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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문화는 현재 중국 인터넷 하위문화의 대표적 문화현상이다. 상문화는 인

터넷에서 탄생하여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전파되며, 비관, 퇴폐, 무기력, 

자조의 표현이 특징인 온라인 하위문화이다. 상문화 현상은 사회와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양한 분야의 화제가 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온라인 상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맥락, 상문화의 표현

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이다. 우선, 본 연구는 빅 데이터와 통계수치를 종합

하여 상문화 주체의 인구학적 특징을 유추하며, 상문화 현상의 발전 변화 및 

상(丧)자의 의미적 변화를 결부하여 상문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상문화

는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 다양한 구성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문

화 참여자는 주로 중국 대도시에 분포된 20대·30대(90후·80후) 유동청년들

로 구성한다. 상문화 참여자는 웨이보, 바이두, DOUBAN, ZHIHU와 같은 영

향력 있는 소셜 플랫폼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중국 사회현대화와 경제적 전환기의 갈등 배경 하에, 대도시 유동청년들

의 주요 곤경은 중산층진입 장벽과 유대감 형성이다. 상문화는 근본적으로 

청년의 곤경을 해결할 수 없지만, 상문화 주체가 온라인을 통하여 창조적인 

놀이를 참여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조건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하위문화이

론, 온라인 참여문화 이론, 카니발 이론을 바탕으로 상문화의 표현적 특성의 

구성요소와 문화적 의미 등 방면을 검토한다. 상문화 현상은 상문화 주체의 

단순한 정서적 표현과 공감을 넘어 복합적인 발생 원인과 독특한 의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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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갖고 있다. 상문화 참여자의 문화실천 과정 중, ‘상’은 일련의 콘텐츠

와 의미를 발현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하위문화 기호 스타일을 구성하여, 

스타일화·네트워크화 특징이 뚜렷한 차이점을 형성하였다. 상문화의 기호적 

의미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상문화 주체는 레토릭, 브리콜라주, 패러디 등 방

식을 통하여 성공담론을 해부하고 의미를 재생산한다. 상문화 참여자가 상문

화를 실천하는 과정은 과잉된 긍정성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상

문화 참여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카니발적 놀이를 진행하여 현실적인 

곤경을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정체성과 커뮤니티를 귀속감을 

증진한다. 

키워드 : 상문화 온라인 하위문화 표현성연구 유동청년

학  번 : 2016-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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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2016년 7월, 이모티콘 ‘거여우탕1)’（葛优躺）이 인기를 휩쓸며 온라인 하위문화 — 

‘상문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웨이보 커뮤니티, 바이두 커뮤니티에서 자

발적으로 상문화 공간을 만들며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상문화 이모

티콘 ‘거여우탕’은 1993년 시트콤 ‘내 사랑 우리 집2)’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배우 거

여우(葛优)가 맡은 드라마 역할 계춘생（季春生）이 누워있는 자세를 재현한다. 드

라마 속 계춘생은 남의 집에서 얹혀 살아가는 게으른 백수 캐릭터다. 대부분 장면

에서 그는 폐인 마냥 소파 속에 파묻으며 무념무상의 표정을 짓거나 앓는 소리를 

낸다. 상문화 참여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배우 거여우가 맡았던 흥미로운 백수 캐릭

터 이미지를 우연히 찾아냈으며, ‘거여우탕’은 이와 함께 의기소침하고 유머러스한 

청년 감성을 대변하는 밈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림 1 거여우탕

    

그림 2 보잭 홀스맨

그림 3 킹 오브 더 힐

          

그림 4 새드 프로그

1) 그림1 참고

2) ‘내 사랑 우리 집’은 1994년에 방송된 가족 코믹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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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수반으로 미국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보잭 홀스맨3)(Bojack Horseman)’, ‘킹 

오브 더 힐4)(King of The Hill)’, ‘새드 프로그5)(Sad Frog)’ 시리즈는 상문화 대표문

화에 들어섰다. 상문화 참여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와 같은 밈과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보잭 홀스맨’은 미국 넷플릭스 회사에서 제작한 성인 코미디 애

니메이션이고 2014년부터 중국 온라인 사용자들의 시선에 들어섰다. ‘보잭 홀스맨’

은 청년생활의 곤경과 고통을 재현하면서 블랙유머의 방식으로 우울한 감정을 표현

하며 일부 참여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킹 오브 더 힐’도 우스꽝스

러운 장면과 익살스러운 캐릭터를 통해 청년의 주목을 끌었다. 상문화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독치킨 수프6)（毒鸡汤）’ 또는 ‘상격언’ 텍스트다. 이는 밝고 

힘찬 중국 인터넷 ‘치킨 수프7)’문화, 성공담론 또는 자기계발 담론과 대조되는 냉소

적이며 현실비판적인 글귀다. 독치킨 수프와 상격언은 치킨 수프와 성공담론 텍스

트를 패러디하며 차용하는 내용들이 많다. 

  이어 사회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블랙유머와 냉소적인 감정을 즐기기 시

작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상문화 마케팅도 등장했다. 중국 배달 회사 어러머(饿了

么)와 중국 인터넷 회사 4대 거두 중의 왕이(网易)가 공동 기획한 상차8)(丧茶)는 ‘인

생 허비 홍차’, ‘아직도 솔로 녹차’, ‘죽고 싶어도 죽을 용기 없는 마키아토’, ‘성형

할 돈 없는 밀크 셰크’ 등 독특한 이름을 지은 메뉴를 내놓으며 젊은 층의 관심을 

받았다. 상문화는 인터넷 영역으로부터 오프라인 영역까지 영향력을 펼쳤다.  

3) 그림2 참고

4) 그림3 참고

5) 그림4 참고

6) 독치킨 수프: 사람의 마음을 힐링하는 치킨 수프 문장과 반대인 문장, 즉 반 성공학적인 문장을 가리

킨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꿈이 없다면, 생선과 뭐가 다르죠?’는 전형적인 성공학적 담론이다. 이와 

대응되는 독치킨 수프는 ‘한 사람이 꿈이 없다면, 근심 걱정 없는 것과 뭐가 다르죠?’이다. 

7) 치킨 수프: 힐링적인 또는 동기부여적인 글귀, 문장. 

8) 그림5과 그림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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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차 매장

    

그림 6 상차 메뉴판

  상문화는 정통적·전통적 문화를 대항하는데 있어서 하위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밝고 활기찬’ 문화를 선양하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광명일보’ 등 주

류매체 시사평론은 ‘상문화’를 사회적 문제로 삼아 이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보도에 ‘인민일보’는 청년들의 생활태도는 당연히 적극적이어야 하며 청년들은 ‘상

문화’의 의식 침해를 멀리해야 한다는 관점을 주장한다. 또한 “정신적 아편이 첨가

된 ‘상차’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 등 구호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불과 

몇 년 전, 중국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긍정에너지(正能量/Positive Energy)’  콘텐츠

를 투여하며 사회적극성을 자아내는 이데올로기를 선양한다. 하지만 청년사이에서 

퍼지는 ‘부정에너지(负能量/Negative Energy)’정서는 분명하게 ‘긍정에너지’를 반항

하고 조롱하되 점차 오늘날의 상문화로 이어진다. 청년들의 자조적인 상문화는 중

국 사회 주류 이데올로기 서사와 강한 충돌과 장력을 이루며 중국 사회발전 전환

기9)(转型期)에 특이한 문화경관을 이룬다. 

  한편으로 상문화는 곤경에 처해있는 청년을 대변하는 하위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

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10)는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빈부차이가 

커지면서 현재 사회 각 방면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각 지역, 

도시와 농촌, 업종, 집단 간 소득격차가 커지며 분배구조가 불균형지면서 지니계

수11)가 0.4를 넘어섰다. 대도시의 청년 계층 유동 경로가 폐쇄되어 계층 상승의 흐

9) 중국 사회의 경제 구조·문화 형태·가치관 등이 변하여 바꾸는 시기. 

10) 1949년, 신(新)중국 성립 초기 경제 총량은 500억 위안이고, 2018년의 국내총생산(GDP)은 90조 위

안을 넘었다. 1978년 개혁개방이후부터 중국의 경제는 40년 평균 9.5%의 증가 속도를 기록했다. 

11) 한 국가 가계소득의 계층별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계수를 말한다. 대체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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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어렵고 하래로의 흐름이 용이해졌다. 중국 대도시의 유동청년들은 불안한 경

제 성장과 구직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구매와 결혼출산 부모님의 노

후12) 등 사회경제적 곤궁을 대면 할 예정이다. 중국 정치적 특수성과 이데올로기를 

고려해보면 사람들은 삶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현실적 공간이 부족하다. 물론 

중국 헌법은 인민들의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현실적·실천적 측면

에서 이와 같은 자유는 아주 제한적이다. 상문화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

터넷 장에서 생활의 무력감을 토로하며 현실에 대한 상실감 또는 절망감 등 우울한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다른 한편으로 상문화 이면에 주류 사회의 문법과 타

자화의 시선을 전복시키는 웃음과 해학이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그 비판성과 

해방적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 주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긍정에너지’문화나 

항상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치킨 수프’문화와 달리, 청년 상문화는 기존 주류

문화와 상이한 무언가 삐딱한 상상과 반항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상문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났고 또 왜 일어났는가? 

상문화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은 어떠한가? 상문화는 어떠한 문화표현의 양상을 

띠는가? 과연 상문화를 절망과 무기력 속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가상 속으로 도피

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현실에 대

해 분노하고 반항하며 소외로부터 벗어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저항적 

하위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인가? 상문화 주체의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

가?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상문화 담론의 급부상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표현적 

양상과 내포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상문화의 표현성과 스타일을 

면 빈부격차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12)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중국 연금 정산 보고서’에서 중국 연금이 2035년 후 누적 잔액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향후 30년의 제도적 부양률이 두 배가 된다. 중국 도시기업 

근로자의 기본 노후보험 지급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2019년에는 두 명 납부자들이 

한 명 노인을 부양했다면, 2050년에는 거의 한 명 납부자가 한 명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http://www.cisscass.org/yanjiucginfo.aspx?ids=26&f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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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상문화가 발생한 과정과 변종을 고찰한다.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

적 맥락과 대도시 유동청년의 곤경, 상문화 주체가 문화적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는 방식도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화 이론을 기초로 상문화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탐구할 예정이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하위문화이론을 참

고하며, 이에 연관되는 버밍엄하위문화이론과 후기하위문화이론에 관한 논의, 인터

넷 보급아래 생성한 온라인 하위문화까지 살펴볼 것이다. 중국 상문화와 관련된 선

행연구에서는, 세대문화와 사회문화적 심리를 중점으로 고찰하며 기존연구의 아쉬

운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상문화 스타일의 문화적 표현 구성을 

탐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상문화 주체의 문화적 실천 의미와 작용을 분석할 것

이다. 연구대상은 이미지 추출과 텍스트 담론 추출을 포함하며 연구방법은 레토릭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첫 번째 문제를 답하기 위하여 우선 상문화의 개념 재정의가 

필요하며 중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인터넷 

관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상문화를 구성하는 이미지, 은어, 청년의 생활방식 등이 어

떻게 의미를 생산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스타일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 상문화 커뮤니티 관찰과 이모티콘 및 텍스트 사례분석을 통해 담론, 캐릭터, 이

미지 및 레토릭을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문화 주체의 문화적 실천 이유, 그 이

면의 정서적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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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1절 하위문화연구의 이론적 배경

  1947년에 발표한 ‘하위문화의 개념과 응용’(The Concept of the Sub-Culture and 

Its Application) 중, 밀턴 고든(Milton Gordon)은 하위문화(subculture)라는 개념의 출

현을 ‘문화-하위-공간’(culture-sub-area)13)라는 단어로 추적한다(Gelder, 2007; 

Milton Gordon, 1947에서 재인용). 해당 단어는 처음으로 1944년 뉴욕에서 출판된 

‘사회학 사전’(Dictionary of Sociology)에 수록되었다. 1955년, 미국 사회학자 앨버

트·코헨(Albert K. Cohen)은 ‘비행소년: 갱 문화’(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에서 체계적으로 비행 하위문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밝혔다. 그는 하

위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모든 사회는 내부적으로 수많은 하위집단으로 구분

되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각각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

다(Cohen, 1955). 코헨은 빈민가의 비행소년들은 계급적으로 ‘지위패배(status 

frustration)’문제를 해결하려고 범죄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주류사회에 

대한 비행소년의 저항과 비행행위는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위한 것이다

(Cohen, 1955, p. 178). 앨버트 코헨의 ‘문제해결’이론은 향후 버밍엄하위문화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하위문화연구의 초점은 영국의 버밍엄대학

으로 옮겨졌다(Ma, 2016). 버밍엄스쿨의 청년하위문화에 대한 연구는 계급, 젠더 및 

인종에 대한 여러 이론적 관점을 동원하고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다양한 청년하위문

화의 행동과 상징적 의미(스타일), 특히 실천속의 ‘의례를 통한 저항’을 분석한다

(Hall&Jefferson, 1976; Hebdige, 1984; Clarke, 1993b). 버밍엄스쿨의 하위문화이론은 

13) 문화-하위-공간(culture-sub-area): 이는 문화구역에서 독특하고 완정한 문화특징을 가진 하위구역

(sub-division)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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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의 ‘문제해결’관점과 기존 사회학의 거리관찰방법을 참고한다(Hebdige, 1984; 

Clarke, 1993b). 또한, 버밍엄스쿨의 하위문화이론은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레

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문화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탐구한 ‘문화와 사회’ 학술 전통을 이어받았다(Hu, 2007).

  Phil Cohen(1972)이 발표한 연구 ‘문화적 갈등과 노동자 계급 공동체’(Sub-Cultural 

Conflict and Working Class Community)에서는 런던 이스트 엔드의 노동자 계층 공

동체를 대상으로 ‘부모문화14)’라는 개념을 제기한다. 그는 청년 하위문화는 부모세

대의 문화에 숨겨져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상상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Cohen, 1972, p. 93). 1993년, Clarke는 스타일은 하위문화 청년들이 상품들의 의미

를 바꾸는 방법으로 그것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Claude Levi-Strauss)의 저작에서 인용한 브리콜라지15) 개념을 소개한다. Phil 

Cohen과 비슷하게 Clarke는 하위문화는 청년들이 ‘계급 모순으로부터 나타난 문제

들’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16)라고 주장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 

커뮤니티를 계급이 없는 소비문화나 매스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끌어당긴다고 설명

한다(Clarke, 1993b, p. 114). 

  버밍엄스쿨의 하위문화이론은 기호학이론을 응용하여, 청년하위문화를 일부 청년

커뮤니티가 일상생활을 표현(represent)하는 의미 있는 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기호

집합(ensemble), 즉 스타일(style)로 본다. 버밍엄학파의 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주류사회표준을 벗어난 테디보이(teds), 스킨헤드(skinheads), 모드(mods), 히피

(hippie), 펑크(punk) 등과 같은 자신만의 독특한 라이프스타일과 행동을 가진 젊은

14) ‘부모문화’는 노동자 젊은이들을 한 방향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제약하고 가정과 이웃으

로 돌려보내지만, 결과는 ‘세대적 갈등’이다(Cohen 1972, p. 22). 

15) 브리콜라지(Bricolage)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소재를 임기응변으로 사용하여 문화를 만

드는 실천을 가리킨다. 

16)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스킨헤드는 단체와 영역의식을 강조하고 자신의 남성성을 드러내

는 방식으로 부모세대(parent generation)에서 물려받은 커뮤니티이미지를 ‘상상적으로 복

구하며’ 계급적인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한다(Clarke,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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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하위문화연구를 진행했다(Hall&Jefferson, 1976; Hebdige, 

1984; Clarke, 1993a). Hebdige(1984)는 스타일을 하위문화이론의 핵심적인 돌파구로 

간주하며, 구조주의와 기호학의 관점에서 하위문화 청년들은 기호를 통하여 의도적

인 소통을 시도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버밍엄스쿨의 하위문화이론에서 스타일에 대

한 접근방식은 본 연구에서 상문화의 표현적 특성을 관찰하는데 유익한 관찰 틀을 

제시해 준다. 

  이에 이어, Clarke(1993b)는 하위문화 청년들은 브리콜라주의 방식으로 의상, 춤, 

은어, 음악 등 기호의 집합, 즉 스타일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Paul Willis(1978)는 히피족과 폭주족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상동성’이란 

용어를 하위문화에 적용했으며, 임의의 특정한 하위문화의 내적 구조가 극단적인 

질서에 의해 특징 지워짐을 보여준다. Hall(1976)은 하위문화 스타일이 왜 특정집단

의 사람에게 호소력이 지니는 지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상동성와 브리

콜라지 개념을 교차시켰다. 그는 하위문화 집단이 선택된 스타일 기호 대상들은 본

래적으로나 적응된 형식의 면에서나 그 집단의 핵심 관심사, 활동들, 집단구조 및 

집합적 자기 이미지와 동질적이라고 결론을 짓는다(Hall, 1976).

  버밍엄스쿨의 하위문화이론에서 스타일은 의미화된 실천이다(Hall&Jefferson, 

1976; Hebdige, 1984; Clarke, 1993b). Hall(1976)은 ‘하위문화적 반응’은 ‘부모문화에 

의해서 정교화된 적응, 조정, 저항의 형식들’과, ‘청년들과 그들의 상황 및 활동에 

고유한, 더 즉각적이고 국면적인 형식들’이 스타일의 수준에서 종합되는 것을 표상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스타일은 전통적 미학의 불변적인 범주들에 의해 판단되는 

무시간적 대상들로서가 아니라 ‘전유’, ‘절도’, ‘전복적 변형들’로서, ‘운동’의 특성을 

지니다(Hebdige, 1984, p. 175). 

  버밍엄스쿨의 하위문화연구는 청년 집단의 계급을 결정적인 범주로 간주하고 특

히 노동계급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버밍엄학파 연구자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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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에서 파생된 하위문화에만 초점을 맞춰, 자신의 관점을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Muggleton & Wienzierl, 2003). 칸 해리스(Kahn-Harris)와 스타르(Stahl) 등 연구자는 

버밍엄하위문화연구는 계급과 커뮤니티의 고정성에 관한 본질주의 가설을 너무 고

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Bennett & Kahn-Harris, 2004; Stahl, 2004). 일부 현대 하위

문화 학자들은 버밍엄학파의 계급에 대한 강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사라 손톤

(Sarah Thornton)은 “계급은 하위문화 구분으로 인해 모호해졌다”고 제시한다

(Thornton, 2001). 그녀는 영국 클럽문화 연구 중, 사람들은 비슷한 계급 때문에 집

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음악 취향 때문에 집단을 형성하였고, 하위문화 

집단은 “계급 없는 판타지”를 원한다고 밝혔다(Thornton, 2001). 

  후기하위문화이론의 연구자는 상대적이며 다양한 방면에서 현대의 파편화된 스타

일의 관점과 유동적인 개인 정체성의 개념을 주장한다. “커뮤니티 구성원에서 버밍

엄학파가 제시했던 노동자 계급 감수성, 또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후기 하위문화는 집단주의 보다 개인주의를 지향하며 전체주의의 유사성보다 개체

의 차이와 이질성을 강조한다”(Muggleton, 2000, p. 161). 인터넷은 이질성을 표출하

는 공간이며, 상문화의 주체는 버밍엄스쿨의 하위문화이론에서 주장한 “계급의 흔

적이 짙은 개인”보다, 후기하위문화이론에서 주장하는 유동적이며 파편화된 주체성

에 가깝다. 

  후기하위문화이론의 또 다른 이론적 자원은 ‘새로운 부족(neo-tribes)’ 이론이다. 

버밍엄스쿨의 하위문화이론가는 개인은 계급, 공동체, 인종, 성별에 의해 ‘강제적으

로(forced)’ 남아있어 집단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Hall&Jefferson, 1976; Hebdige, 

1984; Clarke, 1993b). 이와 대조적으로, 후기 하위문화연구자는 감정적인 사교

(social)와 유대감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새로운 부족’ 개념을 제시한다(Maffesoli, 

1996; Bennett & Kahn-Harris, 2004). 하위문화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방식 또는 취

미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부족’은 느슨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합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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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fesoli는 목표 없는 집합과 순수한 사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부족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따뜻함과 집합 열광(collective effervescence)을 느끼게 한다고 주

장한다(Maffesoli, 1996, p. 81). 기본적으로 ‘새로운 부족’ 이론은 공통된 취향(taste)

과 심미적 감수성(aesthetics) 및 정서(affectivity)를 청년들이 하위문화 집단 활동에 

참가하는 원인으로 간주한다(Bennett & Kahn-Harris, 2004, p. 103). ‘새로운 부족’ 

이론의 접근방식은 상문화 참여자들이 집단적 소속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모이게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버밍엄스쿨의 하위문화연구자는 매스커뮤니케이션, 대중문화형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비주의를 통해 정의된 현대의 삶이 모든 것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따

라서 이를 부정적으로 여겼다(Hall&Jefferson, 1976; Hebdige, 1984; Clarke, 1993). 

후기하위문화 연구자는 소비문화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읽으며 한 사람이 소비문화

에 대한 참여를 순수한 개성의 문제로 분석한다. 루파 후크(Rupa Huq, 2006)는 ‘하

위문화를 추월하다(Beyond Subculture)’에서 현대 하위문화의 다민족과 다양성, 그리

고 소비자 창조성을 찬양한다. 베넷과 칸 해리스는 ‘전후 스타일은 청년들에게 새로

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정체성은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

이지 않으며 새롭게 경험된 소비자의 성찰성(consumer reflexivity)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견해를 지지한다(Bennett & Kahn-Harris, 2004). 버밍엄하위문화이론은 하위문

화 공동체의 저항성을 소멸한다는 이유로 소비주의를 소극적으로 인식하지만, 후기 

하위문화는 청년는 소비 행위를 통해 정체성을 표출한다고 인식하며, 소비주의에 

낙관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외에, 후기하위문화 연구자는 버밍엄학파의 하위문화연구 접근법의 ‘심각성’에 

대해 불평했다. 베넷과 칸 해리스는 ‘청년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 하위문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결코 버밍엄학파에 의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한다(Bennett & 

Kahn-Harris, 2004, p. 47). 후기하위문화 연구자는 현대 하위문화는 더 이상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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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헤드처럼 집단적으로 간단하게 분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현대 하

위문화의 스타일, 형식, 실천이 더욱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대 

하위문화의 형태는 ‘픽 앤 믹스(pick and mix)’로 표현되었다고 지적하였다

(Muggleton & Wienzierl, 2003). 머글턴에 의하면, “후기하위문화구성원은 그가 선택

한 여러 가지 하위문화 신분 간의 갈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는 어떤 

규칙도, 진정성도, 이데올로기 신앙도 없이 ‘스타일 놀이’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

며 후기 하위문화 스타일의 혼잡성을 설명한다(Muggleton, 2000, p. 47). 본 연구는 

버밍엄하위문화 스타일이론에서 이미지구성·언어구성·행위구성을 분석의 틀로 이

용하지만, 이에 대한 의미해석은 인터넷 놀이이론과 머글튼의 ‘스타일 놀이’개념을 

활용한다. 

  버밍엄하위문화연구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하위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미디어의 

창조적 작용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Thronton(2001)에 의하면, 하위문화는 청년들이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맺어온 역동적이고 성찰적인 관계의 산물이다. 매스커뮤니케이

션은 청년들에게 많은 시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자원을 제공하며, 청년들은 미디

어 속에서 하위문화 정체성을 구성한다. 하위문화는 씨앗에서 발아하며 자신의 힘

으로 미디어에 의해 뒤늦게 소화되는 신비한 운동이 아니다. 미디어와 기타 문화산

업은 처음부터 하위문화 생성에 영향을 발휘한다(Thornton, 2001, p. 181). 이와 같

이, 후기 하위문화학자는 더 이상 주류문화와 하위문화간의 관계를 지배와 종속, 저

항과 순종 사이의 이원적 대립관계로 보지 않았으며,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의 관계

를 더욱 복잡하고 변화가능한 관점에서 바라봤다(Chaney, 1996; Muggleton, 2000). 

매스미디어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닌 버밍엄하위문화의 관점은 온라인 상문화를 해

석하기에는 부족하기에, 본 연구는 후기 하위문화학자들의 ‘복잡하고 변화가능’한 

관점을 채택하여 상문화 현상을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버밍엄학파 하위문화연구자는 청년에 관한 정의가 큰 한계가 있다. 버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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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학파 연구자는 청년을 연령 범주(16세부터 21세)로 보기 때문에 스타일의 상징적

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청년을 삶의 특정 단계가 아닌 이데올로기의 범주로 

또는 정신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다(Bennett & Kahn-Harris, 

2004, p. 13). 하지만 후기 하위문화연구자는 청년의 개념을 더욱 느슨하게 정의하

며, 청년을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지칭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이미 중년이 되어가고 있는 청년은 음악, 스타일, 그리고 여러 형태의 물품

을 젊음의 느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Ross, 1994; Calcutt, 1988; Bennett, 

2001). 본 연구는 후기하위문화이론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에 동의하며, 제4장 사회

적 맥락 부분에서 상문화 참여자의 연령분포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상문화 참여자

는 온라인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본 연구는 후기 하위문화이론의 주장

에 따라 상문화 참여자를 ‘청년’으로 인식한다. 

  비록 후기 하위문화이론은 청년 문화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대를 마련했지

만, 이는 결코 하위문화이론을 대체하여 청년하위문화 연구의 기초로 확립되지 않

았다(Bennett, 2011). 후기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아래와 같다. 후기

하위문화이론은 이론적으로 너무 느슨하여 청년문화연구를 위한 일괄된 대안, 분석 

및 실증적 개념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후기 하위문화이론은 청년 정체성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산업의 역할에 순진(naive)하고 축하(celebratory)하는 

입장을 채택한다(Bennett, 2011). 인구학적특징 측면에서, 후기하위문화이론은 현대 

청년 문화에서 사회적 분열과 불평등의 중요성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Shildrick, 2016). 하위문화 이론가는 노동계급 청년에 초점을 맞춘다

는 비판을 받지만, 대부분의 후기 하위문화 연구자는 마찬가지로 백인 중산층 도시 

청년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후기 하위문화 연구자는 이데올

로기나 불평등 그리고 서로 다른 소비자 그룹 간의 공간적 분리에 대한 질문을 대

부분 무시한다(Hollands, 2002). 후기 하위문화이론은 개인의 성찰성과 다양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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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지만, 청년문화의 정치적 색체와 사회적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릴 위험을 무

릅쓴다. 

  대체로 하위문화이론과 후기하위문화이론 사이의 긴장감과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비록 후기 하위문화이론은 종종 비판을 받지만, 이는 버밍엄하위문

화이론의 부족한 점을 표명한다. 궁극적으로, 버밍엄하위문화이론과 후기하위문화이

론의 요소를 결합하여 현대 청년문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찰하고 정확하고 효과적

인 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Bennett, 2011). 이런 부분

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버밍엄하위문화이론과 후기하위문화이론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상문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유추하며 온라인 상문화 

현상과 표현적 특징, 그리고 그 이면의 실천적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21세기부터 뉴미디어로 대표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청년문화가 나타나는 장소(place)는 점차 인터넷으로 전환하며, 이는 청년 하위문화

와 정체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요구한다. 온라인 하위문화 종

류와 스타일의 혼합은 더욱 다양해지며 계급, 인종, 젠더 등 요소들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졌다. 상문화는 온라인에서 관찰되는 현상이기에, 본 연구는 온라인문화의 특

성 및 참여문화, 그리고 상문화 특성과 비슷한 잉여문화이론을 참고한다. 아래의 내

용에서 상문화와 관련되는 온라인문화의 특성 및 인터넷 참여문화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제2절 온라인 하위문화의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문화의 특성

  인터넷 기술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하였다. 사

람들은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고 이와 결합한 웹 



- 14 -

2.0을 비롯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한다. 사이버공간은 미디어를 통

해 이용자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온라인 문화가 형

성되고 발현된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 방식은 문자, 음

성, 영상, 그래픽 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의사

소통 방식보다 때로는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명확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정

성호, 2001). 인터넷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정보획득, 정보교환방식을 획기적으로 바

꾸어놓음으로써 인간생활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며, 문화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

한다. 

  온라인 문화연구 중, 피에르 레비(Pierre Levy, 2001)는 그의 중요한 연구 ‘사이버 

문화’(Cyberculture)에서 다음과 같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20세기를 특징

짓는 자동차의 성장이 주로 개인의 힘(power)에 대한 욕구에 해당한다면, 사이버 공

간의 성장은 호혜적 의사소통과 집단적 지능에 대한 욕구에 해당된다' (Levy, 2001, 

p. 106). 레비에게 있어 사이버 공간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모든 종류의 접촉과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가상 커뮤니티'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하워드 라인골드(Howard Rheingold, 1994)는 그의 저서 가상적인 커뮤니티: 컴퓨터

화된 세계에서 연결 찾기(The Virtual Community: Finding Connection in a 

Computerized World)’에서 처음으로 ‘가상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사이버 

공간과 사회화 사이의 필수적인 연관성을 주장하였다. 라인골드에게 있어서 오프라

인의 현대사회는 이미 끊임없이 주체들을 체계적으로 소외시켜 왔다. 반면에 인터

넷이나 사이버 공간은 개인이 커뮤니티에 대한 열망이 마침내 실체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한다(Rheingold, 1994). 그는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합리적 담론'과 ‘감정

적 애착'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며, 성취감을 주는 매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감각(the sense of empowering)을 주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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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청년들이 자아의 강력한 내러티브를 계속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며 

토론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Douglas & Poletti, 2014). 인터넷의 중요

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순수하게 하위문화를 물리적,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현

상(Hall & Jefferson, 1976; Hebdige, 1984)으로 간주할 수 없다. 청년 하위문화는 스

타일의 통일(Hebdige, 1984), 장면(Scene)에 대한 지식(Thornton, 2001), 심지어 면대

면 상호작용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청년 하위문화는 거리, 클럽, 축제장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인터넷에 의해 촉진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

며, 이는 사람들에게 ‘공유 사상’의 문화로 비춰질 수 있다(Bennett, 2004, p. 163). 

  21세기 초부터, 온라인 문화연구의 핵심은 점차 참여문화와 융합미디어로 전환한

다. 상문화는 융합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참여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웹2.0

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웹 1.0의 단순한 특징과 비교하여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

어졌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Baym & Burnett, 2009). 젠킨스는 미디어 이용자들

이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변형하고 공유하며 정보를 추구하는 현상을 가리켜 ‘컨버

전스(convergence)’로 개념화하고 상호작용적인 미디어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참여문

화(Participatory Culture)의 특성을 논의하였다(Jenkins, 2006; 김정희원, 김동진 역). 

컨버전스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도달하게 될 종착점이 아니라 다양한 교차에서 발

생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써(Jenkins, 2001, p. 93), 참여성을 핵심으로 

하는 컨버전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미디어 실천에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특징이 

강조되고 때로 여러 개념이 상충되어 나타날 수 있다(Jenkins, 2004). ‘컨버전스는 

테크놀로지, 콘텐츠, 장르 등의 특정한 미디어 하위 영역들 간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융합현상뿐만 아니라 인간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반에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제도

적, 심미적 구조의 해체와 재형성’을 의미한다(김예란, 2008, p. 412). 본 연구는 상

문화 현상의 놀이 참여와 커뮤니티 참여를 분석할 것이며, 온라인 참여이론은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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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컨버전스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도화된 네트워크, 참여문화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와 미디어간의 경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제작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트랜스(trans-)한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젠킨스는 이러한 트랜스 미디어의 

속성을 스토리텔링에 접목하여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

이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면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융합과 전이, 스

토리의 변형과 변주, 수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액션을 강조한다(장해라, 조소연, 

2018). 트랜스미디어 담론은 기존 문화연구의 능동적 수용자(active audience) 연구

의 전통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비판이론적 연구 전통의 고전적 프레임인 미디어에 

의한 권력 은폐문제와 수용자의 능동성 문제, 지배/피지배, 순응/저항 등의 이분법적 

패러다임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김기홍, 2015). 

  온라인 공간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성을 촉진하는 영역으로 

작용되고 있다. 온라인 사용자는 독특한 관심사 때문에 쉽게 만날 수가 있으며 자

신들의 문제를 서로 도우면서 극복해가려는 지원집단이나 참여활동을 형성한다(조

동기, 2016). 또한, 인터넷은 문화 콘텐츠의 소유자 혹은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참여 중심의 환경을 

제공한다. 온라인 상문화는 청년하위문화뿐만 아니라, 놀이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 참여문화이기도 하다. 인터넷 놀이와 상문화의 이미지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하여 아래의 내용은 밈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2. 온라인 밈(Meme)에 대한 연구

  인터넷 밈(internet memes)은 오늘날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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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문화의 표현적 특징을 고찰하는 연구기 때문에, 상문

화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하여 온라인 밈의 기존연구를 살펴본다. 

  인터넷 밈은 쉽게 복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의 형태로 인터넷 밈을 만들어내고 온라인 통해 다른 이용

자들과 공유한다. 일부 학자들은 밈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인 또는 무의미

한 온라인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Katz & Shifman, 2017). 밈

은 단순한 유머나 재미거리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공적인 쟁점이나 사회적 참여를 지

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밈은 이미지와 문화를 결합하여 사람들

에게 전유되고 재편집된다. 밈은 피어투피어식 공유, 협업, 문화 콘텐츠의 재활용과 

같은 디지털 문화의 규범(norms)을 나타난다(Porter, 2013).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다윈의 진화론 원리를 문화와 사회의 진화에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밈(meme)17)을 처음 소개했다. 그

는 새로이 등장한 자기 복제자에게도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

을 함축하고 있는 명사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모방에 알맞은 그리스어의 

어근은 ‘mimeme’을 gene(유전자)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한 단음절 단어 meme

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한다(Dawkins, 1993, p. 308). 일반적으로 밈은 복제할 수 

있는 행위나 의미 구조로, 모방을 의미한다(Spitzberg, 2014, p. 312). 또한 모방은 본

질적으로 사회적 유기체, 집단 또는 시스템이 정보 복제와 의미 파생을 대표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다(Spizberg, 2014). 이론적으로, 특정 밈은 환경

에 근거한 분배를 위해 ‘선택’된다. 인터넷 밈의 경우, ‘선택’의 메커니즘은 주의력

(attention) 또는 돌출정도(saliency)로 생각할 수 있다(Weng et al., 2012). ‘선택’메커

17) Dawkins(1993)는 밈이 마치 생물의 복제성을 가진 유전자처럼 수명(longevity), 산출력(fecundity), 

복제 충실도(copying-fidelity)로 구성되는 복제자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생물 복제

자의 특수한 사례이며, 이러한 밈 적합도(meme fitness)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간 행위자와 동등한 

주체로서 동맹을 맺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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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은 상문화 커뮤니티의 이미지 선택과 사용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인터넷 관찰 경험에 의하여, 밈을 ‘인터넷에서 출현하여 사용자에 의해 형태가 변

형·전용·리코드(recode)되며 인터넷 인프라에 재투입되는 디지털 객체’로 이해할 

수 있다(Nooney & Portwood-Stacer, 2014, p. 249). 이와 비슷한 견해로, 

Shifman(2013, p.367)은 밈을 “개별 인터넷 사용자가 유통, 모방, 변형하는 대중문화

의 단위”라고 정의하여 그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유된 문화적 경험을 창출한다고 밝

힌다. Katz와 Shifman(2017)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의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밈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디지털 커뮤니티와의 강한 연결성(Miltner, 2014), 시각적 

효과의 중요성(Milner, 2016; Seiffer & Dielh, 2018에서 재인용), 리믹스 실천성에 기

초를 두고 있다(Lankshear & Knobel, 2011; Seiffer & Dielh, 2018에서 재인용). 즉 

디지털 커뮤니티는 진화하는 밈을 둘러싼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밈을 변형하고 공유하는 행동에 참여한다. 그 

원인은 단순히 사용자가 인터넷 상호작용과 장난스러운 놀이 과정 속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밈을 생산하고 전유하며 변화하는 과정에는 엄격한 규

칙이 없다. 밈은 그대로 전달되기도 하고 변형되고 진화된 형태로 전달되기도 하다. 

밈의 변이는 구조, 의미,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며, 우연히 진행될 수도 있

으며 의도적으로 진해오디는 경우도 존재한다(Rowe, 1992, p. 478). 참여자에게 놀이

의 결과 보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 놀이는 왜 상

문화 참여자가 밈을 사용하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상, 본 연구는 밈에 대

한 이론적 연구를 이론적 자원으로 이용하여 상문화 표현적 특징, 특히 상문화 이

미지의 표현적 특징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상문화 주체가 밈을 사용하는 원인, 즉 

문화적 의미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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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온라인 하위문화 연구: 잉여문화

  상문화를 더욱 자세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이와 비슷한 문화현상과 관련된 기존문

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비록 사회적 맥락이 다르고 하위문화에서

도 차이점이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온라인에는 비슷한 하위문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상문화 주체는 인터넷 장에서 자신의 상실감과 무력감을 유

머러스하게 표현하는데, 상문화의 ‘상실감’은 한국 사회 맥락에서 최근에 부각한 루

저문화, 잉여문화, 병맛문화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기에 이와 관련된 한

국 루저문화, 잉여문화, 병맛문화 등 담론과 표현성에 관련된 기존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국 상문화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

하여 한국의 온라인 하위문화의 표현성 특징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논의한다. 

  상문화에서 나타나는 의기소침한 태도는 잉여문화 속의 ‘잉여’, 또는 루저문화 속

의 ‘루저’를 떠올리게 한다. 우선, 잉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바우만은 “‘잉여’란 

여분, 불필요함, 무용함을 의미한다. 유용성과 필수불가결함의 기준을 설정하는 필

요와 유용성이 무엇이든 말이다 잉여로 규정된다는 것은 버려져도 무방하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한다(Bauman, 2008, p. 32). 김상민 등 학자

(2013)에 의하면, 잉여문화는 인터넷 하위문화에서 먼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

다. 이전 같으면 존재감을 갖지 못할 행위들이 인터넷의 자동축적성이라는 특성 때

문에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모양새를 타인에게 보여 줄 수 있었다(김상민 

외, 2013, p. 7).  임동진(2012)은 없어도 무방한 잉여‘소통’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에 떠돌아다니고, 무의미한 ‘소통’이 존재의 이유가 되어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들

도 허다하다며 잉여문화를 부정적으로 여긴다. 이와 반대로, 잉여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홍석경과 박소정(2016)는 인터넷 하위문화인 잉여문화 속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88만원 세대의 불안을 배경으로 생성된 먹방 현상을 탐구한다. 

연구자는 “먹방에는 전복적인 가치가 존재하며, 이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공간을 



- 20 -

맥락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형식으로서 기존의 한국사회의 음식문화와 

그것을 매개하는 지배적 방송 미디어문화를 변화시켰다”며 잉여의 힘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홍석경, 박소정, 2016). 

  루저(loser)란 말 그대로 패배자 낙오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루저를 둘러싼 여

러 가지 문화 현상, 또는 예술 작품들을 두고 통틀어 일반적으로 ‘루저문화’라 하기

도 한다. 최지선(2010)은 한국 ‘루저문화’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인

디그룹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악을 분석한다. 그들의 노래에서 ‘루저’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그 가사 속에 묘사되고 있는 화자의 이미지나 이야기가 

‘루저’의 현실 그 자체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장기하(와 얼굴

들)의 노래들은 매끈하고 화려한 주류 음악과 달리,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사운드와 연주를 저예산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레코딩 방식에 의해 탄생한 거친 ‘로

파이(lo-fi)’음악은 때때로 ‘구질구질한’ 룸펜(lumpen)이나 백수의 정서를 드러난다. 

또한 장기하의 노래에 풍기는 ‘루저’ 특징들 - 촌스럽고, 싸구려 같은, 복고적인 특

징을 간주하며 모두 웃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서글프고 자조적이면서도 유쾌한 노

래가사들은 현실의 모습에 통탄하고 분개하다기보다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모

습에 눈에 띈다. 그렇기에 이들이 ‘자발적 루저’로 분류되기도 하다(최지선, 2010). 

  한국의 루저문화는 이미 대중문화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김수아, 김

세은 등 학자들은 한국 <무한도전>을 분석대상으로 재현의 정치학 차원에서 이 프

로그램이 젠더 체계와 관련한 상징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무한도전>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 규범에 대한 위반은 다양

한 방식으로 드러나며 육체적 측면에서의 위반은 못 생긴 외모와 저질 체력이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려진다(김수아, 김세은, 손병우, 윤태일. 2014). 연구결과

에 따르면, <무한도전>의 텍스트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주변적이

고 종속적인 형태의 남성성을 코미디의 형식을 빌려 보여준다. 그렇기에 <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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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텍스트는 양가적이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범을 비틀고 웃음의 요소로 삼

는 것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루저들에게 위로이자 공감을 준다. 역설적이게 헤게모

니적 남성성을 패러디하는 것은 위로의 한편, 규범의 이상성을 역설적으로 강화하

기도 한다. <무한도전>은 남성성‘들’의 재현 정치 입장에서, 한국 가부장제 사회의 

전환과 변화 속에서 반(反)페미니즘 정서는 채택하지 않으면서 남성들의 위기를 재

현하지만 그 위기가 전통적인 남성성으로의 회귀가 아닌, 루저들을 통해서도 극복

되는 것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거여우탕’을 비롯한 상문화 

콘텐츠들도 <무한도전> 남성들과 비슷한 남성성 특징18)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

여, 남성성 부분 연구를 참고한다. 

  병맛문화19)는 새로운 루저문화의 변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병맛 콘텐츠들은 상

대적으로 분량이 짧고 쉽게 재생하며 SNS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더 확장되고 있다. 

병맛만화는 병맛문화와 잉여현상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매개이며 현상을 넘어 장

르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우석훈이 <88만원 세대>에서 짱돌을 들라 외쳤던 

청년 세대의 ‘무기’가 어쩌면 지금의 병맛문화일수도 있겠다(김혜린, 2016). 병맛만

화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언어구조와 서사구조의 방식으로 접근한다. 병맛만화를 

분석하는 서사구조적 방법은 상문화의 밈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참고할 의미가 있

다. 

  김수환은 사회문학적인 현상으로 웹툰을 접근하면서 세대의 감성과 유희적 코드

가 발현된 것이 병맛만화라 지칭하였다. ‘병맛’의 개념이 웹툰 콘텐츠와 결합해 ‘병

맛 만화’가 되는 과정에서 저열한 완성도와 내용 구성상의 어이없음은 일종의 ‘합의

된 코드’로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형식언어’로 기능하고 있다. 저자는 병맛만화가 

18) 상문화의 대표적 이모티콘 ‘거여우탕’을 보면 그 속의 인물 거여우는 <무한도전> 남성성과 비슷하

게 못 생긴 외모와 저질 체력을 갖춘다. 

19) 병맛(‘병신같은 맛’)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유행어로,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기 어려우나, 어떤 대상이 

‘맥락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본래 웹사이트 DC인싸이드 내에서 생겨난 신조어

로,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창작물 중 수준 이하라고 생각되는 것에 조롱조의 답글을 달  

때 사용했는데, 이후 그 대상이 신문 기사나 칼럼,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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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문화적 위상과 시대적 의미를, 그것의 생산과 소비의 적극적 주체라 할 수 

있는 특정 ‘세대’의 문제와 관련시킨다. 저자는 병맛만화를 ‘잉여들의 찌질한 농담’

이상의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성찰성(self-reflective)형태의 냉소라고 판단

한다. 또한 병맛만화는 낄낄대는 웃음이 어느 한순간 씁쓸한 냉소와 교차되는 곳이

며 병맛스러움이 내(우리) 존재의 잉여성에 대한 확인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다

(김수환, 2011). 이 논문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세대론을 통하여 병맛만화 속의 인

터넷 주체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상문화를 연구하는데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 특히 

잉여청년들이 병맛만화를 즐기는 감정이 어떤 것인가의 토론은 본 연구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홍난지와 박진우는 병맛만화 장르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시도로 서사구조와 유

형을 탐구한다. 예측 불가능을 목표로 하는 병맛만화의 서사는 결말의 허무한 반전

을 제외하고도 여러 방법으로 개연성 파괴를 시도하며 예상치 못한 곳곳에 이를 배

치한다. 이러한 시도를 병맛 요소로 부를 수 있을 것이며 병맛 요소는 이를 수용하

는 과정에서 코드화되고 코드화는 다시 반복되면서 유형이 드러난다. 코드유희가 

발생한 유형화된 병맛 요소들은 병맛만화의 개그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가 연구한 사례에서 <이말년 시리즈>는 정치와 사회 풍자, 관찰자 시선으로의 

전환, 전원사망을 통한 갈등요인 소거로 개연성을 파괴하였다. 다른 한편 <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나타난 개연성 파괴의 유형은 서사와 무관한 엉덩이의 등

장, 개연성을 무시한 요소의 지속, 개연성 교란이다(홍난지, 박진우, 2014). 

  N포세대와 헬조선의 맥락에서 창작된 만화 <미지의 세계>를 ‘얼굴의 사회학’이론

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있었다. 김홍중(2016)은 ‘청년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얼굴’에서 웹툰 ‘미지의 세계’의 주인공 조미지20)의 얼굴 표상을 사회학적으로 해석

20) 미지는 일견 ‘미지(未知)’를 연상시키지만, 사실 주인공의 이름 ‘조미지’를 가리킨다. 미지의 부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가족은 빈곤하다.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런 경제적 상황

은 그녀를 구속하는 장애로 작용한다. 미지가 사람들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는 SNS이며 그녀는 자신

의 일상을 블로그에 세세히 올리는데, 그 이유는 타인들의 “관심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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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미지의 사회적 위치와 그 위치에 부합하는 심리적 성향을 분석한다. 그는 

미지의 얼굴 표상의 두 계열을 각각 ‘괴물적 안면’과 ‘사회적 안면’으로 구분하고, 

그 상이한 스타일을 분석한다. ‘사회적 안면’은 그녀가 타자들의 현존 혹은 사회적 

시선 하에서 자신의 얼굴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며 ‘괴물적 안면’은 사회적 시

선의 힘을 초과하는 내적 정념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미지의 우울하고 허

술하고 텅 빈 안면은 그녀의 사회적 존재가 계급, 젠더, 세대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지표들에 의해 중층적으로 결정된 ‘프리케리어스함’을 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저자는 부르디외의 말을 인용하여 미지의 심리적 성향을 분석한다. “오늘의 

취약성(precarite)이 도처에 있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모든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

듦으로써, 합리적 기대와, 특히 가장 가혹한 현재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저항하기 위

해서 필요한,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희망을 금지시키는 것이다.”(김홍중, 

2016) 계급적으로 프레카리아트에 속하며, 젠더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고, 소위 N

포세대의 일원인 미지에게는 이 여러 차원들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이 모순을 

제기하는 세계가 ‘헬조선’이며, 그 핵심에는 꿈-자본이라는 공적 자원의 고갈이 자

리 잡고 있음을 보였다(김홍중, 2016). 저자의 말처럼 얼굴은 소유자의 계급, 젠더, 

세대 등 관점에서 규정되는 사회적 위치와 하비투스의 각인을 내포하고 있다. 상문

화속의 얼굴은 이모티콘과 이미지의 주인공들이며 못 생긴 얼굴이나 엽기적인 표정

을 짓는다. 상문화의 이미지 캐릭터는  <미지의 세계> 주인공처럼 공포적인 얼굴을 

표현하지 않지만 그 정체성과 이면의 불안정성이 담아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논문은 본 연구 분석에 유익하다. 

  중국의 온라인 하위문화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한국의 연구가 중요하다. 그 이유

는 문화적 특성상 한국과 중국은 유교적 사상이 농후하고 의식주와 관습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국의 언론자유가 더 보장되고, 미디어 사용의 범위가 넓

기 때문에, 비교연구의 의미에서, 한국의 다양한 온라인 하위문화는 중국 상문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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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참고할 가치가 많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기존하위문화 이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상문화의 표현성과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려 한다. 이상 한국 청년하위문

화 기존연구는 하위문화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상문화 청년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무엇

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상’스타일을 표현하는 배후 무슨 감정을 토로하는지

도 탐구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4. 상문화 선행연구  

  상문화에 대한 연구범주는 사회심리학적 연구, 사상정치학적 연구,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사회심리학적 연구는 상문화가 유행하는 심리학적 

원인을 위주로 다루었으며(Xiao, 2017; Huo, 2017, Du, 2017), 사상정치학적 연구는 

상문화 주체를 건강한 심리상태로 인도하는 방식을 다뤘으며(Dong, 2017), 커뮤니케

이션 연구는 상문화가 유행하는 미디어환경 요소를 분석한다(Shi, 2017). 기본적으로 

기존 상문화 선행연구는 상문화 주체를 ‘청년’으로 가정한다. 

  우선, 기존연구의 첫 번째 문제점은 상문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처음으

로 상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린 학자는 Xiao(2017)이다. 그는 상문화를 ‘절망적이며 

소극적인 문화’로 확정하며, 이는 후에 Baidu백과사전과 기타 온라인백과사전에 채

택되었다. 구체적으로, Xiao(2017)는 그의 논문 ‘루저부터 거여우탕까지: 사회심리학 

시야하의 인터넷 청년 상문화 연구’에서, 사회심리학지식을 이론기초로 상문화 유행

의 사회적 원인을 설명한다. 그는 상문화의 특징을 종합하여 상문화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상문화는 현재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청년하위문화의 

새로운 양식으로서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정서를 나타난다(XIAO ZIYANG, 2017). 이

와 비슷하게 Zhu(2018)은 그의 논문에서 ‘상문화는 청년집단의 타락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문화기호다’라고 정의한다. Hu(2017), Dong(2017), Jiang(2018), Liu(20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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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역시 Xiao(2017)의 상문화 개념을 인용했다. 이처럼 기존연구에서 상문화

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많은 유사성을 띠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편으로, 이

와 같은 정의는 상문화와 ‘상’감정 이면의 변증법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 다른 한편

으로, 기존연구의 상문화 정의는 상문화의 ‘위험성’을 내세우며 청년들이 문화를 창

조하고 실천하는 능동성을 무시할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문화는 기존 연구

에서 정의된 것처럼 다만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문화’가 아니라, 표현방식이 해학적

이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이런 의미에

서 상문화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상문화에 대한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 집중되었다. Xiao(2017), 

Zhou(2017), Yu(2016) 등 학자는 청년세대이론과 고프만의 연극 이론을 기초로 상문

화 발생의 사회심리학적 요소를 설명한다. 이들의 연구를 통합해 보면, 상문화는 현

대 중국 사회변화기에 처해있는 90후 청년들의 사회심리를 표징한다. 상문화의 유

행원인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첫 째, 청년은 소셜 네트워크

를 사용하여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완곡적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 저자는 고프만의 

오명화(stigma)이론으로 시작하여, 상문화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오명화현상이며 수

동적 오명화에 대한 청년들의 무언적인 저항이라고 분석한다. 상문화는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나며, 청년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벗어나려는 감정이 있다. 셋 째, 상문

화의 유행은 청년의 군중심리 때문이다. 넷 째, 웨이보와 위챗 등 뉴미디어는 청년

들이 의식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식별하며 전달하도록 이끈다. 해당 논문에서, 왜 

상문화의 주체가 90후 청년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왜 청년들은 소셜 네트워크

를 사용하여 완곡적으로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원인적 분석이 부족하

다. 또한, 상문화 청년의 능동적 오명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다시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능동적인 오명화와 집단 무의식을 사

회심리학 차원에서 설명하였고, 상세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다소 자의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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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본 연구 오명화 이론을 동원하지 않았지만, 해당연구의 ‘청년 능동적 참

여’에서 영감을 받아 온라인 놀이문화의 관점으로 상문화를 해석하려 한다. 

  또 다른 사회심리학 측면의 연구에서, Du(2017)는 학습적 무력감21)(learned 

helplessness) 측면에서 상문화를 분석한다. 위의 논문과 동일하게, 저자는 상문화 

주체를 청년으로 가정한다. 저자는 낮은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e), 모호한 자

아개념(self-concept), 부정적인 마인드(thinking set), 낮은 자아효능(self-efficacy) 이 

네 가지 방면으로 청년의 심리를 분석한다. Du(2017)는 상문화 이면에는 학습된 무

력감이 존재하며, 청년의 무기력과 의기소침 담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청년

의 심리적 인센티브는 생활환경과 삶의 압력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지

탱할 만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동시에, 저자는 상문화는 아이러

니의 형태와 기능을 나타나고 청년들 사이에 독특한 ‘자아 아이러니’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자조와 아이러니를 이용해 감정을 토로하고 비교적 부드러운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표현한다. 힘든 환경 속, 삶의 고난과 풀리지 않는 의혹에 직

면했을 때 사람들은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이를 대처하고 해학의 언어와 

반어법으로 마음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한다. 해당논문은 학습된 무력감으로 시작하

여 상문화가 형성된 원인을 설명하며, 청년의 ‘아이러니’ 개념을 제시했다. 우선, 레

토릭은 본 연구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해당연구는 한 페이지 

가량의 내용으로 한 가지 수사법으로만 상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상문화 콘텐츠는 

이미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

구는 아이러니 수법뿐만 아니라, 더 풍부한 레토릭 수법을 활용하여 상문화의 수사

형식을 설명할 예정이다. 

  Dong(2017)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상문화 청년의 심리상태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21) 학습된 무력감: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과 동료 연구자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회피 학습을 

통하여 공포의 조건형성을 연구하던 중 발견한 현상이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

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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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선 버밍엄하위이론의 스타일 개념을 이용하여 상

문화의 브리콜라지 특징을 설명한 후, 청년의 양호한 사회적 심리상태를 육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에게 교육의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정보를 판단

하는 능력과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한다든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활용하여 

청년의 긍정적인 사회적 심리상태를 끌어낸다는 내용 위주다. 해당 논문은 상문화

를 분석하는 내용이기 보다는 정치적 설교의 의미가 비교적 강하다. Dong(2017)은 

버밍엄하위문화이론의 브리콜라지 개념을 참고하며 상문화에서 출현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보잭홀스맨은 ‘말과 사람의 결합체’이며 브리콜라지의 성질을 띤다고 주장한

다. 해당논문은 브리콜라지의 개념을 잘 못 이해하였으며,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예

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점을 보완하며, 하위문화이론 개념을 사용하며,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 방면으로 상문화 스타일을 풍부한 설명을 시도한다. 

  Jiang & Li(2018), Xie(2018), Deng(2018), Liu(2018) 등 학자는 상문화를 소극적인 

문화로 간주하며 청년의 가치관, 일상행위 등 방면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

한다. 그들은 청년을 건강한 심리상태로 인도하는 몇 가지 방면을 제시한다. 

Jiang(2018) 와 Xie(2018)는 상문화를 청년의 정신을 부식하는 문화라고 간주하며, 

긍정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나아가 청년문화의 조화, 질서를 발전시킬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한다. Deng(2018)와 Liu(2018)는 상문화의 시정과 선도는 사회와 매체

의 협력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유

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언론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건설을 강화하

고, 긍정에너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총체적으로, 상문화는 최근 유행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 하위문화이기 때

문에 상문화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이론적 연구·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며, 풍부하

지 못하다. 기존연구는 몇몇 현상만 열거하는 수준에서 상문화의 특징을 묘사하며 

이는 상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전부 전시 못하는 점에서 아쉽다. 또한 방법론 차



- 28 -

원에서 체계적인 분석틀과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

려고 노력하며,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우선, 기존연구는 상문화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퇴폐한 문화’의 관점에

서만 집중한다(Li, 2018; Dong, 2017; Zhu, 2018; Pang, 2018).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상문화가 발생된 사회적 맥락, 상문화의 함의, 온라인 전파방식, 콘텐츠

의 다양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상문화 개념을 재정의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존연구의 시점은 대부분 심리학에 제한되어 있으며, 논문의 동질성

이 크다. 하지만 연구 시점을 지탱하는 양적 데이터가 부족하며 현상을 열거하는 

점에서 설명력이 떨어진다. 기존연구는 세대론을 응용하여, 상문화를 90후 청년의 

문화로 제한했다(Pang, 2018; Li, 2018; Du, 2017). 세대론을 응용한 논문은 상문화를 

90후 청년의 문화로 환원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데이터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데이터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문화에 관련된 양적 데이터와 

상문화 커뮤니티 텍스트를 기반으로 상문화 참여자의 인구학적특징을 유추할 것이

다. 

  세 번째, 기존 문화는 상문화 참여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상문화를 본질

적으로 ‘악’의 문화로 여긴다(Dong, 2017; Deng, 2018; Xiao, 2018; Shi, 2017). 이는 

온라인 하위문화에서 참여자의 능동성과 상문화의 적극성을 무시하는 가능성이 크

며 연구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몇몇 연구는 상문화의 소극적인 감정

이 청년에게 일으키는 불량한 심리적 반응을 비판하며 사회주의의 올바른 가치관을 

내세우며 건강한 청년 육성방법을 제안한다(Wei, 2017; Dong, 2017; Ma, 2018). 본 

연구는 온라인 참여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문화의 참여성을 다루며, 이 과정에

서 상문화 참여자가 어떤 요소를 선별하여 상문화를 구성하는지를 토론할 것이다. 

또한 상문화의 적극적인 특성을 제시하며, 이를 ‘악’의 문화가 아니라, 참여성과 다

양성으로 구성한 재미의 문화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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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째, 기존연구에서 후기하위문화이론과 온라인 하위문화이론의 관점에서 상문

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물다. 몇몇 기존연구는 버밍엄하위문화이론의 세대이론과 

구조이론을 응용하여 상문화를 분석하는 시도를 했지만 상문화의 세대적 논증과 구

조적 차이에 대한 논증이 불명확하다(Pang, 2018; Zhou, 2017). 그리고 현실적인 조

건의 변화로 더 이상 1950년대 말, 1960~1970년대 영국의 버밍엄하위문화로서 청년

문화가 갖는 계급의식과 세대의식의 절합 지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전거로 중국 온

라인 하위문화인 상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졌다. 이러한 차원

에서 후기하위문화이론과 온라인 하위문화를 인용하여 상문화를 더 진지하게 탐구 

할 가치가 있다. 

  이상, 본 연구는 레토릭 방법을 응용하여, 하위문화이론의 틀과 온라인 참여문화

이론을 바탕으로 상문화를 관찰하고 분석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상문화를 접근하

는 방식과 응용되는 이론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큰 차이점을 보여줄 것이다. 개념적 

부분에서, 본 연구는 상문화 현상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정리하여 표현방식, 전파특

징, 참여자 특성, 콘텐츠 내용 등 방면으로 체계적으로 상문화 개념을 재정의 할 것

이다. 상문화 참여자의 주체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통계수치와 커뮤니티 텍

스트로 상문화 참여자의 인구학적특징을 유추하여 중국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설명할 예정이다. 온라인의 상문화 참여자는 밈, 텍스트, 커뮤니티에 부여한 태도로 

그들의 독특함을 드러낸다. 상문화의 표현적 부분에 있어서,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미지, 은어, 행동 세 방면으로 고찰할 예정이며, 이 부분은 기존 후기하위문화이

론과 온라인 하위문화연구, 예를 들어, 인터넷 밈에 대한 연구와 한국 루저문화 연

구를 유용하게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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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상문화 청년들은 그들만의 스타일을 이미지와 캐릭터,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자

의식’과 ‘정체성’을 드러난다. 오프라인 하위문화 단체들은 복장, 헤어스타일, 사용

하는 언어 등을 통해 주류문화와 스스로를 구별짓고 주체성을 구축한다. 온라인 공

간은 오프라인과 다른 면이 있지만 인터넷은 단지 소통의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온라인에게는 개인의 인격과 주체성이 조형되고 성장하며 때로는 상실되거나 소멸

되기도 하는 기호-생태학적 공간인 것이다(김수환, 2015). 그 공간 안의 어떤 장소

(place)이 그곳을 오가는 이들의 분쟁이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집단적 거주의 장소

로 나타날 때, 당연히 그 장소는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상문화 이

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웨이보와 같은 상문화 담론공간은 하위문화의 ‘장면’에 해당

되며 콘텐츠를 이해하는 것이 상문화의 표현성과 참여자가 상문화를 통해 전달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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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aidu Big Data에 따른 ‘상’에 대한 검색 트랜드(2016.7-2018.7)

  

그림 8 Baidu Big Data 미디어보도부분에 따른 ‘상’ 검색 트랜드(2016.7-2018.7)

  바이두지수의 빅데이터 트렌드를 따르면 ‘상문화’는 2016년 7월 초에 처음 부상하

고 여태까지 파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룬다. 중국 정부차원에서 선도하는 ‘긍

정에너지’ 담론을 대항하여 나타난 ‘부정에너지’ 담론에 이어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 ‘상문화’ 콘텐츠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긍정에너지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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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동력과 감정을 말하며 사회생활에서 긍정적인 행위 또는 

자기계발을 뜻한다. 이 단어는 2016년 전부터 정치적인 차원에서 차용되었다. 시진

핑은 여러 차례 연설에서 긍정에너지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주류 매체

에서도 자주 긍정에너지를 사용했다. 정치적으로 올바름 담론은 긍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그와 반대의 담론들은 부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상문화 콘텐츠는 부정

에너지 담론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상문화 콘텐츠 속에는 유머러스하고 해

학적 감정이 담겨 있기에 이것을 단순한 부정에너지 문화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

다. 위에 검토된 선행연구는 상문화와 90후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상문화와 90후 청년의 연관성을 증명할 데이터가 

부족하며 연구결과의 유사성이 크다. 또한 온라인 참여문화이론, 하위문화이론과 레

토릭 분석방법으로 상문화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상문화의 표현적 특성에 더 깊이 

탐구 할 학술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하위문화이론과 온라인 참여문화이론, 잉여문

화와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상문화의 스타일과 그 이면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그림 9 Baidu Image에 따른 ‘상’에 대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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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1: 최근 부상하는 온라인 상문화는 어떤 사회맥락에서 형성된 스타일이

고 어떤 특징을 지닌 문화적 표현(expressivity)인가?

  

  연구문제1에서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실천하는 인터넷 상문화는 어떤 이미지(밈, 

캐릭터), 언어(은어), 행동을 통해 표현되며 상문화의 스타일과 문화적 특징이 무엇

인지를 살펴본다. 흔히 참여자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밈, 이미지와 이모티콘에서 상

문화를 발견할 수 있으며 특정 인터넷 공간에서도 상문화 담론과 감정적 표현은 게

시글 또는 댓글을 통해 발생한다. 연구문제 1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문화 스타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자가 상문화 스타일과 문화적 표현을 구조화하는 이면에 어

떤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레토릭 분석방법을 기

반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언어, 캐릭터, 이미지 및 참여자의 행동방식을 밝힐 예정

이다. 

  연구문제2: 온라인 상문화 주체는 어떤 문화적 의미를 실천하는가?

  연구문제1을 바탕으로 상문화 참여자들의 실천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연구문제2를 제기한다. 즉 상문화 참여자가 스타일을 창조하며 실천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하위문화에서 경험, 

표현 그리고 의미작용 사이의 관계는 일정하지 않기에 연구문제2는 가치 있는 질문

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문제2의 방향은 연구문제1 중 상문화 참여자가 스타일을 구

축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상문화 참여자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나 침밀감을 형성하

는 방식을 토론할 예정이다. 안상욱(2011)은 그의 논문 중, 한국 루저문화에서 나타

나는 자조적 유머가 남성성을 비판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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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큰 역할과 효과는 자기방어라고 간주한다. 상문화도 해학과 유머를 통해 

참여자들의 비판과 불만을 표현하지만 이는 한국 루저문화의 웃음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 즉 남성성에 대한 비판보다는 계급속성에 대한 비판이 더 크다고 보인다. 참

여자들이 상문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해답하려면, 

우선 참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감정을 표출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알아보는 

것이 연구문제2의 핵심이다. 

제2절 연구대상

  앞서 서술하다시피 상문화는 온라인 공간과 인터넷 장소에서 발생하며, 상문화 

참여자는 이미지 공유과 텍스트적 담론 공유를 통하여 상문화 표현적 특징을 구성

한다. 이미지 공유는 밈, 이모티콘, 캐릭터 등을 포괄하며 서사적 공유는 인터넷 게

시글, 댓글 등을 포함한다. 스타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아래와 같이 이미지 연구대상과 언어적 연구대상 2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이미지 연구대상 속에서 문자 내용이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관련 이미지와 캐릭터

를 동일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분석한다. 

1. 이미지 추출

  중국 인터넷 대중문화나 하위문화가 활약하는 영역은 단연코 소셜 미디어이며, 

그 중에서도 바이두와 웨이보에서 상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바이두 이미지와 웨이보를 연구 관찰의 장으로 선정하여 상문화

와 관련된 콘텐츠를 선출하고 분석하려 한다. 

  우선 바이두 이미지를 연구대상 추출의 장으로 선정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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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미지는 수용자의 수요에 따라 총 8억 개 중문 웹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추출하

는 중국 최대 이미지 창고다22). 이처럼 바이두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는 검색엔진이며 바이두 이미지도 역시 가장 포괄적이고 이미지 데이터가 많은 사

이트다. 또한, 바이두 검색의 알고리즘은 사이트의 총체적 신뢰수준, 웹 사이트의 

독창성, 웹 사이트 브라우징 시간, 웹 사이트 이탈률, 웹 사이트 이미지 처리, 코드 

최적화 등을 포함하는 규칙에 따라 랭킹를 진행한다(Ma Han, 2015). 바이두 이미지 

검색엔진 속에서 얻은 내용들은 상술 알고리즘 표준에 맞춰 미디어 이용률과 사용

회수가 가장 많은 관련 이미지를 선출하기 때문에 상문화를 검색하면 유통률이 가

장 높은 이미지들이 나온다. 그리고 검색되는 바이두 이미지를 클릭하면 소스 페이

지로 돌아가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지와 관련된 맥락과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추론

할 수 있다. 이는 후속 분석 작업에 유용한 기능이기도 하다. 종합적인 이유들로 봤

을 때, 바이두 이미지 검색엔진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적합한 자료추출 공간이

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우선 바이두 검색엔진에서 기간을 2016년 7월 

24일부터 2018년 7월 24일 까지 2년의 기간을 선정하며 상문화와 관련된 키워드 

‘상’을 입력한다. 시작점을 2016년 7월로 선정한 원인은 문제제기에서 서술하다시

피, 상문화의 대표적 이모티콘 ‘거여우탕’이 그 시기에 나타났기 때문이며, 그 후로 

상문화가 발효하며 더 큰 영역으로 전파하여 청년하위문화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찰 종료기간을 2년 이후의 2018년으로 둔 이유는 2년 기간 내에 상문화의 

스타일은 점차 안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 기간 속에서 관찰과 연구는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떄문이다. 

   

22) 이는 바이두 백과사전에 의한 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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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바이두 이미지 검색 엔진에서 ‘상문화’와 관련 검색결과

  바이두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결과 중, TOP 100개의 이미지 내용들을 다운로드하

여 재정리와 코딩작업을 진행한다. 100개를 추출한 이유는 상문화 밈과 이미지는 

동질성을 띤 내용이 많고 이미지 이용률이 가장 높은 100개를 코딩한 후 카테고리

에 따라 분류하고 계속 질적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10는 Baidu Image에서 ‘상’을 검색한 이미지 결과이며 1-39까지의 부분적 결

과다. 같은 방법으로 1-100까지 이미지를 수집하여 시리즈와 카테고리 별로 분류한

다. 분류 기준은 새드프로그, 슬픈생선과 같은 시리즈들은 각각 카테고리로, 그리고 

아이와 고양이와 같은 이모티콘 또는 이미지는 시리즈가 없기에 각 아이카테고리와 

고양이카테고리에 분류한다. 초보적으로 코딩한 결과는 그림11와 같다. 

  코딩 결과에 따라 총 100개의 이미지 중, 어린이시리즈 7개, 고양이시리즈 17개, 

버섯머리시리즈 8개, 아보카도시리즈 5개, 생선시리즈 4개, 새드프로그시리즈 5개, 

중국 영화드라마 캐릭터 8개, 외국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14개, 기타(시리즈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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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없는 이미지) 32개로 나눈다. 그 중, 버섯머리시리즈, 아보카도시리즈, 생선

시리즈, 새드프로그 시리즈는 모두 동일한 캐릭터로 표현된 이미지들이며, 어린이시

리즈와 고양이시리즈 그리고 영화드라마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각각 다른 캐릭터들

로 구성되었기에 캐릭터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상문화 이미지를 고

찰하고 스타일의 구성과 표현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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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상문화 이미지 코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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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및 언어 추출

  상문화 이모티콘, 밈에 대한 연구는 상문화 이미지의 표현적 특징 분석에 유용하

다. 이 외에 상문화 속 공통적인 정서를 담은 텍스트 또는 언어도 상문화 스타일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스타일의 구성과 참여자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발생한 상문화는 SNS를 통해 크게 확산되면서 웨이보, 

DOUBAN(豆瓣)갤러리와 ZHIHU(知乎)갤러리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참여자가 

자발적 상문화 공동체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웨이보 ‘매일1상’ 커뮤

니티는 관련 담론 생산과 참여률이 높아 상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 되었

다. 

  DOUBAN(豆瓣)갤러리와 ZHIHU(知乎)갤러리에서도 상문화 담론이 적극적으로 이뤄

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웨이보 ‘매일1상’ 커뮤니티를 상문화 텍스트의 추출장

으로 선택한다. 그 이유는 DOUBAN(豆瓣)갤러리와 ZHIHU(知乎)갤러리보다 웨이보 

‘매일1상’ 커뮤니티에서 참여자수와 상문화 담론 생산이 가장 활발적으로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웨이보 ‘매일1상’ 커뮤니티는 총 3289만번 뷰와 4.9만개의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참여자는 상문화와 관련된 이미지, 게시글, 댓글, 영상 등을 올리며 

커뮤니케이션과 실천을 진행한다. 웨이보 ‘매일1상’ 커뮤니티의 데이터가 많은 이유

로, 본 연구는 게시글 및 댓글을 추출하여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인 추출방법은 아

래와 같다.

  웨이보 커뮤니티 검색창의 특성으로 최대 50페이지 제한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

하자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게시물을 검색한 후, 최신 50페이지 내용들만 전

시한다. 보다 공정한 추출을 위하여, 상문화가 발생한 2년의 기간을 24개(24개월)의 

단위로 분할한 후 시간제한을 1달 단위로 전시된 페이지 속에 임의적으로 2개 게시

물 표본을 추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웨이보 ‘매일1상’ 커뮤니티에서 전시 기간을 

‘2018년 6월 30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달의 간격으로 설정하여 나오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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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게시물속에 2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6년 7월 24

일’부터 ‘2016년 8월 24일’까지, ‘2016년 8월 24일’부터 ‘2016년 9월 24일’까지와 같

은 방법으로 한 달 단위로 24번 검색을 반복한다. 그리고 총 48개의 게시물을 추출

하여 후속 분석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래 그림12 예시는 2018.6.30.-2018.7.31까지 기

간선택 후 얻은 첫 페이지 결과다. 

    

그림 12 #매일1상# 토픽 추출예시

제3절 연구방법: 레토릭

  레토릭(rhetoric)은 일반적으로 ‘화술’, ‘말하기기술’을 의미한다. 서양 최초의 수사

학 교과서를 쓴 고대 수사학자 코락스(B.C. 5세기)가 사용한 그리스 용어 ‘Technè 

rhétorikè(수사기술)’을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rhétorikè(수사학)’이라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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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줄여 사용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정의한 첫 번째 이론가들 중 한

명이자, 그의 정의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영향력이 있다(Lucaites, Condit,& Caudell, 

1999; 나민구, 2006에서 재인용, p. 36).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은 “각각의 특정한 

상황에서 유용한 설득의 수단을 찾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의 정의는 설득의 초

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이론가들과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자들이 스타일, 아이디어의 합의

와 전달 및 논증의 증명과 같은 다양한 수사학적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관찰하였

다. 이 외에, 퀸틸리아누스(B.C. 35-95)는 ‘bene dicendi scientia(말을 잘 하는 학문)’

이라고 했으며 20세기 프랑스어 사전 Le Petit Robert(1981)에도 ‘artde bien parler

(말 잘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Olivier Reboul, 1992; 박인철 역, 1999). 

  현대 수사학 이론가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는 커뮤니케이션의 동의어로서 

일체화(identification)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969년에 그는 수사학을 “상징에 대한 

본질적 반응으로 의미를(beings)의 결합을 촉진하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언어의 사

용”(Burke, 1969b; 이영훈, 2007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했다. 한편 영국의 권위 있는 

영어사전 Oxford English Dictionary(2017)에서는 레토릭(rhetoric)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The art of using language effectively so as to persuade or influence others, 

esp. the exploitation of figures of speech and other compositional techniques to 

this end”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

용하는 기술, 특히 수사법이나 언어의 구조적인 형식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는 것 

  즉, 레토릭(rhetoric)은 말이나 글이라는 언어적 매개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

거나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학은 동양에서도 뿌리 깊은 연원을 추적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先秦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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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206)의 문헌에서 수사학이 발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 왕조사의 기

나긴 흐름과 함께 현재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발전하여 왔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면서 중국현대수사학 이론이 적립되었고 21세기로 넘어선 지금도 끊임없이 주변학

문과의 긴밀한 합작을 연출하며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나민구, 2006).

  중국에서 수사(修辞)란 개념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선진(先秦)시대( - BC. 206)

의 ‘역경(易经)’으로 “修辞立其诚”（수사는 정성에 의해 다듬어 진다）이란 문장이 

나온다. ‘수’는 ‘수식하다’, ‘사’는 ‘말’이라는 뜻으로 수사란 “말을 수식하다”란 의미

가 된다. 언어학적으로 해석하면 수사란 ‘언어형식을 선택하여 표현효과를 높이는 

행위’이고 수사학이란 ‘언어형식을 선택하여 표현효과를 높이는 행위를 연구하는 학

문’을 지칭하게 된다. 

  수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해(辞海)에서 수사를 ‘의도에 따라 각종 어문

재료와 각종 표현수법을 운용하여 글 쓰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는 일종의 활동’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한어어법수사사전(汉

语语法修辞辞典)에서 수사란 “특정한 사상내용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제재상황에서 

채취한 것을 적용하여 언어를 운용하는 방법, 기교 혹은 규율이다.”라고 하였다. 이

상 수사학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수사란 “말하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

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적절한 언어형식을 선택하여 표현효과와 그 미적효과를 

높이는 활동”이다. 

  한국학자 김욱동(2003)은 ‘수사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수사

법을 67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예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 67가지를 각각 소리

에 따른 수사법, 의미전이에 따른 수사법,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 감정에 호소하

는 수사법, 상호텍스트적 수사법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23).

23) 다섯 가지 분류 각각 하유분류된 수사법은 다음과 같다: 1. 소리에 따른 수사법—중간휴식법, 가음

법, 약음법, 두운법, 모운법, 말운법, 각운법, 의성법, 의태법, 호음조법, 오음조법, 2. 의미전이에 따

른 수사법—은유법, 직유법, 환유법, 제유법, 의인법, 의물법, 반어법, 역설법, 모순법, 동음이의법, 이

음동의어법, 쾌사법, 회오법, 상징법, 점층법, 점강법, 급락법, 연쇄법, 제시법, 추가법, 생략법, 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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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주요 직유법(simile, 直喻), 은유법(metaphor, 隐喻), 과장법(夸张, 

hyperbole), 인유법(allusion, 引喻), 쌍관법(pun, 双关), 반어법(irony, 反语) 등 방법을 

활용하여 상문화 스타일을 분석한다. 

  비유법은 언어를 사용하는 특수한 방법이며 비유적 언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일

상적 어법이나 표준적 어법과는 다르게 특수한 효과나 의미를 이루기 위해 사용한

다는 뜻이다(편집부, 2018). 비유법에는 직유법, 은유법, 인유법 등 이 있다. 

  직유(simile)란 두 가지 사물이나 관념을 ‘같이, 처럼, 듯이, 인양, 같은, 만큼’ 등의 

연결어로 결합하여 표현하는 비유이다. 두 사물을 직접 비교한다는 뜻이 있지만, 상

사성이나 유사성을 토대로 두 사물이 표면적인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편집부, 2018, p. 254). 

  은유(metaphor)란 직유와는 달리 비유사성 속에 유사성을 인식하는 정신행위를 

의미한다. 곧 metaphor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은유는 어떤 사물에 적합한 이름이 다

른 사물로 전이됨을 뜻한다. meta는 전이를 뜻하고 phor는 의미론적 움직임을 뜻하

는 말이 결합된 말이 메타포다(편집부, 2018, p. 259).

  인유(allusion)는 잘 알려진 시가, 문장, 어구, 인명 등을 알맞게 인용하여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살리는 비유법을 말한다. 인유는 그러한 역사적 문화적 혹 그것이 

사실이든 허구적이든 인물과 사건 그리고 어떤 작품의 구절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

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편집부, 2018, p. 340). 인유법은 일반적으로 ‘패러디’라고

도 알려져 있는데, 이 수사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재활

용해야 한다(나민구, 2004, p. 60). 

  과장법(hyperbole)이란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형용하는 

법, 쌍서법, 4.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법—영탄법, 돈호법, 의문법, 설의법, 문답법, 자문자답법, 부정

법, 환어법, 과장법, 완서법, 곡언법, 완곡법, 위악어법, 용어법, 현실버버, 예변법, 숫자풀이법, 글자

풀이법, 5. 상호텍스트 수사법—인용법, 인유법, 경구법, 속담법, 고어법.



- 44 -

가장 기본적인 수사법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유를 사용하여 생동적인 효과를 

전달한다. 중국수사법에서는 ‘寄饰’ 또는 ‘夸张’이라고 말한다(나민구, 이수진, 2016, 

p. 47-50). 

  쌍관(pun)이란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 발음이나 의미의 도움을 받아 동시에 두 가

지 이상의 대상을 지칭하여 이중의 의미를 드러내는 수사방식으로 정의된다(이승훈, 

2017). 이중의 의미란 표면적으로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저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기표의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의를 각각 표층의미와 심

층의미라고 부른다면, 쌍관에서 표현되는 의미의 중심은 표층의미에 의해 촉발 연

상되어 산출된 심층의미에 있다. 심층의미는 표층의미가 특정한 문맥 속에서 의미

전이를 통해 구현된 것이다(이승훈, 2017).

  반어법(irony)는 누군가의 발화나 생각, 상황에 반향적 특성을 보이며, 발화 자체

의 축어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 사이에 반대 관계나 모순 관계를 보이는 표현들을 

뜻한다(한길, 2005). 반어법 실현은 음운적, 굴곡적, 어휘적, 통사적, 화용적 층위 등

에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이루진다(한길, 2005). 

  이상, 본 연구는 직유법, 은유법, 과장법, 인유법, 쌍관법, 반어법 등 다양한 레토

릭 방법을 활용하여 상문화의 표현적 특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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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상문화의 사회적 맥락과 개념적 재정의

제1절 상문화의 사회·문화적 맥락

1. 상문화는 누가 만들고 누가 소통하는가

그림 13 상문화 참여자 거주지역 및 랭킹 TOP3: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Baidu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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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이라는 상황에서는 상문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찰 과정에서 읽었던 댓글과 인덱스 데이터와 거기서 추측되는 참여자의 

생활조건, 이와 관련된 맥락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문화 주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바이두 인덱스 데이터에 의하면 상문화 참여자는 대부분 중국 화동지역24)과 화남

지역25)에 분포되어 있다. 더 자세히 보면, 유저들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항저우, 심천, 우한, 중경, 장사, 시안에 집중되어 있다. 즉, 상문화 참여자들은 대부

분 일선도시26)와 신일선도시27)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상문화 참여자들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분포되어 있다. 

그림 14 상문화 참여자 연령분포 및 성별 분포(Baidu Index)

  기존연구 중, Pang(2018), Dong(2017), Du(2017) 등 학자는 상문화 참여자의 연령

을 20대, 즉 90후 청년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인덱스에 의하면, 상문화 유저의 연

령분포는 대부분 10대부터 40대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20대와 30대 유저

들이 총 70%를 차지하며 인구수가 가장 많았다. 상문화의 성별분포를 살펴보아, 

24) 화동(华东)은 중국의 6대 중국지리대구의 하나로서 동부 지방이다. 행정구역상으로 산둥성, 상하이

시, 한후이성, 장쑤성, 장시성, 저장성, 푸젠성이 포함된다. 

25) 화남(华南)은 중국 대륙의 남부 지방을 가리킨다. 행정구역상으로 광둥성, 하이난성과 광시좡족 자치

구를 가리킨다. 

26) 일선도시(一线城市)는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된 도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북

경, 상하이, 광저우, 선전을 가리킨다. 

27) 신일선도시(新一线城市)는 기존 일선도시에 미치지 못하지만 각 지역을 넘어서 주변 도시 및 해외에

까지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15개 도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청두, 항정, 우한, 중

경, 난징, 텐진, 쑤저우, 시안, 장사, 선양, 칭다우 등 도시를 가리킨다. 



- 47 -

60%의 유저가 여성이고, 40%의 유저가 남성이다. 해당 통계수치는 상문화를 90후 

청년문화로 가정하는 전제로 시작한 기존연구를 반박한다. 후기하위문화이론에서 

‘청년’에 대한 느슨한 정의에 의하면, 온라인 상문화의 주체를 청년으로 볼 수 있

다. 다만, 본 연구는 상문화 주체를 90후 청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2017년 6월, UC 빅 데이터28)에서 발표한 <상문화 보고서29)>에서도 역시 바이두 

인덱스와 비슷한 상문화 인구학적특징을 보여준다. 상문화 연령분포에서 30대 즉 

80후는 약 50% 가까이 차지하며, 90후를 대표하는 20대는 35%를 차지한다. UC 보

고서는 80후는 ‘집에 부양하는 노인과 어린아이(上有小, 下有老)’가 있기에 상문화 

참여자에서 가장 큰 비례를 차지한다고 원인을 제시한다. 

그림 15 UC 빅 데이터 상문화 보고서, 상문화 참여자 분포(2017)

28) UC 빅 데이터는 UC 브라우저 데이터를 수집하여 만들어졌다. UC 브라우저의 글로벌 월 활성화 사

용자는 4억 명을 돌파했으며, 분기별 활성화 사용자는 6억 명을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터넷 

트래픽 모니터링 기관인 StatCounter의 데이터에 따르면, UC는 이미 세계 랭킹 3위에 들어섰다. 

https://baike.baidu.com/reference/1902688/e795J1EhNhY1YsgzzkfP228TVYa-ZAQEtsEB6gS_6tuTV9evT

_IUf4wDFrKCU99pJ7yhCnQazY1PAqwP8JAz9MgNvVn_ec0smVXgKL0ZRbZw6V8

29) <상문화 보고서> 보도 출처: https://www.digitaling.com/articles/37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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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에 의하면, 상문화 참여자의 직업은 IT, 뉴미디어, 광고, 공무원, 교사 등 방

면에 분포되어 있다. 위의 도표(그림15)를 보면, 상문화 참여자에서 IT&인터넷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25.03%), 광고 미디어 관련 직

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20.06%이며,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5.88%이다. 이

에 이어서, 개인경영자는 9.66%, 교사직원은 8.26%, 의료인원은 7.04%, 공무원은 

6.41%, 금융 관련 종사자는 3.31%, 공인은 3.1%, 방송매체 종사자는 0.8%, 과학연구

인원은 0.43%를 차지한다.  

  우선, IT&인터넷산업에 종사하는 상문화 참여자가 가장 많다(25.03%). IT&인터넷 

직업의 특징은 학력과 전문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업무강도가 높다. <2018 

IT&인터넷 직업 보고서>의 데이터30)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서 39% 종사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7% 종사자는 전과(전문대학)31) 학력을 취득하였으며, 27%의 종

사자는 고등학교 졸업하였다. 나머지 5% 종사자는 석사 학위, 2%는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다. 또 다른 구인사이트 데이터32)에 따르면 IT&인터넷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45.2%의 시급은 2.9$-7.2$ 사이에 집중하며, 18.8%의 시급은 7.2$-14.6$ 사

이에 집중한다. 전 업종에 비해 고임금 구간의 인원수가 비교적 많고, 저임금 구간

의 인원수가 비교적 낮으며, 사회 평균 시급보다 높다. IT산업과 인터넷 산업은 발

존 속도가 비교적 빠르며 프로젝트 수요가 많은 원인으로 종사자의 효율과 야근을 

더 많이 요구한다. 

  두 번째, 광고 미디어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상문화 참여자가 20.06%를 차지한다. 

광고 미디어 관련 직업33)은 주로 카피라이터(26.8%), 기획(24.6%), 크리에이티브 디

자인(20.8%), 고객 서비스(18.3%)로 분포되어 있다. Didi에서 발표한 <2016년 광고 산

30) https://www.docin.com/p-2120929871.html

31) 전과(专科)학교는 응용적 전문교육을 가르친다. 이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고직(高职)은 고등 직업 

기술학원, 그리고 대전(大专) 또는 고전(高专)이라고 줄여 부르는 고등 전과 학교다. 이들은 학위증서

는 주지 않고 졸업증서를 준다. 

32) 구인사이트 Zhi Lian Zhao Pin(智联招聘)에서 통계한 자료(https://36kr.com/p/5272225)

33) <2018년 광고미디어 산업 임금 보고서>: https://www.digitaling.com/articles/94863.html?10646594



- 49 -

업 야근 데이터 보고서34)>에서 중국 10대 광고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

하면, 평균적으로 광고 회사의 야근 시간이 길다. 광고업 종사자 퇴근 시간을 조사

한 결과, Ogilvy회사 퇴근 시간은 밤 10시 37분이며, Blue 회사의 퇴근 시간은 밤 

10시28분, Leo 회사의 퇴근 시간은 밤 10시14분이며, 매달 야근 횟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차례로 Edelman(7.7일), JWT(7.4)일, Ogilvy(6.9일)이다. 광고업체 종사자의 임

금 만족도에 대한 조사35)에서, 대부분의 사람(45.4%)들은 자신의 임금이 평균 수준

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34.3%는 평균 수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13.6%의 

종사자는 자신의 임금이 평균 수준보다 아주 낮다고 생각한다. 즉 광고업체 종사자

는 비교적 긴 시간의 야근과 자신의 기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UC 보고서는 통계수치에 의하면, 상문화 청년의 ‘상’스러운 원인을 중년기 위기

(midlife-crisis), 치솟는 집값, 996근무제36), 야근 등 요소로 분류한다. 이와 비슷하게, 

SOHU에서 보도한 <직업 야근 자료37)>에서도 역시 중국에서 야근이 가장 심한 업종

은 IT&인터넷과 금융, 문화 미디어 산업이라고 밝힌다. 즉  IT&인터넷 업계에 종사

하는 25%, 광고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20%의 상문화 청년들이 중년기 위기, 집

값, 비인도적인 근무제와 야근에 시달린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세 번째, 상문화 참여자에서 학생이 15.88% 차지하며, 지역적 수치와 연령분포 수

34) Didi 2016 광고 산업 야근 데이터: https://www.meihua.info/a/68346

35) <2018년 광고미디어 산업 임금 보고서>: https://www.digitaling.com/articles/94863.html?10646594

36) 996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뜻이며 제일 먼저 IT업계에서 

나타난 개념이다. 2019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된 ‘996.ICU’ 프로젝트를 통해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996.ICU’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주 6일 근무를 하다가는 ICU(intensive 

care unit, 중앙집중치료실) 병원 중환자실에 간다는 것을 말하는 뜻에서 지어진 말이며, 잔업이 많

고 비인도적으로 가혹한 중국 근무시스템을 뜻한다. 심지어 996보다 더 혹독한 근무형태도 존재한

다. ‘8117근무’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14시간, 휴일 없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다. 2019년 알리바바 내부 토론회에서 마윈 회장은 996근무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언을 했다. 

“젊었을 때 996을 안하면 언제 하겠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을 뛰어넘지 않는데, 어

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 반드시 12*12 이상을 했을 겁니다.” 사실 996근무제의 제

일 큰 문제점은 무료야근이다. 현재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넘지 않고 매주 평균 노동

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일주일 중 1일 휴일을 보장되어 있다. 잔업시간은 하루 3시간을 

넘기면 안 되며, 매월 36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대도시 IT업계의 상황을 보

면, 잔업과 야근의 시간이 점차 늘어지고 있다. 996근무제와 무료 야근은 개인의 완전한 희생을 원

한다. 

37) SOHU보도: https://www.sohu.com/a/192967791_79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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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결합하여, 대부분 학생은 대학생인 가능성이 가장 크다. <2019년 중국 대학생 

취업 보고서38)>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학년도 학부 졸업생의 고용직 비율은 

73.6%로 5년 연속 감소했으며, 전과 졸업생의 고용직 비율은 82%로 2014년보다 

1.5% 떨어졌다. 일선 대도시 ‘북상광심39)’의 취업률은 2014년 25%에서 2018년 21%

로 계속 하락했고, 졸업 초기 ‘북상광심’에 취업한 졸업생은 3년 내에 떠나는 비율

이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구체적인 데이터는 2011년도 18%부터 2015년도 24%로 

높아졌다. 이는 대도시에서 청년 취업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표명한다. 

  중국 학계에서는 대학 졸업생이 대도시에 남아 생활하는 현상을 ‘개미족(蚁族)’ 

또는 ‘베이표40)(北漂)’라고 칭한다. ‘개미족’이라는 용어는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공

공관리학원 리엔쓰(廉思) 교수가 대학을 졸업한 뒤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20대 젊은

이들의 삶을 기록한 책에서 유래했는데, 그의 설명에 의하면 개미족은 고학력, 저임

금, 집단 거주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이 약소하지만 지능이 

높고 무리를 지어 사는 개미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황경진, 2010). 

한국 학계에서 개미족을 중국판 88만원 세대라고 주장하기도 하다. 

  개미족은 상문화 빅데이터에서 제시한 수치와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개미

족도 역시 ‘북상광심’에서 공부하고 취업하는 20대·30대 청년들이며, 그들의 고민

도 취업, 집값, 근무환경 등에 집중되어있다. 개미족의 대부분 인원은 고학력 취득

자지만 대도시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상문화 주체와 개미족의 상

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에서는 개미족의 학력, 직업, 소득, 주택 등

에 관련하여 중국 대도시 유동청년세대의 곤경을 살펴본다. 

38) 2019 중국 대학생 취업 보고서: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9/6/427353.shtm

39) 북상광심: 베이징(북경), 상하이, 광저우, 선전(심천)을 칭하는 단어다. 

40) 베이표(北漂)는 지방에서 베이징으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외지인, 즉 베이징에서 생활하지만 호

적(户口)이 없는 청년을 뜻한다. 베이표는 베이징(北京)을 뜻하는 北자와, 표류하다는 뜻의 漂자가 

합쳐진 단어로, 베이징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선전이나 상하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선표(深漂), 호표(沪漂)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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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문화와 개미족의 상관관계: 대도시 유동청년의 곤경

  리엔쓰는 ‘개미족’ 연구팀과 함께, 총 3차례의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다. 처음 조

사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두 번째 조사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째 조사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다. 

  2009년 ‘개미족’에 대한 2차 조사에 따라, 리엔쓰는 개미족을 대도시의 ‘재직빈곤

자(在职贫困者)’로 정의한다. 개미족은 우선 세대 간 빈곤을 겪게 된다. 조사 보고에 

의하면, 개미족은 대부분 지방 농촌 상경했으며, 부모 학력별로 응답자의 아버지가 

중졸 및 이하인 경우가 49.2%였고, 부모는 대부분 농사를 지신다. 80%이상의 개미

족은 빈곤층 부모를 가진 빈곤층인 빈자 2세(窮二代)이며 대부분의 설문대상자의 출

신가정 연소득은 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이중희, 2011). 따라서 개미족은 가족

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수입과 사회적 자원을 얻기가 어렵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개미족은 대부분 고학력 빈곤이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 4년제 대졸자가 

54.1%, 민간 전문대, 민간 4년제 대졸자(전문대학)가 37.3%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1.6%로 나타났다. 

  개미족 중 대부분은 직업(전임, 겸임, 인턴, 프리랜서 등 포함)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실업과 반실업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황경진, 2010).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전문기술자, 상업서비스업, 사무원, 기술자 및 일반근로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문기술자가 전체의 46.2%로 가장 많았고, 상업 서비스업이 31.9%로 그 뒤

를 이었다(리엔쓰, 2010). 남성의 경우 인터넷 유지보수, 프로그래밍 등 전문기술업

종의 종사자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 고객서비스, 판매 및 직원 등 상업서비스업과 

사무직 종사자가 많았다. 해당 조사 결과는 UC <상문화 보고서>에서 나타난 상문화 

참여자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IT&인터넷과 광고업체에 종사하는 인원 데이터 수치

와 맞물린다. 

  대부분의 개미족은 사/민영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국가기관 및 국유사/기업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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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는 인원은 단지 11%에 불과했다. 이는 개미족의 고용안정성이 비교적 불안정하

고,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엔쓰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사업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개미족의 비율은 32.2%이고, 

조사 대상자 중 38.5%는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경진, 2010). 또한, 사회보장 방면에서 조사 대상자 중 과반수 이 

상에 해당하는 57.5%는 실업보험, 양로보험, 의료보험 등 3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였

고, 5.6%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37.0%는 3대 보험을 하나

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

고 있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 신규채용을 억제하면서 노동력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개미족이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 열악한 근로조건

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황경진, 2010). 또한, 개미족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생활 등 풍부한 경험이 부족하여 사용

자와의 노동력 거래 에서 실질적 불평등에 직면하게 되어 이러한 현상이 가중된 것

으로 해석된다(황경진, 2010). 

  2013년도, ‘개미족’에 대한 3차 조사 보고41)에 의하면, 개미족의 월평균 소득은 

4000위엔(한화: 약 67만원)이며, 리엔쓰는 “4000위엔은 이미 빈곤의 기준을 초과했기

에, 개미족은 더 이상 빈곤자가 아니라 ‘청년 유동 대졸생 집단’으로 정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미족의 소득은 아직 중산층과는 거리가 멀다. 대도시에

서 개미족은 집을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평균 주택면적은 31.31m2이며, 대조적으로 60%의 개미족의 거주 주택은 20m2

이다. 리엔쓰에 의하면 주택문제는 취직문제 보다 사회분화와 사회계층화를 구성하

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2010년, 중국사회과학원 정책연구센터 비서장인 탕쥔(唐鈞)은 중국의 중산층을 다 

41) 3차 조사 보고에 관련된 보도: http://f.china.com.cn/2014-09/09/content_3346039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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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세 가지 기준으로 파악하였다(이중희, 2011). 첫째, 소득과 재산이다. 최소한 자

가용차와 주택(주택담보 대출 구입 포함)이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은 5,000위안 이상

이어야 한다. 둘째, 직업명성이다. 셋째, 자아인식과 귀속감이다. 하지만 개미족은 

대도시에서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높은 물가를 감당하는 청년들이기에 중국 중산층 

기준과 거리가 멀다. 물론 상문화 참여자에서 IT&인터넷, 광고업, 금융업 등 직업명

성이 높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의 대부분 사람들은 대

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고 지방의 친척 또는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귀속감이 결여된다.

그림 16 Wealth thresholds and wealth shares in China, 2015

  그림 16은 2015년 중국의 빈부격차를 반영한 데이터다. 데이터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의 TOP10 인구가 사회의 67.4% 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40%의 중산층은 26.2%의 부, 50%의 중하층은 6.4%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 54 -

대도시의 빈부격차와 계급고착화는 유동청년에게 가치관의 위기를 초래했다. 

Hu(2007)는 소비주의, 허무주의,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사상들이 사람들의 내면에 가

득 차 있다며 사회의 문화현상을 비판한다. 계급고착화는 대도시 유동청년이 더 높

은 계층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막았으며 계층상승 속도가 점차 완화되어, 부모세대처

럼 개인적인 노력만 의지하여 부를 쌓고 계층을 뛰어넘고자 하는 희망이 점차 희박

해지고 있다. Hu에 따르면, 생존의 문제, 실업문제, 주택문제, 자녀 양육문제와 노후

문제는 대부분 노동계급의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곤경이며 경제적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상문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완벽하게 확정할 수 없지만, 빅 데이터와 보고

서, 논문 자료를 종합으로 관찰 및 분석해본 결과, 상문화 참여자는 대부분 대도시

의 유동청년 즉 개미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한다. 특히 그들은 지방에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 들어와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 후 대도시에서 취직하

거나 취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그들은 지방 출신 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고학력자

이며 IT&인터넷 업체 또는 미디어 서비스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만, 대도시의 

높은 물가, 집값(임대비)을 감당해야 하며 부모세대의 대물림, 도움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그 중 대학생은 갈수록 어려운 취업상황을 마지하게 되며, 직장인

은 996근무제와 같은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에 처한 상황이다. 대도시에서 정착하고 

싶은 그들은, 한 편으로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재물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인간관계에서 귀속감이 떨어진다. 

  본 연구는 상문화 참여자, 상문화 현상, ‘상’자의 의미 세 가지 방면으로 상문화 

개념을 재정의한다. 아래의 내용은 상문화 현상 및 변화된 과정과 ‘상’자 의미의 전

환 과정을 정리해본다. 

제2절 상(丧)자의 개념적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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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문화 현상 및 변화

  2016년 여름, 인터넷 하위문화 상문화현상의 서막은 웨이보 ‘거여우탕(葛优躺)’42)

으로 먼저 시작됐다. ‘거여우탕’은 1993년 중국 가족시트콤 ‘내 사랑 우리 집'에서 

17번째 에피소드 ‘불청객'의 한 대목에서 비롯됐다. 배우 거여우가 맡은 역할은 계

춘생이라는 백수이며 늘 남의 집에서 얹히고 사는 버릇이 있다. 17번째 에피소드에

서, 친구는 계춘생을 자기 집으로부터 쫓아내려 했지만, 계춘생은 자신의 죽음으로 

친구를 위협하며, 결국 친구는 중국 무술 ‘점혈수43)'로 계춘생을 제압했다. 그 후, 

계춘생은 시체마냥 소파에 계속 누워있고 텅 빈 두 눈과 무표정의 얼굴로 천장을 

바라본다. 그림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여우는 꽃무늬 옷차림을 하는 대머리 아

저씨다. 그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외모와 차림새로 소파위에 푹 누어있으며 초점 없

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본다. 청년들은 거여우처럼 소파에 앉아있는 희망도 내일도 

없는 폐인 상태를 ‘상’자로 표현했다 . ‘거여우탕’의 우스광스러운 캐릭터와 공허적

인 분위기는 단번에 청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인터넷 하위문화—상문화가 시작

되었다. 청년들은 거여우탕에 공감하며 자신의 삶도 이처럼 허무하다고 경탄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거여우탕 폐인’ 또는 ‘상청년’이라 호명하기 시작했다. 이로

부터 거여우탕은 신세대 무기력의 대명사가 되면서 인터넷 하위문화—상문화의 서막

을 열었다.

42) ‘거여우탕’에서 ‘거여우’는 배우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탕(躺)’은 중국어에서 누어있다는 뜻으로 쓰

여진다. 

43) 중국 전통 권법에서 손가락으로 점혈하며 혈도를 막히게 하는 작용이 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하여 ‘점혈수’ 씬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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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1993년 시트콤의 ‘거여우탕’ 이미지

  

  거여우탕 이미지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에 의해 대량 공유되며 널리 

사용되었다. 거여우탕 이미지가 풍기는 특유한 무기력, 공허감과 ‘상’적 감각은 참

여자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기존 이미지 위에 ‘일하고 싶지 않

다’, ‘공부하기 싫다’, ‘나는 거의 폐인이 되었다’ 등과 같은 텍스트들을 추가하여 다

양한 이미지를 재창조한다. 상문화 참여자는 거여우탕을 통해 자신이 생활의 중압

감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무기력한 상태 표현하며 이를 빈번히 사용하게 되었다. 

이 후, 보잭홀스맨, 바비 힐, 새드 프로그, 상고양이 등 이미지와 이모티콘도 상문화 

밈의 새로운 출처가 되면서 상문화 참여자의 일상 채팅과 사교생활에 유행해졌다. 

      

그림 18 상문화 밈: 보잭 홀스맨과 바비 힐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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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상문화 밈: 새드 프로그와 상 고양이 캐릭터

  거여우탕에 이어 보잭홀스맨(BoJack Horseman)이 참여자의 시선을 끌었다. 보잭

홀스맨은 넷플릭스에서 자체제작한 성인 애니메이션이다. 그 이야기는 한물 간 연

예인 보잭 홀스맨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미국 할리우(Hollywoo)를 배

경으로 펼쳐진다. 동물과 인간이 합쳐진 수인 형태의 인물들이 주로 등장하며, 인간

도 종종 있다. 주인공 홀스맨은 한물간 연예인이며 재기를 노리지만 항상 일이 꼬

인다. 상문화 참여자는 홀스맨이 전달하는 ‘노력과 고통은 의미가 없고 사람은 이기

적이기에 현재를 즐기자’라는 가치관을 공감한다. 원작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보잭홀

스맨 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한다. 

  바비 힐의 캐릭터의 출처는 미국 성인 애니메이션 <킹 오브 더 힐(King of the 

Hill)>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심슨네 가족들(The Simpsons)과 비슷한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가족 코미디이지만 중국에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중국 상문화 참여

자가 바비 힐을 밈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캐릭터가 전달하는 ‘상’적 감각 때문

이다. <킹 오브 더 힐>의 등장인물 중, 바비 힐은 ‘거의 유일하게 순진한 아이로 보

통 아이들처럼 말썽도 피우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다처럼 넓다. 가족 관련

된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을 엄청나게 느낀다’라고 소개 되었다. 그림 18를 보면, 

외적으로 순진한 바비 힐은 담배를 물고 염세적인 표정으로 허공을 보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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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 앞에는 팝콘과 수많은 담뱃갑들로 쌓여있다. <킹 오브 더 힐>을 시청하지 

못한 상문화 청년들에게도 바비 힐의 이미지는 다소 모순적일 것이다. 어리고 통통

한 아이가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자세와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바비 힐

의 앳된 외모와 성인적인 자세 사이 모순과 반항정서를 발견하며 이를 상문화의 스

타일로 전유한다. 

  이 외에 새드 프로그와 상고양이도 상문화 청년들이 애용하는 캐릭터 들이다. 새

드 프로그는 맷 퓨리(Matt Furie)작가의 2005년 만화 <Boy’s Club>의 등장 캐릭터 

이다. 이는 임팩트 있는 슬픈 표정 덕분에 영미권 사이에서 자주 쓰는 밈 중 하나

가 되었고, 2016년 자연스럽게 중국 인터넷의 상문화 대표 밈으로 편입되었다. 새드 

프로그의 캐릭터는 대부분 보잘 것 없고 짠해보였다. 그림 19중, 상고양이는 웨이보

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기 밈이며, 위의 기타 밈과 마찬가지로, 상청년 참여자는 고

양이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하여 새로운 밈으로 재생산 및 재사용하게 된다.

  이미지와 텍스트 외에, 상문화는 영상과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상문화 참여자는 

영화 또는 드라마 내용들을 재편집하여 새로운 의미를 담음 영상들을 만든다. 흔히 

슬프거나 서정적인 배경음악에 사람이 우는 모습, 이별하는 모습, 우울의 모습, 상

처를 당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영상을 혼합적으로 배치 편집하여 상감정을 표현한

다. 아래의 그림20은 상문화 참여자가 편집한 영상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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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상문화 영상

  상문화 음악의 대표적인 예시는 상해레인보우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다. 2016년 거

여우탕이 유행해짐에 따라, 상해레인보우합창단은 7월 28일에 <몸이 텅 빈 것 같

아44)(感觉身体被掏空)>라는 곡을 발표하였다. 인터뷰에서 작곡가 김성지(金承志)는 

거여우탕을 보며 영감을 얻어 곡을 빨리 쓸 수 있었다고 말한다. <몸이 텅 빈 것 

같아>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의 생활과 모순적인 

심정을 묘사한 곡이다. “나는 개처럼 힘들어, 18일 동안 화장을 못 지웠어, 렌즈도 

2년 반 동안 썼어, 그리고 나는 점점 뚱뚱해져...”라는 가사는 직장인을 개에 비유하

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며, “18일 동안 화장을 못 지운/렌즈도 2년 

반 동안 썼음”의 내용은 과장법으로 회사의 착취를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이처럼 

상문화 참여자는 음악을 통하여 현실 생활의 곤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상문화 콘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문화 참여자는 콘텐츠 창작의 영향력을 점

차 확대하면서 웨이보, 바이두, DOUBAN45)(豆瓣), ZHIHU46)(知乎)에서 자발적으로 상

문화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고 상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웨이보 ‘매일1상’ 

커뮤니티, ZHIHU 상문화 갤러리, 바이두 상문화 갤러리는 상문화 콘텐츠 생산과 상

44) <몸이 텅 빈 것 같아> 현장: https://www.youtube.com/watch?v=XFaQwZyPOZQ

45) 중국의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 문화 컨텐츠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

46) 중국 지식 공유를 주제로 한 모바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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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참여자 교류를 위한 중요한 커뮤니티와 온라인 플랫폼이다. 웨이보 상문화 커

뮤니티 사용자수 총 6369명, ZHIHU 상 커뮤니티 사용자수 총 15385명, 바이두 상 

커뮤니티 사용자수 총 38149명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상문화 계정이 많았다. 예를 

들어 웨이보 상집(丧集)계정의 팔로어수는 275만명, 상구관(丧句馆)계정의 팔로어수

는 65만명, 상구봇(丧句bot)계정의 팔로어수는 51만명이다. 

  정리한바와 같이, 상문화가 발생하는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다. 2016년 7월, 처음

으로 웨이보에서 나타난 거여우탕은 상문화 참여자의 시선에 들어서면서, 거여우탕

은 블랙홀스맨, 새드프로그와 같은 밈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온라인 하위문화—상문

화의 서막이 열었다. 참여자는 상문화 이미지와 텍스트를 창작하며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게 되었다. 

2. 상(丧)자의 의미 변화

  상문화의 개념 재정의는 그 핵심 ‘상’자를 이해하는데 있다. ‘상’은 중국 고대 중

국어부터 ‘sāng(평성)’과 ‘sàng(거성)’ 두 음이 각각 다른 뜻을 나타낸다.

·상(sāng):

❶ 명사로, ‘상례(丧礼), 상사（丧事）’라는 뜻이 있다. 

  ‘노선공은 제나라에서 상례를 치른다（公如齐奔丧）’——좌전·선공십년（左转·宣

公十年）

❷ 명사로, ‘사람의 시체’ 또는 ‘사망자의 시신’을 뜻한다. 

‘포신은 전사하고, 조조는 포신의 시신을 찾지만 실패한다（鲍信战死，操购求其丧不

得）’ ——자치통감·한헌제초평삼년（资治通鉴·汉献帝初平三年）

❸ 동사로, ‘장례를 치른다’라는 뜻이다. 

‘양생생상(养生生丧)’—— 과인지우국야（寡人之于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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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sàng):

❶ 동사로, ‘도망’을 의미한다. 

‘도망자는 인자한 부모님 밖에 소중한 것이 없다(丧人无宝，仁亲以为宝)’—— 예기·

단궁하（礼记·檀弓下）

❷ 동사로, ‘잃어버림, 버림’의 뜻이 있다.

‘현자는 사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贤者能勿丧耳)’——과인지우국야（寡人之于国也）

❸ 동사로, ‘죽음’, ‘멸망’과 같은 소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국 멸망했으니, 제국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五国既丧，齐亦不免矣)’——육국론(六

国论)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 비교를 통해, 상문화의 ‘상’은 ‘상사/상례’와 같은 뜻과 무

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상(sàng)문화는 거성으로 발음한다. 고대 중국어 

‘상(sàng)’으로부터 오늘날 하위문화 용어까지 변하는데 있어서 대략 두 차례의 변

화를 거쳤다. 

  고대 중국어에서는, ‘상’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그 의미는 모두 뚜렷하

게 부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현대 중국어는 고대 중국어의 언어 시스템의 특징

을 이어받아, 많은 2음절어가 파생되었다. ‘잃다, 없애다’47)라는 동사의 의미를 유지

하면서, ‘기분 저하, 실의’48)라는 형용사적 의미도 이어졌다.  고대 중국어와 마찬가

지로, 현대 중국어에서의 ‘상’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의 언어적 색채를 띠고 있다. 

‘상’자가 하위문화 용어가 되기 전까지, 일상용어에서 단일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낮았다. 

  현대 중국어에서 ‘상’의 언어적 함의선별과 용법의 변화를 거쳐, ‘상’은 부정적 의

47) 상의 ‘잃다, 없애다’ 동사 단어: 丧尽天良，丧命

48) 상의 ‘기분 저하, 실의’ 형용사 단어: 懊丧，颓丧



- 62 -

미를 벗어나, 인터넷 용어 대열에 합류하여 새로운 청년하위문화의 대명사로 변하

였다. 언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하위문화 용어로 사용되는 ‘상’은 완전히 다른 언

어적 색채를 보여준다. ‘상’은 현대 중국어의 ‘잃다’의 뜻과 점차 분리되어, ‘기분 저

하, 실의’의 뜻을 이어왔으며, 언어 사용 중 ‘묘망, 권태, 진취적이지 않음’ 등의 의

미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에서, ‘상’은 ‘퇴폐적, 진취를 바라지 않는’ 이

미지와 ‘재수 없는, 운이 나쁜’ 상태를 표현하며 ‘비상, 낙담’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상문화의 ‘상’자의 사용 중, 겉으로는 위축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생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자조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림 21 ‘상’자의 문화적 의미 변화

  ‘상’의 의미변화는 인터넷 빅 테이터를 통해 직관적으로 관찰 할 수 있다. 그림21

는 바이두 검색엔진에서 ‘상’자의 의미변화를 나타난다. 2016년 7월 이전까지, 바이

두로 ‘상’자 검색어 결과는 ‘상례제도’, ‘중상’, ‘치상감사문’ 등 장례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다. 2016년 7월 인터넷 ‘상문화’가 나타나기 전, ‘상’문화는 계속 장례

문화로 분류되어 왔다. 반면, 검색 시간 기본값을 ‘2016년 7월’부터로 설정하고 검

색한 결과 상문화와 관련된 웹사이트 내용들이 다수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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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늘, 너는 상했나?’, ‘상문화는 무엇인가?’, ‘오늘 많이 상하나?’ 등이다. ‘거여우

탕’과 함께 나타난 인터넷 상문화의 의미는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원래의 

의미를 뛰어 넘어 독특한 담론과 행동, 표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상문화

는 더 이상 장례문화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아닌, 생활현상과 문화현상을 더 

지향하는 단어로 변화한다.

  위와 같이 ‘상’은 사회적 맥락과 사용 장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다. ‘상’의 새로운 의미는 겉모습이 절망적이고, 마음은 슬프며, 정신력이 약한 상문

화 참여자의 자아표현, 자아풍자 행위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3. 상문화 개념 재정의 

  아직 학계에서 상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상문화 주체, 상문화 현상, ‘상’자의 의미변화 등 방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상문화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첫째, 상문화 참여자는 주로 중국 대도시에 분포된 유동 청년들로 구성한다. 그들

은 주로 20대·30대(90후·80후) 청년이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일

선 대도시에서 IT&인터넷, 광고 미디어, 학생 등 직업에 종사한다. 통계결과와 빅 

데이터에 따라 유추한 결과, 상문화 참여자의 곤경은 취업, 주택, 야근 등과 관련이 

깊다. 

  둘째, 상문화 담론은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 다양한 구성 부분을 포함한

다.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시는 특이한 캐릭터 및 밈(이모티콘)이며 텍스트의 대표적

인 예시는 각 커뮤니티에서 생산된 텍스트, 게시물, 댓글이다. 음악과 영상의 대표

적인 예시는 상해 레인보우 합창단에서 창작한 상문화 음악 시리즈49)가 있다. 상문

화 담론은 생활 속의 무기력과 우울함을 유머러스한 표현방식으로 표현한다. 

49) 《张士超你到底把我家钥匙放在哪里了》、《感觉身体被掏空》、《春节自救指南》 등 음악 시리즈.

https://www.youtube.com/channel/UCC3EcrXH6Wu1-iu8dqDw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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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상문화는 인터넷 소셜 플랫폼을 바탕으로 뉴미디어 웨이보, 위챗을 통해 빠

르게 유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웨이보, 바이두, DOUBAN, ZHIHU와 같

은 영향력이 큰 소셜 커뮤니티에서 상문화 참여자 커뮤니티가 점차 생긴다는 점이

다. 

  위에서 유추한 상문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 상문화 현상 발전변화, ‘상’자의 

의미변화 등 특징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상문화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상문화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초로 하여 급속히 확산되었고, 주로 대도시 90후·80후 고학력 

빈곤자 유동청년에서 유행하고 전파되는 온라인 하위문화이다. 이는 이미지, 문자, 

음악, 영상의 다양한 구성 부분을 포함하여, 우울하고 무기력한 문화적 표징을 핵심

으로 오락화의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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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문화의 표현성

  이 장에서는 상문화 개념에 의하여 상문화의 표현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우선 상문화의 표현성은 밈(meme)과 관련이 깊다. 온라인 상문화 참여자는 밈을 상

호작용의 수단으로 여긴다. 대체적으로 밈은 이미지적인 부분과 언어적 부분이 함

께 출현하며, ‘거여우탕’과 같은 전형적인 상문화 밈은 중복 사용, 전유, 리믹스, 변

형의 과정을 겪는다. 후기하위문화이론가의 비판처럼 연구자는 하위문화를 단지 스

타일로 환원하는 것은 위험하다(Bennett, 2004; Muggleton, 2000). 상문화 밈은 다양

하고 중국 80년대 드라마,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 한국 예능 캐릭터 등 복잡한 요소

들로 뒤섞여 있으며, 참여자들의 밈 스타일 사용과정은 Muggleton(2000)이 제시한 

‘픽 앤 믹스(pick and mix)’ 에 가깝다. 또한 인터넷 밈 문화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강한 유대관계가 있기에(Miltner, 2014), 상문화 밈에 대한 이미지·텍스트적 분석은 

상문화 참여자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존 하위문화 스타일 이론의 틀

은 비주얼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 언어적인 요소로 구성되며, 본 연구는 이런 틀

을 빌려, 상문화를 아래와 같은 3가지 특면에서 고찰한다: 첫 번째는 상문화 밈의 

비주얼적 특성, 두 번째는 상문화 참여자의 행동방식, 세 번째는 상문화의 언어적 

특성이다. 

제1절 상문화 밈의 표현성

1. 조야함과 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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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문화에서 비주얼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밈과 일상생활 채팅과정

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으로 조성한다. 이모티콘은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로서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를 묘사하기도 

한다(문주은, 김다솜, 김예진, 2019). Hall(1976)의 정의에 따르면 기호 기능을 가진 

다른 기호와 함께 조직되어 의미를 갖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리, 단어, 이미지 또는 객체는 모두 언어에 속한다. 이로서 밈에 대한 레토릭 분

석도 성립한다. 이모티콘 또는 밈(meme)은 이미지, 캐릭터, 언어로 조직되어 생산하

며 어떤 정서, 관념과 이념을 전달하고 있다(한동준, 최성배, 김영수, 2019). 

            

그림 22 상문화 거여우탕 밈과 건어물시리즈

         

              

그림 23 상문화 어린이 시리즈와 고양이 시리즈

  우선, 상문화 밈에서 관찰된 특징은 이미지의 조야함이다. 흥미롭게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모티콘에 비해 상문화 이모티콘 또는 밈은 언어적 텍스트 부분을 



- 67 -

제외하고 이미지 자체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아주 제한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

문화 이미지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채팅할 때 사용되고 있는 이모티콘은 해상도가 비교적 높으며 그림이 정교롭고 움

직이는 이미지(GIF, Graphics interchange Format)가 많다. 즉 일반적인 이모티콘을 

제작하는데 시간적 투여와 정보처리기술의 투여가 많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웰-메

이드(well-made) 이미지다. 이와 비교했을 때, 상문화 밈과 이모티콘은 세련되지 못

하고 조야하며 촌스러운 특징이 있다. 

  관찰에 따라, 상문화 이미지는 그리는 기교나 촬영의 기교가 별로 없었으며 ‘대

충’ 만들었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거여우탕 밈은 1993년 시트콤에서 캡

쳐된 이미지기에 해상도가 낮으며 그 뒤로 패러디하고 재창작된 이미지들도 마찬가

지였다. 어떤 참여자는 일부러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잉여스러

움’을 표현하기도 하다. 건어물시리즈도 단지 몇 개 중복된 눈물 흘리고 있는 물고

기의 이미지만 있을 뿐이며 생산과 창작의 난이도가 낮다. 또는 어린이 시리즈나 

고양이 시리즈를 관찰하면, 이들은 동영상에서 캡쳐된 해상도가 낮은 사진이거나 

기교 없이 찍은 사진들이다. 

  상문화 참여자가 사용하는 밈은 반 ‘웰-메이드’ 경향이 있다. 참여자는 일상생활

에서 사람들이 쓰지 않은 또는 폐기된 소재를 재활용하며 상문화의 이미지를 만든

다. 바우만(2008)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완벽성에 있으며, 완벽성은 변화가 목적을 

다했고 따라서 이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웰-메이드 그림체와 이미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중들이 바라볼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거나 

귀엽거나 아름답다. 그러나 상문화 참여자는 ‘아름다운’ 그림체를 원하지 않고, 조

야하며 정서표현이 완전히 다운되거나(허공을 바라보는 건어물, 눈이 처진 고양이), 

또는 완전히 폭발하는(엉엉 울고 있는 애기, 눈물이 가득 찬 새드프로그), 어떻게 보

면 촌스러운 이미지를 원한다. 그들은 모두 피로에 찌든 모양새를 보이거나 우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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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표현한다. 한병철(2012)은 <피로사회>에서 소진(Burn out)을 타자의 차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우울증의 귀결로 본다. 그에 의하면, 규율사회는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당위의 부정성)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다

면, 성과사회는 ‘뭔가를 할 수 있다’거나 ‘무한정 할 수 있다’(능력의 긍정성)를 중심

으로 돌아가는 사회이다. 상문화 밈의 조야함은 성과사회의 ‘소진’상태와 연관된다. 

  상문화 주체가 처해있는 곳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대도시며, 거기

에는 알리바바, 텐선트, 바이두와 등 신흥 IT&인터넷 회사가 발전하는 곳이다. 즉 

유동청년들이 처해있는 대도시는 무한경쟁과 성과를 요구하는 곳이다. 2019년 알리

바바 내부 토론회에서 마윈 회장은 996근무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언을 했다. 

“젊었을 때 996을 안하면 언제 하겠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을 뛰어

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 반드시 12*12(시간) 이상을 

(일)했을 겁니다. 다들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고 자신의 직

업에 자부심을 느끼세요.” 그가 말하는 996근무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

주일 6일 동안 근무하는 제도이며, 이미 중국 각 신흥 기업에서 묵인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도시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요구하는 곳이다. 신자유

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념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

한 효율성의 증대를 추구하는 정치경제적 체제이자 사회문화적 규범체계로 일컬어

진다(서동진, 2011). 한병철(2012)에 의하면, 성과사회는 신자유주의 사회이며, 긍정

성의 사회로서, 그 긍정성이 과잉된 결과 소진과 우울증 같은 것이 나타난다. 성과

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다. 피로는 폭력이며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공동의 삶, 모든 친밀함을,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하

기 때문이다(한병철, 2012, p. 67). 상문화 주체는 대도시의 고학력 잉여이며 사회에

서 요구하는 긍정에너지에 지쳐있다. 잉여로 되는 것은 완벽함으로 되기를 포기 하

는 것이며, 쓰레기로 되는 것이기도 하다(Bauman, 2008, p.21). 상문화 주체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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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잉여스러움’을 표현하면서 ‘잉여짓’을 자조와 웃음을 자아내는 놀이로 만든다. 

  두 번째, 상문화 밈이 탄생하는 과정은 참여자들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맥루언이 핫미디어(hot media)와 쿨미디어(cool media) 개념을 제시하며 주어진 정보

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구조의 미디어와 수용자 자신이 능동적으로 정

보전달에 개입하는 미디어로 분류하였는데 미디어에서 참여적이냐 비참여적이냐의 

구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McLuhan, 1964; 김성기, 이한우 역, 2002). 맥

루언의 미디어분류에 따르면, 상문화 밈에 사용되는 소재(예를 들어 거여우탕 오리

지널 이미지)는 쿨미디어에 해당된다. 상문화 이모티콘, 밈들은 해상도가 낮기에 많

은 사람들의 실천적 참여를 요구하며 청년들은 기존 이미지 위에 모호한 정보를 보

충할 내용을 채우게 되는 과정에 참여한다. 상문화의 초기 밈과 이모티콘의 형태가 

쿨미디어이기에 청년들이 재창작 및 재생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청년들은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며 기존 이미지의 함의를 넓히고 심지어 뒤집

는다. 그림 23처럼, 상문화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린이 시리즈와 

고양이 시리즈의 기존 이미지는 인터넷 사진 또는 예능동영상에서 캡쳐된 사진들이

다. 청년들은 기존 울고 있는 어린이 이미지 또는 슬픈 고양이의 이미지 위에 텍스

트를 추가하여 표현적 함의를 넓혔다. 그림 24를 보면, 고양이는 분명히 슬픈 표정

을 하고 있지만 텍스트는 ‘얼굴에 온통 행복하다고 쓰였다’라고 추가되면서 반어적 

서사를 통하여 ‘나도 어쩔 수 없는 심정’을 표현한다. 상문화 밈이 생성되는 과정에

서 능동적인 참여자들은 개별 콘텐츠를 단서로 공유하고 텍스트를 선택, 조합, 확산

시키며 동일한 맥락을 가진 상감정을 구현하거나 완성시키는 협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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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온 얼굴에 

행복하다고 쓰였다’

  

  특히 상문화 이모티콘의 재창작 과정에서 언어적 정보와 메시지가 이룬 작용은 

다른 테마의 이모티콘 또는 밈의 언어적 작용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처음 거여우

탕 이미지를 접하거나 혹은 1993년 시트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여우탕의 

‘상’감정과 명확한 뜻은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생명의 끝

까지 누워있자’와 같은 텍스트를 추가하고 재창작된 거여우탕 이미지는 해당 시리

즈와 상문화 확산에 큰 도움을 준다. 이 외에, 건어물 시리즈, 어린이 시리즈와 같

은 상문화 이모티콘 시리즈는 텍스트의 특성이 분명하다. 텍스트의 작용은 이미지

의 단순 감정을 더 높은 층위로 이끈다. 예를 들어, 건어물 시리즈와 어린이 시리즈

에서 캐릭터들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텍스트와 수반되는 참

여자의 자아풍자와 유머가 섞인 ‘상’감정을 드러나는 눈물이다. 이처럼 상문화 이미

지는 텍스트의 추가와 함께 의미가 점차 명확해지며 수신자가 정보를 명확하고 충

분하게 이해하게끔 만든다. 하지만 상문화 이미지의 재창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미가 점차 고착화되며 참여자의 창작이 계속되더라도 내적 함의는 기본적으로 동

의반복이 되며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포화상태에 이룬다.  

2. 무기력함: 남성성과 부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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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문화의 시작은 거여우탕에 비롯되었으며 그 뒤로 홀스맨, 바비 힐, 건어물 등 

시리즈들이 나타나며 비슷하게 모두 소파에 누어있고 허공을 바라보며 피로감에 몰

려있는 표정을 짓는다. 이와 같은 직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이 상문화 형

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상문화 이미지는 위에 서술한바와 같이 화풍(画风)이 

조야하고 잉여스러움을 표현하며 참여자의 창작성이 필요 하는 특징 이 외에, 가장 

뚜렷한 특징은 상문화 이미지는 모두 ‘상’감정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재정의된 ‘상

문화’ 개념에 따라, 상문화 이미지는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상문화의 ‘상’감정은 중국 주류매체와 대중문화에서 내세우는 적극적이고 에너지 넘

치는 ‘긍정에너지’ 슬로건과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25는 인터

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긍정에너지’ 슬로건 화보다. 이 ‘긍정에너지’ 화보는 현대

적인 중국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흩날리는 붉은 기(旗)와 힘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좌측에는 ‘긍정에너지에 좋아요를 누른다’는 텍스트가 쓰였다. 

이와 정반대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그림 26 거여우탕은 푹 처지며 의기소침한 느

낌을 전달한다. 누운 바비 힐(그림27)과 누운 계란(그림28)도 역시 비슷한 무기력함

을 표현한다. 

    

그림 25 주류문화 긍정에너지 화보 그림 26 상문화 거여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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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상문화 누운 바비 힐 그림 28 상문화 누운 계란 캐릭터

  

그림 29 긍정에너지 남성성 그림 30 긍정에너지 남성성

  우선, 상문화에 표현되는 무기력한 이미지는 남성성과 관련된다. 상문화 밈에 자

주 나타나는 새드프로그, 보잭홀스맨, 거여우, 건어물, 바비 힐의 젠더는 ‘남성’루저

이며, 그들은 모두 남성성의 이상에 이르지 못한 결함을 나타난다. 긍정에너지를 선

양하는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남성성은 근육질의 몸을 지닌 강인함과 파워를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몸이다. 그림 29와 30에서 보여주는 남성은 마초적인 성향과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취한 포즈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문화 

거여우탕은 너무 왜소하며, 바비 힐은 너무 비만하다. 긍정에너지의 남성성은 목표 

지향적이고 진취적이며 성공을 향해 달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반면, 상문화의 남

성성은 두 눈은 목표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몸은 축 처져있으며 나태함과 무기력을 

표현한다. 상문화에서 나타나는 캐릭터의 찌질함과 무기력은 약한 체력 즉 ‘저질 체

력’과 연관 있다. 김수아 등(2014)에 따르면, 저질 체력은 루저 남성성의 문화적 구

성 요인 중 하나이다. 상문화 캐릭터는 못 생긴 외모와 저질적인 체력을 나타나며 

이는 전통적 남성에게 기대되는 멋진 외모나 근육질 적인 몸과 거리가 멀다. 코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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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헤게모니 남성성’이란 한 사회 내에서 주도권을 지닌 남성성을 말하며, 

이것은 특정한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복합적 권력구조와 밀접한 연관성

을 지닌다(김수아 외, 2014). 상문화에서 나타나는 남성성은 헤게모니를 갖지 못한 

남성, 즉 남성 가운데서 주도권을 지니지 못한,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피지배 남성

들이다. 상문화 남성 참여자는 헤게모니 남성성을 획득하지 못한 찌질하고 결핍된 

남자일 수 있다. 그들은 밈을 공유하며 무기력과 ‘잉여스러움’을 표현하며 커뮤니티

사이에서 일종의 동류의식과 연대감을 보여준다. 촌스럽고, 싸구려 같으며, 무기력

한 상문화 스타일은 일련의 코드가 된 것 마냥, 참여자에 의해 전유되고 변형되며 

공유된다. 참여자는 자기 스스로 ‘상스럽다’고 조롱하고, ‘쓰레기’ 또는 ‘폐기물’로 

호명한다. 이는 중국 대도시에서 자신 스스로를 패배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증가 

때문이다. 

그림 31 상문화 밈

  두 번째, 상문화는 개인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자기계발’과 ‘노력’담론을 조롱하고 

반대하며 거절하는 의미가 담아있다. 한병철(2002)은 소진상태와 우울증과 같은 사

회적 질병을 “긍정성의 과잉” 또는 “부정성(저항, 거부, 항의)의 결핍”으로 인한 질

병이라고 규정한다. 상문화가 표현하는 무기력, 소진, 우울증세는 “부정성”을 내세

우는 목표에 있다. 상문화 참여자들이 애용하는 밈(그림31)에서 자주 등장하는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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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있으며, 이는 “노력하지 않으면, 절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과 “끝까지 버

티면 반드시 성공하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면 반드시 편안하다”라는 말이 써져있다. 

텍스트와 함께 밈에서 보여주는 캐릭터는 기괴한 웃음을 지고 있는 단발의 남자들

이다. 캐릭터는 마치 밈을 보고 있는 사람을 응시하며 대화하듯이 노력하는 자와 

성공을 지향하는 사회를 조롱하며 비웃음을 짓다. 밈의 남성 캐릭터 요소를 단서로, 

이를 남성성에 대한 조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문화 참여자의 여성비례가 과반

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이를 단순한 헤게모니 남성성에 대한 비판, 또는 

남성 패배자의 자기 비하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수집된 상문화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면, 상문화 여성참여자도 남성과 마찬

가지로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실패로 나온 좌절감에 실망하고, 사회적 기대와 

자기계발을 반대하는 부정성 경향을 나타난다. 

  유저(谢了时间): 너무 상스럽고 인턴 그만 두고 싶네요. 더 이상 노력하기도 싫고 

여장부(女强人)도 되기 싫어요. 어른의 삶은 너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애기로 되돌

아가고 싶어요! 애기로 되면 사람들의 사랑 받고 아무 걱정 없이 사니까요. 애기로 

되는 것이 나의 꿈과 엇나갈 지라도, 아니! 지금 내 꿈은 바로 이거에요!

  유저(Moses说未晚): 자기 동기 부여를 하고 싶지 않고 만족하기 쉬운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행동은 늘 ‘부귀영화, 출인두지50)’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가 

주지 않네요. 상스러운 감정은 끊이질 않고, 감정을 정리해볼 수록 복잡해지네요. 

안 할래요, 이런 나날 때려치울래요. 그게 직업 심사든지, 사회적 지위든지, 삶의 가

치라든지! 인생은 고작해야 몇 십 년 밖에 못 사는데. 왜 이렇게 불쾌하게, 자아를 

억압하며, 죽을 것 보다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요, 모두다 지옥으로 가!!!

  첫 번째 텍스트에서, 상문화 여성 참여자는 ‘그만 노력하고 싶고, 여장부도 되기 

50) 출인두지(出人头地): 남보다 뛰어남 또는 두각을 나타냄을 가르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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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 의향을 밝히며 ‘애기’로 되돌아가고 싶은 퇴행적 심리를 표현한다. 주창윤

(2013)은 신자유주의의 확장에 의해 오로지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의 소진적 사회를 

‘허기사회’라고 지칭하며, 허기사회에는 정서적 허기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한다. 상

문화 참여자가 “애기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허기사회에서 생성된 심리적인 퇴

행이다. 퇴행은 불안과 좌절을 완화하는 방어기제로서 고착의 강도가 강할수록 혹

은 기억의 강도가 셀수록 그전 시기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퇴행은 현재 생활

에 대한 부정이고 거부이며 항의이다. 일중독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억지로 적응하

는 “여장부”들은 긍정성의 폭력을 맞으며 퇴행의 방식으로 거부반응을 보여준다. 

  두 번째 텍스트에서, 또 다른 여성 참여자는 “부귀영화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싶

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감정이 ‘상’스럽다”며 사회적 기대와 자기계발에 향한 불

만을 토로한다. 한병철(2012, p.6)에 의하면, 자기 착취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타자 착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올린다. 그러한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질 때까

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상문화에 “노력하지 않으면, 절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과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성공하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면 

반드시 편안하다”라는 말이 유행되는 원인은, 그 전부터 중국사회는 끊임없이 청년

들의 자기계발, 노력, 사회에 대한 기여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 대기업에 들어가는 목표, 고착화된 사회적 계층, 결혼에 대한 압박감 등 사회

적 현실은 중국 청년들의 전진을 재촉하고 압박해왔으며, 중국의 청년 역시 그에 

부응하여 자기 자신을 소진해왔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생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상문화 참여자는 대부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에 머물러 있

으며, 개미족, 베이표, 호표, 선표 청년은 더욱 높은 중산층 진입장벽과 치열한 사회 

경쟁, 어려운 취업, 고용의 불안정, 신분 없는51) 방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이뤄

51) 호적이 없다는 뜻이다. 호적 없는 사람들은 도시의 의료, 보험, 주택구매 등 일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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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 한편으로 매스미디어와 사회적 담론은 개인의 노력과 개인적 성공을 고취

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쟁에서 낙오되고 패배하는 사람들은 노력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 이는 그들이 상문화를 찾고 무기력 캐릭터를 즐기는 원인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세속적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는 경제적

인 표준으로 청년들을 승자와 패자로 나눈다. 바우만(2008, p. 21)은 쓰레기가 된 인

간들(잉여의, 여분의 인간들)의 생산은 현대화가 낳은 불가피한 산물이며 현대에 불

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으로 선양하는 ‘긍정에너지’ 이데올로

기는 모든 청년들에게 노력과 성공을 요구한다. 일부 청년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추

구하는 길에서 좌절과 자기회의에 빠지며 상문화를 통하여 마음의 외로움을 해소한

다. 대도시에서 방랑하는 노동계급 청년들은 지방에 계시는 부모세대보다 더 잘 살

고 싶은 소망이 있으며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하지만 계급 고착화가 점차 심각해지

는 중국 대도시에서 자신의 힘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을 점차 인식한다. ‘돈을 위한 일’, ‘성공을 위한 집’ 등 사회적 서사와 맥락에서, 중

국의 상문화 청년들은 열심히 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감정을 드러난다. 그들은 스스로 쓸모없는 페인임을 

호명하고 자조하며 주류 가치관을 부정하거나 배척하거나 해소하려고 한다. 

제2절 은어와 화술

1. 상문화 은어에 대한 레토릭 분석

  은어(Jargon)는 하위문화 집단이 선호하는 용어나 표현을 말한다. 다른 집단과 현

저히 구분하는 어휘, 용어 등을 포함함으로써 구별짓기의 작용을 한다. 스튜어트 홀

(1976b)은 언어를 가장 표현력 있는 존재로 여기며, 대부분의 하위문화는 그들 자신

과 타자를 언어적 장벽으로 막는다고 주장한다. 언어 중에서도 은어는 텍스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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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 뿐 만 아니라 하위문화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은유이기도 하다. 상

문화 참여자는 ‘상’을 주제로 독특한 언어표현과 담론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문화 레토릭과 은어표현은 ‘상격언’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격언의 특징은 풍자적

인 방식으로 성공담론 또는 자기계발 담론을 해체(deconstruction)하는 것이다. 웨이

보 커뮤니티에서 한 유저는 “상문화는 안티-성공학이다, 성공담론은 청년이 노력하

면 보상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노력한다고 해서 반

드시 보상을 받거나 성공하지는 않다. 그래서 왜 자신에게 성공을 강요해야 하나. 

상문화를 즐기는 이유도 마찬가지다”라고 썼다. 상문화 참여자가 사용하는 은어와 

구성하는 담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에서 비유법, 배비법, 반복법, 

대구법, 쌍관법, 반어법, 설의법, 인유법 등 레토릭 수법을 이용하여 상문화 텍스트

를 분석한다. 연구대상 부분에서 설명하듯이, 아래의 상문화 텍스트들은 상문화 청

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웨이보 상문화 커뮤니티, 바이두 상 커뮤니티에서 

선출되었다. 

  우선, 비유(比喻)의 사전상의 정의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물의 비슷한 점을 

통하여 ‘을’ 사물로 ‘갑’ 사물을 비교한다. 즉 ‘을’ 사물을 이용하여 본질이 다르고 

비슷한 점이 있는 ‘갑’ 사물로 표시하는 것이다”(汉语修辞格大辞典, 1989). 서양수사

학에서 Metaphor가 가장 대표적인 수사법인 듯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비유는 중국

인의 언어생활 속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유는 다른 사물과 연관지어 또 다른 어떤 사물을 인식 또는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물들끼리 완전대체는 하지 않고 비교를 강조한다. 보통 표현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 명유(明喻)는 본체와 비유체가 비유연결어로 

분명하게 연관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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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些人常会被骂，说每天像猪一样爱睡懒觉

真的是太委屈了，猪都比你起得早

몇몇 사람들은 매일 돼지처럼 늦잠을 자서 종종 욕을 먹는다. 

너무 억울해, 돼지가 너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말이야. 

  구절(1)에서, 한자 ‘像’이 바로 문어체에 많이 쓰이는 ‘마치...같다’는 비유연결어이

다. 이 텍스트는 늦잠을 자는 게으른 사람을 돼지에 직유하면서, 반어법과 결합하여 

‘돼지가 게으른 너보다 일찍 일어난다’의 뜻을 표현한다. 여기서 호명하는 게으른 

사람은 “너”이며, 상문화 청년들 자신이기도하다. 그들은 “자기-성찰성”에 의해 자

신의 게으름을 인지하면서 자기비하를 선택한다. 토마스 홉스는 “웃음의 열정은 갑

작스런 영광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결함이나 우리 자신의 이전의 결

함과 비교하여, 우리 자신 내에서 그 어떤 우월함에 대한 그 어떤 갑작스런 착상에 

의해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과거의 어리석은 행위들이 현재

의 불명예를 안겨주지 않는 한, 이 어리석은 행위들이 갑자기 회상될 때 웃기 때문

이다.”(류종영, 2005, p. 127) 상문화 텍스트에 나타나는 비웃음은 이런 우월감에서 

출발하며, 발화자는 게으른 “너”를 비웃다고 말하지만, 사실 게으른 “나”를 비웃는

다. 이미 분석하듯이, 상문화 주체는 성공담론과 성과사회에 “No”를 외치며 거부하

지만, 텍스트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은 한 편으로, 상문화 발화자는 자신과 타인의 

게으름을 비판하며, 다른 한 편으로 경쟁논리에 부응하며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기에 상문화 주체는 긍정에너지 담론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며, 성과를 추구

하는 사회의 노예이면서 주인이다. 그들은 자신과의 전쟁에 빠지며 발버둥친다.

(2)

撑过去这段日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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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有下一个黑暗等着你

이 나날들을 넘기면,

다음의 암흑이 너를 기다린다.

  비유법에서, 차유(借喻) 또는 암유(暗喻)는 본체와 비유의 배경이 모두 없는 반면 

비유체 자체는 상징적이 된다. 예시(2)를 보면, ‘암흑이 너를 기다린다’에서 ‘암흑’이 

바로 ‘어두컴컴한 미래’를 암유한 것이다. 상문화 청년들은 ‘곤란을 넘기면 희망이 

보인다’는 긍정적 담론을 해부하여 ‘곤란을 넘기면 또 다른 암흑이 보인다’는 식으

로 성공 담론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2)에서 나타나는 텍스트는 시적이며, 공감각

적 특징이 보인다. 이는 어느 정도 상문화 참여자들이 문학적 소양을 갖춘다는 것

을 암시하기도 하다. 

  상문화 텍스트에 배비를 사용하는 구절도 많았다. 배비(排比)의 수사학 사전상 정

의는 다음과 같다. “3개 혹은 3개 이상의 같은 혹은 유사한 구조로 어기가 일치하

는 구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강력

하고 자유로운 화자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으며 묘사대상을 부각시키면서 언어의 

리듬감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나민구, 2006). 예시(3)는 정확한 배비법을 사용한 

상문화 텍스트다. 발화자는 자신은 정상적인 상태와 우울한 상태 중간에 처해있다

고 평온하게 말한다. 이는 상문화 밈에서 표현하는 관람자의 웃음장치를 촉발하려

는 동적인 감정과 다르다. 발화자는 ‘자아 성찰성’에 의해 상감정을 깨닫게 되며 자

신과 얘기를 하듯 ‘익사하지도 못하고 호흡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감정 현실을 솔직

하게 표현한다. 예시 (3)의 상문화 텍스트는 우울증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

지만, 무기력하고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는 소진 상태를 나타난다. 이른바 신자유주

의 주체성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상문화 참여자는 자기 자신과의 전쟁으로 인해 지

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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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抑郁的人在水底，正常的人在水面，我沉浮在中间，上不去也下不来

우울한 사람은 물 물밑에 있고, 정상적인 사람은 수면에 있으며,

나는 그 가운데 가라앉아있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한다. 

  상문화 담론에서 반복법을 사용하는 구절도 있다. 반복(反复)의 수사학사전상의 

정의는 “동일한 단어나 구, 문장을 중복 사용한다”이다. 곧 단어나 문장을 반복 사

용하는 수사법이다. 화자는 의도적인 반복을 통하여 모종의 의미나 감정을 강조하

거나 어감을 강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다(나민구, 2018). 

(4)

人生就是起起落落落落落落

인생은 기기낙낙낙낙낙낙

  위 예시(4)는 단어 반복의 상문화 텍스트다. ‘기기낙낙(起起落落)’은 중국의 사자성

어이며 기복이 일어나며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사물 발전의 자연적인 변증법을 알려

준다. 상문화 청년들은 재창작 과정에서 부정적 의미를 지닌 글자 ‘낙’을 반복적으

로 사용하여 ‘인생에서 올라가는 과정이 짧고 대부분 내려앉는 과정이다’라는 관념

을 강화한다. 상문화 청년들은 언어의 반복적 배치로 새로운 상징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변형시켰다. 대도시는 유동청년들에게 리스크를 개인에게 돌려준다. 호구52)

(户口)가 없는 유동청년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의 리스크를 홀로 감당 할 위

52) 중국은 호구제도에 의하여 인구를 관리 하고 지역간 이동의 경우에도 호구의 이동이 필요하다. 도

시 지역의 교육, 보건 등 공공 서비스가 그 지역 호구 주민에게만 제공되며, 해당 지역 호구가 없

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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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다.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개인의 장래 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낮아지며 부모세대로부터 대물림과 부를 전승하지 못하는 유동 청년은 오직 

자기의 노력으로만 생존하여야 한다. 이를 그들이 ‘기기낙낙낙낙낙’과 같은 말장난

을 하는 이유이라고 본다. 

  대구(对偶)의 수사학 사전상의 정의는 “글자 수가 같거나 비슷한, 구조가 같거나 

비슷한, 의미가 관련 있거나 상대적인 두 개의 구나 문장을 대칭적으로 함께 배열

하는 수사법을 대구라고 부른다”이다. 대구는 문법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거나 

대조를 이루면서 음조가 동등한 표현들을 연합시키는 것이다(나민구, 2005). 대구의 

종류에는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대(正对), 반대(反对), 환대(串对) 등 세 가지로 

나눈다. 정대는 의미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서, 두 개의 

사물 혹은 개념이 의미상 서로 보충, 강조하는 작용을 한다. 반대는 의미가 서로 상

반되거나 상대적인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서, 병렬된 두 개의 사물 혹은 개념

이 의미상 상호 대비되는 효과를 노리게 된다. 환대는 의미가 서로 연관되는 두 개

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서, 병렬된 두 개의 사물 혹은 개념이 점층·인과·조건·가

정의 관계를 갖게 한다. 

(5)

海底月捞不起 心上人不可及

바다 속의 달은 건져 나올 수 없고, 마음속의 그대는 닿을 수 없다

  상기 예시(5)는 전형적인 정대에 속하며, 海底月(바다 속의 달)과 心上人(마음속의 

그대), 起와 及가 서로 대칭이 되어 글자 수도 같고 ‘부사+주어+동사’ 문법성분 배열

도 같다. 화자가 전달하는 ‘건져 나올 수 없는 달’의 정경 묘사에 대응하여 ‘마음속

에도 닿지 못한 그대’를 붙여 상문화 발화자가 인간관계, 특히 연애에서 느끼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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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감을 들어낸다. 이 텍스트의 유래는 “바다 속의 달은 하늘의 달이며, 눈앞의 그대

는 마음속의 그대여(海底月是天上月，眼前人是心上人)”라는 구절이며, 이는 중국 소

설가 장아이링53)의 명작 <경성지련>54)에서 나온 구절이다. 이 구절을 해석해보면, 

“나는 망망한 해변에 서 있고, 바닷물에는 하늘의 밝은 달이 거꾸로 비쳐있다. 내 

마음속의 그대는 바로 눈앞에 있으니 참 진귀하다”라는 낭만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

다. 하지만 상문화 참여자는 낭만적인 고백시를 빌려 패러디한다. 새롭게 각색된 구

절은 “해변에 서있지만 달은 건져 나올 수 없고, 마음속의 그대는 달처럼 닿을 수

가 없구나”라는 뜻이 내포되며 발화자는 사랑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표현한다. 

웃음의 포인트도 여기서 나타난다. 상문화 주체에게 낭만적인 사랑은 어렵다. 그들

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소진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6)

人潮拥挤 我好多余 

인파는 붐비고, 내가 필요 없다.  

  예문 (6)에서 글자 수도 같고 문법적인 구조도 ‘주어+형용사’ 형식을 똑같이 취하

고 있다. ‘인파’와 ‘나’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대비되며 ‘붐비다’와 ‘필요 없다’의 의

미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인파는 붐비지만, 나는 소속감이 없는 불필요한 존재

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구절이다. 이는 상문화 청년들이 대중 속에서 귀속감 또는 

유대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한다. 탕쥔은 중국의 중산층을 세 가지 기준으

로 파악하며, 개인은 소득한 재산, 주택, 자가용차 이외에, 직업적으로 인정받아야 

53) 장아이링(张爱玲)은 중국의 소설가, 산문가, 영화작가이다.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색,

계>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54) <경성지련(倾城之恋)>은 가장 중국적인(순종적인) 신부를 찾고자 하는 동남아 거부 화교 남성과 봉건

적인 집안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한 여성이 전쟁이라는 문화적 충격을 겪으며 자신

과 상대를 인식하는 과정을 그린 단편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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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자아인식과 귀속감이 명확해야한다고 주장한다(이중희, 2011). 하지만 대도시

의 유동청년은 높은 중산층의 진입장벽 앞에 서성이고 들어가지 못한다. 귀속감의 

결여로 인해 그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상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라고 본다. 

  상문화 은어에서 풍자와 웃음을 자아내는 텍스트가 많다. 유머감을 자아내는 핵

심은 반어법과 쌍관이다. 쌍관(双关, pun) 이란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 발음이나 의

미의 도움을 받아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지칭하여 이중의 의미를 드러내는 

수사법으로 정의된다(나민구, 2006). 이중의 의미란 표면적으로는 이것을 말하고 있

지만 사실은 다른 저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기표의 두 가지 서로 다

른 기의를 각각 표층의미와 심층의미라고 부른다면, 쌍관에서 표현되는 의미의 중

심은 표층의미에 의해 촉발 연상되어 산출된 심층의미에 있다. 심층의미는 표층의

미가 특정한 문맥 속에서 의미전이를 통해 구현된 것이다.

  권호종(2006)은 쌍관어란 영어로는 ‘pun’, 또는 ‘paronomasia’라고 하는데, 이는 라

틴어 ‘paronomazein’에서 나왔으며,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는 뜻이며, ‘쌍관어’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긴다면,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쌍관어 

수사기법은 일종의‘중의법(重意法)’에 해당한다고 한다. 쌍관어와 쌍관어 수사기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미론적 범주에 대한 보다 엄밀한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대체로 쌍관은 크게 해음쌍관(諧音雙關)과 의미쌍관(意味雙關)으로 

분류된다. 그 가운데 해음쌍관은 동음이의어를 해당되며 의미쌍관은 다의관계에 해

당된다. 동음이의어(homonymy)란 소리 형태와 철자가 우연히 동일하지만 의미가 서

로 다른 어휘소들을 뜻하는 의미론적 범주이며, 하나의 어휘소가 의미전이를 통해 

연관된 몇 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다의관계(polysemy)라고 한다. 동음이의어를 활

용하는 해음쌍관과 계열관계 속에서의 의미전이를 통해 구성된 다의관계를 활용하

는 의미쌍관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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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全世界都在催你早点，却没人在意你，还没吃早点

온 세상이 너를 재촉하지

네가 아침을 먹었는지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

  예시(7)은 같은 한자 ‘早点’를 두 번 사용하였고 두 뜻은 서로 다르기에 의미쌍관

에 부합한다. 첫 번째 ‘早点’은 ‘재촉하다’의 뜻이고, 두 번쨰 ‘早点’는 ‘아침 밥’을 

의미한다. 이는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매일 재촉의 말들을 듣지만, 자신

을 진정으로 관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상문화 청년들은 또 다시 ‘너’

라고 자신을 호명하며 경쟁에 치이는 현실과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상황을 돌아보

며 자아연민을 자아낸다. 

(8)

我以为你已经出城了，没想到你还站在十字路口

네가 성 밖으로 나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십자로에 서있구나

  위 예문(8)에서 ‘아직 십자로에 서있다(十字路口)’는 텍스트 문맥을 고려하여 파악

해 볼 때 진로상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십자로에 서있는 표

층적 의미가 아니라 진퇴양난의 곤궁에 처해 있음도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이 수사법은 문장의 표층과 심층 의미를 고려하여 사용한 의미쌍관이다. 예문(7)과 

마찬가지로, ‘곤란을 이겨 내여 앞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결심을 내리

지 못하고 곤궁에 빠져있구나’라는 뜻이 내포되는 이 예시문은 상문화 청년의 심정

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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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관과 비슷하게 상문화 텍스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사법은 반어법 즉 아이

러니다. 중국 반어(反语)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참을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을 참으로 

말하는 것이다. 수사학 사전상의 간단한 정의는 “참을 반대로 말하는 것. 비풍자성

과 풍자성 두 종류가 있다”라고 되어있다(汉语修辞艺术大辞典, 1995). 반어는 곧 본

래의 의미와 상반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본래의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반어의 효과는 말이나 문장 중에 반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진술 

혹은 기술하는 것보다 더욱 예리하고 심오한 공감을 도모할 수 있고 풍자나 조롱의 

의미를 강조하게 한다. 반어의 종류로 “참을 거짓으로 말하기”하기도 하고 “거짓을 

참으로 말하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풍자식과 유모어식 등 두 가지 종류로 구

분할 수 있다(나민구, 2006). 풍자식은 사물에 대해 조롱하고 풍자하는 내용을 담는 

방법이다. 

(9)

谁说我没有毅力的，

单身这事我不就坚持了好几十年吗？

내가 끈기 없다고 누가 그랬어

독신이라는 일을 계속 지켜냈잖아

  예문(9)에서 상문화 청년들은 ‘끈기’, ‘지켜내다’ 등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

써 자신을 조롱한다. 분명히 연애를 하고 싶지만, 자신의 독신에 대하여 도리어 끈

기 있는 상징으로 표현하여 ‘거짓’을 ‘참’으로 하였다. UC <상문화 보고서>에 따르

면, 상문화 참여 원인에서 ‘싱글’의 요소도 있다. 연애에 대한 관심과 인간관계의 

실패는 상문화 청년이 우울한 이유이다. 이 수사법의 도움으로 (9)번 상문화의 표현

은 더욱 강렬하고 인상 깊은 충격을 준다. 이는 또한 유머어식 표현으로 구절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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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있게 함으로써 가볍고 우스운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독신’을 지켜내는 것

이 ‘끈기’있다는 반어적인 묘사를 통하여 문장의 내용을 여유 있고 재미있는 위트로 

표현하였다. 저소득층 명문대생, 또는 빈곤한 고학력자의 연애는 높은 소비 수준을 

요하는 상황을 고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다. 또한 경쟁력을 강조하는 대

도시 분위기와 추가적인 자기계발 노력 없이는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기 어렵게 만

드는 고용불안은 계층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상문화 참여자가 연

애에 분명한 관심은 이유는 있지만 못한 또는 안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금전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주택의 문제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노동과 육체적, 정

신적 피로의 결합은 대도시 유동청년에게 연애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기능하다. 

  상문화 텍스트에 설의법을 통해 호명을 하거나 관심을 끄는 레토릭도 있었다. 설

의법(设疑)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일부러 의문의 형식으로 하여, 독자에게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으로 정의된다(국어대사전, 2003). 중국수사법에서는 

문답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하거나 감정적 표현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 타입으로 나

눠진다. “첫째, 설명을 목적으로 의문형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탄의 효과

를 주기 위해 의문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지 수사적 효과만을 나타내

며 대답을 요구 안한다.”(나민구, 2005) 

(10)

你以为有钱人很快乐吗?

他们的快乐你根本想象不到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니?

그들의 행복을 너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지

  예시(10)은 상문화 담론 속의 설의법 표현이다. 보통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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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문장 뒤에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 또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식

의 답이 붙여있다. 하지만 상문화 청년들은 원래의 서사구조를 파괴하여 “그들의 

행복을 너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지”라는 구절을 첨부하여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구절에서 청년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갈

망을 엿볼 수 있다. 

  상문화 텍스트에 사용되는 과장법을 보자. 과장법은 사물을 과도히 크게 혹은 작

게 형용하는 표현법이다. 이는 화자가 주목을 끌기 위하여 종종 사용하는 흔한 수

사법이다. 아래의 예시(11)은 과장법을 응용한 상문화 텍스트다. 이는 자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에 비유하고, 남의 결과를 ‘막 하는 것’으로 과장하여, 대비의 수법

까지 이용하면서 ‘자신의 참담’과 ‘남의 성공’을 과장적으로 보여줬다. 이 또한, 상

문화 청년들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곤란에 대한 불안과 남의 성공에 대한 과대평가 

심리를 엿볼 수 있다. 

(11)

你全力做到的最好，

可能还不如别人的随便搞搞。

네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남이 막 하는 것 보다 못할 수 있다

  상문화에서 자주 쓰는 또 다른 레토릭 수법은 상호텍스트적 수사법이다. 수사학

도 기존의 텍스트에 기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미 사용해 온 수사법에 기댈 수 

있고, 남의 말이나 글에 기댈 수 도 있다. 이렇게 다른 텍스트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수사법을 상호텍스트 수사법이라고 부른다(김욱동, 2003). 이를 또한 인유법이

라고 불리는데, 인유는 “유명한 시가, 문장, 어구 등을 끌어들여 자기의 표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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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는 법”이다(국어대사전, 2003).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끌어들이는 수사법이며 

‘패러디(parody)’라고 알려져 있다. 

  ‘패러디(parody)’라는 용어는 반대하다 또는 대응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para’

와, 노래를 의미하는 ‘odia’의 합성어‘paroe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8세기 독일의 시인 베르니케(Wernicke)가 단편시집에서 사회의 유명 인사나 작

품에 대해 야유, 조소 등 오락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해 작품화하기 시작하였고, 19

세기 이후에는 문학의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연극, 영화, 방송 등 다양한 장르에서 

패러디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조욱이, 박성원, 2018).

(12)

假如生活欺骗了你，不要悲伤，

不要哭泣，因为明天生活还会继续欺骗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속일 날이 계속 올 거야

  상문화의 패러디 실천을 가장 잘 보여준 내용은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 관한 내용이다. (12)에서 보여주듯이 상문화 청년들은 해당 

내용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속일 날이 계속 올 거야’로 다시 편집하며 각색한다. 패러디는 이 처럼 원본 

텍스트의 스타일을 빌려 서사적 기교를 통하여 반전의 효과를 자아내고 우스꽝스럽

고 풍자적인 내용으로 변경한다. 

  상문화 은어 중, “하느님이 너를 위해 문을 닫을 때에, 덧붙여 옆에 있는 창문도 

닫아 주실 거다”는 말 역시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문을 닫을 때에, 창문을 열어주실 

거다(When God closes a door he always opens a window)”의 원문을 패러디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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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 속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없다, 계속 노력하면 된다

(世上无难事，只怕有心人)”를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없다, 계속 포기하면 된다(世上

无难事，只要肯放弃)”로 패러디한다. “장군이 되고 싶지 않은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니고, 야근을 하지 않으려는 직원은 좋은 직원이 아니다” 등 내용들도 역시 원문

을 치환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반어적인 함의를 표현하는 패러디들이다. 패

러디의 카니발에서 상문화 주체는 주인과 관객의 구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

는 웃음의 세계를 만들며, 자기와 타인, 그리고 세상의 모든 패자들을 비하되며 웃

음을 만든다. 또한,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현실의 불평등을 지향한다. 

동시에, 상문화 주체는 기존 문화 소스를 충분히 활용하여 그들의 내면의 정서적 

상태를 깊이 조절하며 그들의 고민과 현실세계에 대한 무력감을 충분히 표현한다. 

2. 상문화 은어 특징: 성공의 해부와 인정

  이미 분석하듯이, 상문화 참여자는 직유법, 은유법, 과장법, 인유법, 쌍관법, 반어

법 등 레토릭 수법을 통해 성공 담론과 자기계발 주체의 해소와 해부를 이룬다. 종

합적으로 보면, 반어법(아이러니)은 상문화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화술이다. 반어

법은 수사학에서 의미를 강조하거나 특정한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은연중 나타내는 표현법

이다. 대화에서 반어법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박현구, 2015). 예를 들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만족감을 표시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상대에게 표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 등인데, 사람들

이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직설적 화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반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박현구, 2017). 

  상문화 담론은 언어적 아이러니를 통하여 성공담론의 대립면인 안티-치킨수프담

론, 즉 반-자기계발담론을 구성한다. 상문화 속의 반어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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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전에 그 안에 미리 설치된 치킨수프담론 즉 성공담론의 함의를 알아야 한

다. 예를 들어 상문화 건어물시리즈에서 내포되는 치킨수프담론은 “소금에 절인 생

선도 뒤집히는 날이 온다”이다. 그 뜻은 “실패자도 절망에서 떨쳐 나와 성공하는 

날이 온다”이다. 한자에서 “소금에 절인 생선”은 흔히 실패자 또는 낙오자를 비유

한다. 이 치킨수프담론은 “아무리 절망해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낙심하

지 마라”의 뜻이 있다. 하지만 상문화 참여자는 이 치킨수프 텍스트를 색다르게 변

화하여 원래의 뜻을 뒤집혔다. 이 텍스트에 대응하는 상문화 텍스트는 “소금에 절

인 생선은 뒤집혀도 생선이다”인데, 이는 “실패자는 계속 실패자다”라는 의미가 내

포된다. 상문화 참여자의 텍스트 놀이는 원문의 적극적 메시지를 완전히 파괴하였

다. 또한 그들은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계급상승의 어려움을 인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상문화 담론은 반어법, 과장법 등 레토릭을 이용하여 성공담론과 치킨수프 속에 

내포된 잔인한 진실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웃음 속에 문득 무언가를 깨닫게 한다. 

하지만, 성공담론 이면에 놓여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상문화 주체에 의해 비판되거

나 부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삶의 잔혹한 진실’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Hu, 2017). 상문화 담론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삶의 잔혹한 진실’을 폭로하면서 마

치 자신이 대중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성인(圣人)마냥 행동하게 된다. 상문화 은

어에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웃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 역시 상문화 담론이 인기를 

끄는 이유이다. 풍자하는 자는 집단에서 언제나 진실을 직시하는 ‘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문화 주체의 자아풍자는 외부의 적을 향하지 않고 

내부 집단을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문화 주체는 본질적으로 성공담론이나 치킨 

수프담론을 믿고 있으며 불평등 사회의 약자를 비웃는 서사구조로 웃음을 자아낸

다. 예를 들어 “결정 장애가 어디 있어, 돈이 궁해서 결정을 못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틀린 것이 없어, 돈도 백도 없는 것은 네 잘못이야”, 일침을 찌르는 상문화 



- 91 -

텍스트는 생활의 잔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강자가 숭배의 대상으로 또

는 가난이 비웃음을 당하는 주요대상으로 된 것은 상문화 주체의 집단무의식의 하

나다. 

  상문화 주체는 자신의 생활과 직장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다. 

사회적 자원이 대대로 축적되고 전승되면서 가족배경을 비롯한 선천적 요소들이 계

층의 흐름에서 작용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후천적 요소 즉 개인의 노력

의 작용이 약화되고 있다. 개인의 노력은 더 이상 성공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노력

하면 성공한다’는 말만 강조하는 성공학과 자기계발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에서 비

롯된 신화적 이야기일 뿐이다. 상문화 주체는 실패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성

공에 대한 해부를 통해 감정을 표출한다. 

  상문화 참여자가 수행하는 성공의 해부는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행동이다. 그들은 

성공담론의 논점, 논거, 논증을 분리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공과 관련된 성공 담

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증명한다. 예를 들어, “실패는 무섭지 않다, 무

서운 것은 네가 아직 이 말을 믿는 것이다”, 이 말에서 앞마디에서 실패를 두렵지 

않는 자를 칭찬하는 원문을 뒤 마디를 추가하여 전체 의미를 바뀌었다. “우리가 치

킨수프를 마시는 이유는 다른 자가 이미 수프속의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중국

에서 치킨수프는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문장들을 칭하며 흔히 

“치킨수프를 마시다”로 위로를 받는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상문화 참여자는 수

프를 마시는 이유는 위로를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자가 이미 고기를 먹었기 때문

이라고 해석한다. 여기에서 수프는 특별히 위로받는 자에게 정성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먹다 남은 것으로, 즉 성공한 자들이 성공한 후 남긴 실속 없는 조

언 또는 달콤한 속삭임일 뿐이라는 것을 풍자하며, 치킨수프도 역시 도움이 안 되

며 허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문화 텍스트 중,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지

만 어떤 이는 이미 로마에서 태어났다”라는 구절이 있다. 같은 목표 또는 성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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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는 데 많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원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는 뒤의 문구 “하지만 어떤 이는 이미 로마에서 태어났다”를 추가하여, 성공을 향

한 방향은 비록 많지만 행운한 자들은 이미 성공한 곳(가족환경)속에서 태어났나는 

뜻으로 계급의 불평등을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은 바로 이렇게 기기낙낙낙낙

낙낙낙낙(起起落落)이다”, “당신이 최선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는 것

보다 못하다”, “노력해 봐야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안다”와 같은 ‘상격언’은 인생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다반사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상문화 맥락에서 자아풍자는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웨이보 상문화 커

뮤니티의 한 게시물을 보면, “상문화는 자신의 고통을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표현하

는 것으로 발화자의 진심과 활달함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상은 때로 자아표현일 때도 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마음 속 고통을 실마리처

럼 표현하는 것이며, 주류문화에서 선양하는 성공학이나 치킨수프와는 완전히 다르

다”라고 한다. 한편으로, 상문화 주체에게 자아풍자는 자기비하를 목적으로 둔다. 

다른 한편으로, 상문화 주체는 성공을 해부하며 성공을 인정하며 욕망한다. 그들은 

불합리적이고 완전한 자아부정의 화술로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동시

에, 그 과정에서 성공의 해부를 보여주며, “자신을 원망”하면서 “현실에 대한 비아

냥거림”도 같이 보여준다. 

제3절 상호작용 방식: 공유와 유대감

1. 상감정의 공유: 기호의 선별

  버밍엄하위문화이론에서는 하위문화 집단의 인원은 이미 창조된 특수 물품을 차

용하고, 해당 물품을 관련 집단의 관심거리와 행동범위, 집단의 틀과 집단의 특징과 

어울러 상동성(homology)을 만든다는 관점을 주장한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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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서사는 해체되었으며 다양한 기호로 혼합되어 하위문화 집단의 통일적인 상동

성을 찾기 어렵다. Maffesoli(1996)는 다양한 스타일의 혼합과 감정적인 유대감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부족(neo-tribes) 개념을 제시했다. 인터넷 시대, 온라인 하

위문화 참여자는 예전처럼 공통적인 정치적 이념, 또는 전복적인 목표를 갖고 집단

을 형성하지 않는다. 개인은 취향, 심미적 감수성 등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상호작

용하며 유대감을 형성한다. 상문화 커뮤니티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자치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공통된 관심사 때문에 커뮤니티에 모이고, 비슷한 

상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이룬다.   

  겉으로 보면, 상문화 참여자에 의해 전용되고 리믹스에 사용된 기호들 사이의 관

계는 산만하고 혼란스럽지만, 상문화 커뮤니티 내에서는 스타일에 대한 비슷한 취

향이 존재한다. 상문화 참여자는 어떤 콘텐츠가 내부에 속하는지, 어떤 내용은 배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혼란스러운 기호들이 의미 있는 기호체계를 조합하여 독

특한 상문화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상문화 청년들의 취향, 감정, 가치관이 비

슷하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과로와 휴식에 목마른 상문화 참여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한 거여우탕을 보고 공감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상문화 텍스트, 

상문화 이모티콘, 상문화 밈은 혼란스럽고 관련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모두 ‘상’

이란 감정과 정서를 나타나고 기존 노력 담론을 파괴하는 특성을 표현한다. 이는 

조야한 이미지 취향과 자기계발에 대한 반론의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상정서는 

청년 집단의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 현실 곤경 앞에서의 무기력, 괴로운 심정의 반

영이다. 상정서는 상문화 청년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상문화 스타일이 만들어진 핵

심이기도 하다. 

성공적으로 복제되는 밈은 변이, 선별, 유지(유전)의 특성을 지닌다 (Blackmore, 

2000; ,Seiffert, 2018 재인용). 변이는 전달되는 의미, 구조,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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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이야기가 달라지거나 이미지가 달라진다. 선별은 일부 밈은 주목을 

받고 사람들 속으로 전파되는 반면에 일부는 확산되지 못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은 의미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매체의 특성이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것이 복제된다는 것은 원형으로부터 유지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 밈

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사고나 행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카스텔에 따

르면 정보사회의 미디어 수용자들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들

은 메시지를 해석하고 다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카스텔은 수용자들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것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와 상호작용하면서 도전, 확대, 

거부, 포용하는 “창의적 수용자”(Castells, 2009: 132; Seiffert, 2018 재인용) 개념을 

제시한다. 인터넷 밈의 전파는 이러한 창의적 수용자들의 활동의 결과이다. 

  상문화 청년들이 밈을 선별하고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매체의 속성은 쿨미디어로

부터 핫미디어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실천과 창조는 산만하고 무질서

적인 것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기호를 기반으로 소통

한다. 홀의 문화기호 개념을 차용하여, 공유된 문화기호는 하위문화 집단이 ‘대략 

비슷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세상에 대한 해석도 비슷하다.’ 상문화의 생산은 

바로 수많은 참여자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상문화 코드를 이용하여 최초 ‘차가

운’ 형태의 밈과 기호를 해체하고, 재구조하며,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이는 1993년 

중국 시트콤의 백수이미지(거여우탕)와 미국 중산층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보잭 홀

스맨, 한국 예능 어린이, 온라인 고양이, 건어물 이미지,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밈 새드 프로그와 기타 등등 테마의 밈들이 왜 모두 상문화의 일원

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한다. 서로 다른 테마에서 생성한 이미지들은 오리지널 맥락

에서 차출되어 부차적 히스토리도 역시 삭제되어 재코딩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상문

화 맥락에 추가되어 새로운 상문화 기호로 변한다. 이는 상문화 참여자의 스타일 

전유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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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문화 참여자가 커뮤니티를 통해 상감정을 공유하고 비슷한 취향과 가치관을 형

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인터넷 하위문화 ‘소청신(小清新)’과 비교

해보자. 소청신은 신선하고 심미적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하위문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청신 참여자는 깨끗하고 편안한 세계를 지향한다. 그림 32를 보면, 소청신 

이미지는 화초, 소년, 하늘, 동물, 과일, 바다, 별빛 등 자연 물질과 관련이 깊다. 

그림 32 하위문화 소청신 이미지

  상문화는 소청신과 달리 대자연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대신 조야함과 냉소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못생긴 거여우, 우는 아이, 눈이 처진 고양이, 한 숨을 

쉬는 바비 힐, 이 모든 상문화 밈 캐릭터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다. 그들은 아름다움의 잉여이며 별협화음이며 결여다.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

니? 그들의 행복을 너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지”, “네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남이 

막 하는 것 보다 못할 수 있다”, “인생은 기기낙낙낙낙낙낙”과 같은 상문화 텍스트

는 제 각각 끊임없는 노력, 자기계발 주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이처럼, 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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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는 무기력함, 조야함, 부정성을 띠는 코드를 선별한다. 상문화 참여자의 기호 

선택은 상문화 커뮤니티, 즉 새로운 부족을 이루는데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 아래

의 내용은 상문화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분석한다. 

2. 잉여의 유대감

  상문화 참여자가 웨이보, DOUBAN, ZHIHU 등 소셜 미디어에서 밈과 텍스트, 자

신의 상감정을 토로하며 상호작용과 잉여간의 유대감을 이룬다. 그림 예시처럼, 상

문화 참여자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영역과 커뮤니티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림 33은 

바이두 상문화 커뮤니티의 모습이다. 해당 상문화 커뮤니티는 총 39149명의 팔로어

(follower)와 532772개의 게시물을 갖고 있다. 

그림 33 바이두 상문화 커뮤니티

  웨이보를 예로 들어, 상문화 청년들은 흔히 게시물에 #매일1상 또는 #소확상 해

쉬태그를 달아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기분을 설명하고 공유한다. 웨이보 해쉬태그 

#매일1상은 ‘하루 한번 상하면 삶이 더 건강하다’는 슬로건으로 많은 청년들의 사

랑을 받는다. #매일1상 커뮤니티는 총 3812만 뷰와 6561개의 웨이보 게시물 및 

6369명의 팔로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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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웨이보 #매일1상 해쉬태그 및 커뮤니티

  이와 비슷한 상문화 커뮤니티 “소확상”에서는 총 215만 뷰와 3415개의 포스트를 

갖고 있다. 매일1상의 의미는 이름과 비슷하게 ‘하루에 1번 상한다’는 뜻이다. 소확

상은 소확행55)을 패러디한 단어로 ‘일상에서 느낄 수 있으면 확실한 상실감/좌절감/

실망감’을 뜻하고 있다. 

그림 35 웨이보 #소확상 해쉬태그 및 커뮤니티

  Maffesoli(1996)는 후기현대사회에서 사회 개체는 더 이상 이질성을 강조하는 주체

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의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새로운 

부족’ 개념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조직 형태의 딱딱한 표준이 없으며, 느슨한 분위

기, 취향, 가치관, 표현의 양식과 생활방식을 지향한다. 일상생활에서 발견 할 수 있

는 아주 소소하고 확정할 수 있는 ‘상’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상 공유의 특징이다. 

55) 소확행의 출처는 일본 저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이며,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

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의 뜻이다. 



- 98 -

소확상의 소소함이라는 것은 ‘악세사리를 잃어버렸다’라던가 또는 ‘월요일이 다가온

다’와 같은 아주 평범한 일이다. 일상적인 소확상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며 개인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특성이 있다. 웨이보 

매일1상 커뮤니티 게시물 중, 한 사용자는 “예전 기분이 다운되면 마땅히 그 기분

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지만, 지금 상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서 참 편하다. 친

구들과 상감정을 얘기하는 것 보다, 나는 웨이보와 같은 공간에서 상감정을 자주 

토로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상문화 참여자는 비슷한 생활방식으로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들은 ‘포기’의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나간다. 포기정서는 실패자, 잉여자의 담론 속에서 자주 나타

난다. 상문화의 축 처진 캐릭터, 우는 아이, 무표정의 건어물, 거기에는 감정이 소진

되었다.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기기낙낙

낙낙낙”처럼, 그들의 언어는 소극적이다. 상문화 커뮤니티에서 관찰될 수 있는 포기

의 생활방식은 ‘불계생활’과 관련 있다. 중국어 불계(佛系)는 일본어 ‘仏係’에서 유

래됐으며 모든 일을 담담하게 보며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뜻한다. 불계는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불문에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의 무욕무구(無欲

無求) 개념을 차용하여 “만사가 공(空)이 된다”는 의미로 상문화 청년이 욕망을 포

기하고 주어지는 삶에 만족하겠다는 의향을 표현하고 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되는 것도 좋고, 안 되는 것도 좋고, 욕심을 부려 노력하거나 승부에 연연하

지 않겠다”라는 웨이보 댓글은 그들의 포기정서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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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불계생활 이모티콘

  유저(改个名咋就不行): 연락하는 사람은 점차 적어지며, 삶은 점점 불계생활(정확

하게 말하면 상생활)로 변하네요.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많은 일들이 

풀려나지 않아, 쌓일수록 시간이 지나 어떻게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내려놓는 것 밖에 없군요. 

  유저(给W璐胖起来): 매일 생활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네요. ‘너는 가질 수 없고, 

가치가 없으니, 모든 것은 스스로 노력해야만 해!’라는 압박감만 남아있네요... 노력

한 이후의 결과는 왕왕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분이 너무 ‘상’스러워요. 긍정에너지

는 모두 소진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은 미로 같아요. 아무리 원하더라도 얻을 수 없

고, 행복은 언제나 짧아요.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불계생활

로 살아갈래요. 

  위처럼, 상문화 커뮤니티에서 수집된 텍스트에서, 유저(改个名咋就不行)는 ‘풀리지 

않은 일이 많아, 의도치 않게 불계생활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는 인간관

계에서의 실패를 받아드리는 자세를 취한다. 두 번째 유저는 ‘노력해야만 하는 압

박, 뜻대로 되지 않은 결과, 소진된 긍정에너지’ 등 현실적·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최후에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불계생활’을 살아가겠다는 의도를 밝힌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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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가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청년들은 자유로운 개별자

보다 자기계발해야 하는 고립된 주체로 파편화되고 있다. 불계생활방식을 지향하는 

상문화 청년들은 욕심 없는 욕망저하의 행동방식을 취한다. 그들은 삶에 대한 열정

과 의욕이 저조하고 활력이 부족하며 만사가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다. 

  상문화 커뮤니티의 참여자는 자발적 잉여다. 생활세계에서 열패감을 느끼는 ‘유동

청년’은 현실 담론 영역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어렵다. 사회의 ‘어른’들 또

는 ‘준(准)어른’들은 스스로 대도시의 불안정한 현장에 뛰어들며, 부모의 자산을 축

내며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부2대56)와 경쟁을 한다. 그들은 경쟁사회의 불평등한 

규칙을 규탄하기 전에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부끄러움과 무력한 감정을 내면화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출구로 삼아 자신의 현실 곤경과 솔직한 어려움을 

얘기한다. 특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잉여의 유대감으로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권자들과 경쟁해야

하니, 그들은 긍정에너지와 성공담론에 지쳐있다. 그리고 다양한 밈으로 내면화된 

무기력과 부끄러움을 그나마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려는 노력을 한다. 잠시나마 현실

세계의 압박을 내려놓고 인터넷 장에서 편안히 놀 수 있다. 

   상감정은 잉여들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생긴 정서다. 대도시에서 방랑하

는 청년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그들은 그로 인해 상

실감과 초조감을 느낀다. 잉여는 미래 생활에 대한 걱정과 상문화를 통해 비관적인 

심리적 표징과 정서를 표출한다. 대도시에서 방랑하는 청년은 미래의 직장, 생활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계급적 유동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

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이후 자신이 열심히 일한 후에 이상적인 보답을 받을 수 있

을지에 대해 비관적이며 미래의 일과 삶에 대한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걱정

이 많다. 그들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피하기 위해 포기의 삶을 선택하고 냉담한 

56) 부자 2세대라는 뜻, 중국판 금수저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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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 하고 있다. 미래 생활에 

대한기대를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

어’라며 자아이해와 자기위로를 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잉여들은 완전무결함만 살

아남는 답답함(김수환, 2011)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자기계발 주체를 비

판한다. 저열한 그림체, 조야한 밈, 자기비하의 말은 그의 증거이며, 상문화 참여자

가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식하고 커뮤니티 속에서 교류하며 사용하는 공통적인 코

드이기도 하다. 상문화 참여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소속감과 잉여의 유대감을 재차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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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문화의 문화적 의미

제1절 스타일 참여놀이 

  상문화는 밈과 텍스트, 행위, 커뮤니티 상호작용 등 방식으로 표현적 특징을 구성

한다. 이는 모두 ‘픽 앤 믹스’ 놀이에 가까운 행위다. 놀이는 목표나 수단적 가치가 

없는 추상적인 객체이며, 그의 실현과 추구는 참여자와 관중에게 흥미를 돋우기 위

한 것이다(Rowe, 1992, p. 478). 상문화 참여자는 온라인 놀이를 통하여 다양한 기호

를 다루며 상호작용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는 개인을 표현하고, 온라인 정체성을 

구축하며, 공통된 관심사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Papacharissi, 2010; Seiffert, 2018 재인용). Katz와 Shifman(2017)의 주장처럼, 온라

인에서 사회적 응집력(cohesion)을 쌓기 위해서는 놀이가 필수적이다. 상문화 참여

자는 대도시 유동청년과 유사성을 띤다. 그들은 현실생활에서 유대감이 결여되며 

이는 그들이 상문화를 찾고 만드는 이유일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이미 분석한 상

문화 표현적 특징을 기초로 그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다. 

1. 패러디 놀이

  패러디(Parody)란 문학, 음악 등의 작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어떤 특

징적인 부분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에 집어넣는 기법을 의미한다. 주로 익살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희인(喜引)》 이라고도 한다(박광택, 2019). 보통 패

러디 요소가 들어간 작품들은 패러디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보는 사람들

에게 웃음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러디 기법은 비단 예술작품 뿐 아니

라 효과적인 개그의 소재로도 빈번히 사용된다(임지원, 2018). 오마주(Hommage)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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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를 구별하여 쓰는 것이 보통인데, 전자는 익살 내지 풍자가 주된 목적인 반면, 

후자는 그 작품의 원작자를 존경하는 차원에서 원작의 요소를 차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박광택, 2019).

  상문화가 블랙유머와 반성공담론 또는 반자기계발 담론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패러디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패러디는 보다 현저한 반어법적·풍자적 

의미를 띠며 그것은 보통 현재의 사회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상황을 풍자하고 비판

한다. 패러디의 의미는 어떤 텍스트를 희화화해 재구성 및 모방하며 유머러스하면

서도 풍자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하듯이 상문화의 콘텐츠들은 문학, 영

화, 애니메이션 창작에서 나온 텍스트를 패러디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표현을 빌

려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주장을 드러낸다. 

  상문화 은어 중, 푸시킨의 시를 패러디한 내용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

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속일 날이 계속 올 거야”가 있으

며, 이 외에도 “하느님이 너를 위해 문을 닫을 때에, 덧붙여 옆에 있는 창문도 닫아 

주실 거다” 등내용이 있다. 이와 같은 패러디 구절의 원본은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텍스트며, 또한 제4장에서 유추한 인구학적 특징 데이터에 의하면 상문화 참여자의 

교육배경으로 충분히 알만한 구절이다. 

  패러디는 선행 텍스트의 의미 체계와는 다른 텍스트를 생산하고자 하는 욕망을 

기본 전략으로 삼는다(이인화, 2008). 상문화 은어의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자기계발, 

자아격려, 긍정에너지의 함의를 품은 원본을 대상으로 텍스트를 새롭게 변화한다. 

만약 수신자가 선행 텍스트의 의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상문화 패러디 

텍스트를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거나 이해 못할 가능성이 있다. 레토릭 관점에서, 

선행 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는 비판적인 대화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이인화, 2008).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문화 패러디 은어 구절은 기본적으로 자기계발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참여자는 패러디 텍스트와 선행 텍스트의 ‘차이’를 놀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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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긴다. 

그림 37 상문화 불계청년 패러디

  상문화 참여자는 밈의 재창작에서도 패러디 수법을 많이 쓴다. 그림37는 상문화 

참여자가 불계생활 장면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패러디한 내용이다. 그림 

좌측을 보면, 상문화 대표적인 캐릭터 바비 힐이 방안에서 좌선(坐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패러디한 우측의 그림은 상문화 청년들이 똑같은 장소를 꾸미며 

좌선을 하는 모습이다. 

그림 38 거여우탕 패러디

  

  위의 그림38는 미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 캐릭터들이 거여우를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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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면이다. 아이언맨, 토르, 캡틴아메리카, 셜록 홈즈 등 인물은 모두 힘 있고 똑

똑한 캐릭터들이며 영웅이기도하다. 여기서 남성성에 관한 얘기를 더 하자면, 오늘

날 남성성의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김수아, 김세은, 손병우(2014)에 의하면, 헤게모

니적 남성성은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한 남성상’의 형태로 발현되면서 주로 남성의 

몸 관리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그림처럼, ‘바람직한’ 백인 남자의 이미지를 나열

하여 외소하고 못생긴 동양남자 옆에 리믹스한 이유는 아마 상문화 참여자(특별히 

남성 참여자)들의 풍자적 의도다. 히어로 캐릭터를 ‘폐인’으로 패러디하는 과정에서, 

잘 만들어진 몸이 아닌 결함이 있는 몸을 보며 참여자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

와 함께 해당 밈은 ‘패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공명을 일으킨다. 

2. 리믹스와 브리콜라주 놀이

  브리콜라주(Bricolage)는 손에 닿는 대로 아무 것이나 이용하는 창작 기법으로, 

‘만지작거리는’이라는 프랑스어 어원을 가진 어휘이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

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1962년 그의 저서 ‘야생의 사고(La Pansee Sauvage)’

에서 브리콜라주를 ‘손재주’ 또는 ‘손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종족 

사회의 신화와 의식을 표상하는 지적 행위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안정남 역 1996, 

70; 오장근, 2016, p. 86에서 재인용). 즉 신화와 의식의 수행자에 의해 다양한 퍼포

먼스가 수행된다고 해도 결국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제한된 자원과 도구들을 조합함

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브리콜라주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브리콜뢰르

(bricoleur)에 의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주변의 요소들을 조합하여 지적으로 예상 밖

의 성과를 올리는 창조적 실천행위(오장근, 2016)로 브리콜라주를 정의할 수 있다. 

  헵디지(Hebdige, 1984)는 브리콜라주를 하나의 콜라쥬(colage)와 혼종(hybrid)의 형

태를 지닌 것으로 일상의 사물과 다른 구조의 것을 결합하거나 짜깁기하는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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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한다. 대상과 의미 모두는 하나의 기호를 구성하며 어떤 하나의 문화 안

에서 그러한 기호들은 특징적인 담론 형태들로 거듭 조립된다. 그러나 브리콜러가 

전반적으로 동일한 기호들의 레파토리를 이용해서 각기 다른 의미화 대상을 그러한 

특정한 담론형태로 재위치시킬 때, 또는 그 대상이 다른 총체적 조합 내에 위치지

워질 때, 새로운 담론이 구성되고 다른 메시지가 전달된다(Clarke, 1993a). 브리콜라

주 개념을 적용하면, 상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존 사물을 새로운 문화 환

경에 재배치해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상문화 참여자들이 소통하는 콘텐츠는 주로 이미지와 텍스트이며 소량의 영상도 

제작했다. 브리콜라주를 설명하기 위하여 영상 예시를 든다. 상문화 영상 ‘저리 가

거라, 인생!’57)은 20대-30대 청년들에게 영향 깊은 애니메이션 영상들을 재편집한 

내용이다. 이는 미국 애니메이션 <스폰지밥58)>, 중국 애니메이션 <희양양과 회태랑

(喜羊羊与灰太狼)59)>, <나타전기60)(哪吒传奇)> 등 영상을 짜깁기 식으로 편집하여 일

본 애니메이션 OST를 배경음악으로 첨부하여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켰다. <스폰지

밥>과 <기쁜양과 회색늑대>, <나타>는 모두 아이들을 타겟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이며 친구와의 우정,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의지, 부모에 대한 사랑 등 메시지가 담아

있다. 하지만 제작자는 영웅적인 인물과 자아격려적인 대사를 혼합 편집하여 이야

기의 전개를 ‘우정의 끝’, ‘꿈의 실패’, ‘부모와의 이별’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명랑

하지만 슬픈 가사를 담은 일본 애니메이션 배경음악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착

하고 노력하는 캐릭터들은 상문화 참여자의 편집으로 우울하고도 실패적인 서사에 

맞춰 상감정을 전달한다. 

  이처럼, 상문화 참여자는 내적인 우울함과 무력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브리콜라주

57) 영상내용:https://www.bilibili.com/video/av60417755?from=search&seid=9060017758907824779

58) 1999년 5월 1일 키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처음으로 방영한 바닷속의 도시인 비키니 시티(Bikini 

Bottom)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시트콤 형식의 애니메이션.

59) 2005년 8월에 제작 발표 된 중화 인민공화국에서 방송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이다. 2018년까지는 

28부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60) 2003년 6월 1일에 방영한 애니메이션이다. 나타(哪吒)는 도교에서 추앙하는 신으로, 원래는 불교의 

호법신 중 하나이며, 애니메이션은 나타의 일생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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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으로 기존 긍정적인 뜻을 내포하는 텍스트 내용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냉소

와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감정을 전환한다. 긍정적인 메시지에 실망과 절망을 더한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의 희망을 깨뜨리는 것으로 긍정적인 캐릭터 및 애니메

이션의 서사적 의미와 정반대의 뜻을 만들며 보는 사람이 ‘상감정’을 깨닫게 한다. 

청년들은 정반대 의미의 콘텐츠들을 브리콜라주함으로써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

운 의미를 창조한다.  

제2절 상문화: 전복, 풍자와 웃음 

  본 연구는 상문화의 참여놀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Bakhtin의 카니발이론을 활용한

다. Bakhtin은 중세의 카니발과 르네상스의 작가 라블레(Rabelais)의 문학을 분석하

여 카니발 이론을 정립했다. 카니발은 주인과 관객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

여하는 웃음의 세계이며, 그 속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비하되

며 웃음거리가 된다(안상욱, 2011). Bakhtin에게 카니발의 주체는 민중이며 그것도 

개별민중이 아닌 전체로서의 민중과 민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Bakhtin에게 전

민중성은 카니발의 본질 자체에 속한다. 이러한 민중은 부르조아적이고 에고이스트

적인 근대적 개인이나 생물학적 개체와 대비되며 카니발 속 민중은 단순히 개체의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서 모두가 참여자이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주체이다(Bakhtin, 

2001, p. 233).

  카니발의 민중성과 그 웃음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언어는 ‘광장 언어’이다. 광장 

언어는 격화되고, 비속화된, 자유로운, 뒤섞인, 비공식적인 말로 “사물들 사이, 현상

과 가치들 사이에 놓인 견고한 공식적인 경계를 없애고 공식적 세계관의 편협하고 

음울한 진지함이나 진부한 진리, 일상적인 관점으로부터 발화를 해방”(Bakhtin, 

2001, p. 652)시키는 역할을 한다. 카니발의 언어는 거리낌이 없다. Bakhtin은 “거리

낌 없는 광장 언어는 욕설, 때로는 길고 복잡한 험담 섞인 말과 모욕적인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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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욕설의 역할은 양가적인데, 왜냐하면 욕설이 비천

하고 굴욕적이면서 동시에 다시 태어나게 하고 새롭게 만들기 때문이다”(Bakhtin, 

2001, p. 43-44)라고 광장 언어의 양가적 특성을 설명한다. 카니발의 광장 언어는 민

중적이고 축제적인 비공식적인 말로 공식적인 말, 나아가 공식적 진리로부터 확연

히 구분되는 해방의 발화이며 동시에 자기 비판적 긍정과 부정을 통한 진정한 해방

의 발화이다. 기존 권위를 박탈함과 동시에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양가치적 힘을 

획득하는 언어인 것이다. 상문화의 웃음은 밈과 텍스트를 통하여 효과를 생산한다. 

상문화 이면의 카니발적 의미는 성공담론의 전복, 노력과 자아에 대한 풍자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우선, 상문화는 성공과 자기계발 담론에 대한 전복적인 태도를 보인다. 

  Bakhtin은 카니발을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항상 함축적이고 독자적인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카니발의 내재적 의미로 가장 관심을 기울

이는 것은 카니발이 지니고 있는 전복적인 기능이다(김영아, 2005, p.68). 그의 해석

에 따르면, 자유로운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 실제로는 관념적인 도덕과 형식

화된 규율에 매여 있고, 이런 일상의 순환 구조에서 일탈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만

의 자유로운 공간을 향유하기 위해서 인간은 쉬지 않고 전복을 꿈꾼다는 것이다(김

영아, 2005; Bakhtin, 2001 재인용). Bakhtin은 카니발의 의미를 논하면서 카니발의 

이미지는 “어떤 독단적인 권위주의나 엄숙한 교조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적이며, 

인공적으로 다듬어지고 규격화된 관습적인 체제의 오만한 관념적 틀을 부정하는 정

신”이 그 본질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Bakhtin은 카니발의 웃음은 어떤 종류의 완결성과도 적대적이며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응시한다고 말한다(Bakhtin, 2001, p. 31-33). 상문화가 성공담론에 대한 조롱

으로 나타나는 웃음은 순전한 놀이 일 수도 있으며 저항성도 존재할 수 있다. 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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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웃음은 “유쾌하기도 하며 동시에 조소적이기도 하며 비웃기도 하는데, 부정하

기도 하고 동시에 긍정하기도 하며, 매장되기도 하며 부활하기도 한다.”(Bakhtin, 

2001, p. 36). 상문화 텍스트는 유쾌하는 동시에 누군가를 비웃기도하고, 노력을 부

정하는 동시에 성공을 긍정하기도하는 특성을 보인다. 상문화에서 파괴되는 성공담

론 선행 텍스트나 노력을 격려하는 선행 텍스트는 카니발 웃음의 양면적 가치를 지

니고 있다. 

  카니발의 또 다른 측면에는 Bakhtin이나 벤야민이 말하는 고급문화와 지배구조를 

전복시키고자하는 갈망 못지않게, 그 문화나 구조 속에 포함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존재한다(김영아, 2005, p. 69). 상문화 밈과 텍스트는 일상 세계, 자기계발과 노력담

론의 해체를 추구하고 있지만, 상문화 참여자는 성공과 계급의 초월을 원하며 이상

향을 실현해 보려는 의기가 존재한다. 특히 은어의 레토릭 부분에서 설명하듯이, 

“부자들이 행복할 것 같니? 그들의 행복을 너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지”와 같은 은

어는 발화자가 부자의 세계를 동경하고 더 높은 계급을 원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세속적으로 높은 계급에 속하는 것과 잉여에 속하는 것은 서로 뒤집힌 관계, 역전

의 형태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 특권에 동화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

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치의 전도나 역할의 전도 또는 가치의 전복

을 통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카니발의 논리는 다른 한편으로 창조적 생

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전도하는 시공간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가

치가 존중된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는 누구나 카니발의 구성원이 되며 어떤 의미에

서는 그것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곧 카니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문화는 풍자적 의미를 지닌다. 

  풍자(satire, 諷刺)는 웃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언어적 장치이다. 풍자는 독백, 대

화, 연설, 풍속과 성격 묘사, 패러디 등을 단독적으로 사용하거나 혼합시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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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기지, 아이러니, 조롱, 비꼬기, 냉소, 조소, 욕설 등의 어조를 사용함으로

써 개방적인 문학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최돈일, 2016). 풍자는 대상과 주제를 우습

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 모욕, 경멸, 조소의 태도를 환기시킴으로써 대상과 주제를 

깎아내리는 기능을 한다. 

  풍자는 사회·도덕의 이념과 모든 인간의 행동의 규범이 와해되어 현실이 불합리

의 경우에 처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분노와 항거에서 비롯된다(권영민, 1984). 풍자

는 현실과 이상 사이를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는 데서 출발하며 외관과 현실의 차이

를 이용하여 위선과 부조리를 폭로할 수 있다(김영아, 2005, p. 73). 상문화 텍스트

에서 보이는 풍자는 주로 불합리를 향한 풍자와 참여자 자기 자신에 향한 풍자로 

나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풍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미 

로마에서 태어났다”와 같은 텍스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대도시의 빈부

격차와 사회적 문제는 사회의 불확실성을 증가하여 유동 청년의 장래 생활을 예측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특성은 개인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와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여 경쟁 전

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체를 생산하는 것이다(한병철, 2012). 70-80년대의 청년

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완성하며 보편적으로 ‘노력하면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의 신념을 갖고 있다(Liu & Zhao, 2013). 하지만 유동청년들이 대도시로 진

입한 오늘날, 사회적 자원이 축적 및 전승하면서 개인의 후천적인 노력보다 선천적

인 대물림의 중요성이 점차 커졌다. 사회계층 유동성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으며, 계

층고착화는 이미 대부분 상문화 청년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사회구조적 난제가 

되고 있다(Ma, 2016). 그리고 중국 사회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긍정 에너지’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 개념이 점차 대중화되며 자아노력, 자기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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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실현의 강요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 대도시 유동청년에게 리스크의 

보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은 리스크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그런 리스크에 

대처하는 개인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정, 높은 

주택 임대료,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유동청년으로 비롯한 상문화 참여자

의 내면에 좌절감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다. 

  자기에 대한 풍자 예시 중, “인파는 붐비고, 내가 필요 없다”, 또는 “내가 끈기 

없다고 누가 그랬어, 독신이라는 일을 계속 지켜냈잖아”는 나 자신에 대한 풍자다. 

그리고 “이 나날들을 넘기면, 다음의 암흑이 너를 기다린다”는 ‘너’에 대한 풍자이

기도 하고 리스크를 홀로 감당해야만한 환경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풍자의 가장 

주된 속성은 공격성이다. 공격의 목표는 대체로 작품 자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과녁

이다. 과녁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웃음이 파생될 뿐이지, 웃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최돈일, 2016). 상문화 참여자에게 풍자의 과녁은 잉여들이다. 즉 자

기 자신이다. 풍자의 공격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의 파괴와 폐기보다는 교정과 

개량을 위해서 대상을 비판하고 공격한다. 잉여들도 돈과 명예를 얻고 싶지만, 노력

의 의미에 회의감을 느낀다. 

  풍자는 희화 또는 패러디와의 관련이 깊다. 특징이나 특별한 면모를 익살스럽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을 희화라고 하며, 희화된 인물이나 행위를 보고 웃는 것은 알 

만하거나 전형적인 인물과 특징이 익살맞고 재미있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

서 그림 38을 보면, 잉여는 히어로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며, 히어로들은 무기력

해진다. 카니발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고 역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이 노

예가 되고, 현자가 바보가 되며, 부자가 거지가 된다. 또한 현실과 공상, 천국과 지

옥의 구별이 무너져버리며, 성스럽고 경건한 현실과 공상, 천국과 지옥의 구별이 무

너져 버리며, 성스럽고 경건한 모든 것들이 조롱당하고 더렵혀진다(류종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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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상문화는 웃음의 효과를 준다. 

  카니발 속에서의 웃음은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 웃음이 진행되는 

동안은 일상적인 삶에서 해방되어 유토피아적인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김영

아, 2005, p. 79). 그것은 양면가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파괴적인 요소로서 창조

적인 생성의 힘을 가지고 있고 ‘유쾌한 진리’를 바라보고 있다(김영아, 2005, p. 79). 

  Bakhtin 카니발 웃음의 복합적인 성격을 결합하여 상문화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다. (1) 카니발의 웃음은 모든 민중의 웃음이다. 이는 집단적인 웃음이기도 하다.  

(2) 이 웃음은 보편적이며,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3) 

웃음은 양면적 가치가 있다. 앞서 설명하듯이, 상문화의 웃음은 유쾌하고 환성을 지

르는 동시에 조소적이기도 하며, 이 웃음은 부정도 하고 인정도 하며, 매장시키기도 

하고 다시 생명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류종영, 2005, p. 109). 온라인 상문화 커뮤니

티의 웃음은 밈과 은어로 전달되며 모든 사람의 웃음이다. 상문화의 세계, 특히 밈

과 은어의 세계는 전 세계가 우스꽝스럽고, 특권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조롱한다. 상문화의 웃음은 노력을 부정하며, 성공을 인정하는 듯 양면성을 

지닌다. 

  상문화의 웃음은 성공한자 또는 권위를 가진 자를 조롱하는 비웃음도 있으며, 노

력하지만 실패하는 자, 즉 자신에 대한 비웃음도 있다. 이는 자기비하, 심지어 자학

에 가까운 비웃음이다. 카니발의 허물없는 광장언어의 특징은 “너”라는 호칭이나 

별명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는 상문화 텍스트에서도 종종 출현한다. “너”라고 호

칭하여 “나”를 조롱하는 것은, 상문화의 웃음은 잉여가 되는 자, 즉 상문화에 참여

되는 ‘너’와 ‘나’를 함께 비웃는다. 어떻게 보면, 상문화의 웃음은 잔인하며, 다른 사

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에서 유래한 비웃음이다. 웃음에서 사람들은 자신

의 높임을 느끼는 것보다 (때로는 어쩌면 그 반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낮춤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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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다”라고 주장한다. 상문화의 웃음,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은 매일 돼지처럼 늦잠

을 자서 종종 욕을 먹는다. 너무 억울해, 돼지가 그 사람들(너)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말이야”, 이 텍스트에서, 발화자는 나 자신의 높음을 느끼지 않았으며, 수신자 ‘너’

를 돼지로 비유하여 신분을 낮춤으로서 웃음을 유발한다. 

제3절 잉여의 소속감

  상문화 주체는 대체로 컴퓨터와 네트워크 사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 흔히 말해 

인터넷과 더불어 나고 자란 세대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디지털이 갖는 무한복제성

의 특징으로 패러디 문화와 공유문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고 나름의 전유 과정과 

공동의 기호를 갖춰 나가면서 인터넷 문화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온라인 하위문화 스타일에 대한 픽 앤 믹스 놀이 행위는 상문화 참여자가 공동체 

언어와 기호를 만들고 상감정과 공감을 추구하는 행위다. Hall(1976)에 의하면, 집단

적 공감과 인정에 대한 추구는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상문화 주체는 잉여짓을 통해 자기들의 공동체 언어를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고 

축적하면서 공동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냉소주의는 상문화의 공통성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정서적 행동이다. 대도시 중산층 진입장벽에 부딪치고 배제되는 

유랑 청년은 그런 트랙의 정당성에 대항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서는 대신 자

신을 비하하고 세상을 냉소한다. 

  정체성은 자아가 스스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며 집단정체성은 사람들이 집단

의 기타 멤버들과 자신의 공통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 대도시 유동청년들은 

사실상 비슷한 사회경제와 권력구조의 위치에 놓이면서 계층 고착화, 고용문제, 물

가상승 등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비슷한 행동 패턴과 인지 방식에 기초하

여 그들은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만들어 냈다. 상문화의 유머러스하고 무기력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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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청년들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며, 과장된 표현방식은 상문화 주체 내면의 자

아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며 커뮤니티를 이룬다. 

  웨이보 상문화 커뮤니티 댓글 중 “상문화가 저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유는 다른 애들도 나처럼 힘들고 소극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다. 상

문화를 접촉한 후 친구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상문화 참여자는 커

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개체들과의 상

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통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상문화 참여자는 공통된 코드 놀이로 상문화 밈, 텍스트 스

타일을 만들어 간다. 동질감은 놀이를 통해 생겨났으며, 유대감은 커뮤니티를 통해 

유지한다. 

  또한, 상문화 참여자는 감정과 가치관에 맞는 기호와 스타일을 선별하며 다른 온

라인 하위문화와 구별하고 유일무이한 문화영역을 형성한다. 상문화 참여자는 내부 

스타일과 외부 스타일을 구분하여 상문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웨이보 상문

화 커뮤니티 댓글에서 “치킨수프나 세속적인 성공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 무능하게 느낀다. 하지만 상문화 참여자는 이들과 차이가 있

는데, 우리는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더 강하며, 우리가 상정서를 털어내는 것은 

단지 태도가 비관적일뿐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한다. 상문화 커뮤니티 참

여자는 다른 하위문화 커뮤니티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세 즉 ‘현실을 보

고, 자신의 능력을 본다’는 것을 발견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혼탁한데 나만 맑

고 깨끗하고, 모두가 술에 취해 있는데 나만 깨어 있구나(举世皆浊我独清，众人皆醉

我独醒)’라는 중국 고어처럼, 상문화 청년들은 문화적 공유 행위에서 정체성을 만들

며 심리 만족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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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연구결과 및 요약

  본 논문은 2016년부터 중국 인터넷에서 등장한 ‘상문화’를 분석하며 그를 통해 오

늘날 중국의 하위문화 청년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성 특징과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상문화의 출현은 대도시 유동청년, 기술 발전과 인터넷 놀이 이 세 가지 차원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한편으로 개혁개방 이래 신속한 경제발

전으로 대도시에 방랑하는 청년, 즉 유동청년들은 현실적인 곤경에 부닥친다. 1978

년 이후 중국사회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생산력 

제고와 자본 축적에 힘을 썼지만 그 결과로 사회의 빈부격차가 점차 심해졌다. 경

제 환경의 변화는 계층 고착화와 같은 경제적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

이 미래에 대한 실망과 같은 문화적 논리를 제기한다. 상문화 주체는 주택구매, 취

업문제, 호적제도, 개인의 진로 등 일련의 생존 압력에 직면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

에서 큰 괴리감을 느꼈다. 그들은 대도시에서 끊임없이 성공과 경쟁을 요구받으면

서도 많은 리스크를 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상문화 주체는 이미지와 밈을 통하여 자신의 무기력함과 반성공적 정서를 표현한

다. 상문화 참여자는 ‘노력’, ‘진취’, ‘긍정’ 등 전통적 가치 관념에 반론을 제기하며 

상감정을 드러나는 다양한 기호 놀이를 진행한다. 상문화는 이로부터 청년들이 현

실에 대한 무기력과 실망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는 수단으로 되었다. 그들은 커

뮤니티를 형성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조롱하고 실패자인 자신을 받아드리는 과정 속

에 상감정을 토로한다. 2016년부터 몇 년 사이에 상문화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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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하위문화로 대두되었다. 상문화 콘텐츠들은 유머러스하며 냉소적인, 

청년의 무력감, 상실감과 절망감을 적절하게 재현하고 있다. 상문화 텍스트는 자조

적인 어조와 블랙유머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동시에 노력하기 싫고, 삶의 목적이 없

으며 정서적 우울과 욕망이 저하되는 사회 정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이

미지, 텍스트, 영상 등 방식으로 인터넷에 퍼졌으며, 상문화 참여자는 콘텐츠를 소

비하고 창조하는 실천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연대감을 형성한다. 

  우선, 상문화 이미지의 스타일 특징은 아래와 같다. 상문화 밈과 이미지는 조야한 

특징을 표현한다. 그 조야함은 대충 그린 캐릭터, 결함 있는 남자, 울고 있는 아이 

등 밈에서 보일 수 있다. 이는 ‘웰-메이드’와 완벽함에 대한 파괴라고 본다. 그 안

에는 헤게모니 남성성에 대한 풍자도 관찰 된다. 또한, 상문화에서 사용되는 이모티

콘 또는 이미지는 언어적 텍스트 부분을 제외하고 이미지 자체에서 제공되는 정보

가 아주 제한되며 이미지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비교적 낮다. 참여자는 대중문화의 

내용을 차용하여 텍스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위문화 재창작 게임에 참여한다. 

상문화 이미지는 텍스트의 추가와 함께 의미가 점차 명확해지며 수신자가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이해하게끔 만든다. 이는 참여성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그 다

음으로 관찰되는 상문화의 표현적 양상은 무기력함이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긍정에

너지 담론 속에서 자란 상문화 주체는 계층 고착화되는 현실을 자각하며 노력의 필

요성을 회이하며 상문화를 찾게 된다. 그들은 자신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캐릭

터로 형상화하여 감정을 드러내며 자신을 상문화 캐릭터와 동일시한다. 

  두 번째로, 상문화 스타일 중, 청년들은 성공의 해부를 통하여 은어를 구축한다. 

그들은 반어법, 과장법, 비유법, 은유법, 인유법 등 레토릭 수법을 통하여 주류문화

에서 선양하는 성공 담론과 자기계발 주체를 해부한다. 상문화 주체는 웃음의 빈틈

에서 자기를 포함하는 불평등한 사회적 현실에 비판하지만 이에 동화하고 싶은 마

음이 보였다. 상문화 은어 텍스트는 카니발적 특징을 나타난다. 상문화 참여자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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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디와 풍자적 수법을 자주 사용하며 성공담론을 해부하며, 한편으로는 성공담론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 성공의 논리를 동의하는 태도를 보인다.

  세 번째로, 상문화 주체는 공동된 가치관과 취향, 그리고 정서 때문에 커뮤니티에

서 상호작용을 이룬다. 커뮤니티에서 스타일을 구성하는 방법은 참여자의 기호 선

별에 있는데, 이는 기타 온라인 문화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핵심적으로 냉소적

인 상감정을 드러난다. 상문화 주체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감정이나 상정서를 공유

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 또는 정서를 가진 개인과 소통하며 심리적 억압을 해소

하되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들은 현실을 받아드리고 욕

망을 버리는 불계생활을 살아간다. 상문화 주체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피하기 위

해 불계생활로 삶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기대를 

낮추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문화의 문화적 의미는 스타일 놀이와 카니발적 웃음, 그리고 잉여

의 유대감에 있다. 이는 전복적인 힘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성공담론에 동조하는 

경향이 보이며, 현실과 곤경에 대한 풍자로 이루어진다. 웃음은 풍자에서 시작한다. 

상문화 참여자는 성공 담론이나 치킨수프 담론의 구조를 해부하며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의 자세를 나타난다. 이러한 저항적 자세는 그들의 일종의 자기 보호방식이자 

패러디와 브리콜라지의 놀이로 표현된다. Hall은 하위문화를 의례를 통한 공동의 저

항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며, Hebdige는 청년은 

스타일을 통해 상징적으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런 결론을 반박하며 상문화는 참여자의 온라인 ‘픽 앤 믹스’ 놀이로 간주한다. 이

는 기존 버밍엄하위문화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픽 앤 믹스’놀이는 카니발적

으로 풍자의 의미를 갖는다. 상문화 주체는 풍자로부터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웃음

을 유발한다. 이는 성과사회에서 자기 착취와 피로에 찌든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나

며 ‘성공’에 대한 저항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병존하는 모순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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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의 함의는 사회적 맥락을 결부하여 상문화의 표현적 특징과 그 이면의 문

화적 의미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존 상문화에 대한 연구 중, 학술적으

로 관심 밖에 있었던 후기하위문화이론과 온라인 참여문화이론 및 카니발이론을 통

하여 상문화의 표현성과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데 있다. Xiao(2017), Dong(2017), 

Zhu(2018) 등 중국학자들은 상문화를 ‘90후’만의 청년문화로 간주하며 버밍엄하위문

화이론 세대론의 관점에서 상문화 청년의 저항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상문화 주

체의 인구학적 특징을 설명하며, 이를 대도시 ‘20대/30대’ 유동청년이 즐기는 온라

인 문화로 범주를 확정한다. 본 연구는 상문화 밈, 텍스트, 참여자 행위 등 방면으

로 상문화의 표현성과 의미를 검토하며 텍스트에 대한 연구이자 레토릭에 대한 연

구이다. 상문화 표현적 특성의 의미를 읽어내는 과정에 본 연구는 일정 부분 한계

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통계자료와 빅 데이터를 종합하여 상문화의 주체를 유동

청년으로 유추했지만, 각 자료의 통계법과 정보 수집 방법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상

문화 참여자에 대한 인구학적 묘사가 아직 불충분하다. 또한, 인터넷 개체의 유동성

과 개방성이 존재하며, 참여자의 신분은 상문화 주체로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앞

으로 상문화 참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상문화 주체를 좀 더 자세하게 

탐구할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상문화 이미지에 나타나는 남성성을 검토했지만 자세한 설명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코넬의 남성성 이론에 따라,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 

예속의 남성성, 공모의 남성성,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분류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의미 분석부분에서 남성성을 카니발 웃음이론을 결부하여 설명했지만, 앞으로 

상문화 이미지에 나타나는 예속, 공모된 남성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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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 culture is now a representative cultural phenomenon of Chinese Internet 

subculture. Sang-culture is a subculture born online and spread based on social media, 

characterized by expressions of pessimism, decadence, lethargy and helpless. Sang culture 

contains various components such as image, text, music and video, and is a marker of 

sentiment of the Sang cultural subject, reflecting the difficulties, stress and nervousness 

faced by young people. Sang culture phenomenon has aroused the interest of society and 

academia, and has become a topic of conversation in various fields. The core of this 

research is the expression style and cultural meaning of the Sang culture, and based on 

the theory of subculture and online subculture, it explores the development of the Sang 

culture, the components of the Sang cultural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meaning. 

  Sang culture phenomenon goes beyond the simple emotional expression and empathy of 

the subject of the Sang culture, and has a complex cause of occurrence and a unique 

process of meaning-building. During the cultural practice process of the participants in the 

Sang culture, ‘Sang’ not only expressed a series of contents and meanings, bu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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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d a unique subculture symbol style, forming an narrative system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tyling and networking.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ymbolic 

meaning of Sang culture, the youth group of commercial culture dissects the success story 

and reproduces the meaning through methods such as retoric, bricolaju, parody, etc. Sang 

cultural players enjoy giving up and desire success, and commercial culture is also a 

relaxation and mild resistance to mainstream culture.

  Under the background of conflict in China's social modernization and economic transition 

period, the main plight of the fluid youth is the loss of class elevation and self-identity. 

Sang culture cannot fundamentally solve the plight of young people, but the process of 

creating a commercial culture is an attempt by the Sang cultural entity to escape the real 

problem for a while and to achieve play interaction, and the Internet provides a possible 

condition for the Sang cultural entity's attempt. Sang culture style has many distinctions 

from other cultural content, and it is advantageous for participants to practice the culture 

of commerce to relieve stress, enhance attribution and promote communication. 

Keywords: Sang culture, Online Subculture, Expressiveness Study, Flui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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