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언론정보학 석사 학위논문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의 

경계관리활동에 대한 연구

크린지 문화의 혼종성을 중심으로 - (Cringe) -

년 월2020 12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오 지 원





- i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오늘날 초국가적 범주로 확장된 케이팝의 눈부신 성  

공의 이면에 가려진 팬덤의 해로운 문화 실천의 문제의식 속(toxic) 

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온라인 팬덤 문화 . 

실천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된 크린지 문화 에 초점‘ (cringe culture)’
을 맞추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의 복잡한 , 

문화정치적 역학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중문화 인터넷 문화 그리고 팬덤 문화까지   , , 

이어지는 크린지 문화의 계보를 추적하고 크린지의 표현적 양상, 

과 수사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크린지 문화란 인터넷상에. 

서 포착되는 어색한 순간들을 유머의 틀 안에서 즐기는 일종의 놀

이 문화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거리두기와 타자화의 도구로서 . 

실천되는 크린지 문화의 양상에 주목하였는데 무언가를 크린지라, 

고 규명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행위이며 크린지의 , 

대상을 타자로 배치함으로써 함께 크린지를 느낀 사람들과의 공감

을 기반으로 서로를 포괄하여 일종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 

케이팝 팬덤이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크린지 텍스트는   

대부분 팬덤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즉 케이팝 팬덤은 크린지. , 

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내부의 경계역학을 재구성하고 관리하며 팬

의 규범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케이팝 . 

팬덤이 향유하는 크린지 문화가 제안하는 내부의 경계는 무엇이

며 이 경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섭의 장이 형성되는지 ,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 게시된 케이팝 관련 크린지 . 

동영상과 댓글을 분석하여 팬덤이 수행하는 크린지 문화를 규명하

고 크린지 텍스트의 발화 과정에서 구성되는 의미 체계를 살펴보, 

아 인종 젠더 지역 등 팬덤 내외부에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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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력 관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케이팝 수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문화  , 

권의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이어줌으로써 기존 한국과 동아시아 팬

덤에 의해 쌓인 팬 실천 방식에 균열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러한 균열은 기존에 존재하던 명확한 위계나 기대치. 

가 결핍된 상태로서 케이팝 팬덤 내부에 일종의 복잡하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팬덤의 규범을 재확립하고자 하는 , 

적극적인 논의와 교섭의 시도가 크린지 문화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의 크린지 문화는 고유한 규칙과 사회적 , 

연관성이 있는 문화 양식으로서 팬덤 참여 방식에 대한 담론을 형

성하고 진정한 팬과 아닌 사람들의 경계를 그려내기 위해 활용되

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규범을 설립하고자 하는 욕망은 궁극적으로 케이팝 팬이  

라는 정체성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크린지 동. 

영상의 주요한 소재로 코리아부 가 등장했는데 이는 한국 문화를 ‘ ’ , 

지나치게 칭송하여 한국인과 사귀고 싶어 하거나 한국인처럼 행동

하는 팬들을 비하하는 용어로 팬덤 내외부에서 통용되고 있었으

며 케이팝 팬덤을 정당화하고 올바른 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궁, 

극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으로 견제되고 있었다 이때 흥미. 

로운 점은 케이팝 크린지 동영상에서 재현되는 코리아부는 대부분 

백인 여성이라는 점이다 크린지 문화는 백인 팬을 끊임없는 감시. 

의 위치에 세우며 기존의 위계질서에 대한 전복의 움직임을 보여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백인의 백인성을 불편한 , 

인종적 정체성으로 가시화하고 올바른 팬의 담론으로부터 배제시

킴으로써 권력의 재구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케이팝의 혼종적 . 

수용 정경에 백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그들이 오리엔탈리즘적 , 

페티시즘과 타자화를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백인성



- iii -

의 권력에 대한 경계심이 팬덤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주요한 

의제로서 크린지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코. 

리아부 문제는 젠더적 인종적 지역적 질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 ･
아시안 남성에게 성애적으로 종속당하고자 하는 백인 여성의 관계

를 그려내며 헤게모니 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크린지 문화의 형식을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의 경계 관리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팬, 

덤 참여가 구성하는 교섭의 장 안에서 권력 주체들이 어떠한 방식

으로 충돌하며 기존의 권력 관계 지형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논의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케이팝 팬덤의 크린지 문화는 초국가적 . 

맥락에서 동아시아 대중문화를 둘러싼 사회 질서를 재구조화하는 

케이팝의 독특한 혼종적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주요한 텍스트라

는 것을 제시하였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체성 논의에 참여하고 권  

력 구조에 도전하는 케이팝 팬덤의 문화 실천은 서구 중심의 대중

문화 질서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 , 

지구적 케이팝 수용과 관련된 본질적 질문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논의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동아시아 그. , , 

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케이팝의 영향력이 실현되는 팬덤의 마

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다양한 수용 방식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교차적 갈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탐색하, 

기 위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남긴다.

주요어 케이팝 팬덤 크린지 문화 혼종성 코리아부 경계관리: , , , , , 

학  번 : 2017-2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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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1 문제 제기

오늘날 북미에서 한국 아이돌의 성공은 케이팝 이 더는 동아시  (K-pop)

아에 국한된 지역적 트렌드가 아닌 세계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대중문화. 

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통념적으

로 세계적 성공을 상징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방탄소년단. (BTS)

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인 빌보드 ‘Hot 
에서 위를 기록했고 블랙핑크는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인 100’ 1 , 

코첼라 에서 헤드라이너로 데뷔(Coachella Valley Music & Arts Festival)

하며 나날이 새로운 방면에서 한국 가수 최초 라는 업적을 남기고 있다‘ ’ . 

그동안 미국 음악 시장은 비서구권 가수의 침투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아이돌이 이끄는 한국 대중문화의 활약은 

미디어의 관심은 물론 학계로부터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지. 

난 몇 년간 케이팝의 세계적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초국적 팬덤의 긍정

적인 수용 양상을 주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케이팝이 미국 시장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비약적인 진보를 보여  ,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문화 속 케이팝은 완전한 주류 문화

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예컨대 가 년 앨범 (Jin, 2019). BTS 2019 <Map of 

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록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the Soul: Persona>

미국 음반 산업은 그래미상의 모든 부문에 를 후보로 올리지 BTS 않는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홍석경 해결되지 않은 미국의 인종주( , 2020), 

의 문제로 인해 케이팝 힙합 라틴팝 등 유색인종의 음악은 여전히 타자‘･ ･
의 담론 안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색 인종(Ot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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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문화 정경에서 크게 활약하지 못한 아시아

인의 문화적 산물을 향유하는 사람들을 둘러싼 담론은 어떠한가?

오늘날 케이팝이 소수만이 향유하는 하위문화의 위치를 벗어났다 하더  

라도 여전히 스스로 케이팝 팬 이라고 칭하는 것은 치열한 정체성 교섭, ‘ ’
의 장이 될 수 있다 많은 대중문화 팬덤이 그렇듯이 개인의 (Yoon, 2019). 

취향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대. 

중문화 팬덤은 오래전부터 광적 이고 비이상적 인 집단으로 여겨져 왔‘ ' ‘ '

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에서 비롯되는 소외감(Jensen, 1992), (marginaliza 

은 케이팝 팬덤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초국가적 맥락 -tion) . 

안에서 케이팝 팬덤은 특히 이중적 소외감 을 느끼게 되는데(Yoon, 2019) , 

이것은 대중문화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유색 인(Fiske, 1992) 

종의 팝 을 좋아한다는 것을 문제 삼는 인종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pop)

것으로 보인다 서구권에서는 케이팝 팬덤의 소외감을 인종적 차원에서 . 

살펴본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데(Otmazgin & Lyan, 2013; Mazana, 2014;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한 지역에서의 케이Min et al., 2018, Yoon, 2019), 

팝 수용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미의 초국적 케

이팝 팬덤 논의로 확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은 주로 문화적 언어적 물리적 장벽을 넘어설   , , 

수 있는 온라인 공간 구체적으로는 소셜 미디어 공간에 서, (social media) 

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는 케이팝 팬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 된다 그 중 특히 유튜브 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YouTube)

데 유튜브에 올리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케이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 

된다는 기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유튜브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팬

들의 적극적인 팬 실천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Ono & 

물론 이러한 실천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여느 팬Kwon, 2013). . 

덤과 같이 내외부를 둘러싸는 갈등 조롱 혐오 배제는 존재하며 이러한 , ･ ･ ･
부정적인 면모는 팬덤의 개인적 공동체적인 정체성 교섭 과정을 이해하･
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팬덤 그 자체는 명백한 정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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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성 과정 이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팬 실천의 전술과 ” ,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팬덤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 이를 구성하는 다양

한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김수아 쪽( , 2014, 50 ).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초국적 범주로 확장된 케이팝의   

눈부신 성공 신화 이면에 가려진 케이팝 팬덤의 해로운 문화 실천(toxic) 

을 들춰 보고 문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팬. 

덤 문화 실천 중 하나로 떠오르는 크린지 문화 에 초점‘ (cringe culture)’
을 맞추고자 한다 크린지 문화란 크린지 라는 인터넷 용어에서 파생된 . ‘ ’
것으로서 타인의 행동과 취향을 크린지 하다고 조롱하는 문화를 (cringey)

일컫는다 여기서 말하는 크린지 는 직역하자면 움츠리다 는 의미를 갖. ‘ ’ ‘ ’
고 있지만 손발이 오그라든다 오글거리다 라는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 ‘ ', ‘ ’
서 비롯된 관용적 의미와 가장 비슷하게 번역이 된다 일반적으로 창피. 

하거나 불쾌한 기분을 표현할 때 사용되며 그 창피함과 불쾌함의 대상, 

은 타인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럿이 함께 처한 상황이 될 , , 

수도 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통해 유머를 유발하는 크린지 코미디. ‘
라는 서브장르도 년대 초반 영국과 미국의 문화(cringe comedy)’ 2000 TV 

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서구에서는 크린지 코미디 텍스트와 관련된 ,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Duncan, 2017; Kotsko, 2010; Middleton,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크린지의 관계를 심2013; Saucke, 2015). , 

도 있게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크린지 문화가 오늘날 일상에 스며들기까지 크린지 코미디 프로그  TV 

램의 영향도 컸지만 하나의 하위문화로서 온 오프라인 일상에 영향을 , ･
주기 시작한 것은 소셜 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환경에서 크린지를 주제로 

한 밈 비디오 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밈 비(meme video) (Middleton, 2013). 

디오는 패러디 패스티쉬 매쉬업 등 수용자의 (parody), (pastiche), (mash-up) 

전면적인 참여를 통해 변형되어 확산되는 영상 콘텐츠를 가리키는데 김(

수철 강정수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상호작용을 & , 2012), 

통해 본래의 맥락과 내용이 변형되기 때문에 규범을 강화하고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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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회적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밈의 주제(Shifman, 2013). , 

나 확산 배경을 연구하는 것은 한 집단을 구성하는 규범을 탐구하기 위

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 누구보다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케이팝 팬덤은 스스로 크린지 동영상을 제작하며 꾸준히 팬덤의 규범

을 강화하고 재설정하고 있다 이때 나타나는 크린지의 대상과 그를 규. 

명하는 자의 복잡한 관계를 파헤침으로써 크린지가 마련하는 정체성 교

섭의 장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케이팝의 . 

크린지 문화가 내포하는 경계는 무엇이며 그 경계를 관리하기 위해 팬들

은 어떤 실천을 하느냐는 질문과 연결된다 특히 케이팝 크린지 동영상. , 

은 초국가적 케이팝 현상이 만들어낸 일종의 부작용 인 코리아부“ ” “
(Koreaboo)”1)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홍석경 쪽 올바른 ( , 2020, 234 ), 

팬 되기의 경계와 규범을 유머와 조롱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케이팝이 만들어내는 참여문화와 인종적 상상력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크린지 동영상은 초국가. , 

적 맥락에서 케이팝 수용의 명암을 탐색할 수 있는 유용한 텍스트가 되

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는 앞에서 제기된 기존 문헌이 놓친 두 가지 틈에  , 

서부터 출발한다. 

첫째 유튜브에서의 크린지 문화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 

다는 점에 주목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크린지에 대한 맥락화를 시도한

다 먼저 크린지 문화가 발생한 과정을 추적하고 크린지의 표현적 양상. , 

과 수사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튜브 크린지 문화를 . , 

구성하는 동영상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1) 코리아부 란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칭송하여 한국인과 사귀고 싶어 하고 한 ‘ ’ , 

국인처럼 행동하는 일종의 인종 페티시 를 지닌 사람들을 일컫는 (racial fetish)

말이다 일본 문화를 강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위아부. ‘
로부터 파생되었다 코리아부에 대해서는 제 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weeaboo)’ . 4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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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케이팝의 긍정적인 수용성에 관심을 기울이느라 놓친 어두운 부  , 

분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의 복잡한 문화정치적 역

학을 주목한다 기존의 디지털 팬덤에 대한 연구는 폄하와 무시의 대상. 

이었던 팬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능동적 팬덤을 강조하며 팬의 실천

을 긍정적이고 저항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팬덤의 활동을 무, 

조건 저항적이고 전복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팬덤에 대한 분석을 제

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수정 김수아 따라서 오늘( & , 2015). 

날 케이팝의 초국가적 팬덤을 살펴볼 때 그들의 수용 방식을 케이팝의 , 

성공 요인이나 인기 비결에만 비추어 볼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에서 일, 

어나는 인종과 젠더 등 억압체계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그로 인해 형성

되는 경계와 위계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 기존 케이팝 연구가 간과한 어두운 면의 한 가지 사례로 케이팝 팬덤 

내부의 크린지 문화를 눈여겨본다.

이때 중요한 점은 크린지 문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인터넷 하위문화로   

자리를 잡았기에 케이팝 팬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어. 

떤 팬덤이 아닌 초국가적 맥락에 속해있는 케이팝 팬덤에서 크린지를 매

개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화적 역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혼

종적 문화로서 케이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케이팝은 그 자체로 혼. 

종적인 문화 산물이며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과 국적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인종적 위계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케이팝이 동아시아를 넘어 서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Oh, 2017b). 

상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문화제국주의 문화적 근접성 문화･ ･
적 할인 등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종성 이론이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크린지 문화와 관련된 이론뿐만 아니라 혼종성 이. , 

론을 활용하여 초국적 케이팝 정경에 대한 문화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크린지 문화를 케이팝 팬덤의 혼종적인 문화정  

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팬덤 내부에 어떠한 경계가 세워지, 



- 6 -

고 이 경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섭의 장이 형성되는지 유튜브

의 케이팝 크린지 동영상과 댓글을 분석하여 그 단초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케이팝의 성공 담론 뒤에 은폐된 인종적. ･
젠더적 갈등을 드러내고 케이팝과 팬덤에 대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차

별과 위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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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2 

제 절 크린지는 무엇인가1 ?

크린지 문화란 크린지 라는 인터넷 용어에서 파생된 문화로서   ‘ (cringe)’
타인의 행동과 취향을 크린지 하다고 조롱하는 일종의 인터넷 놀(cringey)

이 문화를 일컫는다 이 절에서는 크린지 문화에 대한 학계의 정확한 정.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크린지라는 현상이 탄생하게 , 

된 맥락을 이해하고자 크린지 문화의 유래와 크린지를 구성하는 감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과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등. 

장한 크린지 코미디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텔레비전 맥락에서 크린지

의 특징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 크린지가 탄생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 

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재현의 장치로서 사회의 관념. 

이 작동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승인, 

하도록 요구하고 현실을 해석하는 문화적 경계를 뚜렷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방송을 통해 확산된 크린지 코(Fiske & Hartley, 1978). , 

미디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크린지가 발생하는 상황을 추적함으

로써 크린지가 내포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크린지 문화의 맥락화를 . 

시도하고 디지털 미디어가 제시하고 재생산하는 크린지의 경계를 포착, 

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크린지 문화와 케이팝 팬덤이 만날 때 발. 

생하는 차이가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1. 크린지 문화의 배경

동사로서 크린지 는 겁이 나서 움츠리다 굽실거리다 라는   ‘to cring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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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닌 기존에 존재하던 단어다 그러나 오늘날 구어적인 표현으. , 

로서 는 동사로 쓰이는 동시에 명사 예를 들어‘cringe’ , ( , ‘that is cringe’, 
그건 크린지야 나 형용사 그건 크린지) (‘that is cringey’, 해 와 같은 신조어)

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크린지의 의미가 확장된 것은 비교. 

적 최근의 일이며 그 배경에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이 있다, 

인터넷 문화와 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Middleton, 2013). 

Know Your Meme2)에 의하면 크린지하다, ‘ ’3)는 것은 인터넷 속어(slang)

로 어색함 부끄러움 또는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소셜 미, , , 

디어상의 실수나 실패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 

오글거리다 라는 표현과 가장 비슷한데 이는 손발이 오그라든다 라는 ‘ ’ , ‘ ’
말에서 변형된 것으로 민망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창피한 기분이 들 때 

사용되는 신조어다 특히 허세 중 병 흑역사 항마력 과 같은 인터. ‘ ’, ‘ 2 ’, ‘ ’, ‘ ’
넷 유행어와 연관되어 쓰이며 년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이 시, 2000

작되고 꾸준히 확산되어 오늘날 일상 언어로 자리매김하였다.

크린지하다 라는 표현이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상황을 추적하자  ‘ ’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라는 단어는 년 영국 만화 . ‘cringeworthy’ 1972 <The 

에 등장하는 쿠스버트 크린지워디Bash Street Kids> (Cuthbert 

라는 캐릭터를 통해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여기서 쿠Cringeworthy) . 

스버트는 반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모범생으로 선생님의 총애를 받지

만 다른 아이들과는 쉽게 어울리지 못하여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으로 , 

2) 은 인터넷 밈의 유래 활용 Know Your Meme(http://www.knowyourmeme.com) , 

도 그리고 확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웹상에서 가장 큰 밈 데이터베이, 

스 사이트다 밈이 처음 등장한 플랫폼과 날짜를 포함한 밈의 유래 설명 그리. , , 

고 활용 예시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밈 백과사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키 형태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 (wiki) 

보의 정확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진이 모든 항목을 꾸. 

준히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진의 확인을 받은 항목과 미완성인 항목은 따로 표, 

시되어 있다 모든 항목은 문화 하위문화 사람 사. (cultures), (subcultures), (people), 

건 사이트 등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다(events), (sites) .
3) 와 의 합성어 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다 ‘Cringeworthy(Cringe ~worth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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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아이들보다는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면. , 

이때 사용되는 는 굽실거리다 아첨하다 라는 의미와 더욱 가깝‘cringe’ ‘ ’, ‘ ’
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오늘날 통용되는 와는 다른 뉘앙. , ‘cringeworthy’
스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년대 중반부터는 인터넷 공간에서 영화. 2000 ･

시리즈의 크린지한 장면에 대한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TV , 

년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인터넷 용어 사전인 어번 딕셔너리2007 (Urban 

에서 가 불편한 반응을 유발하는 행동 이라고 Dictionary) ‘cringeworthy’ ‘ ’
처음 정의되었다 년 월 일에는 미국의 소셜 뉴스 커뮤니티 사이. 2009 9 10 ･
트인 레딧(Reddit)4)에서 처음으로 크린지 관련 서브레딧 게시판( ) 

이 만들어졌고 년 월 일에는 크린지 서브레딧으로 부‘r/Cringe’ , 2012 10 14

터 파생된 서브레딧이 만들어졌으며‘r/cringepics’ ,5) 현재 두 서브레딧은  

각각 대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전자가 어색하거나 1,300,000 . ‘
민망한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공유하는 곳이라면 후자는 이미지를 공유’ 
하는 곳인데 게시물 몇 가지를 예로 들어 보자면 화상 회의에서 음소, , 

거가 해제된 줄 모르고 상대방의 집을 험담하는 상황 만취한 상태로 헛, 

소리만 하는 어느 연예인의 인터뷰 소셜 미디어에서 생일 축하 댓글을 , 

받기 위해 가짜 계정을 만들어 스스로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들킨 상황 

등 여러 가지 민망한 상황이 공유되고 있다 서브레딧의 부제목은 보기. ‘
만 해도 고통스러울 때 이다(When it just hurts to watch)’ .

크린지와 비슷한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등장한 속어로는 이 있는  ‘fail’･

4) 레딧 은 미국의 초대형 커뮤니티 소셜 뉴스 사 (Reddit, http://www.reddit.com) /

이트이며 이용자들간의 교류보다는 재밌는 글이나 정보 뉴스를 공유하는 데 , , 

초점을 두고 있다 서브레딧 이라고 불리는 게시판들을 중심으로 운영. (subreddit)

되고 있으며 각 서브레딧은 각자의 규칙과 성격이 다르므로 자신의 관심에 맞, 

게 서브레딧을 구독할 수 있다 현재 수만개의 서브레딧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 

그 종류는 교육 뉴스 오락 유머 자기계발 등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 ･ ･
5) 기존 서브레딧 이용자들의 실제 지인들과 미성년자들에 대한 게시물 r/cringe 

이 자꾸 올라오자 사어버불링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논란을 피하(cyberbullying) . 

기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게시글을 금지하는 

서브레딧이 파생되었다r/cringep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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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누군가의 실수나 단점을 지적하기 위한 감탄사로 흔히 사용되, 

며 주로 불길한 결과가 예상되는 이미지나 짧은 동영상과 함께 유통된다

상황의 강도에 따라 이라고 사용되(D ring & Mohseni, 2019). ‘epic fail’ö
기도 하며 한국의 맥락에서는 망했어요, ‘ ’6)라는 유행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아래 그림 은 을 표현하는 밈의 예시다 사진 속에는 . [ 1] ‘epic fail’ . 

감시 카메라와 그것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물체가 있고 사진 아래에는 , 

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감시 카메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epic fail’ . 

된 실패 상황을 보여주며 이 상황을 만들어 낸 사람을 지적함으로써 웃

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크린지 문화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가리. 

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은 크린지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상. ‘fail’
황 중 하나인 것이고 크린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 

에 대해 과도한 민망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밈을 활용한 이미지[ 1] ‘Epic fail’ 7)

6) 한 스포츠 게임 경기 중 해설자가 언급한 이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와 각 E-

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어 오늘날 일상 언어로 자리 잡은 밈이다.
7) 출처 구글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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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  , 

다 이러한 심리를 한 단어로 정리하는 독일어 샤덴프로이데. ‘ (schaden 

는 고통 을 의미하는 과 기쁨 을 의미하는 의 -freude)’ ‘ ’ ‘schaden’ ‘ ’ ‘freude’
합성어로 말 그대로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겪어 봤을 타인의 고통을 보면‘
서 느끼는 기쁨 을 뜻한다 슬랩스틱이나 자학적 개그 모두 샤덴프로이’ . 

데에 기반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 장르다 그(Hye-Knudsen, 2018). 

런데 남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고소해 하는 인간의 짖궂은 본성만으, 

로는 크린지 현상이 떠오르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샤덴. 

프로이데는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이를 지켜보는 자에게 긍정적

인 감정을 끌어내는 현상이라면 크린지 현상은 양(van Dijk et al., 2011), 

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크린지 현상이 떠오른 배경으로 코츠코 는 전통  (Kostko, 2009)

적 규범의 붕괴를 가리키는데 세기 중후반 급변하는 사회와 그로 인, 20

해 전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분열되며 사회적 어색함 이 등장‘ ’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년대 공산주의. 1970

의 무신론에 맞서기 위해 동원된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 를 지지하는 ‘ ’
것과 흑인민권운동이나 페미니즘 영역에서 일어나는 진보적인 가치의 충

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격변 속 기존 백인 중산층에 의해 수립된 . 

헤게모니적 가치가 더 이상 자명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이때 발, 

생하는 규범적 충돌이 사회적 어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오늘. , 

의 사회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두드러진 사회적 어색함 은 기존에 ‘ ’
사회가 제공하던 명확한 가치나 기대치가 복잡해지고 모순적으로 변하며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들턴 은 코츠코가 제시한 어색함의 유래에 동의하며  (Middleton, 2013) ,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어색함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인다 매개된 환경에서는 신중한 자아 표현이 가능하기 . 

때문에 보다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매개되지 않은 현실에서 상상적 이상과 어긋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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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될 때 발생하는 어색함은 더욱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다가오게 된다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 인터넷에서 이상적인 . , 

자아 표현에 실패하게 되는 순간 언제든지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레딧의 크린지 게시, (r/cringe) 

판 어색한 가족사진 웹사이트 등, ‘Fail Blog’, ‘ (Awkward Family Photos)’ 
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달 은 현대 사회를 어색한 시대 라고 칭한다 사회성이 좋  (Dahl, 2018) ‘ ’ . ‘
은 사람 혹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 이 되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 ‘ ’
는 나날이 커지는 동시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

문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동체적 규범에 균열을 일으. 

키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가시화되어 그들을 처벌하기 , 

위해 크린지 문화와 캔슬 컬쳐‘ (cancel culture)’8)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고 주장한다 즉 오늘날 어색함과 크린지의 문화적 맥락은 기술의 발전. , 

으로 인해 복잡해지고 모순적으로 변하는 사회적 공동체적 규범과 밀접･
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색함과 크린지 문화는 현대 사회를 정의하는 중요한 문화적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학문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에 따라 년대 초중반부터 인터넷 공간에 등장하기 시작한 크. 2000

린지 문화를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영미권 텔레

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된 크린지 코미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 

터넷 환경의 크린지 문화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 반면 텔, 

레비전의 크린지 코미디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비록 인터넷. 

과 텔레비전 두 매체의 크린지 문화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사회적 규범, , 

8) 캔슬 컬쳐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을 보이콧하는 인터넷  

문화로 소셜 미디어에서 언팔로우 를 하는 등 철저히 그 사람을 무시, ‘ (unfollow)’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로 그 사람의 이름에 끝났다 를 조합한 . ‘Is Over Party( )’
해시태그를 달고 단체적으로 언팔로우를 한다 예를 들자면 라는 비난을 . , TERF

산 롤링 트럼프를 지지한 카니예 웨스트 과거에 블랙페이스 를 JK , , (blackface)

한 지미 팰런이 최근에 캔슬 당한 유명 인사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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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정성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 등 비슷한 시대적 맥락 안에서 인

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두 매체의 크린지 현상의 사회적 의미나 

담론은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크린지 코미디의 정서. , 

적 수사학적 특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크린지 문화의 ･
표현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영미 대중문화 속 크린지 코미디의 특징1) 

크린지 코미디 란 일상 속 어색함과 불편함으로부터 유  (cringe comedy)

머를 유발하는 코미디 장르로 년대 초반 영미권 텔레비전 프로그램, 2000

에서 시작되었다 미들턴 에 의하면 크린지 코미디는 영. (Middleton, 2013) , 

국 의 모큐멘터리BBC (mockumentary)9) 시트콤 더 오피스 < >(The Office, 

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이를 시초2001-2003)

로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코미디의 인기 장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 ･ ･
린지 코미디가 나타내는 사회적 어색함 그 자체가 오늘날 일상생활의 다

양한 주관적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 로 부상했다(trope) .10) 이래로  

상당한 양의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크린지 코미디 텍스트에 대한 분석, 

(Brabzon, 2005; Hye-Knudsen, 2018; Marso, 2019; Mills, 2004; Saucke, 

부터 크린지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다루는 연구2015; Swind, 2015) (Caroll, 

까지 다2014; Duncan, 2017; Holm, 2017; Kotsko, 2010; Middleton, 2013)

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크린지 문화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는 , 

9) 모큐멘터리 혹은 목 다큐멘터리 는 다큐멘 (mockumentary) (mock documentary)

터리의 코드와 관습을 이용하지만 허구인 이야기를 말한다 모방하다 는 뜻을 . ‘ '

가진 과 다큐멘터리 의 합성어이다‘mock’ ‘ ' . 
10) 크린지 코미디의 다른 예시로는 커브 유어 엔수지애즘< >(Curb Your 

Enthusiasm, 현재 미국판 더 오피스 HBO, 2000~ ), < >(The Office, NBC, 

더 컴백2005~2013), < >(The Comeback 그리고 걸즈, HBO, 2005~2009), < >(Girls, 

등이 있다HBO, 2012~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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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영미 대중문화에서 인기를 끈 코미디 장르가 초국가적 케이  , 

팝 팬덤 연구에 시사하는 점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텔레비전 프로그램? , 

은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재현하는 것이고 텔(Fiske & Hartley, 1978) 

레비전의 크린지 코미디와 인터넷의 크린지 문화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텔레비전의 크린지 코미디의 특징과 사, 

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은 인터넷의 크린지 문화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크린지 문화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부. , ･
족하다는 점에서 크린지 코미디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 

봄으로써 크린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크린지 코미디에 대한 선행 연. 

구를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크린지의 맥락화를 위한 토대를 

세우고 기존 연구의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 

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크린지 코미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크린지 코미디 텍스트는 다큐멘터리 관습을 채택하거나  , 11) 대본, 

을 최소화하거나12) 실제 상황에 기반하여 픽션의 스토리를 그려내는 , 

등13)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논픽션인 것처럼 보이도록 현실성을 강조한 

다 홈 은 이처럼 현실 불편함 그리고 코미디를 (Holm, 2017). (Holm, 2017) , , 

접목하는 것은 오늘날 유머의 지배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한다 밀스. (Mills, 

11) 예를 들어 목 다큐멘터리 형식의 시트콤인 더 오피스 가 있다 , < > . 
12) 예를 들어 커브 유어 엔수지애즘 은 제작자이자 배우인 래리 데이비드 , < >

가 본인으로 출연한다 셀러브리티의 카메오 출연이 종종 있는데(Larry David) . , 

대부분 본인으로 출연한다 또한 플롯만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고 거의 모든 대. , 

사는 출연진의 애드리브 로 진행된다(ad-lib) . 
13) 예를 들어 더 컴백 의 주연 배우 리사 쿠드로 는 극중에서 한 , < > (Lisa Kudrow)

물간 시트콤 스타를 연기하는데 이는 마치 자신의 위치를 실제로 드라마 속에

서 연기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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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경향을 그가 명명한 코미디 베리테 와 2004) ‘ (comedy v rit )’é é
연결지어 설명한다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시네마 베리테. (cin ma é

의 시청각적 요소가 년대 이후 시트콤에 떠오르기 시작하며v rit ) 2000 , é é
코믹한 것과 아닌 것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미들턴. 

은 크린지 코미디 속 불편하고 어색한 순간을 다큐멘터(Middleton, 2013) ‘
리 순간 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그 순간이 마치 (documentary moments)’ , 

대본이 없고 계획되지 않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현실, 

적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순간은 자신을 신중하게 편집하. 

고 조정할 수 있는 오늘날 소셜 미디어상의 상호 작용과 상반되며 이러, 

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매개되지 않은 순간의 어색한 공기와 사회적 실

수는 더욱 민망하고 크린지하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즉 크린지 코미디. , 

는 픽션이지만 마치 논픽션인 것처럼 현실성을 증가하는 요소들을 활용, 

하여 시청자가 더욱 몰입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크린지 반응을 더

욱 증대시킨다(Jacobi, 2016).

둘째 등장인물의 시선을 수사적으로 활용해 어색함을 표현한다는 것  , 

이다 크린지 코미디 텍스트 속 등장인물(Middleton, 2013; Saucke, 2015). 

은 마치 시청자와 불편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이 제 의 벽을 깨 눈을 마주치며 시청 경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모습4

을 흔히 볼 수 있다 주인공과 시청자가 함께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 

해주는 정서적 정체의 순간들을 통해 크린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때 . 

시청자를 바라보는 인물은 시청자의 대리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 

색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음을 화면과 나누는 

공감의 눈빛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크린지를 유발하는 인물이 곤란한 상. 

황을 넘기기 위해 나름대로 힘쓰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며 크린지를 느

끼며 이러한 보기 힘든 장면들을 텔레비전 화면을 매개로 한 텍스트 속 , 

대리인의 시선을 통해 어색함이 전파되고 정서적으로 공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aucke, 2015).

셋째 크린지 코미디는 코미디에는 준언어적인 표시가 있어야 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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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코미디의 관습을 활용해 메시지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 더욱 효과적으로 유머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뒤집는다(Mills, 

일반적으로 유머 내용 자체의 이데올로기적 중요성 불쾌함 혹은 2004). , , 

재미는 모두에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유머로 의도되었, 

다는 것은 다양한 메타커뮤니케이션적 단서 덕분에 잘 전달될 수 있다. 

시트콤을 비롯한 여러 전통적인 형태의 코미디는 이러한 유머 신호에 의

존하여 엄격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강요되어 왔다 유머 신호의 대표적인 . 

예시는 관중의 웃음소리를 삽입하는 것이다 유머가 의도된 부분에 웃음. 

소리를 삽입하여 시청자들에게 그 의도를 전달하고 같이 웃으라고 신호, 

를 보내는 것이다 반면 더 오피스 와 같은 시트콤은 이러한 전통적인 . , < >

유머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웃음소리를 없애는 것은 크린지 코미디 . 

텍스트를 더욱 현실적으로 보이게 할뿐만 아니라 유머의 펀치라인, 

에 도달한 후 웃음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견디기 (punchline)

힘든 정적으로 크린지를 느끼게 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직접 유머를 해, 

독하도록 임무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Duncan, 2017).

넷째 크린지의 대상이 되는 불운한 주인공은 주로 자신의 불행이나   , 

실수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는 크린지 코미디에서 유(Middleton, 2013), 

머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말하자면 크린지 대상의 진정성과 연결. 

되는 의도성이 중요한 것이다 자신이 사회적 실례를 저지르거나 어색한 . 

상황을 유발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 지켜

보는 자에게 더욱 답답하고 구제불능인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이다.

위에 나열한 크린지 코미디의 특징은 인터넷 맥락의 크린지 문화에 무  

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매체의 크린지 문화의 가장 큰 차이. 

점은 인터넷의 크린지 문화는 대부분 픽션이 아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인터넷의 크린지 문화는 사실성을 전제. , 

로 하여 가장 진정성 있고 강렬한 크린지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 

인기를 끌게 된다 의도성 역시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예컨대 레딧의 크. , 

린지 게시판은 게시물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하나로 고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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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만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발화자의 시선 (Unintentional)’ . 

처리나 메타커뮤니케이션적 단서의 부재 역시 인터넷의 크린지 영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관습이다 즉 텔레비전의 크린지 코미디와 인터넷. , 

의 크린지 콘텐츠는 크린지 라는 것을 일종의 형식으로 만들어 내어 유‘ ’ , 

사한 관습을 공유하며 유머를 유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 , 

매체가 공유하는 크린지 라는 것은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
할 것이다.

정서 표현으로서의 크린지2. 

여러 연구자들은 크  (Hunt, 2015; Hye-Knudsen, 2018; Middleton, 2013) 

린지 코미디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크: 

린지 코미디는 도대체 왜 보는 것인가 현실은 이미 충분히 오글거리고? , 

민망하고 어색한 상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는 자발적으로 텔레, , 

비전을 켜서 오글거림을 계속해서 찾는 것일까 또한 점점 더 좋은 사? , ‘
람 혹은 너그러운 사람 이 되기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새롭게 ’ ‘ ’
등장한 불편한 코미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위 질문들은 크린? 

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을 제공한다.

오글거리는 것은 샤덴프로이데와는 달리 타인의 불행을 지켜보는 자  , 

에게도 어느 정도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크린지 코미디의 주인공이 . 

창피를 당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아졌을 때 마치 본인이 그 상황에 처, 

한 것처럼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Hye-Knudsen, 2018). 

예컨대 미국 에서 리메이크된 더 오피스NBC < >(The Office, NBC, 

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한 동영상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2015~2013) ,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 발생하는 간접 수치심(vicarious 

의 고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embarrassment) .14)

14) 더 오피스 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동영 < > ‘Most Awkward Moments’ 
상을 살펴보았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ap0ae1Z8q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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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전체를 건너뛰지 않고 보려면 꽤나 강한 정신력이 필요해“ .” 
(Fix***g82)

맙소사 저 장면 차라리 날 죽여줘“ , . .” (Mir***oke) 
스스로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해 저들은 연기자일 뿐이야 저들은 연“ . . …
기자일 뿐이야 저들은 연기자일 뿐이야. .“ (Clin***y76)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침묵이야“ .” (Cup***Tea)
크린지 때문에 뇌가 아파“ .” (Can***man)

시청자들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이 허구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정도로 크린지 코미디에 몰입하고 그것을 보며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다 코미디는 주로 재미를 목적으로 향유하지만 크린지 코미디가 . , 

그려내는 어색한 상황은 화면을 넘어 공유될 정도의 강력한 정서적 효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린지 코미디를 왜 보는가 라는 질문에 하이크누슨  ‘ ’ (Hye-Knudsen, 

은 무해한 마조히즘 을 활용하여 답한다 로진 2018) ‘ (benign masochism)’ . 

외 에 의하면 무해한 마조히즘이란 안전하다고 느끼는 (Rozin et al., 2013) , 

맥락 안에서 부정적인 신체적 반응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매. 

운 고추를 먹은 후의 후끈거림이나 롤러코스터를 탄 후의 어지러움을 즐

기듯이 사람들은 유해한 텍스트를 보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다 크린지 코미디 역시 특유의 리얼리즘과 어색함으로 보(Bloom, 2010). 

는 이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시청자는 언제든지 보기 고, 

통스러운 장면을 건너뛰거나 텔레비전을 끌 수 있기에 위험 요소가 배, 

제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하이크누슨

의 주장이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더 오피스 를 향유하는 시청자(2018) . , < >

들도 자유롭게 동영상을 끄거나 건너 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고통스러

운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크린지 코미디가 어색한 코미디 나 불편한 코미디 가 아닌 크린지  ‘ ’ ‘ ’ ‘ ’ 
코미디라고 불리우는 것은 신체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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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크린지는 외부로부터의 정서적인 자극에 의해 (Marso, 2019). , 

유발되는 실제로 손발이 오그라드는 듯한 신체적 반응이라는 것을 강조, 

하는 것이다 마소 는 크린지는 안쪽으로 향하는 신체적 자. (Marso, 2019)

세이고 웃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여는 자세라고 설명하며 크린, , 

지 코미디를 보며 웃는 것은 분열적인 반응 이라고 주장한다 즉‘ ’ (p.109). , 

크린지 코미디는 마냥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코미디가 아닌 분열적이고, , 

긴장을 일으키고 시청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노고를 요구하는 장르인 , ･
것이다 따라서 크린지는 앞으로 일어날 행동에 대한 신호 기능을 하며. , 

신체적 반응을 생성하여 상황에 필요한 대처를 하도록 돕는 일종의 정서

적 표현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최해연 최종안 예를 들어 사람이 ( & , 2016). 

화가 나면 위협하는 표정을 지으며 신체는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를 동, 

원하여 공격을 준비한다 또는 민망함이나 당혹감을 느끼면 얼굴이 빨개. 

지며 슬픔이나 좌절을 느끼면 눈물을 흘린다 이와 같이 크린지는 어느 , .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촉발하는 일종의 신체적 표출인 것이다.

때로는 스스로 크린지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을   , 

청하려고 할 때 그 날 했던 말실수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르면 잠에서 , 

확 깨 이불을 걷어차고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찌푸리게 되듯이 말이다

시간이 흘러 자신을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Dahl, 2018; Ludwigs, 2018). 

있게 되고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민망한 감, 

정을 비로소 느끼게 되며 크린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크린. , 

지는 한 상황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적 차원이 존재

하며 인과관계가 확실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

유튜브 맥락에서의 크린지 문화3. 

인터넷에서 크린지 문화는 인터넷상에서 포착되는 어색한 순간들을 유  

머의 틀 안에서 즐기는 일종의 놀이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텔레비전의 . 

크린지 코미디와 형식적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허구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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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파되는 문화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크린지 문화는 타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일상. 

적 언어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 

결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점점 더 놀이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고 이, 

러한 맥락 안에서 혐오와 조롱의 어조 역시 더욱 가벼워진다(Davies et 

인터넷에서 놀이 형태로 소비되고 있는 크린지 문화의 어조는 al., 2018). 

농담에 가깝고 그 내용은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 

조롱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되는 밈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오늘날 인터넷 참여 문화의 주요한 관행으로 바라보되 비, 

판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크린지 콘텐츠의 유머는 크린지 코미디와 비슷하게 사회적   

어색함을 토대로 유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크린지는 실제 사람. 

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에서 이상적인 자아 표현에 실패하, 

여 부끄러운 상황에 놓인 누구든지 변형과 공유를 통해 크린지의 대상이 

되어 유포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치가 없던 사. ‘ (without shame)’ 
람들도 본의 아니게 대중에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지 인지 못하

는 수치를 모르는 혹은 뻔뻔한 불운한 주체로 재구성될 수 ‘ (shameless)’ ‘ ’ 
있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상의 크린지 문화는 오글거리(Middleton, 2013). , 

는 것을 찾아보고 제작하고 댓글을 달며 상호 작용하는 일종의 놀이 , , 

문화이지만 동시에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크린지의 소재,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린지 코미디를 시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던 무

해한 마조히즘만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크. , 

린지 유머는 어떠한 이유로 향유되는 것인가? 

먼저 인터넷에서 크린지 문화가 가장 가시화되는 지점은 유튜브의 크  , 

린지 모음집 을 통해서다 크린지 모음집은 자신이 크(cringe compilation) . 

린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결합

하여 간접 수치심을 기반으로 유머를 유발한다 가장 자비로운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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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메리카 퍼니스트 홈비디오 처럼 ‘ (America’s Funniest Home Videos)’
슬랩스틱 형식의 유머를 보여주지만 이것마저도 마냥 편하게 웃을 수 , 

없는 크린지 라는 반응을 야기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애니‘ ’ . (anime)

나 이모 팬덤처럼 주류의 시선에서 봤을 때 부끄러운 취미를 향(emo) ‘ ’ 
유하는 사람들이 크린지 동영상의 인기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는 주로 해당 문화의 외부에 위치한 사람들의 내부자를 향한 조롱과 비

하의 시선에서 제작되며 이러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드러, 

냄으로써 그들의 취미를 교정 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준다‘ ’ (Clark, 

이처럼 인터넷상의 크린지 문화는 유머가 사회에 공공연히 2020.09.30.). 

존재하고 있던 편견이나 차별이 더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촉매의 역할

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유튜브의 크린지 문화는 사회적 어색함과 차  , 

별을 기반으로 한 경계 관리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살바토 는 크린지 콘텐츠는 상호간의 크린지. (Salvato, 2013)

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고 말한다 무언가를 향해 . 

크린지를 느낀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행위이며 크린지의 , 

대상을 타자로 배치함으로써 함께 크린지를 느낀 사람들과의 공감을 기, 

반으로 서로를 포괄하여 일종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너와 . , ‘
내가 쟤를 향해 함께 크린지를 느꼈으니 쟤는 우리와 다르다 는 논리 , ’
체계로 타자를 정의함으로써 공동체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 

애니 팬덤에 대한 크린지 동영상은 애니 팬덤을 타자화하며 올바르지 못

한 집단이라고 고발하는 동시에 그 외부에 위치한 사람들 사이의 유대, 

감을 강화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케이팝과 관련된 크린지 영상은 대부분 팬덤 내부자들  

이 그들에 대한 영상을 적극적으로 제작하며 유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케이팝 팬덤이 크린지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내부의 경계역학을 재

구성하며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케이팝 팬덤이 향유하는 . , 

크린지 문화가 제안하는 내부의 경계는 무엇이며 그들이 정의하는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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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먼저 유튜브에 존. 

재하는 크린지 동영상의 특징을 유형화하고 유튜브에서 집단적 정체성 , 

형성의 논의가 가능한지 고찰해본다. 

크린지 동영상 유형1) 

유튜브에서 크린지 문화는 셀러브리티의 민망한 인터뷰 모음집부터 시  

청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상황까지 다양한 방면에서의 사회적 어

색함을 담은 유저 제작 콘텐츠 를 통해 확산된(User-Generated Content)

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주로 제목이나 미리보기 에 크린지 라. (thumbnail) ‘ ’
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어 크린지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것을 미, 

리 경고해 주고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 

이는 모음집 리액션 고백 형 (compilation),  (reaction), (confession)① ② ③ 

동영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유형은 각자 다른 텍스트적 수사학적 전. ･
략을 활용해 크린지를 표현하고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세 유형의 . 

특징과 표현 양식을 살펴봄으로써 유형별로 크린지의 효과와 크린지 문, 

화 참여에 대한 함의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인 모음집 동영상은 인터넷에서의 여러 크린지한 순간  ‘ ’ 
들을 포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매쉬업 한 것이다 모음집 동영(mash-up) . 

상은 주로 챌린지 형식으로 게시되는데 소셜 미디어 맥락에‘ (challenge)’ , 

서 챌린지 란 일종의 과제로 참여자들은 과제를 수행한 후 소셜 미디어‘ ’
에 이를 인증 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챌린지 문화의 시‘ ’ . 

초는 루게릭병 모금을 위해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지만 시간이 ‘ ’
지나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공익성을 띠는 챌린지 뿐만 아니

라 재미를 위한 것들도 수많이 생겨나며 하나의 인터넷 놀이 문화로 자

리 잡았다 현재 유튜브에서 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영상은 . ‘cringe’
년 전에 게시된 모음집 챌린지 영상이다 그림 참고 조회 수는 3 ([ 2] ). 

만을 넘었으며 여전히 매일 꾸준히 댓글로 챌린지 성패 여부를 인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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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참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동영상이다 이러. 

한 크린지 챌린지 동영상이 수용자에게 주는 과제는 바로 영상을 시청‘
하며 한 번도 크린지하지 않을 것 이다 챌린지 참여자는 댓글이나 새로’ . 

운 영상으로 참여했음을 인증한다.

그림 크린지 모음집 동영상의 예시[ 2] 

모음집 동영상은 인터넷 곳곳에서 가져온 출처가 불분명한 밈 으로   ‘ ’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밈은 오늘날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 

요한 현상이다 밈이란 모방 복제를 통해 전달되는 단편적인 정보로. ･ 15), 

인터넷 맥락에서는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의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 이. ･ ･
는 유머나 재미를 위한 것인 동시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
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밈이 제작되고 공유되는 작용을 살. 

펴보면 밈은 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규범을 형성하는 사회적 도구로 ,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프먼(Gal, Shifman & Kampf, 2016). 

은 밈과 사회적 규범 사이에는 이중적 관계가 존재하다고 (Shifman, 2013)

했는데 밈은 공동체의 규범을 반영한 것인 동시에 그 규범을 형성하는 ,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논하자면 밈은 스스로 . , 

15) 밈이란 년 이기적 유전자 에서 도킨스 에 의해 처음 정의된 것으로 모 1976 < > (Dawkins) , 

방과 복제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작은 문화적 단위이다 가장 작은 진화적 단위인 . 

유전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시대보다 훨씬 전에 등장한 단어이지만 최근. , 

에 인터넷의 일상적인 문화 활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다시 부활

되었다(Gal, Shifman & Kamp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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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하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모방 제작 변형 유통에 (viral) , ･ ･ ･
있어 사람들의 능동적 참여와 신중한 선택에 의하여 역동적으로 진화하

고 공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밈이 내(Nooney & Portwood-Stacer, 2014). , 

포하는 의미는 제작자와 참여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의도를 , 

파헤침으로써 공동체의 담론적 규범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Gal,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떠도는 다Shifman & Kampf, 2016). , 

양한 원재료를 따로 떼어내 새로운 밈으로 재구성된 크린지 모음집의 내

용을 검토하는 것은 인터넷 크린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작업이

다 모음집 동영상이 공유되는 맥락 특히 크린지의 대상과 그것을 지켜. , 

보는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누가 담론으로부터 포함되거나 배제

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와 관습이 집단적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리액션 동영상은 주로 위와 같은 크린지 모음집을 시  

청하고 그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다 리액션 동영상은 . 

오늘날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로 원본 콘텐츠에 대한 , 

반응부터 몰래카메라나 처음 경험하는 상품 예를 들어 언박싱 에 대한 ( , )

반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동영상이 제작되고 있다 리액션 동영상의 형. 

식은 단일 형식과 다중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일 형식은 시청 ,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제시되지 않은 채 시청하는 인물의 모습만 나타나

는 것을 가리키며 다중 형식은 시청하는 인물의 모습과 그가 시청하고 , 

있는 콘텐츠를 액자 형식의 작은 화면으로 삽입된 것을 가리킨다 김예(

란 즉 다중 형식의 리액션 동영상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담은 , 2012). , 

콘텐츠와 반응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동시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크린. 

지 리액션 동영상은 주로 앞서 설명한 크린지 챌린지 동영상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인지 보여 줄 , 

수 있도록 원본 동영상을 포함한 다중 형식을 띤다 천 은 유. (Chun, 2017)

튜브 리액션 동영상의 참여적 구조는 세 개의 중첩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리액션의 대상이 되는 원본 콘텐츠 이에 .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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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리액션을 촬영한 콘텐츠 시청자 댓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천, . ③ 

은 리액션 비디오를 공동체 참여에 있어 중요한 소통의 장을 마련(2017)

해주는 것으로 보았는데 리액션 비디오와 그 댓글창은 원본 콘텐츠의 , 

맥락 안에서 동영상 제작자와 시청자가 텍스트적 경계를 넘어 질문을 던

지거나 소통함으로써 원본 콘텐츠에 대해 서로 공유된 반응과 정서를 기

반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다중 형식 크린지 리액션 동영상의 예시[ 3] 16)

케이팝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연구한 김예란 은 리액션 동영상은   (2012)

꾸밈없는 자연스러움과 동영상을 시청하는 감정의 즉시성이 가장 중요하

게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즉 리액션에 있어 정서적 격렬함. , (emotional 

이 리액션 동영상의 성패 여부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intensity)

미들턴은 시청자는 늘 리액터의 반응을 모방하지는 않(Middleton, 2013). 

는다고 주장하는데 리액션 동영상은 주로 유머 의 프레임 안에서 만들, ‘ ’
어지기 때문에 리액터가 충격을 받든 눈물을 흘리든 시청자는 그런 모, , 

습을 보며 웃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린지 리액션 동영. 

상은 주로 원본 영상이 함께 삽입된 다중 형식을 띠기 때문에 크린지의 , 

16) 출처 : REACT, ‘YouTubers React to Try Not to Cringe Compilation #2‘ 
(https://www.youtube.com/watch?v=f4gVhYb_C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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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이해하는 시청자는 원본 영상을 함께 바라보며 리액터와 반응을 

공유하게 된다 즉 이러한 형태의 리액션 동영상은 커뮤니케이션 수단. , 

으로서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공유된 의미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 

있는 가상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 유용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Swan, 

리액터 가 시청자를 대신하여 콘텐츠에 대해 처음 반응하2018). (reactor)

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반응의 정서적 격렬함과 시청자의 공감에 따라 ,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Anderson, 2011.11.25).

세 번째 유형인 고백형 동영상은 본인의 크린지했던 과거를 고백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표현하는 자아 성찰적 텍스트이다 고백형 동. 

영상 역시 유튜브의 핵심적인 장르 중 하나인데 동영상을 매개로 일기, 

를 쓰거나 시청자와 대화를 하듯이 자신의 사적인 비밀을 밝히는 유형이

다 텔레비전의 고백 내러티브를 연구한 화이트(Strangelove, 2010). 

는 미디어에 매개된 고백과 자아 정체성 및 사회적 인식은 (White, 1992)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유튜브의 . 

핵심으로 본 스트레인지러브 는 카메라의 존재만으로(Strangelove, 2010)

도 자신에 대한 내밀한 비밀들을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유튜브 내 , 

가상의 청중은 마치 상상된 친구처럼 편하게 털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고백을 촉진하는 정서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2) 

유튜브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  

되는 온라인 공동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

다 반다이크 에 의하면 초기 유튜브는 소셜 네트워킹의 . (van Dijck, 2013) , 

요소에 중점을 두어 동영상 콘텐츠를 커뮤니티 형성과 단체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유튜브가 점점 더 크게 성장하고 인터페이스가 변, 

화하며 초기의 사회적 기능보다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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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중요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는 주제별로 나누어진 채널. , 

에 의해 운영되며 동영상마다 광고를 시청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

니티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보다 텔레비전과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유튜브의 맥락 안에서 다양한 주제나 장르별로   , 

콘텐츠를 제작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커뮤니티 로 엮어 지칭하‘ ’
는 것은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다 많은 유튜브 이용자(Strangelove, 2010). 

들은 스스로 자신을 게임 커뮤니티 뷰티 커뮤니티 커뮤니티‘ ', ‘ ', ‘ASMR ’, 
케이팝 커뮤니티 등 하나의 관심사를 공통분모로 한 각종 공동체에 포‘ ’ 
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스타와 팬의 관계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개. 

별 채널이나 유튜버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구독자 커뮤니티보다 포괄적이

고 모호한 수준에서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유튜브는 자. 

체적으로 동영상을 장르별로 분류하거나 관심사별로 공동체를 명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내밀한 공간이 구축되는 과정이나 그것을 구분, 

하는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어떻게 콘텐. 

츠 제작자 시청자를 이어주는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이 생성되는지 살펴 ･ ･
볼 필요가 있다.

로트먼과 프리스 는 유튜브 이용자들은 유튜  (Rotman & Preece, 2010)

브의 제한적인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활용하여 그 안에서 스스로 유대감

을 쌓고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록 채널별로 흩어진 . 

유튜브의 구조로 인해 플랫폼 전체를 대표하는 광장 공간은 없지만 이‘ ’ , 

용자들은 관심사에 따라 개별 채널에 집결하여 친밀감을 구축하며 의사

소통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이용자들에게 공통된 관심사 공동. , 

의 문화 그리고 정서적 지원 등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 

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만 , 

보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유튜브에서 공통된 관심을 기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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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소속감을 주는 커뮤니티의 형성이 이루어지’ 
고 있다고 본다 또한 동영상과 댓글로 이용자들끼리 상호 (Day, 2006). , 

작용하고 매쉬업 리액션 커버 영상 등 리믹스 행위를 통해 새로운 콘텐, ･ ･
츠를 제작하여 교류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 문화를 

위한 주요한 플랫폼으로 여긴다 크린지 문화 역시 유튜브를 중심으로 .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유튜브 크린지 동영상을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인터넷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 크린지 동영상은 . 

내집단과 외집단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고 집단적 규범과 정체성을 형성

하기 위해 활용되는 형식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단적 규범, 

을 설정하고 있는 케이팝 팬덤의 공동체성과 문화 실천을 이어서 살펴보

고자 한다. 

제 절 케이팝 팬덤의 문화 실천과 정체성 형성2 

팬덤의 정체성 형성과 경계 관리1. 

공동체 라는 개념은 팬덤을 설명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 ’ , 

지속해서 팬덤을 공동체 의 시각으로부터 접근해 온 젠킨스‘ ’ (Jenkins, 

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젠킨스는 팬덤이란 일관성과 안정성을 지1992) . “
니며 자신의 문화를 정의하고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 

사회적 집단 이라고 보여주는 것을 텍스트 밀렵꾼들 의 주된 과제로 삼” < >

았다 그에 의하면 팬덤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는 텍스트와 상호작(p.2). 

용하며 다양한 실천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적

극적인 참여이다 팬덤과 일반 수용자의 차이점은 선호하는 미디어 텍스. 

트와 교류하는 방식에서 일어나는데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 다양한 상호, 

작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텍스트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는 점에서 일반 수용자와 구별되는 것이다 이에 팬덤은 텍스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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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연결과 충성도를 기반으로 강한 결집력을 형성하여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어가며 팬 텍스트의 생산과 공유의 과정을 통해 내부의 , 

문화적 체계를 강화하게 되고 팬덤의 안과 밖을 규정하며 집단적인 정, 

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피스크 역시 팬덤의 능동성과 생산성을 강조한  (1992) 

다 그는 수용자의 생산성을 기호적 발화적 그. ‘ (semiotic)’, ‘ (enunciative)’, 
리고 텍스트적 생산성 등 세 가지 실천 양식으로 개념화하는‘ (textual)’ 
데 이는 수용자의 능동성을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해독 에서 찾, ‘ ’
고자 했던 인식에서 벗어나 더욱 포괄적인 의미에서 수용자의 실천 으, ‘ ’
로 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팬덤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김수정 김수아( & , 

또한 피스크는 부르디외가 제시한 구별 짓기 기능을 팬덤 논의2015). , ‘ ’ 
에 적용하여 팬덤의 차별 과 구별 의 양상을 설(discrimination) (distinction)

명한다 팬들은 팬덤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고 자신. 

들이 선호하는 문화 영역이 다른 영역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평범한 대중들과 구별되고자 한다 이때 차별 이 팬덤 내부와 외부를 구. ‘ ’
획하려는 전략이라면 구별은 팬덤 내부의 차이를 구분하는 전략이라고 , ‘ '

볼 수 있다 팬덤은 이러한 차별화 기제를 통해 팬덤과 팬덤 외부 사이. 

뿐만 아니라 팬덤 간의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고유의 정체성을 구축하

고 있다 홍종윤( , 2014).

젠킨스와 피스크의 논의를 바탕으로 팬덤이란 공통된 수용 방식 관  , , 

행 그리고 사회적 규범 및 기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Tulloch & 

규범을 공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형Jenkins, 1995), 

성하고 부지런히 순찰하는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 

락에서 팬덤은 사회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주장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여기서 젠킨스와 피스크 등 그레이 외 가 . , (Gray et al., 2017)

세대 라고 명명하는 초기 팬덤 연구자들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바로 팬‘1 ’ , 

덤이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팬덤

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이나 정서적 차원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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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대 팬덤 연구자들은 수동적이고 집착적인 . , 1

소비자라는 미디어 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항적이고 생산적인 팬의 

이미지로 전복시켰다는 점에서 팬덤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팬덤을 , 

지나치게 저항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김수정 김수아 즉 팬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Gray et al., 2017; & , 2015). , 

결국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표현하며 취향의 위계화가 , ,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 사회적 불평등이나 위계질서를 재순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수정 김수아( & , 2015). 

이에 김수정과 김수아 는 팬덤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팬덤   (2015)

공동체 내부의 권력 역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추후 . 

팬덤 연구자들은 팬덤 안에서 기존의 사회 문화 경제적 자본의 논리에 , , 

의해 새로운 계층이나 위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

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레이 외 가 팬덤 연구의 세 . , (Gray et al., 2017) ‘
번째 흐름 이라고 명명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팬덤이 사회적 관행에 참여’
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정서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 주목

하기 시작했다 팬덤을 의미 있는 (Booth, 2010; Larsen & Zubernis, 2012). 

실천을 하는 공동체로 보되 각 팬덤의 특수성과 개인적인 정체성의 형, 

성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팬덤을 복합적이. , 

고 다양한 존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팬덤의 위계나 정서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 초기 팬덤 연구의 실천 기반 패러다임에 국한되어서는 아니하며, 

팬 공동체를 형성하고 접합하는 관습이 어떻게 사회적 대인적 정서적 관･ ･
계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세부적인 차이와 갈등을 지니고 ,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Gray et al., 2017). 

이 연구는 팬들의 정체성 구축에 있어 팬덤의 역할을 살펴보고 기존   

권력 질서를 바탕으로 팬덤이 정체성을 수행해나가는 모습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탐구하는 최근 연구의 흐름을 따라간다 특히 팬덤의 공간과 정. 

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서적 유대감을 활용하여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고 결속을 유지하는 팬덤 내부의 경계 관리 활동에 주목한다(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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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은 단순히 하나의 공동체가 et al., 2017; Larsen & Zubernis, 2012). 

아닌 사회적 위계질서를 내재화한 집단이며 이에 따라 구성원들이 팬덤 

내부에서 지식과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Hills, 

팬덤의 경계 관리 활동은 팬의 자격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2002), 

사람을 격렬하게 차별하는 정체성 형성의 기제로 작동한다 팬덤의 관행. 

으로서 경계 관리 활동은 경계가 내포하는 차이점과 유사점을 통해 각 

팬덤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팬덤의 . 

경계는 팬 텍스트 혹은 셀러브리티와 팬의 경계 다른 팬덤 간의 경계, , 

그리고 동일한 팬덤 내에서 존재하는 경계 등으로 존재하며 이는 아주 , 

견고할 수도 있고 쉽게 투과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Larsen 

특히 팬덤 내부의 경계를 살펴보는 것은 각 팬덤이 & Zubernis, 2012). 

지닌 관습과 규범 그리고 참여와 실천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며 팬덤이 , , 

고유한 집단적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해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팬덤의 정체성 관련 논의는 디지털 미디어의 기술적 변화로 인  

해 더욱 확장된다 예컨대 젠킨스 는 디지털 문화의 확산. , (Jenkins, 2014)

으로 인해 팬덤 연구의 핵심이 저항 의 프레임에서 참여 의 프레임으로 ‘ ’ ‘ ’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욱 두드러지는 팬덤의 생산성과 참여성은 미디어 산업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이에 팬덤은 미디어 산업과 대립하는 저, 

항적인 입장에서부터 산업과 함께 협업하고 협력하는 호혜적인 관계를 , 

이루는 참여적 팬덤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젠킨스는 (Jenkins, 2006a). 

컨버전스 개념을 제시하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찾아‘ ’ , “
내고 서로 흩어진 미디어 콘텐츠 간의 연결을 만들어 내도록 촉진하는 , 

문화적 변화 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김수정 김수아” (Jenkins, 2006a: & , 2015

에서 재인용 젠킨스의 컨버전스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미디어). 

의 확산 속 컨버전스 현상을 통해 수용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문화 

양식인 참여 문화 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 (participatory 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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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시대에 팬덤의 문화적 실천은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

에서 나타나며 팬덤은 텍스트를 그저 소비하는 관계를 넘어서 파라텍스, 

트 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문화를 형성해 나(paratext)

가고 있다 케이팝 팬덤 역시 다양한 파라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매우 참. 

여적인 문화를 만들고 내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 

어떻게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 케이팝 커뮤니티와 참여문화 2.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은 주로 디지털 환경에 능통한 대 대의 젊은   10 20･
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팬덤의 매개와 

연대의 방식을 확장시키고 있다 케이팝을 포함(Otmazgin & Lyan, 2014). 

한 한류가 동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것은 디지털 문화의 

확산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특히 소셜 미디어 사용은 케이팝 (Jin, 2016), 

팬들의 정체성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수아 전 (Jung, 2011; , 2014). 

지구적으로 흩어진 해외 케이팝 팬덤은 한국 팬덤과는 달리 폐쇄적인 온

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간적 거리를 메우기 위해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가상 커뮤니티를 구성하게 된다(Jung, 2011; 

특히 해외 팬들은 각자 위치한 로컬 상황 속에서 Williams & Ho, 2015). 

케이팝이라는 관심사가 타자의 것 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 ’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고 주류 문화의 시선을 피해 자유롭게 팬 실천을 , 

할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

로 찾게 된다 뿐만 아니라 케이팝을 향유하는(Otmazgin & Lyan, 2014). , 

데 있어서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마주치게 된 팬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
같은 문화 출신의 사람들을 찾거나 케이팝 콘텐츠를 자신의 언어로 번역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팬덤 문화에 참여하고 있다 케이팝 팬덤은 특. 

히 유튜브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유튜브에 올리는 뮤직, 

비디오를 통해서 케이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다는 기술적인 이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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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유튜브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팬들의 적극적인 팬 실천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Ono & Kwon, 2013).

예컨대 심두보와 노광우 는 유튜브에서 상상의 팬 커뮤니티가 형  (2012)

성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유튜브가 전 세계적 케이팝 팬덤이 ,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그들은 팬들이 선물 교환 정보 공유 그리고 구성원들을 향한 감사 . , , 

표현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악성 댓글에 맞서 싸우기 외부인 구, , 

분하기 그리고 다른 팬덤과의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를 지키고 있다는 , 

것을 발견했다 또한 스완 은 유튜브의 케이팝 리액션 동영. , (Swan, 2018)

상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흩어진 팬들 사이에서 정서적 연대감이 형성되

고 이는 곧 커뮤니티로 이어진다고 봤다 리액션 동영상 시청자들은 무. 

언가를 처음 경험한다는 것처럼 강력한 정서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지켜봄으로써 리액터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자신을 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의 연결점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튜브가 팬덤의 참여를 부추기고 유대감을 형성하는지  

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순욱 외 는 . , (2020)

유튜브에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시청 제작 양상을 ･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참여 문화가 , 

형성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댓글을 통한 팬들 사이의 상. 

호 작용이 제한적이고 뮤직비디오 관련 밈 영상은 지극히 소수의 제작자

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 , 

데이터로는 드러낼 수 없는 팬덤의 내부 역학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한계

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해당 연구에서 주요한 분석지표로 삼은 뮤직 비. , 

디오 조회 수는 팬덤이 의도적으로 올리고자 스트리밍 총공‘ ’17)을 하는 

일종의 팬덤 참여 방식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에 따라 뮤직 비디오 공. 

간은 팬덤의 텍스트에 대한 열띤 토론보다는 서로 쉬지 않고 스트리밍 

17) 스트리밍 총공 총공격의 준말 이란 뮤직 비디오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 )

뮤직 비디오를 무한 반복으로 설정하여 틀어 놓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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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격려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는 일종의 노동 의 장소처럼 작동하‘ ’
기 때문에 조회 수나 댓글 수에 따른 평가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물론 유튜브는 초기 팬덤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포  , 

럼에 비해 훨씬 더 상업적이고 주목 경제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초기 

연구자들이 논의한 참여 문화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나 팬들. 

은 유튜브에서 팬덤 참여의 원재료가 되는 뮤직 비디오나 산업적 차원에

서 제작된 영상뿐만 아니라 케이팝 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 ‘ ’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동영상과 채널을 찾아다니며 유대감과 소속감을 

얻게 된다 유튜브는 다양한 언어의 자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 

팬덤의 문화 실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장소가 되며 다양한 팬 제작 , 

콘텐츠를 기반으로 팬들 간의 상호 작용과 공통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

기에 유튜브의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 커뮤니티는 케이팝의 초국가적 수

용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에 대한 선행 연구의 한계 3.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여 형성되는 초국가적 팬덤은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초국가적으로 확장된 문화 공동체로서의 다양성을 즐기는 특징을 

보여준다 손승혜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케이팝 팬덤을 살펴본 연( , 2013). 

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케이팝 팬들이 각자의 지역적 상황에서 케

이팝 팬덤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 

다문화시민성 또는 코스모폴리터니즘(multicultural citizenship) (cosmo 

이 함양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김영순 배현주 손승혜-politanism) ( & , 2013;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케이팝을 포함한 한2013; Oh, 2017a; Yoon, 2017). 

류를 소비하는 전 세계적 팬들은 익숙하지 않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직

접 경험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국가주의적인 시각을 넘, 

어서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감정적 유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Yo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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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케이팝과 글로벌성을 탐색한 연구들은 케이팝이 전 지구적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대안적인 문화적 관점뿐만 아니라 공동의 취향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대감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젠킨스 가 개념화한 팝 코스모폴리터(Jenkins, 2006b) ‘
니즘 의 논의와 비슷한 맥락을 공유한다 팝 코스(pop cosmopolitanism)’ . ‘
모폴리터니즘 이란 초국가적 미디어 네트워크 속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해 젠킨스가 제안한 개념이다 젠킨스는 미국의 . 

대중문화 정경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아시아 문화의 영향력을 주목한다. 

그는 예시로 일본어 이름을 사용하며 코스플레이라는 취미를 지닌 미국 

남부 지역의 한 소녀나 웨스트엔드의 뮤지컬보다 발리우드 영화를 선호

하는 영국인을 팝 코스모폴리턴 이라고 명명한다‘ ’ .

젠킨스의 논의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18)의 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닐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세계, 

적 의식과 동일시한다는 환원적인 접근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즉 서구 문화와 비서구 문화 간의 일상적인 접촉이 지배와 헤. , 

게모니의 불균형적 권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포스트식민주의적 상황

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컨버전스에 대한 젠킨스의 유토피아. 

적 상상력과 달리 문화의 초국가적 흐름은 반드시 그가 의미한 팝 코스, 

모폴리턴 주체를 만들어 내거나 다문화주의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여 문화와 대중문화의 초국가적 흐름 속에서 형성(Kim, 2016). 

되는 코스모폴리턴의 정체성은 긴장과 불균형으로 가득 찬 상충되는 형

태를 띤다는 것이다(Kim, 2016).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케이팝 소비를 통한 해외 팬덤의 초국가적   , 

경험은 보다 복잡하고 상충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18) 사이드 는 제국주의로 인해 형성된 서구와 동양의 불평등한 권력  (Said, 1978)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오리엔탈리즘 이라는 역사적 담론 속 오리엔(Orientalism)

트 의 신화를 밝혀낸다 그에 의하면 서구는 동양을 서구적 자아의 상대(Orient) . , 

이자 타자 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O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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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연구들의 케이팝이 다양성을 함양시킨. , 

다는 다문화주의적 결론은 다른 어떤 문화적 산물도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케이팝이 지닌 문화정치적 특수성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

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케이팝이 한국을 벗어나 다양한 로컬 상황에. , 

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케이팝뿐만 아니, 

라 어느 이질적인 문화를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의 차

원에서 결론을 찾고 있다 따라서 케이팝이라는 특정한 산물이 오늘날 . , 

디지털 미디어로 매개된 특정한 맥락 안에서 초국가적 팬덤을 만날 때 

생성하는 복잡하고 독특한 문화 작용과 권력관계를 탐구해야할 것이다.

홍석경 은 한류의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유통을 설명하려면 좀   (2013) “
더 넓은 의미의 나와 타자 사이의 변증법으로서의 정체성 논(The Other) 

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고 말한다 쪽 케이팝의 초국가적 수용의 ” (173 ). 

문제는 동아시아 내부의 동일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지닌 한계를 명

백히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을 서구와 아시아 사이의 동일성과 차이 그, , 

리고 혼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 ’ . 

의 경험은 하위 주체의 문화를 함께 소비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문화적 

접촉을 통한 정체성 구축의 경험이며 새로운 문화가 접촉하며 일어나는 , 

공동체적 경계의 관리와 보호가 기존의 규범과 위계질서와 어떻게 상충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혼종성 이론을 . , 

통해 케이팝의 초국가적 흐름이 팬덤에게 수반하는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 절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과 혼종성3 

케이팝의 초국가적 미디어스케이프1. 

아파두라이 는 고삐 풀린 현대성 에서 세계화를 구성  (Appadurai, 1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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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힘과 영향력의 흐름을 에스노스케이프 테크노스케이프(ethnoscape), 

파이낸스스케이프 아이디어스케이프(technoscape), (financescape), (idea 

그리고 미디어스케이프 등 다섯 개의 정경으로 제-scape), (mediascape) 

시하였다 이 다섯 가지의 정경이 교차하며 전 지구적 문화의 흐름을 만. 

들어 내고 이것은 기존 제국주의적 틀 안에서 논의되었던 중심 주변 모, -

델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탈구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disjunctive) 

는 것이다 그가 책에서 사례로 삼는 내용과 관찰이 인도 유럽 미국 중. ･ ･
심축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화와 동시에 여전히 진행 중인 권력 관

계와 지배의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홍석경 세계화 ( , 2013), 

과정을 제국주의적인 패러다임과 지배 종속의 이분법적인 관계에서 벗어-

나 복잡한 문화의 흐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유용하

다. 

이 논문은 특히 신문 영화 등 미디어에 의해 생산된 이미지들의   TV ･ ･
이동을 가리키는 미디어스케이프에 주목한다 미디어스케이프 속 이미지. 

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스케이프와 ･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에스노스케이프와 연결되어 베네딕트 앤, 

더슨 이 말한 상상된 공동체 를 확장시킨 상상된 세(Benedict Anderson) “ ” "

계들 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파두라이가 “ (Appadurai, 1996, p. 62). , 

말하는 미디어스케이프는 세계화 과정에서 상상된 세계를 공유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공간으로 미디어의 기술적인 발전 그 이상을 설명하는 것이

며 초국가적 미디어 수용자들을 논의하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 . 

이때 초국가성이란 사람 상품 혹은 정보가 국경을 넘어 단일적인 원  , , 

산지로 식별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와부치(Watson, 1997). 

에 의하면 초국적 이란 것은 세계의 구석(Iwabuchi, 2002) , ‘ (transnational)’
까지 뒤덮는 것을 의미하며 전 지구적 이란 표현보다 과장적이지 ‘ (global)’
않고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가의 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 , 

국경을 넘는 문화의 새로운 흐름과 관계 그리고 상상력이 만들어지는 , 

과정을 뜻하며 여기에는 사람 상품 정보 이미지의 미시적인 연계까지 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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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두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는 탈영토화(Appadurai, 1996). 

된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안에 연결된 사람들은 (deterritorialization)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경로로 교류하고 있다 디지털 맥락에서 문화적 . 

흐름은 국경의 질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 

이 연구는 유튜브라는 탈영토화된 공간에서 서식하는 팬덤을 초국가적이

라고 이해한다. 

아파두라이가 미디어스케이프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시기로부터   

여년이 지난 오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서는 문20 , 

화의 흐름과 초국가적 수용은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왔

다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 

미디어스케이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홍석경 인터넷의 빠른 확( , 2013). 

산이 가져온 전 지구적 문화 흐름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어나

고 있으며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문화의 흐름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다소 정(Appadurai, 2010). 

적인 성격을 띠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달리 사회성 을 가능하게 (sociality)

한다는 점에서 문화의 유통 교류 수용 과정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 ･
시해주고 있다 젠킨스 외 는 소셜 미디어 시대 속 . (Jenkins et al., 2013)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확산성 과 연관지어 설명하며 이 ‘ (spreadability)’ , 

흐름은 젠킨스가 이전에 개념화했던 참여 문화나 컨버전스 문화와는 다

른 지저분한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확산된다고 주장한“ (impure)” 
다 여기서 말하는 지저분하다 는 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산(p.261). ‘ ’
물의 예기치 못한 혼합을 의미하는데 지저분한 문화 산물은 혼종적인 , 

특징을 띠는 동시에 특정 국가 지역의 전통과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강･
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지저분한 문화 산물로서 한류를 살펴. 

본 진과 윤 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한류(Jin & Yoon, 2016)

의 새로운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국적 문화 흐름에 대한 다차원적

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가 . , 

확장시킨 오늘날의 미디어스케이프를 소셜 미디어스케이프‘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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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명명하며 케이팝이 그려내는 소셜 미디어스케이프는 mediascape)’ , 

전 지구적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화 실천을 가능케 하는 공간을 조

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시아를 넘어 서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케이팝의 소셜   , 

미디어스케이프는 초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상상된 “
세계 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또한 그 안에는 어떠한 지역적 국가적 초” ? , ･ ･
국가적 긴장이 존재하며 어떻게 소셜 미디어로 매개되는가 이 경험을 ? 

통해 구성되는 집단적 정체성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이 ? , 

연구에서는 나날이 확장하는 소셜 미디어스케이프 안에서 케이팝이 만들

어내는 고유의 독특한 흐름을 혼종성의 개념틀을 활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문화적 혼종성의 이론적 배경2. 

기존 혼종성의 개념은 종간의 교배를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생물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역사 속 혼종성은 식민주의 시대에 오. 

염이나 타락으로 받아들여진 인종 혼합에 대한 백인의 두려움과 인종주

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연구(Young, 1995). , 

의 맥락에서 혼종성은 반드시 인종주의나 순수성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이론적 틀로서 혼종성이란 단순히 두 개의 문화가 혼합되는 결과물을 지

칭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중심부와 주변부 논의로 설명할 수 없는 로컬, 

과 글로벌 담론의 복잡하고 탈구적인 상호 작용 과정을 의미(disjunctive) 

한다 세계화 속에서 각각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이 문(Appadurai, 1996). , 

화가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섞이며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Garc a-Canclini, 1995). í
혼종성의 개념은 세계화와 초국적인 문화의 흐름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

양한 혼합 과정들과 문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새로운 세계, 

화 이론의 정립에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김수정 양은경(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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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화연구에서 혼종성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호미 바바  

에드워드 사이드 가야트리 스피박(Homi K. Bhabha), (Edward Said), 

등 포스트식민주의 문화 이론가들의 타자 에 대한 주목(Gayatri Spivak) ‘ ’
과 함께 이루어졌다 박민수 혼종성의 개념은 초국가적 문화의 흐( , 2015). 

름 및 상호 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포스트식민주의적 흐름 속에, 

서 기존의 문화제국주의론이나 문화동질화 개념에 대항하여 설명력을 갖

는 주요한 비판적 개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탈영토화된 미디어 정경 . 

안에서 중심부와 주변부 문화가 만나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적 실천은 

제국주의적 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존의 권력관(Appadurai, 1996), 

계를 뒤흔들고 전복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혼종. 

성의 핵심은 혼종적인 문화와 문화 실천이 기존의 규범과 권력 질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혼종적 실천이 어떠한 . ,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타의 권력관계를 어떻게 접합 또는 계

층화하는지가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혼종적 실. 

천은 민족 인종 계급 등과 같은 기존의 위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 , 

계를 흐리게 만듦으로써 해방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헤게모니가 재생산, 

될 뿐만 아니라 재형상화되는 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Pieterse, 1994).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혼종성은 다문화주의 와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  ‘ ’
다 바바 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여러 가지 문화를 조화. (Bhabha, 1994) “
롭고 예쁜 모자이크로 조합 하며 평화롭게 공존시키는 것인 반면 혼종” , 

성은 조화가 아닌 분쟁이나 위기를 전제하는 것이다 즉 바바는 혼종성. , 

이란 각자의 차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이 서로 부딪, , 

치며 갈등과 교섭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는 하나로 결합되며 .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개별적인 문화와 집단이 한쪽으로 흡, 

수 통합 모방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협상되고 계속되는 과정인 것이다. ･ ･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바바 는 세계화의 시공간적 순간을 (1994/2012)

차이와 동일성 내부와 외부 포함과 배제의 복합적인 형태들을 생산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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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차 하는 이행의 순간으로 인식한다 쪽 따라서 바바는 문화적 차” (28 ). 

이들이 접합하는 순간에 생산되는 다양한 계기들과 과정들을 식민지 지

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분법으로부터 해체된 상태로 접근하여 세계화로 , 

인해 급속한 탈영토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바바 는 두 문화가 접합할 때 해소할 수 없는 차이와 갈등의 교  (1994) , 

섭이 일어나며 문화적 틈새 혹은 제 의 공간 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가, ‘ 3 ’
정한다 이때 그는 제 의 공간이 실제 공간인지 경험 형식인지 실존 형. 3 , , 

식인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뜻하는 바가 지나치게 , 

모호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박민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 공( , 2015). 3

간의 논의가 유용한 이유는 혼종성을 궁극적 결말이 없는 지속적인 해체

와 구정의 과정이자 문화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닌 끊임없는 교섭 의 , ‘ ’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탐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즉. , 

문화적 교류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문화적 효과와 실천

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어떠한 문화적 실천에 적용할 수 있다는 , 

점에서 유효성을 지닌다. 

그러나 혼종성의 개념적 가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 . 

아마드 는 바바가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분법을 해(Ahmad, 1995)

체하고 모호하게 상호간의 문화 교류를 강조함으로써 각 문화의 독특‘ ’ , 

한 차이점과 피지배자가 몸으로 느끼는 현실적인 권력의 불균형 문제를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워브너 는 문화 라는 개념은 . , (Werbner, 1997) ‘ ’
필수적으로 혼종적이기 때문에 혼종성으로 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비판한다 모든 문화는 끊임없는 역사적 기호적 교섭으로 형성되. ･
는 것이기 때문에 혼종성 그 자체는 문화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문화가 혼종적인 것이었다면 과연 혼종성이. , , 

라는 이론적 틀이 새로운 것을 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계화 과정에서 , 

혼종성의 개념이 주는 유용성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

김수정 양은경 에서 재인용(Tomlinson, 1999: &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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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크레이디 는 혼종성이 단지 전 지구적인 것과   (Kraidy, 2002)

지역적인 것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실천 으로‘ '

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비판. (Kraidy, 2005) 

적 초문화주의 이론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초국(critical transculturalism) 

가적 확장을 혼종성의 틀로 분석하여 초국가적 미디어가 복잡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지니는 의미를 살펴볼 것을 제시한다 혼종성은 . 

세계화의 문화적 논리 이며 문화의 혼종적인 접촉에서 일‘ (cultural logic)’ , 

어나는 교섭은 이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구조와 밀접한 관계, ,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제외하고 혼종성을 분석하는 것은 

그 문화가 속해있는 사회의 질서를 간과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초. , 

국가적 맥락에서 세계적 권력과 담론의 고르지 못하고 불균형적인 흐름

으로 인해 혼종성의 잠재력은 필수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크레이디 는 혼종성에 대한 비판이 보다 (2002)

발전된 논의로 나아가려면 혼종성이라는 개념을 기술적 수준에서 모호하

게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계화와 지역화 탈구와 혼합의 이중적 , , 

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재개념화 할 것을 제시한다 즉 크레이디. , 

의 비판적 초문화주의는 사회적 권력 질서에서 피지배자의 냉소적 무력

함을 끌고 들어와 바바의 혼종성에 대한 낙관적 희망을 보완할 수 있는 , 

필수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케이팝과 관련된 혼종성의 논의 역시 기술적 텍스트적 측면  , ･
을 넘어서 오늘날 소셜 미디어스케이프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 ) 

어지는 팬덤의 참여 문화적 실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팬. 

덤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전 지구적 맥락에서 존재하는 수용자들이 , 

초국가적 미디어 흐름을 수용하고 이와 교류할 때 형성되는 집단적 정체

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투쟁과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지 ,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하위주체의 문화인 케이팝이 미국의 . , 

주류 문화에 침투하고 있는 오늘날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어, 

떠한 방식으로 사이에 낀 공간인 제 의 공간을 형성하고 ‘ (in-betwee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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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교섭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이 구성하는 혼종적 공간3. 

케이팝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는 주로 텍스트적 요소에   

집중하여 케이팝은 서구의 대중문화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혼종적인 문, 

화 산물 그 자체라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는 주로 케이팝에는 한국적. 

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는 무국적 담론부터 케이팝은 고유한 한국성

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까지 양극의 해석이 존재한다 이러(Korean-ness) . 

한 연구들은 텍스트로서 케이팝의 혼종성을 분석하고 글로벌 맥락에서 

주변부의 문화인 케이팝이 지닌 전복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

서 유의미하지만 케이팝의 혼종적 의미가 전 지구적으로 흩어진 케이팝 , 

팬들의 각 문화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교섭되는지 설명하기에는 부족하

다 케이팝의 혼종성은 텍스트적 관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 

것을 수용하는 전 지구적 팬덤의 수용 방식과 팬 실천 과정에도 존재하

기 때문이다 케이팝 팬덤은 단순히 케이팝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전 지구적 팬들과 교류하고 팬덤에 참여하며 독특한 케이팝 문화를 , 

형성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이라고 불릴 만큼. ‘ (lifestyle)’ , 

케이팝 팬이 된다는 것은 팬의 일상생활이나 정체성에 방대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팝이 미국의 주류 문(Jung, 2011; Oh, 2017a). , 

화에 도전하며 전례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초국가적 

팬덤과 서발턴 의 문화가 만나며 만들어지는 독특한 문화적 실(subaltern)

천을 혼종성의 맥락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 간 케이팝 팬덤의 실천적 측면에서 혼종성을 탐색한 연구  

는 텍스트적 측면에 대한 연구 보다는 적지만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이. 

러한 연구들은 각종 사회적 질서와 억압 체계가 맞물려져 있는 초국가적 

디지털 문화 시대의 맥락에서 케이팝의 복잡한 수용 방식을 탐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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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유의미하다.

먼저 오 는 백인 리액션 동영상 생산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 (Oh, 2017a)

삼았는데 그는 백인 팬들에게 케이팝 아이돌과 텍스트를 향한 선망이나 , 

모방의 실천은 서구의 백인 중심적인 인종적 논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백인 팬들의 혼종적 관심사와 참여는 혼종. , 

화의 전복적인 효과에 더욱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백, 

인의 지배적인 인종적 위치로 인해 케이팝의 지속적인 세계화는 결국 어

느 정도는 백인이 케이팝을 포용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

에 완전히 전복적일 수 없다 즉 백인 팬은 자신의 백인성을 논의하지 . , 

않고 일종의 인종차별 없는 인종주의 를 추구하며 자유‘ (color blindness)’
로운 위치에서 혼종적 텍스트와 교류할 수 있는 권력의 불균형을 나타내

고 있다는 것이다. 

스완 은 흑인과 아시안 등 유색 인종의 케이팝 팬 텍스트   (Swan, 2018)

생산자를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백인 팬들과 달리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 

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며 케이팝 팬덤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기존

의 정형화된 인종적 질서를 넘어서는 실천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그. , 

는 혼종화를 통한 기존 권력 질서를 넘는 새로운 인종적 상상력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지원 은 의 흑인 여성 팬덤의 팬실천의 공간을 바바가 말한   (2019) BTS

제 의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흑인 여성 팬이 케이팝을 소비하는 과정에3 , 

서 맞이하게 되는 흑인 문화의 차용 문제와 케이팝 정경에서 흑인의 재

현이 부족하다는 비가시성의 문제를 인종과 젠더의 상호교차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그에 의하면 흑인 팬덤은 일종의 지방적 세계주의를 추구하. , 

고 있는데 케이팝이 흑인 문화를 잘못된 방식으로 차용하는 것에 대해 ,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동시에 적절하게 전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역능화를 느끼는 혼종적인 텍스트에 대해 그들만의 독특한 반응을 보이

고 있다고 한다 또한 흑인 여성 팬덤은 아시아 남성과 이성애적 관계. , 

를 팬픽과 팬아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종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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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시와 관련하여 비난을 받는 백인 여성 팬덤과는 상반된 경험을 나타낸

다고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그동안 케이팝 정경에서 비가시적이던 흑. 

인 팬덤을 주목했다는 점과 케이팝 팬덤을 분석할 때 인종과 젠더를 분, 

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매우 유의미한 논의를 펼친다. 

원용진 외 는 코리아부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가 미국   (2020)

등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닌 사회와 만날 때 그 수용이 늘 매끄럽게 진행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그들에 의하면 한국 대중문화의 커져. , 

가는 영향력은 미국 주류 사회에 기존 헤게모니의 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 케이팝과 그를 향유하는 팬덤을 폄하하는 희

화화하는 코리아부 라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작동시킨다 이 연구는 구체‘ ’ . 

적으로 혼종성 개념을 차용하지는 않지만 코리아부라는 현상을 살펴봄, 

으로써 케이팝의 전 지구적 확산의 복잡하고 지저분한 수용 양상을 미국

의 사회적 질서와 인종주의 등 기존의 권력 관계와 연결지어 드러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위 연구들이 제시하듯이 오늘날 케이팝의 초국가적 흐름이 일으키는   , 

혼종성은 반드시 기존의 억압 체계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케이팝. 

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종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

는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이 초국가적인 팬덤을 형성하는 과정에

서 새로운 인종적 갈등과 기존 위계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 

이 연구는 본질적으로 혼종적이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정서적 애, 

착을 통해 연결되는 전 세졔적 케이팝 공동체의 팬 텍스트를 살펴봄으로

써 케이팝 팬들이 위치한 각 지역적 특성을 포함시켜 다양한 사회적, , 

문화적 정치적 억압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개인 혹은 집단적 정, 

체성의 차원에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의 소셜 미디. 

어스케이프와 케이팝이 만나는 공간에서 바바가 제시한 틈새‘ (in 

발화 공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케이팝의 혼종적 수용이 기-between)’ , 

존의 사회적 권력 관계를 어떻게 교섭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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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문제 및 방법3 

제 절 연구문제1 

이 연구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크린지 문화를 초국가  

적 케이팝 팬덤의 적극적이지만 해로운 문화 실천으로 고찰하며(toxic) , 

오늘날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 담론 뒤에 가려진 팬덤 내부의 정치적 

역학과 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주요한 연구 지점으로 본다 특히 인터. , 

넷 환경에서 크린지 문화는 유머를 기반으로 크고 작은 혐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착하였기 때문에 크린지 대상(Jennings, 2020.11.20.), 

을 살펴봄으로써 케이팝 팬덤이 구성하는 위계와 경계의 양상에 대해 알

아볼 수 있을 것이다 크린지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의 흐름을 타 밈의 . 

형태로 확산되는데 밈은 텍스트와 수용자가 마주하였을 때 변형과 공유, 

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고 집단 내 존재하는 규범을 내포하고 있

기 때문에 그 집단을 둘러싼 담론을 살펴보기 위한 유용한 문화 실천이

다 즉 크린지 문화의 주제 및 제작자 유(Gal, Shifman & Kampf, 2016). , ･
포자 수용자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내포하는 집단의 규범과 경계가 무･
엇인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 은 다음과 같다. 1 .

연구 문제 글로벌 케이팝 팬덤은 크린지를 활용하여 어떠한 경계를 1. 

설정하는가?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은 한국의 케이팝 팬덤과 달리 폐쇄적인 팬 커뮤  

니티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유튜브나 트위터같은 공개

적인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팬 활동을 실천한다 베르비기에 조영한( & ,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에서 팬 활동을 하게 되면 외부의 시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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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의식하여 팬덤의 경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올바른 팬 

실천에 대한 규범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Larsen & Zubernis, 2012). 

케이팝 팬덤이 향유하는 유튜브의 크린지 동영상도 이러한 경계 관리 활

동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케이팝 팬들은 적극적으로 크린지 동영상을 . 

생성하고 시청하고 댓글을 통해 올바른 케이팝 팬이 되는 것을 둘러싼 , ,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크린지 동영상과 관련된 팬들의 실천 양. , 

상을 살펴보는 것은 팬들의 구체적인 경계 관리 활동 전략과 그것이 지

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 는 . 2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글로벌 케이팝 팬덤은 경계를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2. 

을 사용하는가?

마지막으로 오늘날 케이팝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며 그 유통과 수용  , 

에 있어 기존의 국가적 인종적 젠더적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문화적 접･ ･
촉을 일으키고 있다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은 기존의 익숙한 위계질서를 . 

기반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바 가 제시한 틈새 공간 , (Bhabha, 1994)

혹은 제 의 공간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케이팝이 나날이 3 . 

새로운 방식으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관심이 집중된 오늘

날 케이팝의 초국가적 수용의 인종적 함의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가, 

오기에 크린지 문화가 그려내는 인종적 경계와 갈등이 무엇인지 포스트

식민주의적 혼종성 논의를 바탕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글로벌 케이팝 팬덤의 경계관리 활동에서 나타나는 인종3. 

적 함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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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대상 및 방법2 

이 연구는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의 문화 실천과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  

되는 팬덤의 경계를 살펴보기 위해 유튜브에 게시된 케이팝 관련 크린지 

동영상과 댓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팬들이 만들어낸 크린지 텍스트. 

가 내포하는 의미 체계가 어떻게 권력과 연결되고 팬덤의 문화 실천 방

식을 규정하는가에 대한 담론을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민속지학 방법의 큰 틀 안에서 온라인 관찰과 다중모

드 담론 분석 을 함께 진행하였다 즉 온라(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 , 

인 관찰을 통해 케이팝 팬덤이 수행하는 크린지 문화를 규명하고 크린, 

지 텍스트에서의 발화 과정에서 구성되는 의미 체계를 분석하여 인종과 

젠더 등 팬덤 내외부에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사회적 권력 관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민속지학1. 

인터넷 민속지학 이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Internet ethnography)

다양한 문화 현상 담론의 생성 그리고 문화 실천을 분석하기 위한 하, , 

나의 방법이다 오늘날 인터넷 공간은 현실의 연장선에서 현실과 상호작. 

용하는 공간이 되었기에 온라인 공간을 관찰하는 것은 주요한 연구 방법

으로 여겨진다 홍석경 특히 문화 텍스트 또는 셀러브리티에 대한 ( , 2012). 

팬덤을 구성하는 공간이나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온라인 

공동체가 인터넷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을 연구하는 것은 

특정한 담론의 형성 및 발현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조영한 이( , 2015). 

러한 맥락 안에서 인터넷 민속지학은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
인터넷 공간 속의 문화실천양식에 대한 두꺼운 묘사 상호주관적 이해, , 

그리고 상황적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방법 이다 조영한 민속지” ( , 2015). 



- 49 -

학적 접근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생산되는 텍스트를 하나의 커뮤니티 

속에서 관계를 맺고 문화를 만들어 가고 특정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 , 

통해 쟁점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며 이때 활성화되는 사회적 담론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조영한( , 2012). 

이 연구의 온라인 관찰은 년 월부터 시작하였다 유튜브 검색창  2019 11 . 

에 키워드를 검색하여 나온 결과를 가장 높은 조회 수 ‘K-pop cringe’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검색 결과 많은 케이팝 크린지 동영상의 제목에 . , 

가 포함된다는 것을 발견하여 도 함께 검색‘Koreaboo’ ‘Koreaboo cringe’
하였다 유튜브는 정확한 검색 결과 수를 제공하지 않고 하나의 검색으. , 

로 끊임없는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 동영상 수를 전부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유튜브의 검색 필터 기능을 활용해 가장 . , 

높은 조회 수의 동영상부터 내림차순 정렬하여 분석 대상 동영상을 선정

하였다 온라인 민속지학 방법 속 모든 관찰 대상의 포스팅은 인터넷 공. 

간 속의 문화 및 정체성 형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재료로 취급되기 때문

에 조회 수나 댓글 수가 주요한 지표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조영한( , 

조회 수가 높을수록 그에 달린 댓글 수도 많기 때문에 더욱 풍부2015), 

한 의견 공유의 현장을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조회 수가 낮. , 

은 동영상도 중요한 담론 형성의 장을 제공하지만 유튜브 인터페이스 , 

및 검색 기능의 한계로 인해 관련 동영상을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불가

능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조회 수가 높은 동영상 위주로 분석 대상을 선

정하였다 그러나 조회 수를 기준으로 검색 필터를 설정하면 검색어와 . , , 

관련성이 떨어지는 동영상도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동영상 미리보기와 , 

제목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검색 결과를 거르는 작업을 실행했다 실제. 

로 동영상 내용이 케이팝과 관련된 크린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다른 팬덤이나 커뮤니티가 아닌 케이팝 팬덤에 관한 동영상이 맞, 

는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 작업을 거쳐 선정된 동영상은 총 개로 연구 대상 목록  12 , 

은 아래 표 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한 선정된 개의 동영상에 달린 [ 1]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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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제 장 연구 결과 부분에서 분석 내용을 . 4

제시할 때 동영상 크리에이터의 이름은 공개적인 프로필이기 때문에 유

튜브에 표시된 것과 동일하게 표기하고 댓글을 단 이용자의 이름은 부, 

분적으로 가려 표기한다 이 연구를 위해 검색된 모든 크린지 동영상은 . 

영어로 진행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댓글도 영어로 작성되었다, .

번호19) 제목 게시자
영상 
길이

주소

1
Koreaboo/Kpop Fan CRINGE 
COMPILATION

Sehanus 10:09
https://youtu.be/

dC9fA0oI4Os 

2
REACTING TO KOREABOO 
CRINGE COMPILATIONS

TerryTV 8:42
https://youtu.be/

yuAf5FgNXME 

3
a koreaboo cringe 
compilation

Dztruxtion 6:35
https://youtu.be/

g63GWEqU4S 

4 Are You a Koreaboo?
the internet 
trash can

3:57
https://youtu.be/

wvlw6z1BEvM 

5
KOREAN BOY REACTS TO 
KOREABOO COMPILATION

Ethan Aqui! 11:05
https://youtu.be/

IU6tc4mqw5o 

6
Korean Reacts: Cringy 
Koreaboos

SuJo 7:39
https://youtu.be/

4sqVBKfMJ1E 

7 4 Signs You’re a Koreaboo Just Jenna 7:20
https://youtu.be/

OM-Z4wNaq_0 

8
koreaboo and kpop fan 
cringe (pt.2)

oh my cosmic 
girls

6:11
https://youtu.be/

Z2IAxLhUnaQ 

9 5 Signs You Are a Koreaboo KennieJD 11:29
https://youtu.be/

yfXWyipkz0g 

10 Exposing My Koreaboo Past wthmille 11:45
https://youtu.be/

FDz8H2UqK2o 

11
Koreaboo cringe compilation 
reaction

jeonsann 11:09
https://youtu.be/

FRODjnfPtQ4 

12 TIK TOK KPOP CRINGE fartherval 11:46
https://youtu.be/

Sh5EHQAtpbM 

표 케이팝 팬덤의 크린지 콘텐츠 분석 대상 목록[ 1] 

19) 각 동영상마다 조회 수 순위별로 나열한 후 이에 따른 고유 번호를 지정하 ,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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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속지학 방법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글쓰기나 댓글을 고정화된 문자 혹은 텍스트로 취급

하지 않고 참여자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이자 문화 양식으로 이해해야 , 

한다는 것이다 조영한 이러한 접근 속에서는 소셜 미디어 포스팅( , 2015). 

이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개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담론적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인데 이는 텍. , 

스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실천까지 분석 대상에 포

함시켜 온라인 실천이 만들어내는 의미 체계와 지식이 어떻게 사회적 , 

권력 관계와 연결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다중모드 담론 분석2.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이 연구는 온라인 관찰과 더불어 크린지 동영상 및 이와 관련된 댓글  

의 의미구조를 결합시켜 파악하기 위해 다중모드 담론 분석을 채택한다. 

다중모드성 란 영국의 사회기호학자들로부터 발전된 연구 (multimodality)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재현을 언어뿐만 아니라 글 이미지 시선 제스, ･ ･ ･
처 자세 음악 등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범위의 커뮤니케이션 모드･ ･

를 포함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을 가리킨다 쥬잇(mode) (Jewitt, 2009). 

은 다중모드성을 뒷받침하는 네 가지 이론적 가정을 다음과 (Jewitt, 2009)

같이 정리한다 첫째 언어는 모드의 일부분일 뿐 의미는 언어뿐만 아니. , , 

라 여러 가지 모드에 의존하여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이라는 가정이다. 

둘째 각 모드는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고 모두 의미 작용, , 

을 위한 자원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셋째 사람들은 모드를 선택하고 . ,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의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드 간의 상. , 

호작용은 의미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다중모드적 자원으로. , 

부터 도출된 기호 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는 가정이다 다시 말해(sign) . , 

의미는 기호가 생성되는 순간에 작동하는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 의해 형

성되며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안에서 기호구축자의 동기와 이해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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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중모드 담론 분석이란 다중모드성 개념을 도입하여 담론 분석을 실  

시하는 접근으로 두 개념의 명시적 결합이 확립된 계기는 크레스와 반 , 

루이벤 의 다중모드적 담론(Kress & van Leeweun, 2001) < (Multimodal 

의 출판이다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담론 분석 방Discourse)> . 

법은 담론의 의미 해석을 제한하기 때문에 보다 풍부(O’Halloran, 2002), 
한 해석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고려하여 담론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다중모드 담론 분석이다 다중모드성에 의하면 단어 이미. , 

지 소리와 같은 기호학적 자원은 사회문화적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O’Halloran et al., 2018). 
을 활용하여 미디어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는 , 

사회문화적 맥락과 제작자와 수용자의 정서적 심리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담론이란 발화하는 주체 발화의   , 

대상 발화의 맥락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작용을 통해 발화 텍스트의 , , 

의미가 구성되고 변화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van Dijk, 1997). , 

분석 대상인 유튜브 동영상은 다양한 모드가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문화 

산물이기에 동영상 내 발화 작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 

에서 작동하는 시각적 수사학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할 것이다 유튜브. ･
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때 시청자는 오로지 동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드로부터 정보를 얻게 된다(Benson, 

조회 수 좋아요 싫어요 수 댓글 동영상 소개 글 추천 동영상 등 2017). , / , , , 

시청자가 바라보는 화면에는 다양한 모드가 삽입되어 있으며 이 모든 모

드가 서로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Benson, 

2017).

즉 다중모드 담론 분석 방법은 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텍스  , 

트 분석 방법 대신 다감각 요소를 포괄하여 분석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텍스트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 및 텍



- 53 -

스트의 사회적 의미 작용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O’Halloran, 
김예란 에서 재인용 또한 담론 분석은 텍스트의 기호학적 1999: , 2012 ). , 

분석을 넘어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수사학적 연

구를 지향하는데 이를 통해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구조와 이념을 ,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Tonkiss, 2012). 

다중모드 담론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크린지 동영상 및 그와 관련된 댓글

에서 벌어지는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 간의 상호작용과 팬덤 실천에 대한 

담론 체계와 사회적 함의를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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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4 

케이팝 크린지가 드러내는 혼종적 갈등

제 절 타자의 기표로서 크린지와 코리아부1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는 늘 경계 가 중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공동  ‘ ’ . 

체는 외부인과의 대조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 

우리 와 그들 을 구분하는 배제와 포섭의 작용을 통해 경계를 그려내기 ‘ ’ ‘ ’
때문이다 팬덤 역시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통된 수용 (Armstrong, 1982). 

방식 관행 그리고 사회적 규범 및 기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에 , , , 

따라 팬덤의 규범을 공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형성한

다 팬덤의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것은 (Tulloch & Jenkins, 1995).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결속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팬덤 , 

밖에 위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팬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내부의 타자들을 

배제하는 것 역시 팬덤의 경계 관리 활동 및 정당성 확보의 중요한 작업

이다.

라슨과 주버니스 에 의하면 팬 문화와 그렇  (Larsen & Zubernis, 2012) , 

지 않은 문화의 차이가 가시화되는 공간에서 팬덤은 외부의 시선과 영향

으로부터 취약해지기 때문에 팬덤과 관련된 내면화된 수치심과 낙인을 , 

피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교섭 과정을 거쳐야 하는 위태로운 경계를 만들

어 낸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케이팝 팬들. 

은 팬덤의 정체성과 결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을 둘러싸는 경계를 부

지런히 닦고 정비한다 유튜브에서 케이팝 팬들이 향유하는 콘텐츠는 팬. 

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팬의 공간을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 

는 일종의 감시 체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초국가적 맥락에서 대중. 

문화를 그것도 주류의 것이 아닌 낯선 문화의 것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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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으로 소외되는 케이팝 팬들은 강력한 내적 결속력에 근거하여 자

신의 팬 활동을 정당화하고자 집단적 경계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관리하

게 된다 팬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경계 관리 활동 중 하나가 크린지 문. 

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크린지를 활용한 경계 관리 활동과 그 전략이 실제로 어  

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탐구한다 해외 케이팝 팬덤은 크린지 동영상을 . 

제작하고 유통하고 시청하며 팬덤 참여와 정체성의 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팬과 팬이 아닌 사람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 

라 팬덤 내부에서 구별과 계층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 . 

시 말해 경계 관리 활동은 외부인 및 다른 팬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 

를 정의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술했듯이 크린(Scott, 2019). , 

지 유머는 우리 와 그들 을 구별 짓는 특성을 지니는데 유튜브 케이팝 ‘ ’ ‘ ’ , 

커뮤니티에서 크린지 동영상은 팬덤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내부적 타‘
자 를 집단적 차원에서 골라내기 위해 사용된다 특정한 유형의 팬덤 실’ . 

천을 크린지 하고 오글거린다 고 지적함으로써 진정한 케이팝 팬 과 아‘ ’ ‘ ’ ‘ ’
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즉 이는 올바른 팬 의 경계를 제시하고 . , ‘ ’
재생산하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크린. 

지 동영상이 드러내는 올바른 팬의 경계가 무엇이며 이를 규정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케이팝 크린지 동영상의 유형1.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했듯이 유튜브의 크린지 동영상은 모  , 

음집형 리액션형 그리고 고백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분석 대상인 케이팝 커뮤니티의 크린지 동영상도 위 세 유형을 띠었는

데 각 유형의 특징별로 구체적인 경계 관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먼저 분석 대상 중 모음집 동영상 형태를 띠는 동영상 목록은 표   , [ 2]



- 56 -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크린지 모음집 동영상은 인터넷 곳곳에 퍼져있는 . 

나쁜 팬 과 코리아부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활용된다 오‘ ’ . (Oh, 

는 케이팝 팬들의 모음집 동영상 제작 행위를 서구 팬덤에서 자주 2015)

보이는 팬덤 실천인 비딩 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비딩은 ‘ (vidding)’ .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의 클립을 재구성하고 배경 음악을 추가하여 뮤직비디

오 형태의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데 원본으로부터 재료를 가져, 

와 리믹스 하고 다양한 시청각적 효과를 추가하여 편집함으로써 (remix)

원본과 다른 새로운 내러티브를 창작해내는 것이다 케이팝 모음집 동영. 

상 제작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비딩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모음집 동영상, 

의 주된 목표가 원본 소스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와 내러티브를 만들

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Oh, 2015). 

번호 제목 게시자

1 Koreaboo/Kpop Fan CRINGE COMPILATION Sehanus

3 a koreaboo cringe compilation Dztruxtion

4 Are You a Koreaboo?
the internet 
trash can

8 koreaboo and kpop fan cringe (pt.2)
oh my cosmic 

girls

12 TIK TOK KPOP CRINGE fartherval

표 분석대상 중 모음집 동영상 목록[ 2] 

크린지 모음집은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퍼지는 밈 을 주재료로   (meme)

삼아 나쁜 팬 을 고발하는 내러티브로 재구성하며 자연스럽게 이와 상‘ ’ , 

반되는 결과로 올바른 팬 실천의 담론을 형성한다 밈은 한 공동체의 사. 

회문화적 규범을 구축하는 사회적 도구로 작동하며(Gal, Shifman & 

케이팝 크린지 동영상은 인터넷을 떠도는 다양한 원재료Kamp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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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하여 올바른 팬 실천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내러티브로 재구성하

는 형식이기 때문에 케이팝의 크린지 문화와 이것이 구성하는 팬덤 내, 

의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한 텍스트가 된다 또한 밈이 제작되고 . , 

공유되는 과정에서 원본의 의미는 변형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분석 대

상 중 번 동영상의 첫 번째 클립으로 등장하는 영상은 사실 코리아부를 3

조롱하기 위해 만든 패러디 영상이지만 바이럴 한 순환 과정을 통, (viral)

해 본의 아니게 크린지 그 자체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처럼 밈은 제작. ･
변형 유통에 있어 사람들의 능동적 참여와 선택에 의하여 역동적으로 진･
화하며 공유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Nooney & 

Portwood-Stacer, 2014).

다음으로 크린지 리액션 동영상은 앞서 논의한 모음집 동영상에 대한   , 

반응을 촬영한 영상이며 모음집 동영상이 구성하는 올바른 팬 규범의 ‘ ’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분석 대상의 리액션 동영상은 총 네 . 

개로 동영상의 제목과 발화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에 제시된 바와 , [ 3]

같다 이 동영상들은 전부 동양인이 크린지 모음집 동영상을 감찰하는 . 

형태를 띤다 이러한 경향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동영상뿐만 아니라. , 

크린지 리액션 동영상의 전체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유튜브 검색 결과. , 

동양인이 아닌 리액터가 크린지 리액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극소

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혹은 . ‘kpop cringe reaction’ ‘koreaboo cringe 
등 검색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도 비 아시아인이 만reaction’ ( )非

든 리액션 동영상은 찾기 어려웠다.20) 이러한 결과는 여러 인종의 리액 

터로 구성된 케이팝 뮤직 비디오 리액션 동영상 문화와는 상반된다 김예(

란 이에 따라 크린지 리액션 비디오는 응시와 인종의 권력관계, 2012). , 

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의 팬이 쉽게 의견을 , 

낼 수 없는 형식의 텍스트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인종. 

적 젠더적 위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20) 검색 결과를 조회 수 순위 필터를 적용했을 때 각 검색어별로 가장 높은  , 

순위의 관련 동영상 개 중에 비아시아인 리액터는 명밖에 없었다3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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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게시자
발화자의 특징

인종 성별

2
REACTING TO 
KOREABOO CRINGE 
COMPILATIONS

TerryTV
아시안
한국인( )

남성

5
KOREAN BOY REACTS 
TO KOREABOO 
COMPILATIONS

Ethan 
Acqui!

아시안 
한국인( )

남성

6
Korean Reacts: Cringy 
Koreaboos

SuJo
아시안 
한국인( )

남성

11
Koreaboo cringe 
compilation reaction

jeonsann
아시안 
홍콩인( )

여성

표 분석대상 중 리액션 동영상 목록[ 3]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본 고백형 동영상은 총 세 개로 표 에   , [ 4]

제목과 발화자의 특징이 정리되어 있다 고백형 동영상은 주로 팬들이 . 

자신이 팬덤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시청자와 

감정이입하며 올바른 팬 실천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 

본 세 동영상 모두 발화자 자신이 한때 크린지한 팬 혹은 코리아부였음, 

을 고백하며 이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지금은 그러. , 

한 시기를 지나 한국 문화를 더욱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

조하며 팬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일로 비난을 하지 않을 것을 부탁한다, .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앞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과“ , 

거의 것이야 나는 달라졌고 이제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 만약 내. . 

가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여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동영상 . .” (wthmille, #10) 

다시 말해 고백형 동영상에서 발화자는 과거의 크린지를 스스로 인정함, 

으로써 그로부터 거리를 두고 한층 성장한 존재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 동영상 모두 고백을 하는 동시에 다른 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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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코리아부가 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올바른 팬 실천이 무엇인지

에 대해 가르치고자 한다 크린지한 경험을 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 

했다는 것은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번호 제목 게시자
발화자의 특징

인종 성별

7
4 Signs You’re a 
Koreaboo

Just Jenna 흑인 여성

9
5 Signs You Are a 
Koreaboo

KennieJD 흑인 여성

10
Exposing My Koreaboo 
Past

wthmille 백인 여성

표 분석대상 중 고백형 동영상 목록[ 4] 

그렇다면 케이팝 팬덤의 크린지 문화와 코리아부의 관련성은 무엇인  , 

가 코리아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케이팝 팬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 

코리아부와 거리를 두고자 노력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은 ? 

다음 장에 이어지는 논의에서 찾고자 한다. 

코리아부를 문제화하기2. 

제 이름은 제나 로즈 이고 저는 회복중인 코리아부입니다“ (Jenna Rose) , .” 
동영상 (JustJenna, #9)

유튜버 제나 는 그녀의 동영상   (JustJenna) <4 Signs You’re a Koreaboo>
의 도입부에 힘겹게 위와 같은 고백을 한다 이 동영상은 년 월 . 2020 12

기준 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축적했으며 만 개가 넘게 달린 댓글에59 , 1

서 사람들은 코리아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 직접 경험한 코리아부의 사, 

례 그리고 본인도 한때 코리아부였음을 고백하는 내용 등 다양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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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험을 바탕으로 코리아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코리아부란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칭송하여 한국인과 사귀고 싶어 하  

고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일종의 인종 페티시 를 지닌 사람, (racial fetish)

을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일본 문화에 지나치게 집. 

착하고 물신화하는 서양인 특히 백인을 칭하는 속어인 위아부, ‘ (weea 

로부터 파생되었다 위아부는 오타쿠 와 혼동되기도 -boo)’ (McGee, 2012). ‘ ’
하는데 오타쿠는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특정한 문화 산물, 

에 집착하는 팬을 일컫는 용어인 반면 위아부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일본 문화에 집착하며 사회적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일. , 

상 언어에 맥락 없이 데스 등의 일본어를 포함시킨다거나 일본 문화를 ‘ ’ , 

과도하게 물신화하여 본인 문화를 포함한 다른 모든 문화를 얕보는 사람

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위아부는 그 전에 존재했던 백인 또는 . ‘ (White)’ 
워너비 와 일본인 의 합성어인 와패니즈‘ (wannabe)’ ‘ (Japanese)’ ‘ (Wapa 

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라는 점에서 주로 백인을 지칭하-nese)’
는 용어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중문화의 팬과 달리 특정 인종을 향한 . ,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코리아부는 특정 인종과 연관되지. 

는 않지만 코리아부를 정의하는 많은 요소들은 위아부와 비슷하게 인종 , 

페티시를 전제로 둔다.

위에 언급한 제나의 고백은 짧지만 코리아부 현상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먼저 그녀의 고백은 미디어에서도 종종 재현되는 중독자 재. , 

활 모임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 형태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알코올중독자모임 이 있는(Alcoholics Anonymous)

데 이 모임은 대부분 중독자의 제 이름은 이고 저는 알코올중독자, “ (...) , 

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제나는 이러한 언어” . 

구조를 패러디해 제 이름은 제나 로즈이고 저는 회복중인 코리아부입“ , 

니다 라고 말한다 또한 그녀는 회복중인 이라는 단어를 말” . “ (recovering)”
할 때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그 단어를 더욱 강, 

조한다 회복중이라는 것은 코리아부가 되는 것은 마치 일종의 병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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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같다는 것을 시사하며 발화자는 그 질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만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녀는 코리아부가 무엇, . , 

인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로부터 어느 정도 거, 

리를 두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힘겹게 고백을 한 후 그녀는 얼굴을 한껏 찌푸리며 방금 나만 크린지, “
했나요 라고 웃으며 질문한다 이때 얼굴을 찌푸리는 행위는 앞서 진지?” . 

하게 고백했던 것이 장난이었다는 것을 신호하는 동시에 유머를 활용해 , 

무거운 분위기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부. , 

라는 것이 크린지에 마땅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함께 오그라듦을 인지하

는 경험을 통해 집단적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제나와 같은 해외의 열성적인 케이팝 팬들은 코리아부에 대해 가장 민  

감하게 반응하고 그로부터 적극적으로 구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원용진 외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유튜브 커뮤니티의 크린지 문( , 2020), 

화로 나타나고 있다 코리아부는 크린지 동영상의 주요한 소재가 되는. 

데 예를 들어 유튜브에 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열 , ‘K-pop cringe’
개의 결과 중 여섯 개의 동영상에 코리아부가 제목이나 미리보기에 포함

되어 있었다 유튜브 검색 결과는 정확도 조회 수 유저의 참여도 등 다. , , 

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YouTube Creator 

코리아부가 아닌 다른 단어를 검색했을 때 코리아부가 Academy, 2020), 

가장 먼저 뜬다는 것은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이러한 결과는 마치 코리아부와 크린지한 팬이 동의어처럼 . ,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크린지 동영상의 많은 댓글은 코리아. 

부를 언급하며 이를 병적 상태와 엮어 조롱과 비하의 대상으로 만들고 , 

있었다.

코리아부들은 너무 크린지해서 악몽에 나올 것 같아 동영상 “ .” (Key***man, 
댓글#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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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애들은 정신과에 가야해 그리고 병원 간 김에 검사도 받길 바“ . DNA 

라 동영상 댓글.” (Bts***l10, #3 ) 

내 친구는 코리아부야 케이팝 팬이라고 하면서 만 좋아하고 한국 문화“ . BTS , 

에 과도하게 집착해 우리는 대학교 학년인데 마치 자기가 한국 중학생 소. 2 , 

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나한테 자꾸 언니라고 . 

부르고 남자친구는 오빠라고 부르고 대화할 때 두서없이 한국어를 자꾸 사, , 

용해서 너무 크린지해 그녀는 정신상담을 받아야 해 동영상 . .” (Fel***for, #7 

댓글)

이와 같이 코리아부는 비정상 또는 병적인 상태의 범주로 분류되어   ‘ ’ ‘ ’ 
조롱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많은 케이팝 팬들에게 불안감의 원인으로 작

동하고 있다 코리아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케이팝 팬들은 크린지 동영상. 

을 시청하며 본인이 사실 코리아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불안해하며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 많은 팬들은 자신이 코리아부가 맞는지 아닌지 다른 팬들에게 진단을 

요청하는 댓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나 코리아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두려워 얘들아 도와줘“ . , .” 
동영상 댓글(adr***, #7 )

나는 코리아부가 왜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그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 . 

고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즐기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된 거야, ?” 
동영상 댓글(Sta***rds, #3 )

나 좀 도와줘 나는 언젠가 한국에 여행가고 싶어서 한국어를 독학했어“ . . BTS 

팬이고 최근에 블랙핑크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 한국 음식도 즐겨 먹지만 제, . , 

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야 한국인처럼 화장을 하거나 옷을 입으려고 하지 . 

않고 가지고 있는 포스터도 벽에 붙이지는 않았어 한국어는 케이팝 노, BTS . 

래를 부르거나 한국어 공부를 할 때만 사용해 그러니까 나 코리아부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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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댓글(Sor***des, #3 )

이러한 불안감은 초국가적 케이팝 수용의 맥락에서 코리아부라는 용어  

가 그 활용도나 금기되는 상태에 비해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다시 말해 코리아부는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에게 어떻게 해서든 피. , 

해야하는 나쁜 팬 의 궁극적인 상징이 되었지만 실제로 코리아부를 구‘ ’ , 

성하는 요소나 행위가 무엇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용어가 널리 유

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 역시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에서 코리. 

아부 현상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지원 원용진 ( , 2019; 

외 팬덤 내부 역학을 통해 코리아부에 대한 규범이 , 2020; Yoon, 2019), 

형성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코리아부를 포함. 

한 케이팝 팬덤의 크린지 문화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할 것

이다 코리아부는 어떤 면에서 케이팝 팬들에게 크린지를 유발하는 것인. 

가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은 어떻게 스스로 올바른 팬 활동에 대한 규범? 

을 형성하고 있는가 올바른 팬과 올바르지 않은 팬의 경계는 무엇이며? , 

왜 팬들은 이 경계를 그렇게 중요시하는가 크린지 동영상에서 크린지가 ? 

발생하는 지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위 질문에 대한 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팬덤이 정의하는 코리아부1) 

코리아부라는 용어는 팬덤 내부에서 팬들에 의하여 정의되고 교섭되는   

것이기 때문에 팬들이 이해하고 있는 코리아부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중 코리아부를 다루는 텍스트에서 재현. , 

되거나 설명되는 코리아부의 구성적 성격을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본인이 회복중인 코리아부 라고 고백한 유튜버 제나 동영  “ ” (JustJenna, 

상 는 코리아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한다 한국#7) : ① 

어 이름을 만드는 것 모든 한국 사람들이 케이팝 아이돌을 닮았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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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착각을 전제로 한국인만 좋아하는 것 혹은 , 

한국인과 사귀고 싶어 하는 것 대화를 할 때 두서없이 한국어 단어, ③ 

를 사용하는 것 케이팝이 아닌 다른 음악을 깎아내리는 것 네 가지 , . ④ 

특징을 소개한 후 위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당장 그만 해 그건 코리, “ , ! 

아부 이즘 의 조짐이야 라고 외치며 시청자를 다그친다- (Koreaboo-ism) ” . 

제나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본인 역시 회복중인 코리아부 라며 공감을   “ ”
표현한 밀레 동영상 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코리(wthmille, #10)

아부를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눠서 정의한다 아시아인을 물신화: ① 

하기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기 케이팝 한국 문화에 , , /② ③ 

과도하게 집착하기 한국인과 사귀고 싶어 하기 두서없이 한국어 , , ⑤ ⑥ 

사용하기 공공장소에서 케이팝 댄스 추기 노래 부르기 한국인처, / , ⑦ ⑧ 

럼 생김새를 바꾸기 한국인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⑨ 

케니 는 코리아부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Kennie JD)

있다고 말한다 한국인을 물신화하는 것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 , ① ② 

무시하는 것 케이팝이나 드라마 외의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 갖지 , ③ 

않는 것 나 , ‘AMBW’ ‘AMWW’④ 21) 콘텐츠를 찾아다니는 것 한국인 , ⑤ 

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팬들은 크린지 동영상의 댓글로 자신이 생각하는 코  , 

리아부나 직접 경험한 코리아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 

는 길거리에서 발견한 한국인을 스토킹하며 몰래 사진을 찍던 사람부터 

소셜 미디어에서 한국인처럼 스타일링을 하고 오글거리는 영상을 만드‘ ’ 
는 사람까지 팬들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코리아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문화. , 

적 페티시즘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과도한 감정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 , ,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코리아부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이 세 가지 

21) 과 의 약자로 아시아  ‘Asian Man, Black Woman’ ‘Asian Man, White Woman’ , 

남성과 흑인 또는 백인 여성의 로맨스를 다루는 글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 , 

텍스트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해시태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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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 보인다 표 참조([ 5] ). 

문화적 페티시즘

한국인 물신화

한국인과 사귀고 싶어 하기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기 한국어 (
이름 만들기 케이팝 아이돌 , 
코스플레이 하기)

한국 문화 물신화

한국 문화를 케이팝과 동일시하기

한국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폄하하기 

두서없이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틀린 발음을 사용하기‘ ’ 

아마추어리즘

온라인 실천 낮은 품질의 팬 콘텐츠 제작하기 

오프라인 실천
공공장소에서 케이팝 춤 추기, 
노래 부르기

과도한 감정 표현 

- 한국인을 보며 과하게 반응하기 

-
케이팝 텍스트를 보며 과하게 
반응하기

표 크린지 동영상에 나타나는 코리아부의 특징[ 5]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로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이 구체  

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올바른 , 

팬에 대한 이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문화적 페티시즘. , 

은 코리아부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자 인종적 역학과 밀

접한 관계를 이루며 너무 명백하게도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받아들여, ‘ ’ 
지기 때문에 지금 문화적 페티시즘을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한다기보다, 

이 장의 제 절과 제 절에서 다양한 예시와 함께 보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2 3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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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부를 구성하는 요소들 3. 

아마추어리즘1) (Amateurism)

초기 팬덤 연구는 팬덤을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서 생  

산적 정치적 가능성을 지닌 집단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피스. ･
크 는 팬이라는 주체는 단순히 미디어 상품을 소비하는 데 (Fiske, 1992)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생산할 수 있는 , 

능동적 프로슈머 로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팬들은 팬픽 팬아(prosumer) . , 

트 사진 동영상 등 직접 텍스트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텍스트적 생산성, , 

을 지니며 피스크는 이러한 팬 생산물은 공식 작품(textual productivity) , 

에 비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팬들이 단순한 소비자. 

를 넘어 공식 문화만큼 가치가 있는 텍스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능동, 

적 프로슈머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팬덤의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팬덤 연구의 시초는 수동적인   

집단으로서의 팬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팬덤을 능동적 문화실천을 지속

하는 집단으로 인정받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피스크. , 

의 논의는 팬들의 생산성을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놓이게 된다 또한 팬들의 텍스트적 생산성을 구분하지 않았기 . , 

때문에 프로페셔널 수준의 생산과 아마추어 수준의 생산성이 동일시된다

는 문제점을 지니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팬덤의 능동적인 생산 활동과 . 

문화 실천은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더욱 확장되었기 때문에 피스크의 , 

논의를 디지털 맥락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Hills, 2013). 

오늘날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팬 텍스  

트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팬들은 서로 생산물에 대한 의, 

견과 제언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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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에 따라 팬 텍스트 생산자의 생산 능력에 따른 팬덤 내부의 . 

계층이 세분화되어 일부 생산적인 팬들 위주로 명성이 (Jenkins, 2006a), 

축적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컨버전스(Ito, 2012). , 

환경에서 미디어 산업은 능동적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콘(convergence) 

텐츠 제작의 구축에 끌어들이는데 이때 컨버전스 산업은 그들의 입맛에 , 

맞춰진 콘텐츠의 확산에 유익할만한 일부의 팬 실천과 참여 방식을 선호

함으로써 올바른 팬 실천의 위계를 구성하게 된다(Jenkins, 2006a; Scott, 

즉 공동체와 미디어 산업이 부여하는 팬 텍스트의 우수성에 기반2019). , 

한 새로운 위계질서가 팬덤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Hills, 

2013).

케이팝 팬덤 커뮤니티는 리액션 영상 패러디 영상 팬캠 커  , , (fancam), 

버 영상 크랙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적극적인 프로슈머, 

들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케이팝 관련 콘텐츠가 . 

다방면해지며 케이팝 팬덤의 참여 문화적 생산물은 그것의 퀄리티, 

를 기준으로 코리아부에 대한 경계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코리아(quality) . 

부를 가리키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팬 생산물은 주로 낮은 품질 비뚤어, 

진 구도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영상 편집 방식만 활용한 아마추어 수준, 

에서 제작된 것이다 예를 들어 코리아부 모음집의 한 장면인 그림 . , [ 4]

는 수평이 아닌 화면 구도와 낮은 화질로부터 해당 동영상의 아마추어리

즘을 시각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팬들은 자작곡. 

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데 자작곡 역시 아마추어 수준에서 녹음되었으, 

며 가사가 엑소 만을 반복하는 등 최근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상‘ (EXO)’
향평준화된 팬 생산물에 비해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다 이러한 생산물은 다른 팬덤 참여자들에게 발견될 시 재빨리 조롱의 . 

대상이 되며 크린지 모음집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팬들은 참. 

여 문화 내에서 케이팝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

지만 즐거움을 위해 생산된 제작물도 크린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은 모든 참여 문화적 실천은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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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사이에서 환영 받는 생산물에 대한 위계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점은 낮은 품질의 생산물을 케이팝 의 이름을 . ‘ ’
걸고 공유를 한다는 점인데 공유를 함으로써 팬덤의 경계를 관리하고자 , 

하는 적극적인 팬덤의 검열과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즉 프로페. , 

셔널리즘은 환대 받지만 아마추어리즘은 진정한 팬 실천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팬덤의 이중적인 위계질서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림 동영상 의 한 장면 [ 4] #3

디지털 환경에서 케이팝 팬들은 이러한 위계를 기반으로 팬 제작물에    

대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 8

번 동영상의 등장하는 유튜버 카메론 필립 과 관련된 논(Cameron Philip)

쟁으로 나타난다 카메론은 케이팝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 

인기 유튜버로서 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영어69 , 

로 리믹스한 케이팝 커버 영상이 주력 콘텐츠이다 그의 커버 영상은 전. 

문적인 스튜디오 장비를 갖고 촬영되며 실제로 그는 뮤직 비디오 앨범, , , 

그리고 굿즈까지 제작한 경험도 있다는 점에서 프로페셔널 의 범주에 ‘ ’
포함되는 팬 생산자이다 이에 그가 이 모음집 동영상에 의해서 코리아. ‘
부 라고 지칭된다는 것은 팬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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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론은 크린지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는 좋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 

하고 심지어 유머 감각도 뛰어나 동영상 댓글.” (Ido***, #8 )

카메론은 케이팝 커버랑 리믹스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게 왜 크린지하다는 “ . 

거야 동영상 댓글?” (Koo***, #8 ) 

마지막으로 말할게 카메론 필립은 코리아부가 아니야 그는 재능이 있어“ . . .” 
동영상 댓글(Sem***, #8 )

해당 동영상에 있어 유독 카메론 필립에 대해서만 실력과 재능을 중심  

으로 팬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은 코리아부라는 평가의 모

호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팬덤 실천과 생산에 있어 실력주의가 작동하, 

여 좋은 팬 실천 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력이라는 것은 ‘ ’ . 

객관적인 미학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공동체 내에서 어느 , 

정도 공유되는 미적 기준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생산물은 

팬들의 매의 눈 으로 발견되며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된다 뿐‘ ’ (Hills, 2013). 

만 아니라 카메론 필립 같이 많은 팬들이 향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제작, 

하는 팬 제작자는 집단 내에서 명성을 얻고 다른 팬들로부터 보호를 받/ , 

게 된다 즉 케이팝 팬덤은 일반적인 팬 실천과 엘리트적 팬 실천의 계. 

층을 구분하여 케이팝의 위상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

한 생산물은 포용하지만 팬들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제작된 것들도 , 

실력이 미달된다고 판단되면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이에 케이팝 팬덤은 . 

팬덤의 민주적인 생산성을 옹호한다기보다 아마추어리즘을 비난하는 태

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케이팝 팬덤의 태도는 아래 댓.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만약에 케이팝 노래나 댄스 커버를 잘 한다면 코리아부가 아니지만 몹시 “ ‘ ’
나쁜 실력을 갖고 커버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크린지하고 코리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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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거야 동영상 댓글.” (Jus***nna, #3 )

또한 분석 대상 중 번 동영상은 오롯이 틱톡 영상들로만 이  , 12 (TikTok) 

루어져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호소를 나타낸다, .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케이팝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하거나 춤을 추

는 등 악의 없이 콘텐츠를 제작했지만 이러한 실천은 플랫폼을 넘나들, 

며 크린지의 형식 안에서 유통되고 있다 틱톡은 플랫폼 내의 편집툴을 . 

활용하여 누구든지 쉽게 짧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강조

점이다 유튜브는 이미 너 자신을 방송하라 의 시대. ‘Broadcast Yourself( )’
를 넘어 프로페셔널한 환경에서 제작된 동영상이 주력 콘텐츠인 반면 , 

틱톡은 아직까지는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틱. 

톡에서는 콘텐츠의 상향평준화를 맞이한 유튜브에 비해 낮은 품질의 동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디지털 시대의 공동체성은 . 

플랫폼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틱톡 커뮤니. , ‘
티 의 규범 내에서는 전혀 크린지하게 다가오지 않는 영상들이 유튜브 ’ ‘
커뮤니티 로 넘어가며 크린지의 대상으로 변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 . 

디지털 시대의 팬덤 문화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된 동시에 팬덤 내에서 세부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체 간의 차, 

이점을 더욱 강조하여 더욱 배타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Ito, 

2012).  

정서적 거리 유지의 실패2) 

대중문화 팬들은 팬덤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래로 강박적이고 히스  “ , 

테리적이고 유치하고 퇴행적인 사회적 주체 로 재현되어 왔다, , ” (Hills, 

이에 초기의 팬덤 연구는 비정상적 심리 혹은 집착적 소2007, p.459). ‘ ’ ‘
비자 라는 병리학적 프레임 안에 갇힌 팬들을 구제하기 위해 팬덤의 행’
위가 능동적이고 저항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왔다 예컨대 젠킨스. (Jen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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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텍스트 밀렵꾼들 을 시초로 대중문화 팬덤을 팬 텍스트와 감1992) < > , 

정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생산적이고 저항적인 실

천을 이루는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굳혀졌다. 

또한 이로써, 팬덤이 감정에 휩쓸리는 개인들이 아니라 열정 배려 공 , , , 

감 단합력 행동력에 기초한 공동체 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 , ‘ ’
작하였다 김수정( , 2018). 

그러나 초기 팬덤 연구자들의 낭만적인 시선과는 달리 실제로 팬덤의   

내부 역학은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질서를 재순환하는 복잡한 양상을 띤

다 특히 디지털 시대 속에서 팬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 비해 보편화되었. 

지만 팬을 향한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주류 문화로부터 형성되, 

는 것뿐만 아니라 팬덤 내부에서도 일부 팬들을 비정상의 범주로 구분하

는 행위로 드러난다 특히 이성적 소비를 우선시하는 팬 문화의 흐름에 . 

따라 지나친 감정 의 표현은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팬 대상‘ ’ , 

과 정서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하는 모호함을 기반으로 팬덤의 

경계를 형성한다. 많은 팬들은 스스로 팬덤의 정체성에 있어 빠질 수 없

는 요소로 정서적 가까움을 강조하지만 과도한 (Hadas & Shifman, 2013), 

정서적 표현은 빈축을 사게 되기에 진정한 팬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워진 팬덤 내부의 사회적 경계와 . 

규범을 어길 시 타자 로 낙인 찍혀 크린지 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 ‘ ’ .

이러한 경계는 여성 팬들과 그들이 팬이 되는 대상에 대해 더욱 부각  

된다 남성적 이라는 것이 능동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의미하. ‘ ’
고 여성적 이라는 것이 수동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 ‘ ’
사회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작용하여 일부 팬 행위가 여성적인 것 으‘ ’
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 서구의 팬덤 연구는 팬덤의 젠더적 경계

를 고찰하며 스포츠나 스타워즈 와 같이 주로 남성이 향유하는 것들은 < >

정당하고 진정한 팬 실천으로 특권을 부여받는다면 보이밴드나 트와일, <

라잇 과 같이 여성이 향유하는 텍스트는 주류 문화나 미디어 산업으로부>

터 부정적인 편견을 받으며 팬의 진정성 담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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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역사적으로 남성의 공간으로 치부된 코믹콘(Scott, 2019). 

에 트와일라잇 과 같은 여성적인 텍스트의 유입을 배제하(Comic-Con) < >

는 행위나 보이밴드 팬덤을 광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스타를 (Busse, 2013) 

쫓아다니는 비이상적인 집단으로 재현하는 미디어의 시선으로부터 드러

난다 이러한 여성 팬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오랜 시간(Wald, 2002). 

동안 이어져 왔고 이에 연구자들은 슬래쉬 팬픽션 팬아트 등 전통적으, ･ ･
로 여성 팬들의 실천이라고 범주화된 팬 활동을 여성의 적극적인 욕망 

추구의 일환으로 해석하였지만 실제로 이러한 실천은 팬덤 내부에서 늘 , 

매끄럽게 수용되지 않고 문제화되기도 한다 즉 팬덤의 젠(Busse, 2013). , 

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남아있다. 팬덤은 사회의 젠

더 차별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팬덤을 정당화하고자 동원되었던 객관성, 

과 이성은 팬덤을 향한 차별적인 인식을 재순환시키고 여성 팬들에 있어 

이러한 낙인을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양날의 검처럼 작동하게 된 것이다

(Bury, 2005; Scott, 2019).

이처럼 이성과 감정의 젠더화된 이분법을 강조하는 경향성은 케이팝   

팬덤 내부에서 코리아부를 향한 낙인에서 드러난다 케이팝 팬덤 역시 . 

주류 문화에 의하여 아이돌을 광신적으로 추종하는 비이상적인 집단으로 

재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팬들은 크린지 문화를 , 

활용하여 과도한 감정 표현을 보이는 팬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음집 동영상인 번 동영상은 어느 여성 팬이 포토카드, 3 BTS 

를 개봉하는 순간을 담은 출처가 불분명한 밈 영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

림 참조 카메라는 현란하게 멤버 뷔의 포토카드를 찍고 있고5] ). BTS , 

영상을 찍고 있는 팬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뷔의 본명인 김태형 을 반복‘ ’
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모음집 제작자는 원본 동영상 위에 청각을 . 

주의하라는 의미의 라는 문구를 자막으로 삽입‘RIP to everyone’s ears’
하였는데 이러한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 음성으로 들리는 여성은 , 

놀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표시하며 시청자와 함께 이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 하는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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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동영상 의 한 장면[ 5] #3

동시에 위 영상에 공감을 하는 팬들도 댓글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는  

데 그들은 솔직히 저 여성은 우리 전부를 나타내고 있어, “ ” (pic***ret), 
태형의 이름을 외치는 저 여성은 마치 콘서트에서 멤버들에게 관“ BTS 

심을 받고자 비명을 지르던 바보 같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 동영상 어디서 찾았어 등 뷔의 포토카드에 열광(sol***), “ ?” (bts***) 

하는 모습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이 연상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케이팝 팬들은 비명 지르는 여성 팬 의 스테레오타입을 어느 ‘ ’
정도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 팬의 과도한 감정의 표출을 크린지와 코리아부의 것으  

로 명명하는 것은 케이팝 팬에 대한 낙인을 벗어나고자 코리아부로부터 

거리를 두는 실천인 동시에 여성 팬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재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젠더화된 팬 실천의 이분법 안에서 코리아부는 . , 

미숙하고 집착적이고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여성적인 팬 실천과 ‘ ’ 
연관되어 있는 반면 올바른 팬은 비판적이고 쿨 하고 아이돌과 적절한 , ‘ ’
거리를 둘 수 있는 남성적인 실천을 하는 팬이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 ’ 
문이다 다시 말해 코리아부를 광적인 존재로 일축함으로써 팬덤 내부에. 



- 74 -

서 더욱 중요시 되는 팬 실천이 무엇인지 대한 위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코리아부 동영상이 지적하는 과도한 감정 의 문제는 앞  , ‘ ’
서 논의한 페티시즘이나 아마추어리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페티시즘은 한국에 대한 호감이 과하게 표출되어 인종과 문화. 

를 물신화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추어리즘 역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 

성찰의 실패로부터 드러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코리아. , 

부를 구성하는 요소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팬덤이 

설정한 적절한 선을 위반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 적절한 선 은 명백. ‘ ’
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한국에 대한 호감이며 어디까지가 코

리아부의 행동인지 모호해진다는 점에서 팬들로부터 두려움과 불안을 야

기하는 늘 교섭과정에 있는 불안한 경계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팬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집단적으로 용납   , 

가능한 경계를 넘어 호감과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여성적인 팬 실‘ ’ 
천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가족들 모두 한국어를 모르지만 언니 나 . ‘ ’
오빠 라고 부르는 행위 케이팝 아이돌처럼 코스플레이 를 하고 ‘ ’ , (cosplay)

틱톡 동영상을 만드는 행위 길거리에서 한국인을 발견하고 몰래 (TikTok) , 

사진을 찍는 행위 등 코리아부를 정의하는 것들은 전부 케이팝을 향한 

감정의 과잉을 토대로 사회적 어색함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명백하게 크린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코리아부에 대한 배제와 경. , 

계 관리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는 젠더적 차별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동하

고 있으며 코리아부는 일종의 젠더화된 낙인인 것이다 실제로 이 연구. 

에서 살펴본 크린지 동영상에 재현되거나 댓글에서 논의되는 코리아부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앞서 논의한 카메론 필립 등 몇 명 안 되, 

는 남성에 대해서는 그가 코리아부가 아니라며 동영상 제작자가 틀리게 

분류했다는 의견이 더 많아 코리아부의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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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케이팝 크린지가 드러내는 교차적 갈등2 

그렇다면 초국가적 여성 팬덤에게 젠더적 불안함이 가장 우선적으로   ,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코리아부의 원말인 위아

부 현상과는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위아부는 일본 문화(weeaboo) , 

에 집착하는 백인을 폄하하는 말인 와패니즈 로부터 파생되‘ (Wapanese)’
었다는 점에서 주로 백인 을 지칭하며 젠더적 연관성은 모호한 반면 코‘ ’ , 

리아부는 여성을 향한 젠더적 낙인이 뚜렷한 반면 인종적 낙인은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위아부가 대표적으로 소비하는 문. 

화는 망가 나 애니 와 같은 허구의 텍스트인 반면 코리아부(manga) (anime)

가 소비하는 문화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 문화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팝스타나 셀러브리티의 주된 팬층은 주로 젊은 . 

여성이기에 코리아부는 자연스럽게 올바르지 않은 여성 팬을 의미하는 , ‘ ’ 
용어가 되었다 동시에 코리아부 현상은 허구가 아닌 실제 사람을 대상. 

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실제 사람을 향한 문화적 인종적 페티시즘, , 

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종적 논의를 빼놓을 수 없게 

된다 즉 케이팝 크린지와 . , 코리아부에 대한 논의는 인종과 젠더가 교차

하는 지점의 복잡하고 모호한 역학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코리아부로 나타나는 케이팝의 크린지 현상은 필연적으로   , 

인종과 젠더가 상호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린지를 적극

적으로 단속하는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의 경계 관리 활동에 있어 두 위

계가 교차하여 작동하는 방식은 보다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 

이 절에서는 초국가적 팬들이 앞서 정의한 크린지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정비하는지를 다룬다 전술했듯이 케이팝 팬덤은 인종. , 

적 페티시즘을 포함한 문화적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 아마추어, ･
리즘 그리고 지나친 감정의 표출을 크린지한 것 의 범주에 포함시켜 경, ‘ ’
계를 그려내고 있다 크린지한 것 은 곧 나쁜 팬 실천을 의미하며 이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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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틀어서 코리아부 라고 폄하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자면 이는 올바르‘ ’ . , 

고 올바르지 않은 팬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 정체성에 대, 

한 규명을 통틀어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낙인으로부. 

터 벗어나기 위한 팬덤의 전략이 무엇이며 내부적 위계와 경계가 어떻게 

세워지고 관리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부 사례를 포함한 케이팝 팬덤의 올바른 팬 담론  , ‘ ’ 
은 지역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케이팝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 

속도로 국경을 넘나들며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오

늘날 팬덤의 지역성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 . 

으로 이 절에서는 팬들의 구체적인 경계관리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초국

가적 케이팝 팬덤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인종적 젠더적 지역적 실천이 , ,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화된 문화적 정체성 ,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스스로 교육하고 위로하는 비 아시아인 여성1. ( )非

케이팝의 전 세계적 비약에 비해 여전히 케이팝 팬이 된다는 것은 주  

류 문화권 내에서는 소수 집단으로 간주될 때가 있다 이에 따라 스스로 . 

케이팝 팬으로 정체화한다는 것은 커밍아웃 의 담론 형식을 ‘ (coming out)’
공유하기도 한다 커밍아웃이란 사회적으로 멸시와 비난을 (Choi, 2014). 

받을 수 있기에 자신의 숨겨왔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개

적으로 밝히는 발화 형식이다 최 는 미국의 케이팝 팬들은 . (Choi, 2014)

자신이 케이팝 팬이라는 것을 밝힐 때 마치 자신에 대해 숨겨온 비밀을 , 

선언하듯이 커밍아웃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게 ‘ ’
팬이라는 것을 들키게 되면 아웃팅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outing)’
을 발견했다 해외 케이팝 팬덤의 이러한 언어적 사용은 각자 위치한 로. 

컬 상황에서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팬덤의 궁극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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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모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역능화 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공개적(self-empowerment) . 

으로 케이팝 팬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커밍아웃이라는 용어에 

함축된 축하와 자부심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반면 팬들은 자신에 대해 부끄러운 면을 공개할 때는 커밍아웃이 아  , 

닌 고백 혹은 폭로 의 발화 형식을 채택한다 예컨대 ‘ (confess)’ ‘ (expose)’ . 

코리아부라는 것은 케이팝 팬덤의 크린지하고 부끄러운 면모이기 때문

에 커밍아웃을 하여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숨, 

겨야하는 것이다 이에 팬들은 코리아부의 고백. ‘ (Koreaboo Confessions)’ 
혹은 흑역사 폭로하기 등의 제목을 단 게시글과 동‘ (Exposing my past)’ 
영상을 통해 자신이 한때 코리아부였거나 크린지한 팬이었다는 것을 고

백한다 이러한 텍스트에서 팬들은 각자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찰하. 

면서 깨닫게 된 수치심과 민망한 감정을 공유하며 자아성찰을 통해 한, 

층 성장했다는 것을 알리고 여전히 코리아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

난한다 다시 말해 고백이란 것은 화자가 과거의 자신을 성찰하고 현재 . , 

성숙한 존재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담론 형식으로 궁극적으로 ,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비판의 대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코리아부를 포함

한 특정 팬 실천 방식을 폄하하는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원용진 외( , 

2020).

고백형 동영상의 크린지 는 발화자가 스스로 자신의 과거로부터 유발  ‘ ’
되도록 의도하는 것이며 발화자는 시청자들과 함께 자신의 크린지한 면, 

모를 들추는 것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스스로를 향한 크린지는 시간이 . 

지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아성찰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벗어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그러한 과거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 

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러한 크린지 문화의 고백적인 측면은 . 

자기비하 유머의 활용으로 더욱 강조된다 소외된 집단의 . (marginalized) 

자기비하 유머의 활용은 자신의 소외된 현실에 대한 대응기제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초월하여 사회적 권력의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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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균등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자신을 (Ellithorpe et al., 2014). 

소외시키는 사회적 위계질서를 반향하고 회피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을 극

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밀레 동영상 는 자신이 코리아부였던 시절 한국  (wthmille, #10) , 

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스타일링을 바꾸고 케이팝 아이돌 코스플레이를 

했었음을 고백한다 그녀는 그 시절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 난 그냥 . , “
못생겼었어 나는 케이팝 아이돌 코스플레이를 하는 그런 부류의 여자”, “
애 였다고 자신의 과거 모습을 깎아내리며 유머러스하게 당시 경험한 일”
화를 소개한다 이러한 발화 형식은 그녀의 코리아부였던 과거와 그 시. 

절 못생긴 생김새나 코스플레이를 하는 행위는 크린지한 것이며 조롱‘ ’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크린지를 재구성하여 궁극적으로 

고백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전복시킨다 크린지한 과거를 인정하고 이를 . 

극복함으로써 크린지를 활용하여 다른 팬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입

장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밀레는 고백을 하는 사이에 시청자를 . 

향한 경고 메시지를 삽입하여 자신이 했던 부끄러운 행동을 따라하지 말

라고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 

그림 밀레의 동영상에 삽입된 경고 메시지[ 6] 

이처럼 크린지 고백형 동영상은 교육적인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밀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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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나 는 둘 다 본격적인 고백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이 (Just Jenna) , 

코리아부가 되었던 이유는 주변에 그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려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제나는 대부분의 케. 

이팝 팬들이 처음 케이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의도치 않게 코리아

부로 시작하지만 자신의 경우처럼 주변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코리아부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이어서 본인이 .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코리아부의 특징이 무엇인지 소개하며 가

르치고 있다.

반면 케니 의 고백은 살짝 다른 양상을 띤다 케니 역시 본  , (Kennie JD) . 

인이 케이팝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과거에 올,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미국의 . 

명문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밝히며 그녀의 팬 실천을 정당

화한다 이는 그녀를 다른 팬들로부터 구별하는 요소로 작동하여 다른 . , 

팬들에 비해 색다른 관점으로부터 케이팝 팬덤 참여에 대한 통찰력을 제

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들추고 자기 비하. 

를 통해 시청자의 공감을 얻는다기보다 일반 시청자들보다 더 많은 지, 

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입장을 

갖게 된다 한국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과거에 부끄럽게 시작된 그녀의 . 

관심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학문과 같이 진정한 실천, ‘ ’ 
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크린지함의 우위에 설 수 있게 해준다.

팬들은 고백형 동영상으로부터 배운 것을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 댓글  

로 고백을 이어가거나 자신은 코리아부가 되기 전에 동영상을 발견해서 , 

다행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고백형 동영상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

고 있다. 

다행히도 나는 아직 너무 멀리 가지 않았네 이 동영상은 내게 필요한 현실 “ . 

직시였어 동영상 .” (Cam***os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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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최근에 드라마까지 보기 시작했는데 코리아부가 된 건 아닌가 싶어“ K- , 

서 너무 걱정됐어 다행히도 이 동영상은 내가 속에 꾹 담아놨던 고민을 전. 

부 해결해줬어 동영상 .” (Dia***ear, #9)

 

마지막으로 각 고백형 동영상의 댓글 창은 팬들이 크린지한 과거를   , 

고백하거나 서로 위로를 하는 공론장처럼 작동하기도 한다 팬들은 서로 . 

댓글에 좋아요 를 누르거나 답변을 달며 서로의 고백에 공감하고 위로‘ ’
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부를 병리학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입장. , 

이 또 드러났는데 팬들은 서로 코리아부인 상태로부터 회복 이 가능하, ‘ ’
다는 것을 말하며 서로 응원하고 있다. 

나도 한때 코리아부였어 이젠 달라졌지만 너는 중학생때 내 모습을 완벽“ . . 

하게 설명했어 지금은 케이팝 말고 다른 음악도 듣고 아시아인만 좋아하지 . , 

않아 난 완전히 회복했어 얘들아 회복은 가능해 동영상 . . , .” (I’m***ven, #7)

이처럼 팬들은 고백형 동영상의 발화자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과 비슷  

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서 위안감을 받으며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이를 , 

고백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비 아시아인을 감찰하는 아시아인2. ( )非

전 세계적 케이팝 팬덤 내부에서 한국인은 케이팝의 본토가 한국이라  

는 점 그리고 아이돌과 같은 한국어를 공유한다는 인식에 비롯한 민족, 

적 우월감을 보인다 베르비기에 조영한 실제로 크린지 동영상의 ( & , 2017). 

댓글에서도 케이팝 팬덤 내부에서 한국인이 인종적 위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초국가적 맥락에서 유통되는 케. 

이팝 크린지의 내용은 한국인을 크린지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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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케이팝에서 크린지 유발하는 점과 코리아부의 연관성을 더욱 강조하

는데 한국인은 코리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초국가적 맥락에서 크린, 

지한 팬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한국인인데 이거 뭐야 혐오스러워 동영상 “ . .” (Kpo***ver, #3)

나는 한국인인데 코리아부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코리아부들이 우리 문“ . 

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영상은 그냥 보기 불편[ ] 

해 한국은 케이팝이 다가 아니고 한국인들은 다 귀엽고 애교를 하지 않아. , .” 
동영상 (Kim***nji, #3)

참고로 나는 한국인이고 손발이 심각하게 오그라들고 있어 동“ .” (Ros***rry, 
영상 #3)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위계가 아시아인에게도 확장된다는 점이  

다 아시아인 역시 크린지의 대상으로부터 면제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 

이는 초국가적 맥락에서 팬덤 내부의 위계는 케이팝 아이돌과 문화적 차

이가 가장 좁은 순서대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원 이에 ( , 2019).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팬들은 적극적으로 댓글에서 본인의 국적을 

밝히며 크린지한 팬에 대한 불편함을 표출한다 이때 말하는 아시아인은 . 

한국인과 문화적으로 가깝고 외형적으로 비슷한 동아시아인을 우선적으

로 의미한다 실제로 동아시아인 팬들은 한국인으로 오해받아 겪은 난처. 

한 상황이나 한국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코리아부로부터 고통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 

나는 중국인인데 이거 보고 잠을 못 자겠어 동영상 “ , .” (Bli***ash, #3)

우리 수업에 일본인 남자애가 있는데 온갖 코리아부들이 다 그를 한국인이“ , 

라고 생각하고 그가 무슨 신인 마냥 숭배해 동영상 .” (lor***or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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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시아인인데 언제 한 번은 내 친구가 난 너처럼 아시아인이었음 좋“ , ‘
겠어 라고 말 하길래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 동영상 ’ .” (glx***him, #9)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아시아인이라서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제 아시아인이 “ , 

되고 싶다고 진짜 웃기네 동영상 ? .” (Not***elt, #3)

이는 한국 케이팝 팬덤이 해외 팬덤에 대해 세운 경계와 비슷한 양상  

을 띠는데 베르비기에 조영한 일본과 중국 팬들은 포용하지만 서( & , 2017), 

양의 팬들은 배척하는 양상이 유튜브의 맥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양인 팬들은 한국인과 문화적으로 근접하고 .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크린지의 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

방된 입장을 갖는다 예를 들어 홍콩인 유튜버 산 은 코리아부 . , (jeonsann)

크린지 모음집에 대한 리액션 영상 동영상 에서 본인 역시 대화 맥( #8) ‘
락에 벗어나는 한국어 사용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 케이팝 콘텐츠에 ’, ‘ ’, ‘
과도하게 반응하기 등 코리아부의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 적이 ’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분석 대상 중 다른 인종의 유튜버. , (JustJenna, 

와 달리 본인의 행동을 코리아부와 연관 짓지 않고kennieJD, wthmille) , 

오히려 고개 숙여 인사하기 와 같이 홍콩의 문화에도 존재하는 풍습을 ‘ ’
영상 속 인물이 우스꽝스럽게 흉내 내는 모습에 함께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인은 인종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코리아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은 아니다 코리아부 현상은 확장된 의미에서 아시아인 전체를 대상화하. 

는 것일 때도 있지만 결국 한국적인 것 을 추종하고 대상화하는 현상이, ‘ ’
기에 한국인이 아닌 아시아인이라면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

문이다 이는 코리아부 현상이 구성하는 인종적 질서는 이중적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많은 아시아인들이 코리아부로부터 부정적인 . ,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아시아인을 하나로 뭉뚱그려 차별하는 인종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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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코리아부는 위아부나 아시안 . , 

페시티즘이 아닌 구체적으로 한국적인 것 을 구분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 , 

한국인을 향한 보다 정교한 형태의 민족의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예컨대 번 동영상의 댓글 중 하나는 나는 한국인 혼혈이니까 아무. 7 “
리 한국어를 못해도 코리아부가 될 수 없다 고 말한다 작” (Nam***ams 

성 크린지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팬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 ’ 
는 한국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것보다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민족적인 , 

조건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인을 포함. 

한 비한국인 팬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팬 실천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아시아인인데 그래도 코리아부인가 왠지 나 코리아부인 것 같아서“ , ? .” 
동영상 (Lit***ire, #3)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코리아부가 되는 게 더 이상해 동영상 “ .” (Les***one, 
#3)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중국인이나 일본인 같은 아시아인이 한국인처럼 행“ , 

동하면 코리아부에 해당되는 거야 동영상 , ?” (Amb***, #3)

그렇다면 비아시아인의 경험은 어떠한가 코리아부라는 낙인은 비아시  ? 

아인 중에서 특히 백인 팬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데 이는 전술했듯이 , 

크린지 동영상에 재현되는 코리아부들은 대부분 백인이라는 점과 백인은 

인종적 위계질서에서 우위를 지닌다는 점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오리엔탈

리즘적 욕망을 표출하거나 인종주의적 페티시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코리아부가 백인은 아니며 모든 백인 팬들이 코리아부는 아니

지만 백인 팬들은 자신이 백인이기 때문에 코리아부라는 오해를 자주 ,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 이지원 번 동영상의 제작자인 ( , 2019). 10

밀레 는 본인이 한때 코리아부였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백인이기 (wthm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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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앞으로 영상에서 하게 될 자기 비하가 더욱 크린지하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크린지 동영상의 댓글 창에서도 백인 팬을 향한 비난이 압도적으로 많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내가 본 진짜 코리아부들은 전부 한국인인 척하는 백인 여자애들이었어“ .” 
동영상 (Ret***, #3)

역시 백인뿐이네 동영상 “ .” (Ann***own, #3)

다 백인인 걸 봐봐 특히 영국이랑 미국인 동영상 “ . .” (Bis***, #8) 

백인 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거 정말 지“ (Caucasian)

겨워 난 아시아인은 아지만 정말 실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특히 백인들. , . 

은 아시아인처럼 외모를 바꾸는 걸 정말 쉽게 생각해 서브리미널을 본다고 . 

가 바뀌지 않는다고 케이팝은 그냥 한국의 팝 음악이고 음악 때문에 DNA . , 

정체성을 뜯어 고치는 건 집착이야 동영상 .” (Wor***ent, #8)

나는 코리아부가 아닌데 백인 코리아부들 때문에 나까지 수치심을 느껴“ , .” 
동영상 (Pin***nie, #6)

이처럼 케이팝 팬덤 커뮤니티의 크린지 문화는 백인을 끊임없는 감시  

의 대상으로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인종적 위계질서에 대한 전복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백인을 크린지의 대상 즉 타자 로서 가시화함으로. , ‘ ’
써 백인을 모범적이 팬이 아닌 그 반대의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백인은 오랜 시간동안 하나의 인종으로 취급되기보다 인류를 대변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규범 으로 기능해왔다 박소정 홍석경 백인성은 ‘ ’ ( & , 2019). 

마치 인간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마냥 비가시적인 차원에 머무는 동시

에 그냥 인간 의 위치를 갖추며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갖는 , “ (just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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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 색깔이 된다 박소정 홍석경 에서 재인용 초국(Dyer, 1997; & , 2019 ). 

가적 케이팝 수용 정경에 백인 팬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리엔탈리즘(Said, 

에 기반한 반대 방향의 침범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팬들은 1978) ,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백인을 둘러싼 경계를 지켜보며 단속하고 있

다 즉 크린지 문화를 통해 백인의 백인성을 적극적으로 가시화하며 이. , 

를 잘못된 팬 실천의 예시로 팬덤 내부에서 유통하는 것은 백인성의 권

력에 대한 경계심을 기반으로 한 전복적 실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백인 팬과 케이팝 사이에서는 인종적 위계가 먼저   

작동하여 백인 팬은 자신의 팬 실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페, 

티시즘을 범하지 않고 있음을 가장 먼저 증명해야한다 이는 백인 여성. 

이 한국인의 인종 민족 종족성을 정형화하고 착취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 ･
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소정 구( , 2020). 

체적으로는 둘 사이에는 식민주의적 권력의 질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백, 

인 팬은 케이팝 아이돌이나 한국인을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으로부터 타자

화하지 않으며 성애적인 관심 이상의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올바른 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백인 팬. 

들은 케이팝 아이돌과 이성애적 관계를 아예 거부하기도 한다 예컨대 . 

백인 유튜버 밀레 는 단 한 번도 아이돌과 사귀고 싶어 했던 적(wthmille)

이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아이돌의 연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다 케이팝 아이돌이 자유롭게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연애도 하는 일반. 

적인 사람 으로 취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아이돌을 대상화하지 않고 ‘ ’ , 

같은 사람으로서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 

럼 백인 여성과 케이팝 사이의 인종적 젠더적 질서는 백인 여성의 페티･
시즘을 늘 경계해야하는 양상을 띤다. 

백인 여성을 감찰하는 아시안 남성3. 

이 연구에서 분석한 리액션 동영상에서는 인종과 젠더가 교차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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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위계질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먼저 전술했듯. , 

이 크린지 리액션 동영상 중 가장 조회 수가 높고 인기가 많은 것들은 

전부 아시아인 특히 아시안 남성을 리액터로 둔 영상들이었다 이는 기, . 

존 서구 중심적 헤게모니 질서에서 백인 남성으로부터 밀려나고 소외되

는 아시안 남성이 리액션 동영상의 주된 소재인 백인 여성을 응시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헤게모니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다 백인 여성은 아시아인 남성이 넘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백. , 

인으로 대표되는 코리아부가 한국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이성애

적 상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젠더에 대한 고정 관념을 거스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홍석경 리액션 동영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젠더( , 2012). 

적 우위에 서게 되는 한국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조롱의 시선으로 응시

하는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종적 위계질서의 전복으로까

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리액션 동영상의 특성상 리액터. , 

는 독자적인 응시적 권력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리액션 동영상을 통해 

완전한 전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앞서 논의한 고백형 동영상은 발화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마  

주보며 시청자와 일치하는 시선을 취하는 시각 구조를 갖추는 반면 리, 

액션 동영상의 리액터는 시청자와 눈을 맞추지 않고 그의 시선은 상영되

는 모음집 동영상을 보느라 정면이 아닌 아래를 향해 있다 살짝 방향이 . 

어긋난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비스듬한 구도를 갖춰 리액터의 옆모

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 역시 리액션 동영상에서 흔히 보이는 시각 구조

이다 그림 참조 이에 시청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동영상에 집중하([ 7] ). 

는 리액터를 엿보듯이 바라보게 되며 관음적인 쾌락을 얻게 된다 김예(

란 리액터가 시청 이라는 수동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을 바라보며 , 2012). ‘ ’
시청자는 자신이 동감할 수 있는 리액터의 정서적 노출을 보며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김예란( , 2012). 

난 이 동영상을 리액터와 똑같은 자세로 봤어 너무 크린지해서 손을 모“ [ ] . 



- 87 -

아 코 위에 올려놓고 말이야 동영상 .” (San***, #5)

너를 완전 이해해 너 리액션 보고 정말 크게 웃었어 동영상 “ . !” (htt***, #5) 

이는 크린지를 느끼며 고통 받는 리액터의 피학적인 행위를 (masochistic) 

보며 즐거움을 얻는 시청자의 가학적인 쾌락을 의미하기도 한(sadistic) 

다 전통적인 젠더 담론 속 피학성과 가학성은 순서대로 남성적인 것과 . 

여성적인 것으로 젠더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리액션 동영상에서 남성이 , 

취하는 피학적 입장은 일종의 젠더질서의 균열을 의미한다(Middleton, 

이는 또한 멀비 가 논의한 남성의 능동적이고 관음2013). (Mulvey, 1975)

적인 응시와는 반대되는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응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응시의 젠더적 권력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즉 리액. , 

션 동영상은 여성을 응시하는 남성을 다시 응시의 대상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남성중심적인 시각적 쾌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

의 응시에 완전히 얽매이게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지는 않다.

그림 동영상 의 한 장면[ 7] #5

이에 크린지 리액션 동영상이 나타내는 응시의 권력 구조는 남성이 응  

시 주체에 위치하는 동시에 식민주의적 권력이 작동하는 복합적인 것으

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테리 의 리액션 동영상에서 그. (Terry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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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백인의 오리엔탈리즘적 지배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다 그가 . 

응시하는 모음집 영상에서 어느 여성이 등장하자 그는 괴성을 지르며 재

빨리 영상을 정지시킨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카메라를 향해 맙. “
소사 나 저 여자 누군지 알아 바로 그 유명한 전설의 엘리시안 이잖, . , , ‘ ’
아 라고 외친다 이때 등장하는 엘리시안 은 케이팝 커뮤니티에서 코리” . ‘ ’
아부를 대표하는 악명 높은 백인 여성으로서 자신이 백인이기 때문에 , 

한국에 가면 모든 한국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며 한국 남성으로부

터 강간을 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다 이러한 발언은 금발 머. 

리와 파란 눈 등 백인의 신체적인 조건을 스스로 특권화하는 동시에 한, 

국 남성에게 종속당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남성적 헤게모니에 

부합하면서 인종적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모든 한국 남성이 금발 . 

머리와 파란 눈에 성적으로 이끌릴 것이라는 백인중심주의적인 오해와 

더불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배제되어 백인 여성과 이성애적 상상력이 

불가능했던 한국 남성을 지배적인 위치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발언을 들은 테리는 그녀는 진심으로 무섭다 고 말하며 책상 아래로 “ ”
숨는 행위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유머를 위해 연출된 장면이기도 하지. 

만 백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을 자신의 이성애적 판타지에 대상화하여 , 

기존의 위계질서로 다시 상정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한다 이를 . 

바라보는 시청자는 댓글로 타임스탬프(timestamp)22)를 적으며 해당 장면

에 대한 공감과 재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액터의 두려워하, 

는 반응을 보며 쾌락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리액터가 리액션을 멈추고 수동적인 응시의 위치에서 벗어나   , 

시청자를 바라보는 순간에는 보다 뚜렷하게 인종적 위계질서에 대한 도

전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크린지라는 형식 안에서 한국인이 인종적 위. 

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진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리액터들이 내, 

리는 평가는 곧바로 규범적 질서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크린지 리액션 . 

동영상 중에 한국 남성을 주체로 한 동영상이 가장 인기가 있다는 것도 

22) 동영상의 특정한 장면이 나오는 시간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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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케이팝 팬덤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로 활

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번 동영상의 리액터인 한국인 . 5

남성 이던 은 모음집 동영상 시청을 마친 후 소감을 나누는데(EthanAqui) , 

그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인 측면과 언어적인 측면에서 일반 해외 팬들보다 높은 계층에서 팬덤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는 케이팝 노래에 맞춰 어색하게 춤. 

을 추는 백인 여성들을 보고 꽤 귀엽다 거나 케이팝 노래를 부르는 “ ” , “
것은 괜찮지만 한국어는 어렵기 때문에 발음에 신경 써야 할 것 이라는 , ”
평을 내린다 이는 귀엽고 한국어 발음이 어눌한 백인 여성을 가르침으. , 

로써 헤게모니적 권력 구조에 도전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

다 이는 또한 리액션 동영상이 기존 여성 팬에 대한 정형을 남성의 시. 

선으로부터 재생산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세 동영상 속 리액터는 모두 . 

크린지 영상에서 재현되는 코리아부가 괴상하다 고 표현했으며“ (weird)” , 

이던 은 코리아부를 사이코패스 같다며 감정과 (EthanAqui) “ (psychopath)”
열정을 통제하여 사회적 선을 지키라고 충고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테리. 

는 활짝 웃는 얼굴을 하고 빠른 속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TerryTV)

하는 백인 여성을 보며 왜 이렇게 열광적이야 자제력을 조금만이라도 , “ ? 

보여주길 바란다는 말을 한다 수조 는 코리아부를 사람이 아닌 ” . (SujoTV)

이것 이라고 지칭하며 그들은 너무 크린지해서 견딜 수가 “ (these things)”
없다고 하고는 동영상을 정지한다 전부 광적이고 감정을 주체 못하는 . 

여성 팬에 대한 낙인을 재순환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아시안 남성이 감찰하는 백인 여성의 위계적   , 

역학은 헤게모니를 완전히 답습하거나 전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만

큼 복잡하며 유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의의 한 편에는 아시안 . 

남성과의 이성적 관계를 상상하며 욕망을 표출하는 백인 여성과 이러한 

욕망을 이용하여 백인 여성을 남성적 시선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아시아 

남성이 존재한다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인 남성에 대. ‘
한 외국인 여성 반응 을 다루는 콘텐츠가 이와 같은 문제적인 관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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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하는 예시 중 하나다 그 중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은 개설 된. 

지 개월 남짓 만에 구독자를 만 명 가깝게 모았으며 가장 조회 수가 1 3 , 

높은 동영상은 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74 .23) 해당 채널의 주력 콘텐츠는  

무작위로 연결된 외국인 그중 특히 외국인 여성과 영상 채팅을 하며 그, 

들과 나누는 대화를 찍은 것이며 대부분 한국인 남성을 보고 놀라거나 , 

기뻐하거나 설레어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중심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한. 

국 대중문화에서 유행한지 오래인 국뽕‘ ’24) 콘텐츠의 전형인 동시에 한 

국인 남성과 백인 여성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영상 제작자의 의도는 자신을 향한 외국인 . 

여성의 호감을 과시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민족적 우월

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인들은 댓글로 방탄이 엄청, “
난 일을 한 거구나 한국 남자들이 완전 상종가네 인물도 좋으시지”, “ ”, “
만 서양 여학생들이 동양 남자에 이 정도 호감이라니 놀랍네요 등 긍정” 
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를 비롯한 케이팝 남성 아이돌의 성공은 . BTS

곧 모든 한국인 남성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민족적 동질감을 기반으로 한 

우월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특히 게시된 동영상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 ‘
미녀 러시아 미녀 등 아름다운 백인 여성에 대한 것임을 강조하고 ’, ‘ ’ ‘ ’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인종적 위계질서 안에서 유색인. 

종의 남성에게 금기되었던 백인 여성을 쟁취함으로써 인종 헤게모니에 , 

도전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성의 욕망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지원 은 코리아부 혹은 케이팝을 좋아하는 백인 (2019) , 

여성과 사귀는 한국인 남성은 이성애적 관계를 통해 젠더 헤게모니의 가

23) 년 월 기준 참고 일본인인줄 알았는데 한국인이면 외국인들 반응 2021 1 , : < >, 

게시자 제이 출처: Jay G_ G, : https://www.youtube.com/watch?v=46QaWgCJjWU 
24) 국가와 히로뽕 필로폰 의 합성어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도취되 ( ) , 

어 있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김환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 2014). 

에게 싸이 김치를 아느냐고 물어보는 시리즈가 일종, BTS, ‘Do you know (...)?’ 
의 밈으로 자리 잡으며 대중문화의 다양한 방면에서 국뽕을 활용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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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우위에 있는 백인 남성의 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헤게모니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남성의 인종적 헤게모니 도전을 위해 여성. , 

을 종속시키고 착취하는 인종과 젠더가 교차하여 형성되는 복잡한 구조,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논의의 다른 편에는 아시안 남성을 향한 페티시즘과 성적 대상  , 

화의 문제가 남아있다 전술했듯이 백인 여성과 아시안 남성 사이에는 . , 

인종적 위계질서가 작동하여 백인 여성이 아시안 남성을 정형화하고 미

디어에 의해 형성된 아시안 남성에 대한 환상을 기반으로 인종적 페티시

즘을 범하는 것은 케이팝 팬덤 내부에서 큰 문제로 거론된다 길거리에. 

서 만난 아시안 남성을 스토킹하는 행위부터 한국인 남성과 사귀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행위 등 특정한 인종 을 정형화하여 성애적 대상‘ ’
화를 시도하는 여성들의 욕망 표출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팬덤 내부에

서 감시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코리아부 여성을 감시하고 정. , , 

형화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아시안 남성의 지배적 시선은 크게 문제 제, 

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있어 사회적 권

력과 젠더 관계의 질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의 헤게모니의 가장 우위에는 아시안 남성이 위

치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아시안 남성은 케이팝 아이돌과 인종적. 

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뿐더러 여성 팬들의 선망과 종속되고자 하

는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앞서 논의한 크린지 . , 

리액션 동영상이나 외국인 리액션 콘텐츠는 혼종적인 문화 접촉에서 비

롯되는 타자와의 복잡하고 뒤얽힌 젠더와 인종 역학을 나타내며 여성의 , 

욕망을 착취함으로써 기존의 젠더 질서를 재강화하는 헤게모니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케이팝 크린지와 코리아부 담론의 지역적 맥락 역시 고려  , 

해야 할 것이다 분석 대상인 세 개의 코리아부 크린지 리액션 동영상은 . 

전부 미국과 포르투갈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교포들이 해외 케이팝 

팬덤을 대상으로 영어로 제작한 콘텐츠다 이들은 한국의 남성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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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늘 인종 차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종에 

관한 부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아시아 외부의 남성들은 아. , 

시아 내부의 남성들에 비해 다양한 혹은 자신과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 

함께 살며 코리아부를 직접 겪어본 경험이 더욱 많을 것이며 자신을 정, 

형화하고자 하며 페티쉬의 대상으로 삼는 코리아부에 대한 불편함이나 

불안감 역시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반면 한국의 남성들은 코. , 

리아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앞서 논한 국뽕 영상처럼 , ‘ ’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민족적 자긍

심의 요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드러나는 한 가지 예시로 유튜브에 한국인들이 생각하  “
는 극성 한류 팬 코리아부‘ ’”25)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동영상이 있다 이. 

는 강남역 길거리에서 섭외한 한국인들에게 코리아부가 무엇인지 설명하

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내용의 동영상인데 인, , 

터뷰 참가자들은 코리아부들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케이팝 팬들이 한국 

이름을 만들거나 케이팝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또한 이미 한국도 많. , 

이 서구화 되어있고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 이름을 짓거나 외국 스타일, 

을 따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인 스타일

을 따라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영상의 댓글은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영상 속 , 

한국인들의 반응에 놀라움을 표하며 코리아부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즉 케이팝 . , 

크린지와 코리아부 현상은 지역에 따라 다른 해석이 존재하며 이를 소, 

비하는 자의 지역성과 맥락에 따라 대안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이어지는 소셜 미  , 

25) 게시자 출처 : JAYKEEOUT X VWVB, : https://www.youtube.com/watch?v=16

KoY_935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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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스케이프 안에서도 케이팝 팬들은 모두가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위치한 사회적 지역적 맥락에 따라 일종의 , ･
지방적 코스모폴리터니즘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vernacular) 

다시 말해 케이팝 팬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면서(Bhabha, 1996). , 

도 케이팝을 본인의 지역성 특성대로 소비하고 팬덤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성과 지역성을 이분법적인 개념으. , 

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크레이디 의 논의가 더욱 중요해진다 케(Kraidy, 2005) . 

이팝이라는 세계화된 산물이 각자 다른 지역과 사회적 맥락에 위치한 팬

덤에 의해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이러한 소비 방식이 다시 세계화되는 순

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 

다음 장에서는 바바의 혼종성 논의와 크레이디의 비판적 초국가주의 논

의를 빌려 케이팝의 세계화 과정에서 생성된 크린지 문화와 코리아부라, 

는 낙인이 어떠한 지역적인 실천에 따라 어떠한 정체성의 교섭이 가능한 

장을 형성하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절 크린지를 활용한 경계관리활동의 혼종적 함의 3 

케이팝이 구성하는 소셜 미디어스케이프 속 이례적인 규모의 문화의   

유입과 흐름은 기존 한국과 동아시아 팬덤에 의해 쌓여진 팬 실천에 대

한 규범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균열이 발생하는 지점들은 타. ‘
자 에 노출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명확한 위계나 기대치가 결핍된 상’
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케이팝 팬덤 내부에 일종의 복잡하고 어색한, ‘ ’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어색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팬덤은 적극적. 

인 논의와 교섭으로 규범을 재확립하고자 노력한다 이 연(Kotsko, 2010). 

구는 지금까지 그 노력중 하나로 크린지 문화의 형식을 활용한 팬덤의 ‘ ’ 
경계 관리 활동을 살펴보았다 크린지 문화의 소재이자 결과물로 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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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부 와 올바른 팬 참여 방식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진정한 팬‘ ’ ‘ ’ , 

과 아닌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강화한다. 

즉 케이팝의 소셜 미디어스케이프 속 두드러지는 어색함은 나날이 다  , 

양해지는 초국가적 케이팝 수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 

원용진 외 가 코리아부 를 미국 사회에서 커져가는 한국 대중문화(2020) ‘ ’
의 영향력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그에 의하면 케이팝은 미국 주류 문화를 위협하는 외부침입. , ‘
자 이며 이러한 위협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류 문화는 헤게모니’ , 

적 질서를 재정립하여 한국 대중문화를 무력화하고자 일종의 희화화 전

략을 동원하게 된다 원용진 외 에서 재인용 이에 따(Fanon, 1969; , 2020 ). 

라 미국 주류 사회는 미국의 케이팝 팬들을 구체적으로 구별 짓지 않고, 

그들을 총체적으로 코리아부라는 경멸적 담론 안에 가두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코리아부라는 용어의 확산의 정확한 시초를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가  , 

장 처음 정의된 것은 년 어번 딕셔너리 에 의해서2007 (Urban Dictionary)

였다 이때 정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아부랑 비슷하지만 한국이 . : “ , 

곧 새로운 일본이 될 것이기에 팝 드라마 만화 등 한국 문화에 , K- , K- , 

집착하는 사람을 가리킨다.”26) 이 정의가 처음 등록된 년은 비 2007 (Rain)

를 선두로 한국의 인기 가수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류가 동, 

아시아를 넘어서고자 했던 시도의 과도기였다 비록 원용진 외 는 . (2020)

코리아부라는 용어의 시초를 지난 몇 년 간 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BTS

기 시작한 시점으로 가리키지만 이는 사실 케이팝이 미국을 향한 첫 발, 

걸음을 내딛을 때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다 년이 처음으로 미국 대중. 2007

문화 정경으로 한국 문화가 진입을 시도했다는 시기라는 점에서 원용진 , 

외 가 제시했듯이 코리아부 와 같은 비하적 표현은 타자의 문화 침(2020) ‘ ’
범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 유효한 설명력을 지니게 된

26) 게시자 출처 : Suzy Lee, : https://www.urbandictionary.com/author.php?author=

Suzy%20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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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류와 케이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존 서구 문화가 상상하는 문화  

적 지리적 한계를 위반하여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인 범주로 수용의 범위･
를 확장해왔다 이때 서구와의 다름 이 두드러질 때마다 주류 문화는 . , ‘ ’
하위주체를 고착화된 이데올로기 안에 정형화하려는 작업을 시도해왔다. 

바바 는 식민담론에서 피지배자의 타자성 즉 인종적 차이(Bhabha, 1994) , , 

를 인식한 지배자는 그 차이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

고 피지배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형화 전략을 활용하여 불안하고 불완

전하게 해소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소녀시대나 원더걸스가 미국에 처. , 

음 진출했을 때 주류 언론은 그들을 성적이고 연약한 존재로 대상화하여 

오리엔트 에 대한 서구의 판타지를 충족시키며 아시아인은 영어를 못‘ ’ , ‘
하는 영원한 타자 라는 고정 관념을 재생산했다 또한 미국’ (Jung, 2013). , 

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남성 아이돌은 게이 이‘ ’
며 지나치게 여성화된 모습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세계화와 디(Oh, 2015). 

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소수 집단으로부터 새로운 가치가 등장

할수록 정체성을 나타내는 계급 국적 인종 젠더 등 전통적인 표식이 , , , 

점점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것이 되어가며 사회적 안정감(Bauman, 2000) 

이 붕괴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류 문화는 우리 와 타인 을 구분하, ‘ ’ ‘ ’
는 변증법적 전략을 통해 경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리아부 가 미국 주류 사회 안에서 활용되는 것은   ‘ ’
동양을 향한 정형화 작업이 동양인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보다 동양의 것을 추종하는 내부자를 향하고 있다는 전환을 가리킨다, . 

이에 초국가적 팬덤은 자신이 그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크린지 , 

형식을 활용하여 주류의 정형화된 담론을 재생산시키며 코리아부와 구분

되기 위해 노력한다 타자를 정의한 후 공개적으로 고발하며 그에 자신. , 

을 빗대어 관찰함으로써 정체성 구성의 새로운 재료를 찾는 변증법적 정

체성 구축 전략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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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팬 실천에 대한 욕망1. 

케이팝 팬덤이 적극적으로 크린지 형식을 차용하여 내부의 경계와 위  

계를 재정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팬덤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서구의 케이팝 팬덤은 대중적 인종적으로 열등한 . ･
문화를 소비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팬덤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비하는 문화가 정당하다고 증명하는 것은 팬덤의 주요, 

한 과제가 된다 최진옥 조영한 나날이 커져가는 케이팝의 영향력( & , 2020). 

에 비해 케이팝 팬으로써 느껴지는 소외감 은 여전히 존(marginalization)

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Mazana, 2014; Min, et al., 2018; Yoon, 2019). 

소외감은 케이팝 팬을 향한 스테레오타입과 코리아부 와 같은 담론으로 ‘ ’
구체화된다 예컨대 원용진 외 가 논했듯이 주류 사회는 케이팝 팬. (2020) , 

들을 구체적으로 구별 짓지 않고 코리아부라는 경멸적 담론 안에 가둔

다 미국은 문화적 다양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백인우월주의를 공. 

고히 하는 등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인종주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등 하위주체의 문화 산물이 미국 사회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불안BTS 

감을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하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케이팝 팬덤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지속적으로 자신이 코. , 

리아부가 아님을 증명해서 자신의 팬 활동을 의미 있는 것으로 정당화시

켜야 하는 것이다 이때 코리아부라는 낙인은 미국인들만을 향한 것이 . 

아니라 미국에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 또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비하적, 

인 시선을 담고 있다 오늘날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가시적인 차원보. 

다 비의도적인 무의식의 차원에서 작동하며 이에 아시이안을 향한 직접, 

적인 차별 대신 아시아적 취향 을 향한 비난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멸시‘ ’
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용진 외 이처럼 주류 사회 즉 외( , 2020). , , 

부로부터 관리하는 경계는 간접적으로 작동하는 반면에 내부의 경계 관

리 활동은 팬들에 의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한국 그리고 한류 스타를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케이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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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에겐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져 팬덤 사이에서 , 

진정한 팬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진다 최진옥 조영한 뿐만 아( & , 2020). 

니라 해외 팬덤에 대한 한국 팬덤의 인식은 오랜 시간동안 혐오와 비하, 

를 기반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27) 유럽과 미국 등  

케이팝 팬덤이 세부화되지 않은 지역들의 팬덤은 한국 사회가 상상하는 

글로벌 위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교섭해나갔다 베(

르비기에 조영한 베르비기에 조영한 은 이렇게 팬덤 문화 & , 2017). & (2017)

및 규율을 세우는 것은 다른 대중문화 팬덤과 유사하지만 해외 팬들을 , 

구별하여 사고하는 모습과 해외 팬덤을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하

는 방식은 한국 팬덤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케이팝이 전 지. 

구적으로 확산되며 타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팬들에게 다양한 문화

의 노출이 지속되며 지역적 특수성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규탁( , 

2020).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한국 팬덤에게 해외 팬덤은 협력과 연대의 대상이  

라는 인식으로 점점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의 팬덤을 가리. BTS

키는 아미 는 오래전부터 해외 팬덤을 떼로 몰려와 우리 한국 팬(ARMY) ‘ (

덤 에게 피해를 주는 바퀴벌레 라는 제노포비아적 비유를 나타내는 외) ’ ‘
퀴 대신 외국인 팬과 사랑둥이의 합성어인 외랑둥이 로 부르며 오히려 ’ ‘ ’ , 

그들의 적극적인 팬 참여에 고마움을 표현해 왔다 홍석경 또한( , 2020). , 

앞서 논의했듯이 해외 팬덤 사이에서 문제시되는 코리아부 현상은 한국

에서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을 긍, 

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발견한 한국어 댓글은 코리, 

아부나 과한 팬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반응은 영어 

댓글보다는 지극히 소수였으며 코리아부 현상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 

입장도 발견할 수 있었다. 

27) 베르비기에 조영한 은 한국 팬덤의 해외 팬덤을 향한 차별적인 인식은  & (2017)

외국인 팬과 바퀴벌레의 합성어인 외퀴 의 담론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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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마일드한데 동영상 “ ?” (Air***ker, #3)

제 생각엔 한국 이름을 가지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건 괜찮아 보이고 오“
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여요 성 동영상 .” ( ***, #7) 

그렇다면 케이팝 크린지와 코리아부에 대한 한국인과 비한국인의 상  , 

반된 반응은 크린지 동영상을 활용한 경계 관리 활동은 한국인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해내는 구도라기보다 다른 문화권, 

에 속한 팬들이 크린지의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실천을 정당화

하기 위해 열심히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구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코리아부로 타자화하는 것은 케이팝과 그 팬. , 

덤의 크린지함을 해소하기 위한 팬들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우리 해외 팬들은 쟤들을 몰라 쟤들은 다른 종족이야 동영상 “ . .” (Jus***pop, 
#7)

케이팝 팬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우리도 코리아부 싫어해“ 1, , 2, .” 
동영상 (Tae***ght, #8)

우리 학교에 케이팝 팬들은 음악 취향을 숨겨야 해 다들 케이팝 팬이라고 “ . 

고백하기를 무서워해서 서로 찾기도 힘들어 이 동영상을 보니까 이유가 보. 

이네 동영상 .” (Joh***ril, #12)

즉 코리아부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구별 짓  , 

는 케이팝 팬덤의 경계 관리 활동은 초국가적 미디어의 흐름 속 케이팝

의 수용은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 더 큰 전 지구적 공동체를 향한 지향성

을 나타내는 세계적 코스모폴리터니즘이 아닌 다름 을 부각하여 문화, ‘ ’
적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는 복잡하고 혼종적인 수용인 것이다 이러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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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은 팬덤 외부에 위치한 주류 문화로부터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덤 내부에서 집단적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
한다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에게 하위주체의 대중문화를 소비한다는 경. 

험은 인종적 젠더적 불안감이 교차하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팬덤에, , 

게 자신의 팬 실천이 정당하고 유의미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초국가적 케이팝 수용의 제 의 공간2. 3

가르시아 칸클리니 는 세계화 과정에서 권력은   (Garc a-Canclini, 1995)í
탈중심화된 사선적 권력 으로 재구성된다고 말한다 세계‘ (oblique power)’ . 

화는 국경을 허물어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가 섞이면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구조와 실천을 생성

하며 이는 기존 권력 질서를 해체하여 사선적 권력을 생성해낼 가능성,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혼종화의 결과는 글로벌과 로컬의 정형화. , 

된 정체성이 아닌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 분열되고 혼종된 새로운 정체, 

성을 지니게 된다 바바 는 식민 담론에서 피지배자는 혼종. (Bhabha, 1994)

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틈새 공간에 개입하여 저항 전략을 구사할 수 있

으며 이 과정을 통해 지배자의 권력이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 

때 사람들은 문화적 접촉을 통해 근원적 정체성으로부터 이탈하여 새로

운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며 바바는 이러한 정체성과 권력 교섭의 장을 , 

제 의 공간 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그렇다면 초국가적 문화의 흐름‘ 3 ’ . , 

을 통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잇고 있는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은 어떠

한 방식으로 제 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가3 ? 

먼저 케이팝 팬덤의 크린지 문화는 백인을 특권의 주체로부터 해체시  , 

킨다 케이팝 팬덤은 한국인이 단순히 백인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되는 . 

타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백인 팬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감시, 

하고 있다 즉 여러 백인 을 전형적인 나쁜 팬 에 위치시켜 이들을 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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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식민담론에서 피지배자를 타자. ‘ ’
로 위치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성립했던 백인의 모습이 뒤집혀 타, 

자인 백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백인 팬들은 자신의 관심이 문화적 페티시즘에 기반

한 것은 아닌지 늘 의심당하고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다 즉 백인 팬들은 케이팝을 향한 진정성과 애정 자체가 거부당하고 . ,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백인 팬만 진정한 글로벌 팬으로 다루는 주류 미. ‘ ’ 
디어의 경향 이규탁 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실제로 케이팝 팬덤( , 2020) . 

은 여러 성적 인종적 소수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자 로컬 상, ･
황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항하고자 케이팝을 활용하기도 한다.28) 이처럼  

백인을 불편한 인종적 정체성으로 가시화하고 올바른 팬 담론에서 배‘ ’ 
제하는 행위는 기존 권력 질서를 넘어서는 소수자들의 사선적 권력을 일

으키는 실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크린지 문화를 수행함으로써 백인 . 

여성을 향한 타자화를 실천하며 기존 위계질서를 전복시키는 제 의 공간3

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케이팝 크린지 문화는 언어적 측면에서도 제 의 공간을 구성한  , 3

다 기존 인종적 권력 질서는 북미와 영국의 언어를 권력의 기준으로 삼. 

아 여기서 어긋나는 하위주체를 타자화하기 위한 기제로 언어를 활용해, 

왔다 이에 과 의 합성어인 콩글리시 또는 . ‘Korean’ ‘English’ ‘ (Konglish)’, 
아시아인들의 발음에서 알파벳 과 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편‘r’ ‘l’
견에서 유래된 잉그리시 는 아시아인의 북미와 영국의 기준에 ‘ (Engrish)’
부합하지 않는 영어 발음과 문법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영어의 . , 

지역적인 사용 방식은 차별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크린. , 

28) 예를 들어 년 미국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주의와 백인우월주의가  , 2020

더욱 가시화되며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격화되었‘Black Lives Matter( )’ 
다 이에 맞서는 담론인 백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해시태그. ‘White Lives Matter( )’ 
를 담은 게시글이 트위터에 올라오자 케이팝 팬덤은 해시태그와 전혀 상관이 , 

없는 케이팝 아이돌의 사진과 팬캠을 함께 올리며 를 지지, ‘White Lives Matter’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묻어버리며 무력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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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동영상은 조롱의 대상을 전복시킨다 팬들은 크린지 동영상과 댓글을 . 

통해 영어권 팬들의 서투른 발음과 초보적인 한국어 실력을 조롱하며, 

한국어 음운 체계를 기준으로 올바른 발음과 잘못된 발음을 철저하게 ‘ ’ ‘ ’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를 서구인의 전형적인 틀린 발음. , ‘ ’
대로 철자한 ‘onionhaseyo’나 ㅏ 발음과 발음을 구분하지 못한다, ‘ ’ ‘-ar’ 
는 점에서 유래된 ‘oppar 오빠 의 예시는 늘 특권의 자리에 위치한 영( )’
미권 영어 구사자를 이질적인 악센트의 소유자로 전복시키는 조롱의 기

제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케이팝 팬들의 언어적 감시 활동은 엄격한 절. 

대주의 에 의해 작용한다 다시 말해 팬들의 언어(absolutism) (Chun, 2017). , 

적 규범은 특정 언어의 음운 체계를 엄밀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 이 , 

규범에서 벗어나는 팬들은 한국어를 진정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한국

어를 그저 미적 용도로 사용하는 나쁜 팬 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즉‘ ’ . , 

케이팝 팬덤의 초국가성이나 다국어 수용에도 불구하고 언어 관행은 한 

번에 한 언어를 지향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언어적 절대주의(Chun, 

를 추구한다는 것이다2017) .

그뿐만 아니라 케이팝 팬덤은 백인이 다른 인종의 특색을 전유하려는   , 

시도를 극히 경계하고 있으며 한국인스럽게 외형을 바꾸려는 팬들은 , ‘ ’ 
크린지 형식 안에 포함하여 댓글과 영상을 통해 고발하고 있었다 다이. 

어 는 백인들은 다양한 인종들의 특색을 빌려와 자유롭게 자(Dyer, 1997)

신에게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시도는 백인에게 그저 새로. 

운 정체성을 표현해볼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며 실제로 백인을 다른 인, 

종처럼 보이도록 하지는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백인의 특권을 해체시

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백인이 피부를 어둡게 태닝하는 것은 부와 여. , 

유를 상징하며 태닝을 한다고 해도 백인은 흑인이 되지 않고 그저 어, ‘
두운 피부색을 얻게 된 백인 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인이 ’ . 

아시아인처럼 외형을 바꾸는 것은 그들을 아시아인으로 만들지 않고 그, 

저 아시아 느낌의 화장을 한 백인 이 된다 이처럼 기존의 사회적 질서 ‘ ’ . 

안에서 백인이 누리던 특혜는 케이팝 팬덤 내에서 더는 매끄럽게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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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백인이 한국인의 외형적 특성을 차용하고자하는 시도는 곧바. 

로 비판의 대상이 되며 크린지 내러티브에 포함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 

되기 때문이다. 

백인들은 자신의 인종 빼고 뭐든지 다 되고 싶어 해 동영상 “ .” (Kat***mao, 
#3)

백인들이 한국인이던 다른 무슨 인종이던지 간에 따라하려고 하는 거 정말 “
혐오스러워 너희가 문화가 없다고 해서 다른 문화를 뺏을 수 있는 거 아니. 

라고 정말 불쌍해 동영상 . !” (Lan***ile, #3) 

마지막으로 케이팝 크린지 문화가 들춰낸 흥미로운 제 의 공간의 구  , 3

현은 한국인 서브리미널 동영상에 대한 논의에서도 찾아볼 ‘ (subliminal)’ 
수 있다 서브리미널이란 어떤 정보를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무의. 

식적으로 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튜브에 유통되는 서브리미널은 , 

다양한 주제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영상물 을 가리킨다 박소정“ ” ( , 2020, 

쪽 이는 주로 시청자가 쟁취하고자 목표를 나타내는 이미지와 함께 209 ).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는 영상물이며 이를 반복해서 청취하기만 해도 , 

더 예뻐지거나 살이 빠지는 등 어느 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 중 번 모음집 동영상은 어느 한 서브리미널 동  8

영상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그림 참조 해당 동영상의 제목은 한국인([ 8] ). ‘
처럼 보이기 이며 설명란에는 이 서브리미널을 통해 도달(Look Korean)’
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외형적 요소가 적혀있다 브이라인 얼굴 한국인 . (“ , 

얼굴 쌍꺼풀이 없는 눈 몽고주름 유창한 한국어 실력 한국인 하, , , , DNA, 

얀 피부 납작한 배 노란톤 피부 검은 머리와 눈 날씬한 몸매, , , , , 160cm 

이하의 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은 실제 외모 변화의 효과를 봤다는 ”). 
증언과 외모 변화를 희망하며 매일 영상을 시청할 것이라는 포부 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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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미널에 대한 신뢰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림 동영상 에 등장하는 서브리미널 동영상[ 8] #8

또 흥미로운 점은 위 영상을 담은 크린지 텍스트의 댓글에서도 서브  , 

리미널을 옹호하고 그 효과를 피력하는 댓글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크린지 영상이 서브리미널 커뮤니티 를 폭로했다는 점에 분노하‘ ’
며 서브리미널에 대한 공부도 없이 무작정 조롱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 

을 표시하고 있었다. 

너는 서브리미널에 대해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 서브리미널은 믿으면 효과“ . 

가 있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보기도 전에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잖, 

아 내가 코리아부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효과를 봐서 그래 그냥 음. , . 

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가 너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거야.” 
동영상 (Bts***ver, #5)

서브리미널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 말을 하지 마 동영상 “ .” (Mat***hew, 
#5)

서브리미널 커뮤니티를 폭로하지 마 이럴까봐 커뮤니티가 커지는 게 싫“ . 



- 104 -

어 동영상 .” (Nui***, #5) 

이처럼 케이팝 팬덤은 문화적 페티시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서브리미널은 옹호하는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케이팝 팬덤. 

이 동질적인 존재가 아닌 그 내부에서 팬덤을 정의하기 위해 끊임없는 , 

내부적 갈등을 교섭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팬덤이 . 

정의하는 크린지함 혹은 올바른 팬 에 대한 담론은 마냥 하나의 의견‘ ’ ‘ ’
으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모호한 것이며 크린지 텍스트 등 다, 

양한 팬 실천을 통해 계속해서 교섭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 , 

브리미널은 어떠한 점에서 코스플레이 한국인스러운 화장 혹은 한국, ‘ ’ , 

인처럼 성형수술을 하는 것 등 인종적 페티시즘이라고 이해되는 행위와 

다른 것인가? 

박소정 에 의하면 한국인 서브리미널 현상은 기존의 아름다움의   (2020) , 

담론 속에서 배제된 한국인을 오히려 닮고 싶은 선망의 대상에 위치시킨

다는 점에서 세계적 미 의 위계질서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 )美
수 있다 특히 한국인 서브리미널이 추구하는 한국적 아름다움은 오리엔. 

탈리즘적 시선 속 서구가 선호하고 분류해 온 아시아인의 외모가 아닌, 

케이팝 산업이 창출해낸 외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서구중심주의적 시각

으로부터 이탈하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박소정( , 

더 나아가자면 서브리미널은 유창한 한국어 실력 한국인 2020). , ‘ ,’ ‘ DNA’ 
등 내면으로부터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나타낸다 이때 욕망. 

의 대상이 진짜 한국인 인지 아니면 케이팝 산업이 창출해 낸 아이돌‘ ’ , ‘ ’
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만약 욕망의 대상이 아이돌 이라면 그야말로 . ‘ ’ , 

산업이 만들어낸 상품 에 대한 물신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 ’ . 

러나 많은 팬들이 서브리미널을 통해 욕망을 실천하고 이를 맹신하며 , , 

옹호한다는 것은 이러한 욕망이 팬의 진정성과 연결된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에 따라 서브리미널을 활용한 케이팝 팬덤의 실천의 의미에 대해. , 

서는 향후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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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 공간이 내포하는 갈등과 모순  3. 3

크린지와 코리아부의 담론이 형성하는 제 의 공간은 반드시 전복적인   3

의미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크레이디 가 논의했듯이 혼종성. (Kraidy, 2005)

은 반드시 사회적 구조의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한 문화의 , 

지배적 상태를 나타낸다기보다 끊임없는 타협과 교섭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케이팝의 초국가적 수용이 구축하고 있는 제 의 공간은 . , 3

어느 한 쪽에 국한된 완전한 지배나 전복을 나타내지 않으며 오히려 그 , 

교섭의 장 안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앞.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구의 대중문화 질서 안에서 정당화되지 못한 문, 

화인 케이팝을 소비하는 팬덤은 각자 위치한 지역적 맥락에서 인정을 받

아 지배적 문화에 편입될 것을 소망하는 동시에 팬덤에게 중요한 가치, 

를 반영해 지배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구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혼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충돌은 여전히 해결되. , 

지 않았으며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크린지 텍스트가 나타내는 케이팝 팬덤의 정당화 추구 과정에서 드러  

나는 첫 번째 갈등은 왜 케이팝 팬이 되는 것만 정당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갈등이다. 

나는 프랑스 문화에도 관심 있어서 프랑스 음악을 배우고 프랑스어를 배우“
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프랑스부 라고 부르지 않아 동영상 , ‘ ’ .” (Kpa***, 
#12)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건 문제가 되는데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다른 언어를 “ , 

배우는 건 괜찮은거야?” (Eli***) 

그러면 만약에 독일인 행세를 하면 가 되고 미국인 행세를 하면 “ Germanboo , 

가 되는 거야 동영상 Americaboo ?” (noe***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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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코리아부 와 같은 경멸적인 담론  ‘ ’
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의 취향으로서 그 문화를 자유롭게 소비한다 예, . 

컨대 프랑스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인 은 , ‘Francophile’
문화적 페티시즘을 범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며 조롱과 비하의 , 

시선이 아닌 그저 개인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하나의 문화적 선호로 이해

된다 반면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것은 때로는 겉으로 드러내기 부끄러운 . 

페티시즘으로 치부될 수도 있으며 팬덤 외부의 시선 하에 지속적인 정, 

당화가 요구되는 취향이다 이러한 취향의 위계질서는 앞서 논의한 케이. 

팝 팬덤 참여가 수반하는 이중적 소외감과 연결된다 먼저(Yoon, 2019). , 

기존의 지배적인 식민 질서 안에서 피지배자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

기에 케이팝에 대한 서구의 선망은 그 선망의 진정성에 대한 주변의 의, 

문과 의심을 수반한다 또한 선진국에 대한 선망은 주로 언어 예술 문. , , , 

학 역사 등에 대한 관심에 기반을 둔 취향 인 반면 한국에 대한 선망은 , ‘ ’
아직은 한국의 대중문화와 하위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지배적인 요인

이 된다 즉 문화산업에 의해 창출된 문화적 산물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 , 

페티시즘의 논의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케이팝의 . 

초국가적 수용에 있어서는 인종과 문화 두 가지 위계가 동시에 작동하, 

여 케이팝을 정당화되지 못한 문화로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 

문화를 선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 영국의 다양한 하위문‘Anglophile’
화와 대중문화를 향한 선망을 포함하지만 영국은 세계의 문화적 헤게모, 

니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국 대중문화를 선호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국 대중문화를 선호하는 것은 인종적 문화적 위계가 , 

작동하여 지배적 질서 안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케이팝. , 

이 구성하는 제 의 공간은 인종적 문화적 권력의 불균형을 드러내며 권3 , ･
력의 전복이나 하위주체의 역능화 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empowerment)

도 있다.

이러한 헤게모니 질서 안에서 케이팝 팬들은 케이팝의 크린지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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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 하여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스스로 의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 

한다 예를 들어 팬들에게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 , 

우기 시작한다는 것은 한국어 그 자체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에 비해 덜 진정한 실천으로 이해되며 일종의 

내면화된 크린지를 수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새로운 문화나 언어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
싶어 맞아 사실 케이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어를 배울 것을 . , 

결심했어 그래도 코리아부는 아니겠지 동영상 . ?” (Jes***, #7)

이러한 의견은 궁극적으로 대중문화적 취향이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 ’ 
관심보다 진정성이나 중요성의 측면에서 가치가 덜 하다는 담론을 재순

환시키며 케이팝에 대한 관심을 깎아내리는 논리를 생산해낸다 한국의 , . 

주류 언론은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을 두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

을 일종의 민족적 자긍심을 증진하기 위해 활용하는데 실제로 팬덤 내, 

부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지배적 질서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의도

성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문화 실천

이다 이에 해외 팬들은 진정한 팬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 케이팝이나 드. 

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언어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 , , 

가질 것이 요구 된다. 

또한 케이팝이 구성하는 제 의 공간에서는 케이팝 그 자체의 정체성  , 3

에 대한 모순이 드러난다 케이팝은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닌 여러 문화가 . 

혼합되어 만들어진 혼종적인 문화 산물이기 때문에 오직 한국 만을 향, ‘ ‘
한 페티시나 한국을 특권의 위치에 세우는 것은 모호하고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극히 소수의 의견이지만 초국가적으로 확장하는 . , 

케이팝의 정체성에 대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 

서 유의미한 반응이다 이는 서구중심적 시각으로부터 형성된 케이팝의 . 

무국적 담론을 재순환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댓글을 통해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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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코리아부에 대해 불평하면서 자기들의 음악 산업 전체가 웨스“
턴부 내가 오늘부터 만든 신조어야 로 구성된 것을 모르나 음악 스타일은 ( ) ? 

미국의 팝이랑 힙합에서 따온 거고 외모는 유럽인처럼 보이기 위해 컬러렌, 

즈를 끼고 머리를 염색하고 피부를 표백하잖아 다들 위선자야. .” 
동영상 (Ana***ena, #3)

위 댓글은 흰 피부와 검은색이 아닌 머리 색깔을 백인의 신체에만 귀  

속시키는 시각 박소정 과 서구와 유럽의 인종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 , 2020)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지만 케이팝의 정체성에 대해 여전히 해결되지 , 

않은 숙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 

구중심적 시각으로 케이팝을 바라봤을 때 케이팝의 는 고유의 한국, ‘K’
성을 띤다기보다 여러 문화를 차용하여 만들어진 아류작이라는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코리. 

아부란 오로지 한국 을 향한 선망을 나타낸다기보다 서구의 영향 아래‘ ’ , 

에 만들어진 혼종물을 향한 선망으로 끌어내려 케이팝에서 한국성을 지, 

워버리고자 하는 시각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케이팝의 가 과연 무엇. , ‘K’
을 의미하는지 케이팝을 둘러싼 각종 본질적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사, 

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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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제 절 연구의 요약과 의의 1 

이 연구는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의 문화 실천으로 떠오르는 크린지 문  

화가 팬 의 규범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크린지 텍스트를 ‘ ’ , 

통해 케이팝 팬덤이 구현하는 제 의 공간 을 혼종적 맥락3 (Bhabha, 1994)

에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중문화 인터넷 문화 그리고 팬덤 . , , 

문화까지 이어지는 크린지 문화의 계보를 추적하여 이를 세 가지 카테고

리로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크린지 텍스트가 경계를 그려내고 강화하, 

는 방식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케이팝 크린지 텍스트에서 . 

나타나는 올바른 혹은 진정한 팬 실천의 양상이 무엇인지 유튜브 영‘ ’ ‘ ’ 
상과 댓글 분석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내고자 했다 이 과정을 통해 . 

케이팝 크린지와 코리아부 현상이 케이팝의 초국가적 수용과 관련하여 

여러 인종적 젠더적 지역적 문제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치열한 정체성 , , 

교섭의 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케이팝 수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을   

온라인으로 이어줌으로써 기존 한국과 동아시아 팬덤에 의해 쌓인 팬 실

천 방식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균열은 기존. 

에 존재하던 명확한 위계나 기대치가 결핍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케이팝 팬덤 내부에 일종의 복잡하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따라서 케이팝 팬덤은 적극적인 논의와 교섭으로 규범을 재확립하고자 

노력하며 그 노력 중 하나로 크린지 문화 형식을 차용하고 있었다, . 

크린지 동영상의 주요한 소재로 코리아부 가 등장했는데 이는 팬 실  ‘ ’ , 

천의 잘못된 예시를 나타내며 올바른 팬이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피해

야 할 대상으로 견제되고 있었다 코리아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총 세 . 

가지로 정리하였다 먼저 코리아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문화적 페티시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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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데 세부적으로는 한국인과 사귀고 싶어 , 

하거나 한국인이 되고자 성형수술 등으로 외모를 변형하거나 케이팝 , , 

아이돌 코스플레이를 하거나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무시하는 발음 혹은 , 

맥락과 상관없이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한국 문화를 케이팝과 동일시하, 

여 케이팝 외의 문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문제 제

기 되었다 페티시즘은 비단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외형적으로 . , 

비슷한 중국인과 일본인 등 동아시아인에게도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구의 케이팝 수용에 있어 동아시아를 동일시하는 인종주의적 시각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팬덤의 아마추어적 실천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디지털 환  . 

경과 컨버전스 문화를 기반으로 더욱 확장된 팬덤의 능동적인 생산 활동

의 일종의 부작용처럼 나타났는데 텍스트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팬덤 내, 

부에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팬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텍스, 

트도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케이팝 팬덤이 구성하는 참. 

여 문화는 모든 실천이 환영받는 민주적 생산성을 옹호하기보다 케이팝, 

의 전 세계적 위상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생산물만

을 포용하는 엘리트적 양상을 띤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뿐만 아니라 팬 . , 

텍스트는 플랫폼을 넘나들며 크린지의 낙인이 유동스럽게 부여된다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예컨대 아마추어적 텍스트 생산을 권장하는 틱톡. 

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은 틱톡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으로 (TikTok)

받아들여지지만 유튜브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크린지의 대상이 되었, 

다. 

결국 케이팝 팬덤 참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케이팝 텍스  

트와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데에 실패하는 것이다 즉 팬이 감정에 . , 

휩쓸리는 집착적인 개인이 아니라 텍스트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생, 

산적이고 저항적인 실천을 이루는 집단이라는 패러다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계는 여생 팬들에 대해 더욱 부각되는데 예전부터 여. , 

성 팬덤을 광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대중문화 스타를 쫓아다니는 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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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집단으로 표현한 차별적 시선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 

팬덤을 정당화하고자 동원되었던 객관성과 이성이 팬덤을 향한 차별적인 

인식을 재순환시키고 여성 팬들에 있어 이러한 낙인을 내면화하도록 만, 

드는 양날의 검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크린지 텍스트의 유형별로 전달하는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먼저   , 

고백형 동영상은 자신의 크린지했던 과거를 폭로하는 발화 형식을 채택

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과거를 극복한 성숙한 존재로 거듭났다고 밝히며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팬덤에게 올바른 팬이 무엇인지 교육하고 있었

다 반면 모음집 동영상은 인터넷에 떠도는 다양한 팬 텍스트 원본을 . , 

가져와 편집함으로써 나쁜 팬에 대한 편집자의 정의대로 그들을 고발하, 

는 형태를 띤다 부정적 내러티브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들과 . , 

상반되는 결과로 올바른 팬 실천의 팬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 

으로 리액션 동영상은 아시아인 리액터가 비아시아인 코리아부를 감찰하

고 평가하는 형태를 띤다. 

각 유형이 보여주는 차이점은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 참여에 있어 올바  

른 팬이 된다는 것은 젠더적 지역적 인종적 위계질서가 교차하는 지점, ,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백형 동영상과 모음집 동영. 

상은 전부 비아시아인으로 이루어졌지만 감찰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리, 

액션 동영상의 리액터는 전부 아시아인이었다 초국가적 맥락에서 한국. 

인은 케이팝의 본토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민족적 우월감을 느끼게 되며, 

궁극적으로 크린지한 팬이 될 수 없다 이처럼  한국인이 인종적 위계에. 

서 가장 높이 세워진다는 것은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 

로운 점은 이러한 위계가 아시아인에게도 확장된다는 점인데 아시아인 , 

역시 한국인과 문화적 외형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른 인종에 비해 , 

크린지의 대상으로부터 면제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결국은 아시아인 역시 

코리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팬이 된다는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입장은 갖지 못하게 된다.

  케이팝의 크린지 동영상에서 재현되는 코리아부는 대부분 백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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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크린지 문화는 백인을 끊임없는 감시의 위치에 세우며 기존의 위계, 

질서에 대한 전복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는 케이팝의 혼종적 수용 정. 

경에 백인이 들어오며 그들이 오리엔탈리즘적 페티시즘과 타자화를 범,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백인성의 권력에 대한 경계심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바른 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백인 팬. 

들은 케이팝 아이돌과 이성애적 관계를 거부하며 같은 사람으로서 정서

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러한 복잡한 권력 관계는 백인 여성을 감찰하는 한국인 남성을 재현하는 

리액션 동영상을 통해 더욱 복잡해진다 젠더적으로 우위에 위치한 남성. 

은 백인 여성 코리아부를 향한 여성 차별적 비하 표현을 하며 헤게모니

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백인보다 인종적으로는 하위에 위치, 

하기 때문에 인종적 위계질서에 순응하고 전복을 시도하는 상반되는 입

장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케이팝이 구성하는 소셜 미디어스케이프 속 이례적인 문화의   

유입과 흐름은 기존 동아시아 팬덤에 의해 쌓인 팬 실천에 대한 규범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균열이 발생하는 지점은 타자 에 대한 노. ‘ ’
출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명확한 위계나 기대치가 결핍된 상태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케이팝 팬덤 내부에 복잡하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 

있다 팬덤이 크린지 문화를 차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어색한 상황을 제. 

거하고 적극적인 논의와 교섭으로 규범을 재확립하려는 시도라고 이해, 

했다 즉 크린지 문화는 그것만의 고유한 규칙과 사회적 연관성이 있는 . , 

문화 양식으로서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 맥락에서는 코리아부 와 올바른 ‘ ’ ‘
팬 참여 방식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진정한 팬과 아닌 사람들의 경계’ 
를 그려내기 위해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규범을 설립하고자 하는 욕망은 궁극적으로 케이팝 팬이라는   

정체성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코리아부 담론이 케이. 

팝 스타가 처음 미국으로 진출을 시도했을 때 그리고 더욱 최근 를 , BTS

중심으로 케이팝이 미국 주류 문화에 도전할 때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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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부 가 미국 주류 사회의 헤게모니 붕괴의 불안감을 내포한 정형‘ ’
화 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서구가 다름 이 두드러질 때마다 하. , ‘ ’
위주체를 무력화하고자 정형화 전략을 활용했듯이 초국가적 범주로 수, 

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케이팝은 서구의 주류 사회로부터 타자 이‘ ’
자 외부침입자 로 간주되어 이를 향유하는 사람을 코리아부 라는 경멸‘ ’ , ‘ ’
적인 담론 안에 가두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동양의 침범에 대한 경계

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은 각자 위치한 지  , 

역적 상황 속 졍형화되고 희화화되는 문화 취향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교

섭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팬덤은 크린지 형식을 활용하여 적. 

극적으로 자신을 코리아부나 나쁜 팬 의 담론으로부터 구별 짓고 거리‘ ’
를 두며 백인을 상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 

있었다 이는 일종의 식민담론의 전복을 가리키는데 기존 피지배자를 . , 

타자 로 위치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성립했던 백인의 모습을 전복 ‘ ’
시켜 백인을 타자의 위치에 세우고 이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 

형태의 권력의 재구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케이팝 크린지 문화가 구성하는 공간을 바바  , 

가 제시한 권력의 해체와 교섭의 장인 제 의 공간 으로 (Bhabha, 1994) ’ 3 ’
이해했다 제 의 공간에서 백인 팬은 주류 미디어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 3

더는 진정한 팬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진정성과 애정 자체는 거부당‘ ’ , 

하고 있었다 즉 백인의 백인성이 불편한 인종적 정체성으로 가시화되. , 

고 올바른 팬 담론으로부터 배제되어 기존 권력 질서를 넘어서는 소수‘ ’ , 

자들의 사선적 권력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복성. 

은 구체적으로 백인의 문화차용에 대한 비판 한국인을 선망의 대상에 , 

위치시키는 서브리미널 동영상 그리고 영미권 영어 구사자를 이질적인 , 

악센트의 소유자로 전복시키는 실천으로부터 드러났다. 

그러나 동시에 혼종성은 반드시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 , 

제 의 공간은 반드시 전복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팝이 구성하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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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 공간에서도 역시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모순이 내포되어있음을 논3

의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케이팝과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보다 .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케이팝의 의 의미를 , ‘K’
찾는 것에 대한 숙제를 남겨두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크린지의 형식을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케이팝  

의 경계 관리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케이팝 팬덤 참여가 구성하는 제 의 3

공간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권력 주체들이 만나고 충돌하며 기존의 권력 

관계 지형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은 이, 

를 둘러싼 사회 질서를 재구조화하는 독특한 혼종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케이팝 텍스트와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서. 

구의 팬덤은 기존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으로부터 한류를 소비하던 양상에

서 벗어난 서구의 혼종성을 향한 욕망을 나타내는 동시에 홍석경( , 2013), 

이러한 욕망은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진정성의 논의로부터 배제되

는 양상을 통해 케이팝이 구성하는 제 의 공간 속 인종적 헤게모니의 전3

복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팬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정체성 논의에 참여하고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을 실천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대중문화 질서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놀이 문화로 떠오른 크린지 문

화를 계보화함으로써 초국가적 팬덤 내부의 권력 역학에 주목하고 초국, 

가적 맥락에서 케이팝 팬덤이 어떠한 점에서 특수함을 지니고 있는지 분

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제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에 대한 제언 2 

대중문화 인터넷 문화 그리고 일상을 아우르는 크린지 문화의 계보  , , 

는 기존 연구에 의해 이론화된 바가 없으며 인터넷 맥락의 크린지 문화, 

에 대한 정의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서구의 크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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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연구를 참고하여 크린지 문화의 개념화 및 범주화를 시도하였으

나 크린지 문화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살펴보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 , 

크린지 문화는 사이버 불링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 오늘날 인터넷 , , 

문화를 에워싸는 다양한 이슈들과 맞물려 있다 온라인 팬덤 공간을 안. ‘
전지대 로 정의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크린지 문화는 온라인 (safe space)’ , 

공간이 팬덤 참여에 있어 새로운 위계질서와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팬덤의 긍정적인 생산과 저항에 집중하느라 놓친 팬덤의 . 

적개심과 어두운 면은 향후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탐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튜브가 제공하는 제한적 자료에 의존해야 한 것도 이 연구의   , 

한계로 남는다 동영상의 주체나 댓글 다는 사람들의 정체에 관해서 스. 

스로 공개하는 특징과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느슨하게 추

론할 수 있을 뿐 그들의 국적이나 인종을 뚜렷이 구별하기는 어렵다, . 

연구 대상인 크린지 동영상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고 영어로 게재된 , 

댓글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글로벌 팬덤의 반응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유튜, . 

브의 특성상 조회 수가 낮고 댓글이 많이 없는 인기 없는 동영상은 더‘ ’ 
욱 비가시화되어 찾아보기가 어렵다 조회 수가 높은 동영상은 댓글 창. 

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고 보다 풍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에 연구 대

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인기 없는 동영상도 유의미한 결과를 , 

보여줄 수 있기에 분석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케이팝과 유튜브의 상호 . 

연결성은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 

복하여 케이팝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국가적 케이팝 팬덤의 코리아부 와 올바른 팬 실천   , ‘ ’ ‘ ’ 
담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케이팝을 둘러싼 각종 본질적 문제를 드러

낸다 케이팝의 전 지구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두드러지는 케이팝의 본질. 

적 정체성과 관련된 각종 혼종적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향후 

연구를 위한 숙제로 남겨둔다 예컨대 이 연구와 별개로 최근에 케이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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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의 음지문화였던 문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RPS(Real Person Slash)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는 한국의 케이팝 팬덤이 어떻게 내외부의 . 

경계를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팬덤의 욕망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한 , 

여러 핵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 남성의 몸을 . , 

향한 욕망부터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지럽혀지는 젠더 질서 그리, 

고 케이팝 산업과 팬덤의 관계까지 비단 한국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것뿐

만 아니라 초국가적 맥락의 케이팝 수용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주요한 문

제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관찰과 질문이 필요

한 부분이다. 

또한 제 의 공간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 케이팝 크린지 문화 그  , 3 , , 

리고 코리아부를 보다 지역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일본인 한국인으로 오해 받아 일상생활에서 , 

피해를 받는 대만인 등 크린지 문화와 코리아부 현상은 동아시아 내부에

서도 케이팝으로 인해 변화하는 다양한 역학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

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 동아시아 안에서 탈영토. 

화되고 재영토화되는 정체성의 문제와 바바 가 논의한 혼종성과 (Bhabha)

코스모폴리턴의 모호함을 보다 풍부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케이팝의 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 ‘K’
역시 필요할 것이다 로 지칭되는 여러 문화 형상을 다양한 차원에서 . ‘K’
분석하여 과연 그 가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이 동아시아와 , ‘K’
세계적인 맥락에서 발휘하는 영향에 대한 단초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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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examined toxic cultural practices of the transnational 

K-pop fandom, which has often been overshadowed by K-pop’s rapid 
success across the globe. More specifically, it explored the rising 

popularity of ‘cringe culture’ within the fan community, and the 

complex cultural politics of fan participation and identity negotiation it 

entails.

  First, the genealogy of cringe, which spans from television, Internet 

culture, to fandom cultures, was outlined along with a discussion of the 

expressions and rhetorical effects of cringe. The study defined cringe 

culture as a kind of play that captures awkward moments of the 

Internet within a framework of humor. In particular, cringe culture was 

viewed as a tool for distancing and Othering; to identify something as 

cringe is an act of placing it as Other and distancing oneself from it, 

and through this process, a sense of community is forged within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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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mutually cringe. 

  Within the transnational K-pop fan community, fans actively produced 

and distributed cringe videos, the subject of which was mostly about 

the fandom itself. In other words, K-pop fans utilized the cringe form 

to reconstruct and control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fandom, and to 

define fan participation norm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boundaries suggested by cringe culture and what kind of identity 

negotiations are formed in the process of managing these boundaries. 

To do so, K-pop cringe videos uploaded on YouTube and their 

subsequent comm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istinctive 

cringe culture of K-pop fan communities, as well as the semantic 

systems formed in the utterances of cringe,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racial and gendered power dynamics intertwined within the 

spaces of transnational fan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reception of K-pop across 

the globe in ever-increasing capacities was creating gaps in fan 

participation norms first constructed by Korean and East Asian fandoms. 

As the online realm connects more and more cultures through the 

shared love of K-pop, these gaps become clearer, leading to an 

awkward and complex condition defined by the lack of clear-cut 

hierarchies and expectations. Cringe videos can be seen as the 

fandoms’ attempt to recover these gaps and minimize awkwardness by 
reestablishing fandom norms through active discussion and negotiation. 

In other words, the cringe culture of the transnational K-pop fandom 

was being utilized as a means to shape discourses on how to 

participate in the fandom correctly and to draw the boundaries 

between authentic and non-authentic fans. 

  Such desires to establish norms ultimately lead to the desire to 

legitimize the K-pop fan identity. Many of the cringe videos deal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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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boo’ - a derogatory term to describe fans who are overly 
obsessed with Korean culture who are portrayed as those who must –
be ultimately avoided in order to become authentic, legitimate fans. 

Most of the Koreaboos represented in cringe videos were white women. 

K-pop fandom’s cringe videos placed white fans in a position of 

constant surveillance, making visible the whiteness of white fans as a 

problematic racial identity and excluding them from the discourses of 

proper fan participation. This signaled the subversion of existing 

hierarchies where power dynamics between white fans and non-white 

texts are reconstructed. As white fans enter the landscape of K-pop’s 
hybrid reception, anxieties surrounding the potential for Orientalist 

fetishism and Othering emerged as important agendas to be discussed 

and resolved internally within the fandom; one way these anxieties 

manifested is through cringe culture. At the same time, the Koreaboo 

problem - which lies in the intersection of gender, race, and locality –
further disrupted the hegemonic order in its depiction of the complex 

dynamics of white women who want to be sexually subordinated to 

Asian men. 

  Ultimately, this study discussed the ways in which subjects of power 

collided and challenged the existing power relations as depicted by 

fans’ participation in cringe culture. It suggested that the cringe videos 
of transnational K-pop fans are important texts that reveal K-pop’s 
unique hybrid identity, with the potential to restructure local and global 

forces and subvert existing hierarchies within a transnational context. 

  Transnational K-pop fan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of 

individual and communal identity and challenge existing social forces in 

an attempt to legitimize their fannish interests in their own local 

experiences. Such practices suggest the possibility of going beyond the 

existing orders of popular culture consumption centered arou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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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and raise important questions related to the global consumption 

of K-pop that have yet to be resolved. As such, this study ends on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regarding the myriad practices of 

K-pop fans across the globe, which are not always positive, and the 

intersectional conflicts these practices may call attention to.

Keywords : K-pop, fandom, cringe culture, hybridity, Koreaboo, 

boundary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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