on the past and 
creation of new masculinity, therefore ‘veteran cadre’ characters appeared 
and became the bridge connecting the painful history and the new period of 
society, policy, economy and culture. Since 1980s, ‘Tough guy’ characters 
from imported films and dramas became the standard of masculinity and 
spouse selection. By the influence of new economic system reform since 
1992 and consumerism, rich and successful men possessed the hegemonic 
position of masculinity. Men’s image with property was developed until 
‘elite discourse’ was proposed. Thus, in 1990s, police roles, along with their 
identity of ‘the weak’, who stood up against ‘the corrupt rich’, represented 
in detective dramas took up a large percentage of broadcasting and got the 
approval of audience. Meanwhile, ordinary males consuming detective 
dramas achieved psychological comfort about their own unfortunate or 
underprivileged situation.
In the 21st century, China ushered a boom in entertainment program 
production. Considering the format characteristics of ‘Go fighting’, this study 
compares the masculinities represented in the program with Korea reality 
program ‘Infinite Challenge’ to figure out their difference and similarity. 4 
characteristics of masculinity was found and discussed. 
Similar with ‘Infinite Challenge’, ‘Go fighting’ represents unsatisfactory 
masculinities which are faulty in both physical and internal sides. Also, 
these two programs both have cross-dressing and show costume violation. 
Besides,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Korean program ‘Infinite 
Challenge’ and Chinese ‘Go fighting!’. First of all, ‘Go fighting!’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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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sculinity as an ordinary man. Then, in the violation of hegemonic 
masculinity, the breach towards patriarch is found in ‘Go fighting!’, which 
is original. Lastly, in ‘Go fighting!’, the deep brotherhood of program 
characters, which is represented in a ‘bromance’ way, is not specially 
highlighted in ‘Infinite Challenge’.
This study clarifies that ‘Go fighting!’ is an ambivalent text by pointing out 
the non-hegemonic masculinities. On one hand, the non-hegemonic 
masculinities represented in ‘Go fighting!’ which support laugh and 
happiness reflects the crisis of patriarchal system and hegemonic 
masculinities. On the other hand, highlighting brotherhood and loyalty means 
that the characteristics belonging to hegemonic masculinities is supported 
inversely. Just like Korean program ‘Infinite Challenge’, this program also 
represents ‘men’s crisi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However, the main 
characters to overcome the crisis are not the ones who carry hegemonic 
masculinities but these ordinary ones, alienated ones, even losers. This 
message which is potential and hided can make audience laugh and 
comforted. As ‘Infinite Challenge’ emphasizing males’ bond and solidarity 
and the legend of effort, ‘Go fighting!’ shows hope and courage to Chinese 
audience.
Ultimately, the masculinities represented in ‘Go fighting!’, which are 
non-hegemonic or violate hegemonic ones, are not only the inevitable result 
of imitation of Korean program, but also a reflection of people’s emotional 
and ideological fluctuation of Chinese society, where Consumerism is 
developing rapidly, at present. 

Keywords: Masculinity; Reality Program; Modernazition; Chinese 
Television; Representation; Loser; Bromance; Infinite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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