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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팬 플랫폼 ‘버블’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실제 관계도, 쌍방
의 소통도 소거했을 때 친밀감이 무엇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다. 버블은 1:1 채팅방에서 구독한 아이돌로부터 사적인 메시지를 수신하
고, 아이돌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나, 구독자는 다른 구독자의 메시지
를 읽을 수 없는 채로 대화를 구성하는 독특한 서비스이다. 본 논문은 이러
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가능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친밀환상이 작동
하며, 친밀감의 판매가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를 살폈다. 이를 통해 유사-초
점화된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일상적 상호작용의 문제를 반추하고 이것이 주
는 친밀감의 의미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새로운 미디어가 새로운 상호작용의 촉발요소가 된다.’는 톰슨
의 논의를 따라, 뉴미디어가 촉발한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고프먼의 이론
을 빌려 논하고, 이로 구현되는 친밀감을 혹실드의 감정사회학을 통해 보고
자 하였다. 고프먼은 ‘초점이 맞추어진 상호작용’과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
은 상호작용’을 구분하였으나 버블의 상호작용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만 여기서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을 ‘관계와 대면 공간이 부재한 상태에
서 마치 그러한 관계나 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장하는 상호작용’으로 정
의하고, 이에 요구되는 감정관리를 혹실드의 논의를 빌려 탐색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는 22명의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을 거
친 질적 사례연구로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아티스트와 구독자 두 행위자가 시도하는 유사-초점화된 상호
작용의 가능성과 이로 구현되는 관계를 살폈다. 버블에서의 ‘대화’ 주체, 주
체 간의 관계, ‘대화’처럼 보이도록 하는 메시지의 흐름, 호명의 방식을 살
핌으로써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며 또 실패하기
쉬운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된 관계가 보이는 환상성, 일
방성, 편리성 등의 특징을 짚어보았다.
3장에서는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의 친밀환상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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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살폈다. 우선 환상과 실재가 뒤섞이는 중에 친밀감이 어떻게 실현되
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메시지의 사적 정보가 어떻게 관계망에 편입되
는 것 같은 친밀환상을 만드는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연
애가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대안연애 판타지로 구현되는
지를 보았다.
4장에서는 감정이 거래될 때 그 거래의 은폐와 노출이 감정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를 살폈다. 우선 독점적 관계의 판매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구독의 형태일 때 어떤 친밀감이 구성되는지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감정이 거래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중에 구현되는 감정, 그리고 감정의 구입
행위가 역으로 만드는 친밀감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상호작용이 관계를 실험대에 올려 해부하는 과정
을 살펴보았다. 상호작용에 가상적으로 꾸며질 수 있으며, 그래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상적으로 구현된 상호작용이 그래서 어떤 의미를
만들며,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들이 결여되어 있었는가? 관계를 구입하는 것
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구입된 친밀감은 기존의 친밀감과 동일한
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며, 기존 상호작용의 작동 방식과 친밀감의 구
성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주요어 :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 상호작용, 친밀감, ‘버블’, 팬덤, 감정
사회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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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2021년 1월 520개의 단어를 새로 추가하면서,
‘bubble’의 단어 뜻을 추가했다. 추가된 뜻은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처
럼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소규모 그
룹”이다.1) 이 버블은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발생한 기간 전염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위해 조성되었다. 정해진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
람이 접근할 수 없게 하여, 병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는 코로나-19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서비스가 등장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도 아니지만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접촉
contact은 없으나 연결connect만 있는 대규모 집단.”
버블을 통해서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을 구독할 수 있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 신문을 구독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위해 넷플릭
스를 구독하는 것처럼 버블로는 사람을 구독할 수 있다. 버블에서 사람을
구독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복제 가능한 메시지들을 받아본다는 것이
다. 성매매처럼 섹슈얼하고 육체적인 체험을 구입하는 것도, 팬미팅처럼 실
제적인 만남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다. 버블에서 매달 4500원을 내고 구독을
시작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내는 듯한 메시지들-그러나 구독한 다른
사람들도 받아보는 복제된 메시지들-을 받아볼 수 있다. 이 메시지들을 1:1
대화공간처럼 구현된 대화창에서 받아보게 되며, 이 공간에서 답장을 보내
는 경험까지 할 수 있기에 구독자들은 간접적이나마 그 사람과 대화한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버블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구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1) 중앙선데이, “[번역기도 모르는 진짜 영어] bubble”,
https://news.joins.com/article/24005890, 2021.03.06. (2021.6.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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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 대상들이 버블의 구독 리스트에 오른다. 주로 k-pop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이상화된idolized 존재가 버블에서 구독가능하다. 이상화된 스타들은
닿을 수 없기에, 닿는 듯한 느낌을 주는 버블은 이들을 선망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실제로 이야기가 되는지 아닌지 자체는 때때로 중요
한 것이 아니게 된다. 대화의 내용보다는 버블이 주는 대화의 감각 자체가
중요하며, 이것이 관계를 구현한다. 메시지의 교환이 실제로 상대방이 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답장을 하는지보다, 이것이 대화처럼 보이는지, 내가 이
것을 대화로 인식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 대화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한편 버블은 구독 대상을 손쉽게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원하는 사
람을 구독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독자가 원하는 방식(메시지의 빈도나 관계
설정 등)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구독은 취소되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
기하는 사람에게로 구독을 옮겨가기도 한다. 그래서 버블이 있는 세계를 지
배하는 것은 실제 관계가 아니라 스타의 이미지와 말하기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유동적 애정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행복을 구
입하고자 노력할 뿐이다.
이 버블이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팬플랫폼 내지는 팬서비스는 2021년 6
월 기준 8개 이상의 연예기획사가 이용 중에 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자
회사 디어유에서 고안한 이 서비스는 JYP, WM 등 여러 연예기획사에서도
이를 차용하면서 점차 범위를 넓혔다. 다양한 소규모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을 대상으로 한 버블 앱도 등장하여 구독 가능한 아티스트2)가 대폭 늘었으
며, 최근 윤종신과 박진영도 이 버블 대열에 합류하면서 버블은 k-pop 아
이돌을 넘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버블은 유료사용자 2020년 5월 기준 50만명, 2021년 5월 기준 어플리케
이션 매출 순위 20위(SM), 42위(JYP), 107위(FNC)에 랭크되고, ‘소셜’ 카
2) 디어유버블의 설명에서, 버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예인을 ‘ARTIST’로
칭한다. 따라서 이후 서술에서는 버블과 관련한 언급일 때에는 되도록 아티스트
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이것이 팬-스타의 관계, 혹은 아이돌로서 가지고 있는 특
성이 부각될 때에는 스타, 아이돌, 연예인과 같은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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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리에서 매출 8위를 기록하는 등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버블은 서비스 업체(기획사)-서비스 제공자(아티스트)-서비스 이용자(구독
자)에 이르기까지 양적, 질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버블에서 판매되는 것은 사적인 메시지의 구독이다. 종종 이를 통해 스타
와의 친밀감은 충분히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친밀감이
구입 가능한 것이라면, 이러한 방식의 친밀감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가?
친밀감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친밀감은 실제 관계에 기반하고 실제
쌍방향적 소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가, 혹은 이는 불필요한가?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늘 상상된 사랑이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머릿속에서 일
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터넷 사랑에서 특별한 점은 그것이 오로지
머릿속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사랑의 연결/응집 상태를 바꾸어 놓
는다. 그것은 첫째로 참여자의 육체적 부재를, 둘째로 접촉의 익명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셋째로 환상이 부추겨지고 넷째로 ‘영원히 구속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은 지 검토해 보라’는 최적화 명령이 관철될 수 있다(벡&게
른스하임-벡, 1999:91).

벡과 벡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사랑과 그 친밀함이 충족되는 방식에 의문
을 제기한다. 사랑이 상상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의 연결 또한 완전히 상상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장거리 사랑』에서 친밀감은 상상에 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실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미 사랑하는 관계를 실제
로 맺은 후에 헤어진 연인이 상상을 더한 ‘장거리 사랑’을 하거나,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하고 온라인상의 장거리 연애라는 환상을 이
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 가상공간인 SNS에서 지인의 자
기노출을 통해 사람들은 확장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한다(곽선혜, 2016). 실
제로 아는 사람이 아닌 연예인이라도 이러한 가상적 친밀감은 생길 수 있
다. 이를테면 팬과 연예인은 ‘실제로’ 접촉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팬은 의사
사회적(준사회적) 상호작용3)을 통해 연예인으로부터 친밀한 느낌을 받는다
3) 일상적으로 얼굴을 마주보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친밀
감을 느끼듯이 미디어 속 등장인물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고 느끼며 강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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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2017). 이러한 사례들은 지금껏 양자관계 하의 배타적 친밀감이
보이는 양상과 완전히 다르면서도 동시에 같은 선상에 있다.
우리는 만난 적 없는 사람과도 접촉 없이 상상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
는가? 이는 어떻게 가능하고, 왜 불가능한가? 1:1의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우리는 서로에 애착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크리스 로젝(2019)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준사회적 상호작용 개념에 필수적인 것은 그 관계가 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셀러브리티와 팬들은 실제로는 서로를 알지 못하거나 얼
굴을 마주 보며 만나고 있지 않는다. (중략) 이런 상상 속에서 셀러브리티와 팬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가상이라는 사실은 중요치 않다. 팬의 감정과 그것이 팬의 생
활양식을 구성하는 효과가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크리스 로젝, 2019:79)

즉 관계가 가상이건, 상호작용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만 불과하
건 그에서 도출되는 감정과 효과가 실제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교하게 구현된 팬-아이돌의 가상적 만남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
해지는가? 그리고 이는 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인간은 쌍방향이 아닌,
두 개의 일방향만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오로지 관계의 느낌만 있는 관계에
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얻는가?

2. 선행연구 검토
1) 친밀관계의 감각
친밀성이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친밀성의 정의를 낭만적 사랑 혹은
그의 연장으로서의 친밀성에 한정하지 않고자 한다. 사회학 내에서 친밀성
논의는 주로 이성애 커플의 섹슈얼한 관계에 집중해서 이뤄져왔다. 기든스,
벡과 벡-게른스하임, 일루즈 모두 낭만적 관계 혹은 그보다 확장된 의미의
적 반응을 보이는 것(강준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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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서의 친밀성을 다뤘다. 이를테면 기든스는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
로티시즘』에서 낭만적 사랑이 어떻게 현대에 합류적 사랑으로 변하고 적용
되었는지를,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은 『사랑은 지독한, 그
러나 너무 정상적인 혼란』에서 위험사회에서 사랑이 어떻게 갈구되고 타협
되는지를 다뤘다. 그리고 에바 일루즈는 기술과 낭만적 사랑이 맞물리면서
사랑이 어떻게 합리화되는지를 그의 책 『감정 자본주의Cold Intimacy』에
서 다루었다.
국내에서 또한 친밀성 연구들은 이성애 커플의 성적 관계에 대한 친밀감
혹은 혈연가족 내에서의 친밀성의 역할과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이원
준‧신성자, 2015: 이성은, 2006; 조은숙‧남영주, 2010; 추주희, 2020에서 재
인용). 이에서 확장되어 대안적 성애 관계나 대안적 가족이 구성하는 (유사)
친밀함에 관련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들어, 가출 팸의 친밀성을
연구한 추주희(2020)는 이상화되고 정상적 규범에 의거한 ‘사랑’과 ‘돌봄’을
벗어난 친밀성을 ‘비표준적 친밀성’으로 정의하여 친밀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확장된 친밀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비표준적 친밀성으로 확장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팬덤의
친밀성이 기존 이론에서 다뤘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기 때문
이다. 이를테면 팬이 스타에 대해 갖는 마음은 기든스(2001)가 논의했던 열
정적 사랑이나 낭만적 사랑, 혹은 합류적 사랑과도 결을 달리 한다. 기든스
가 논의한 사랑은 실제적인 만남과 상호간의 교류를 중점에 두었지만, 팬이
가진 감정은 반대로 가상적이고도 일방향적인 교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이는 온라인 데이트와 유사한 것인가? 그러나 에바 일루즈가
논의한 온라인 데이팅과도 결을 달리한다.
일루즈(2010)는 로맨틱한 사랑과 인터넷 데이팅을 비교하였다(일루즈,
2010: 172-173). 첫째, 로맨틱한 사랑은 즉흥성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해온
반면, 인터넷은 파트너 선별 방식을 합리화할 것을 요구한다. 버블은 온라
인으로 대화의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데이팅과 닮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 선별 방식을 합리화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팬으로서
이미 구현된 친밀감을 매개로 버블을 구독하게 되기 때문에 버블에서 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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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는 선택될지언정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팬’이기 때문에 그 사
람의 버블을 구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생겨서, 메시지를 자주 보내주
기 때문에 구독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4)
둘째, 전통적으로 로맨틱한 사랑은 육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마주할 때 유
발되는 성적인 끌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인터넷은 육체를 벗어나
있기에 인터넷에서는 합리적 검색이 육체적 끌림에 선행한다. 버블에서의
감정은 그러나 육체적 끌림과도, 합리적 검색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애초
팬-스타의 관계는 ‘육체가 동일한 공간’에 있지 않다. 그렇기에 영상 혹은
무대에서 마주하는 시각화된 매력이 있을 뿐이며, 그에 이어 그를 구독을
할 것인지의 선택이 생길 뿐이다. 그리고 팬으로서의 감정에 기반해 구독하
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 검색이라고 하기 어렵다.
셋째, 로맨틱한 사랑은 사심 없음을 전제하나, 인터넷 테크놀로지는 구조
화된 시장 내부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매기는 ‘가치’를 중시하며, 이로
써 로맨틱한 상호작용의 도구화를 심화한다. 즉 외모, 직업 등의 객관적인
지표가 인터넷 데이팅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인데, 실제 관계로 이어지지 않
고 가상적 관계로만 남을 뿐인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는 그러한 ‘가치’
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버블에서는 로맨틱한 관계가 도구화되기보
다는 오히려 목적이 된다.
넷째, 사랑은 비이성적이나 인터넷에서는 상대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감
정에 선행한다. 그러나 버블은 팬으로서 구성된 친밀감정을 토대로 구독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지적 이해가 감정에 선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렇다고 해서 사랑처럼 비이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매달 구독을 지속할
지 결정하는 데에는 결국 이성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로맨틱한 사랑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밖에 없으나, 인터넷
데이트는 풍요경제 위에 기초한다. 로맨틱한 사랑이 구상하는 배타적 사랑
4) 다만 팬이 아닌 경우 버블을 구독할 때에는 인터넷 데이팅의 성격이 드러난다.
‘남자친구처럼 해 주는지 혹은 친구처럼 보내주는지’, ‘메시지를 자주 보내주
는지’, ‘재미있는지’가 그를 구독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
나 팬이더라도‘너무 메시지를 조금 보내주는 것’은 때로 구독 취소나 변경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럼에도 구독을 유지하는 이용자에 비하면 적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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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버블에서 구현되면서 동시에 무너진다. 그것이 1:多이면서 1:1로 가장될
뿐이기에 버블이 구현하는 배타성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이 인지되기 때
문이다. 한편 팬으로서 버블 구독은 언제든 그 수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으며, 다양한 선택지들로 아티스트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이 반드시 배타
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꼭 로맨틱한 사랑인 것도, 아티스트들
이 서로 대체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도 아니다. 동시에 여러 명을 구독할 수
도 있으며 이것이 꼭 사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버블에서 구현되는 친밀감은 인터넷 데이팅의 그것과도, 로맨틱한 사
랑의

의미에서도

비껴나간다.

일루즈가

묘사하는

차가운

친밀성cold

intimacy도 기든스가 묘사하는 뜨겁고도 열정적인, 혹은 낭만적 사랑도 아
니다. 팬으로서의 애정이 버블에서 구독되면서 모종의 관계로 재구성되어
기존의 논의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친밀감의 형식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기존 사회학에서의 친밀성 구조에서 벗
어난, 팬-스타의 친밀구조와 친밀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친밀관계의 방식
랜들 콜린스(2009)는 집합적 열광, 개인의 정서적 에너지 등을 불러일으
키는 상호작용 의례의 요소 중 하나로서 신체적 공현존을 지적하였다. 현재
전화, 인터넷, TV 등 장거리 의사소통 통로가 존재하나, 이것으로는 상호작
용 의례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사람들이 원격 매체로 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상호작용 의례의 강도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유
대의 정도도 낮아지며 정서적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열정의 동기도 낮아지
기에, 신경 체계를 완전히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신체적 현존과 유사한 느
낌을 주지 못한다면 원격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온라인 공간은 상호작용 의례가 이뤄지는 사회적 공간이 될 수
없는가? 비록 육체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의 실시간 메시지 교환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장소에 함께 있다는 인지적
근접성perceptual proximity을 느끼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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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황하성, 2007). 즉 온라인 공간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며, 상대방과
심리적으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공동공간감-을 제공하는 수
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가 다수 있다(심보선,
2014; 김혜영‧유승호, 2019; 이수현 외, 2014). 온라인 자전거 커뮤니티의
상호작용 의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랜들 콜린스가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
의례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과 달리 해당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행해진 여러
상호작용적 의례와 전략들에 비춰볼 때 온라인에서 또한 콜린스의 IR 모델
(상호작용 의례Interaction Ritual 이론)이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심보선,
2014). 한편 상호작용 의례가 청소년 게임에서 드러난다고 본 연구도 있다
(김혜영‧유승호, 2019). 이 연구에서 면대면 상호작용과 매개된 상호작용이
동시에 수행되는 통합적 상호작용 의례가 나타나며, 현실과 온라인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 의례가 나타남이 보고되었다. 페이스북에서의 자아
연출과 인상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연구(이수현 외, 2014)의 경
우, 무대 후면과 전면의 경계가 무너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전략을 통
해 자아연출을 하고, 인상을 관리하는지를 보였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비대면의 접촉을 통해서도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버블에서의 상호작용은 단지 온라인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만 일상 상호작용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버블에서는 사실상 상
호작용은 부재하고, 상호작용처럼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대화처럼 보이는
것은 있되, 그것은 피드백이 부재하는 일방향적 메시지들이 채팅창에 쌓이
는 것일 뿐이다. 버블의 상호작용은 그래서 비인간 행위자가 사용자와의 일
대일 대화를 구현해주는 AI 스피커나 챗봇과도 다르다. AI 스피커나 챗봇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지만(김정원 외, 2020; 송유진‧최
세정, 2020), 버블은 인간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그 인간 개인
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가 불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준사회적 의사소통parasocial interaction(Horton, 1956)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어지는 방송의 인물과의 친밀함을 설명할 때 사
용된다. 이를테면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해 연예인과 편하고 안전한 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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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느끼는 것이 그 예이다(천선영, 2008). 그러나 준사회적 의사소통은
일대일의 대화처럼 보이기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버블과 같은 친밀
관계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친밀관계의 대상
사회과학에서 친밀감은 중요 타인significant other(한 사람의 친밀 관계에
있는 동반자를 이르는 말)과 따뜻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Fisher&Stricker, 1982; 박성복, 2007에서 재인용).
이 의사소통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형태에서도 친밀감은 얻어질 수
있는가? 즉 상대를 청자로 상정하고 배타적으로 이뤄지는 의사소통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친밀감은 얻어질 수 있는가?
아프리카tv는 아프리카tv 플랫폼 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에게 자신의 방
송을 노출하는 1인 방송 플랫폼으로, 1: 多의 집단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
다. 아프리카tv BJ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 이미지와 부
합시키는 방식으로 셀프 브랜딩을 수행하고, 이로써 친밀감을 획득한다(임
명빈‧김수정, 2018). 이를테면 ‘막역한 친구’형 셀프브랜딩은 남성지배적 저
속문화(욕설, 여성비하 등)를 공유하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친구와 같은 느낌
을 주고, ‘반듯한 남친/여친’형은 자기 절제력/담백함/진정성을 보이는 친구
와 같은 느낌을 준다. 즉 1인 방송의 형태로도, 방송을 통해 구현하는 이미
지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tv의 BJ는 흔히 그가 미치는 영향력이 셀러브리티보다 작다는 점
에서 ‘마이크로셀러브리티’로 통칭된다. 친밀성에의 전략은 그러나 마이크로
셀러브리티에서만 가능한 것도, 그들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셀
러브리티가 어떻게 팬과의 친밀성을 다루는지에 관한 연구도 있다(장지현,
2019; 김수아, 2014).
아이돌 산업에서 친밀성의 구조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면 팬 서비스, 조공
(팬이 아이돌에게 주는 선물), 굿즈(응원봉, 인형 등의 아이돌 관련 상품),
세계관(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에 부여한 서사)뿐만 아니라 디지털 테크놀로
지를 통해서도 친밀성이 상품화되어 팬들에 수용되는 것이다. 아이돌은 V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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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를 통해 일상을 공개하고, 트위터를 통해 팬과 정서적 교류를 나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팬과 정동을 공유하고, 팬들에게 이는 ‘인물을 구축하고
이해하는 놀이’로 기능한다(장지현, 2019).
소셜 웹이 중요한 소통방식으로 대두되면서, 친밀성과 관련한 팬덤 문화
또한 변화하였다. 이를테면 트위터는 스타-팬의 1:1 관계 환상을 구현한다.
트위터가 비록 완전한 1:1의 대화는 되지 못하더라도, 리트윗, ‘답짹타임(스
타가 짧은 시간 동안 팬들의 메시지에 답을 해 주는 것)’ 통해 가상적 관계
의 환상을 충족시키는 것이다(김수아, 2014).
그러나 가상적 관계의 환상은 팬덤을 비롯한 셀러브리티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가상 관계의 환
상을 즐기거나(최재희, 2018), 폰섹스에서 가상 인물이 구현하는 환상을 구
입한다(플라워즈, 1998). 최재희(2018)는 연애게임의 코드화 연구에서 사람
들이 연애게임을 현실세계에서 만족되지 못하는 관계를 통제된 상태로 향유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은 충족되지 않은 관
계의 환상을 가상적 관계에서 메우는 것이다.
에이미 플라워즈의 『판타지 공장』은 폰섹스 산업을 내부자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폰섹스에서 판매되는 것은 그 가장된 자아(폰섹스 제공자)에 대한
환상이나, 버블에서 판매되는 환상은 그 관계가 실재한다고 믿는 그 자체에
서 오는 환상이다. 폰섹스에서는 대상이 판타지가 되지만 실재하는 것은 그
연결 자체이며, 버블에서는 그 관계가 판타지가 되지만 실재하는 것은 그
대상이다. 그의 연구에서 실재와 환상의 줄타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지
는지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사람들은 환상이 환상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서도 이를 어떻게 환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그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실재와 환상 사이를 구별하는 정보가 그들을 보호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고,
통화비(폰섹스 비용)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 환상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기
도 한다. 즉 관계의 환상을 파기하는 듯한 정보는 역으로 환상을 유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상적 관계는 오로지 실제 관계의 (부족한) 대체물이기만 한
가? 중국의 가상애인 서비스 연구(Tan, 2019)에서, 가상 애인을 구입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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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자신이 가상 애인을 구입한 이유가 남자친구를 얻기 위해서나, 현실
의 남자친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혹은 현실의 남성을 혐오해서라고 말하지
않는다. 가상 애인virtual lover은 현실 애인real lover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그것이 가상적virtual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진짜
가 아니기에 감정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상 애인의 장점이
며, 그녀는 그저 대화할 누군가를 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가상적 관계는 기존의 관계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
체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랜덤채팅이 기존의 불평등
한 젠더관계를 변화시키고(양진선, 2017), 혹은 그 관계 자체가 가상적이라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는 관계로 변모하듯(Tan, 2019) 새롭게 조형되는 관
계 양상은 관계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버블이 구현하는 이
러한 관계의 실험에서 인간은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포기하는가? 그럼으
로써 도출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3. 이론적 배경
1) 톰슨의 미디어 이론
톰슨John B. Thompson(1995)은 기술매개체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상징
양식을

고정화fixation하고,

상징의

재생산과

시공간

거리화space-time

distanciation를 가능케 하며, 이를 사용하는 데 관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
술과 지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기술하였다.
버블 또한 이러한 기술매개체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텍스트, 사진, 영
상을 전송받는 버블의 특성상 고정화가 가능하다. 전송받은 메시지와 전송
한 메시지는 대화의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에 기록된다. 다만 버블의 경우
‘언제부터 구독했는가’에 따라서 정보를 받을 수 없기도 하며, 캡처와 저장
등을 통해 버블 외의 공간으로 유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도 버블에서의 상징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버블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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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개체의 차이는 버블에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대량으로 개인화된 공
간에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티스트가 입력한 ‘@@@아 잘자’는 각자
의 채팅방에 각자의 이름으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버블은 친밀한 대화-혹
은 친밀감-를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시공간 거리화는 상징을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상이한 시공간, 새로운 맥락에 재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간
거리화는 상이한 공간에 위치하는 수많은 구독자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
하면서 공간적/시간적 거리를 바꾼다. 다만 대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시
성이 중요하기에, 시간적 거리가 클 때와 없을 때의 의미는 달라진다. 이를
테면 구독자가 아티스트에게 메시지를 받은 직후 답장을 보내고, 그리고 다
시 아티스트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다면 이는 대화처럼 구성되어 구독자는 버
블을 통해 가상적 대화를 구현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일시성이 포기되고, 시
간적 거리가 생긴 이후 메시지를 받는다면 아티스트로부터의 메시지는 대화
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지각될 것이다. 즉 버블
에서의 시공간 거리화는 상이한 공간에 있는 개인들을 1:1의 2인 (가상) 집
단으로 묶지만, 구독자의 시간 거리를 통해 이 집단은 때로 해체될 수 있
다.
한편 기술적 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버블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도
한다. 온라인, 특히 모바일 기술에 익숙한 Z세대가 이후 세대보다 버블에
거부감을 덜 보이는 것, 그리고 버블의 미디어 구조를 이해하면서 1:1 대화
의 환상이 파괴되는 것이 그 예이다.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그
시스템을 더 잘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에 소각된 환상 때문에 시스템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톰슨의 설명으로 버블이 온전히 해석되지는 않는다. 톰슨은 미디
어와 산업사회 발전의 관계를 대면적 상호작용face to face interaction, 매
개된 상호작용mediated interaction, 그리고 매개된 유사 상호작용mediated
quasi-interaction(상호작용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일어나지만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으로 구분하였다(기든스, 2015). 톰슨은 이 중 대
면적 상호작용과 매개된 상호작용은 대화적dialogical인 것으로, 세 번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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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독백적monological인 것으로 구분한다. 매개된 상호행위가 커뮤니케이
션의 양방향적 흐름을 보이는 등 대화적 특성을 보이나, 매개된 유사-상호
행위는 대체로 비대화적이기 때문이다. 매개된 상호행위는 특정인을 대상으
로 삼지만, 매개된 유사-상호행위는 불특정한 범주의 잠재적 수신자들에게
로 향해있다.
그렇다면 버블은 이 중 어디에 자리하게 되는가? 이는 매개된 유사-상호
작용이나 동시에 대화적인 것이 아닌가? 버블에서는 매개된 상호행위처럼
특정인을, 특정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삼지만, 매개된 유사-상호행위처럼 불
특정한 범주의 잠재적 수신자들, 즉 서비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을 향해있
다. 서로를 향한 대화적인dialogical 독백들monologs은 그래서 대화가 될
수 있는가? 버블이 매개된 상호행위와 매개된 유사-상호행위의 경계에 있
다면 이는 어떠한 특징을 보일 것인가?
톰슨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단순한 매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
에서 새로운 형태의 행동과 상호행위를 창출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역설
한다. 그는 새로운 미디어가 인간의 책임감과 유대를 확산시켜 도덕적, 정
치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이 논지를 전개하였으나, 본 논의에서
는 버블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인간의 새로운 방식의 상호행위를 창출하
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감정구조를 생산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 고프먼의 상호작용 이론
톰슨은 팬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팬이 가지는 친밀관계를 비상호적
친밀관계로 묘사했다. 과도한 의미부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대방과 비상호적 친밀관계를 강화하는 일이 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톰슨, 1995:

310). 그렇다면 비상호적 관계를

상호적인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상호작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러한 상호작용 방식을 적확하게 묘사한 이론을 찾을 수 없었기에 버블에서
보이는 이 독특한 상호작용 방식을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으로 이름 붙
이고, 이를 고프먼의 상호작용 이론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어빙 고프먼은 상호작용을 조우로 설명하여, 관심의 초점을 공유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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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의 최소 단위를 사회적 만남으로 정의한다. 그는 이 사회적 상호작용
을 초점이 맞추어진 상호작용과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호작용으로 구분
한다. 초점이 맞추어진 상호작용은 상호작용하는 이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신호로 시작되어 단일한 관심의 초점을 공유하는 동안 지속되고,
작별인사 등의 종료 신호와 함께 끝난다.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호작용
은 같은 공간에 우연히 함께 있게 된 사람들 사이의 비언어적이고도 암묵적
인 상호작용으로, 사람들은 직접 말을 나누지는 않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
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외양이나 동작, 자세, 표정, 몸짓으로 자신의 인상을
관리한다. 이를테면 초점이 없는 상호작용 중 한 전략인 시민적 무관심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음
을 드러내어 각자가 제 볼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즉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호작용에는 상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방식
으로 상대를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즉 인지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고프먼이 다룬 상호작용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매개되지 않은 대면 상호작
용이지만 버블은 그 반대이다. 버블의 상호작용에는 대면이 없다. 기술 매
개체만 있을 뿐 대면하는 공간도 없다. 대면이 의미를 가질 관계도 없다.
다만 대화처럼 보이는 메시지의 교환만이 있을 뿐이다. 스타가 팬을 향하는
메시지, 즉 팬은 읽겠지만 그것이 단 한 명의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닌, 그
렇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꾸며진 메시지가 있고, 팬이 스타를 향하는 메시
지, 즉 스타가 읽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발송되는 메시지가 있을 뿐
이다. 여기에는 일방향 메시지가 양쪽으로 흐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향(↔)이라고 할 수 없는 대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quasi-focused

interaction’으로 이름 붙이고자 한다. 이에서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
호작용처럼 관심의 초점을 공유하는 관계가 부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
를 가장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그러나 초점이 부재하는 상호작용을 반복
한다.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상호작용은 같은 공간에 있는 서로를 분리하
기 위해 무관심을 사용한다면,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서는 서로가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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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관계와 실재하지 않는 공간에 몰입하도록, 오로지 서로에만 초점
을 맞추는 척 가장한다.
이를테면 [그림 1]의 대화는 대화가
된 것처럼 보인다. “밥은 먹었어? 난
방금 막 먹었어”에 “나두 방금 알리오
올리오 먹었지요. 오빠는 뭐 먹었어
요?”로 답하고, 여기에 아티스트는 다
시 “난 또 서브웨이....”라고 보낸다.
이것은 집단적 독백5)과 정확히 반대의
모습을 띤다. 상대방을 서로 인식하고
대화 중에도 대화의 중심을 자기에게
만 가져가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집단적 독백과는 반대로 버블의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서는 상대방
을 인식하지 못하는,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화
제에 초점을 끊임없이 맞추고자 한다.
‘밥은 먹었어?’라는 질문에 ‘알리오올
리오 먹었어’라고, 의례적으로 자신이
[그림 1] 버블의 예시

무엇을 먹었는지 말하는 그 흐름에는
사실상 관계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

다. 피드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유된’ 화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관계에, 서로 공유할 수 없는 화제에도 마치 관심의 초점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양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고프먼은 상호작용에의 몰입이 주는 현실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화에
5) 자기중심적 언어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질문이나 반응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야
기만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유아기에 나타난다. 피아제가 고안한 심
리학 용어.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SNS의 고독방(고독한 방, 이미지만을 가
지고 소통하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이 이의 사례로 언급된다. 고독방에서는
한 가지 주제(연예인, 캐릭터, 음식) 등에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만을 송출하기
때문에 유기적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배소연, 권순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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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들고, 이야기에 열중하여 인지적 초점이 화제에, 시각적 초점이 말하는
사람에 집중되는 몰입의 순간이 확고한 현실감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이
러한 상호몰입이 ‘신비스러운 합일unio mystico’-사회화된 황홀경-을, 사랑
에 비할 수 없는 불꽃을 만든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유사-초점화된 상호작
용에의 몰입 또한 비슷한 불꽃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몰입은 어
디서 가능하고 어디서 불가능해지며, 무엇을 만들고 또 무엇을 만들지 못하
게 되는가?

3) 혹실드의 감정사회학
버블이 구현하는 친밀감에는 고도의 감정관리가 요구된다. 그것은 혹실드
가 지적했던 대로, 버블의 감정노동자-아티스트-가 행하는 감정노동이기도
하다. 비록 직접적인 표정이나 제스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텍스
트를 경유하지만, 아티스트는 여기에서 진솔하고도 친밀한 텍스트를 지속해
서 전송할 의무를 진다. 버블의 구독자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티스
트는 여러 전략을 차용하며, 구독자가 이것을 전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관리가 개입된다.
그러나 이 감정관리는 이 감정노동의 수용자 또한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
다. 감정노동의 수용자라고 해서 감정노동자가 서비스하는 감정을 무대 아
래서 편하게 받아들이는 관객만은 아니다. 감정노동의 수용자도,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혹은 원하는 대로 직조하기 위해 무대에서 또한
연기를 한다. 특히, 이것이 연기임을 전면에 드러내는 버블의 경우, 구독자
가 행해야 하는 감정관리의 요구는 더욱 크다.
혹실드는 인간이 모두 어느 정도 연기를 하면서 산다고 보았다(2009:
55). 이 연기는 표면 행위surface acting와 내면 행위deep acting로 구분되
는데, 표면행위는 신체 행위 등을 조작해서 그 감정은 연출하는 것이고, 내
면 행위는 스스로 만든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버블의 감정노동자가
보이는 ‘친밀한’ 텍스트의 사적인 정보, 말투, 이모티콘(표정) 등이 표면행위
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에서 감정을 생산하는 노동자는 이 감
정이 고객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표면 행위를 잘 구사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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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로 이들은 인터뷰나 방송을 통해 버블이 자신에게 얼마나 ‘편하고’ 또
‘연애하는 것 같은지’를 설명한다.6) 즉 감정노동은 감정노동 자체뿐만 아니
라 이것이 감정노동이 아님을 설명하는 다른 층위의 감정노동을 통해 변명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내면 행위가 요구
되기도 한다. 버블의 ‘대화’가 진실한 사랑이나 편안한 소통으로 지각되고,
또 이에서 자연스러운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자-아티스트-가
이를 진실하고 진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더 잘 구현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 내면 행위는, 버블에서 감정노동의 수용자에게 더욱 요구된다.
왜냐하면 감정노동자의 경우 그 감정을 표현해야 하지만, 감정노동의 수용
자는 표현된 감정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로써 친밀감각을 내면에
서 스스로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원하는 감정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에게는 표면 행위보다 내면 행위가 더욱 중요하다.
그에 더해 버블에서의 친밀 표현이 연기 혹은 연극임은 항상 전면에 드러나
있기에, 이를 즉각 수용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7). 즉 구독자는, 버블에
서의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연극적 텍스트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
을 관리하여, 구독자 자신과 아티스트의 감정들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이를 적절히 즐길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버블의 구독자는 대단히
복잡한 감정관리를 사용하는 것인데, 아티스트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즉 구독자 전
6) 샤이니 멤버 이태민의 방송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다. "버블을 하다 보면
연애를 하는 것 같다. 오랜만에 버블을 하면 미안해서 찔린다. 자연스럽게 '오늘
뭐해' 보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보내면서 엄청 웃고 있다(2020년
9월 7일, V라이브에서)"
"그거(버블) 재밌다. 가상 연애하는 (느낌) 너무 집중해서 빠져버리구 나 약간
그거 진심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되게 한적하고 고요했던 나의 마음에 사랑이 찾아오는 듯한 산뜻한 봄바람이 부
는 느낌", "사실 회사는 제가 감정을 잘 안 숨기고 너무 솔직하게 하니까 걱정도
많이 한다. 그렇게 하는 또 나름의 재미도 있는 것 같다. 뭔가 나만의 일탈, 나만
이 투정 부릴 수 있구 나만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
니까 나 거기서 사랑 많이 해주세요(2020년 9월 8일, 인스타라이브에서)".
7) “무대 위에서 빚어지는 환상은 미덕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이나 나쁜 신용도를 드러내는 상징이다. 자
기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심란한 일이다(혹실드, 200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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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상정한 메시지임을 인지하면서도, 자신이 소구하는 감정-설렘과 같은
친밀의 감각-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티스트에게 이해하는 바와 자신
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바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연극과 삶을 구별하는 것은 환상이 아니다. 둘 다 환상을 가지고 있고, 환상을
필요로 하고, 환상을 사용한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환상에 명예가 따르
는가, 환상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쉬운가, 감정을 만드는 데 환상을 사
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연극에서 환상은 커튼이 내려
가는 순간 사라지고, 관객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의 삶에서 환상이
사라지는 데 따르는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치명적일 수도 있다. 사랑이 끝나
고, 청혼을 거절당하고, 정신병원 침대가 하나 더 채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혹실
드, 2009:71).

버블은 그러나 연극과 삶 사이에 있다. 연극과 삶 둘 다 “환상을 가지고
있고, 환상을 필요로 하고, 환상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간과되는 것은 환상
이 연극과도 같은 것에서 잘라내져 현실에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극
에서는 환상이 환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쉽기에, 현실과 구분된다고 한
다. 그렇다면 연극을 현실에 개입시켰을 때, 이것이 환상임을 알면서도 유
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환상임을 이해하고 있으
면서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감정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혹실드의 감정사회학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감정노동의 제공자가 아
닌 감정노동의 수용자가 경험하는 감정관리와 감정규범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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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설계
1) 연구 질문
위에서 상술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도출하였다.
①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며 어떤 방
식으로 불가능한가?
②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으로 어떤 친밀환상이 구현되는가? 이것으로 친
밀감이 얻어질 수 있다면 기존의 상호작용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③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이 가지는 거래의 속성은 친밀감에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가?

2) 연구 대상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주)디어유에서 고안한 팬서비스 디어유버블
DearUBubble은 이름을 달리하여 다른 연예기획사에도 서비스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SM엔터테인먼트의 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Lysn
의 한 기능으로 디어유버블DearUBubble이 제공되고 있으나, 다른 연예기획
사의 경우 소속사마다 ‘Bubble for [기획사]’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이 따
로 있다. 이를테면 FNC엔터테인먼트에는 ‘Bubble for FNC’, JYP엔터테인
먼트에는 ‘Bubble for JYP’ 가 있다. 2020년 2월 Lysn에 디어유버블
DearUBubble이 론칭된 이후, 버블은 FNC엔터테인먼트에서 2020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서 2020년 11월, JYP엔터테인먼트에서 2020년 12
월, WM엔터테인먼트에서 2021년 2월에 각각 출시되었다. 다양한 소속사를
한데 어우르는 애플리케이션인 ‘Bubble for STARS’ 또한 서비스 되고 있
어, 연예기획사의 영향력이 다소간 적더라도 여러 아티스트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예기획사에서 해당 시스템을 수용하고 있으며, 포켓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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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니버스와 같은 ‘스타와 팬의 프라이빗 메신저’를 표방하는 애플리케이
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켓돌스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비용이
따로 드는 점, 유니버스는 스타의 목소리를 AI로 구현하는 ‘프라이빗 콜’ 등
의 기능이 존재하는 등 버블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메시지를 보내는 데 비
용이 드는 경우 상호작용 양상이 틀어질 수 있고, ‘프라이빗 콜’과 같은 기
능이 스타-팬의 관계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져 포켓돌스와 유니
버스는 버블과 비슷한 기능을 함에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버블
사용자가 포켓돌스나 유니버스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
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따라서 소속사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다른 팬 애
플리케이션은 제외하여 ‘버블’과 이의 이용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버블의 구독자와 구독 취소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구독 인원, 기간, 그리고 구독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구독 경험이 있다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 팬 활동을 하고 있는 비구
독자도 연구대상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연구주제가 버블 내 상호작용으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비구독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
에 따라 자발적 의사를 밝히고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총 18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식별번호는 앞자리를 각각 A(지속적 구독자), B(구독 취소자)로,
하이픈(-)으로 구분한 뒷자리는 면접 진행순서에 따라 분류해 표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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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현재

현재

구독

경험이

구독

구독

경험

있는 그룹

그룹

인원*

인원

A-1

가

가

2

2

9개월

A-2

나

나

3

3

6개월

A-3

다

다

4

4

6개월

A-4

라

라

2

2

3개월

A-5

마/바

마/바

3

4

마) 10개월
바) 3개월

A-6

마

마

1

1

4개월

A-7

마

마

1

2

4개월

5

다) 10개월
라) 1개월

A-8

다/라/마

마

3

구독 기간

비고**

FGI(B-1)

마) 1개월
A-9

다

다

1

5

8개월, 1개월

A-10

사

사

1

1

2개월

A-11

다

다

2

2

1개월 이내

A-12

다

다

1

1

2개월

A-13

나/다/라/

나/다/

마/아

마/아/

5

8

나) 4개월
다) 1개월
라) 1개월
마)
6개월/2개월/1개월
아) 2개월

A-14

아

아

1

1

2개월

A-15

라/자

라/자

2

2

라) 1개월
자) 3개월

A-16

A-17

마/자/차/

마/자/

카

차/카

다

다

6

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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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1개월
자) 2개월
차) 1년
카) 1개월
1년, 한 달

팬 아님

다)1년/9개월/5개월
A-18

다/라/타/

다/라/

파

파

/1개월
4

8

라) 4개월
타) 2주
파) 1주

A-19

다

다

1

1

A-20

아, 하

아, 하

2

2

A-21

다, 라

라

1

5

B-1

마

-

0

1

11개월
아) 3개월
하) 4일
다) 6개월
라) 6개월, 3개월
3개월

FGI(A-5)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 단체 채팅의 경우 1명으로 처리.
**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
구참여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버블 구독자의 성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
으나, 이 결과로 보아 여성 비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남성과 여성
의 구독 성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 구독자를 의도적
으로 찾아 연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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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성별

형식

가**

10년 이상

남

개인

나

3년 이상

남

개인

다

3년 이상

남

개인

라

3년 이상

남

개인

마

10년 이상

남

개인

바

5년 이상

여

개인

사

10년 이상

남

개인

아

5년 이상

남

개인

자

5년 이상

남

단체

차

10년 이상

여

개인

카

10년 이상

남

개인

타

3년 이하

여

단체

파

3년 이하

남

개인

하

3년 이하

남

단체

가가

5년 이상

여

단체

비고

유니버스
연구참여자 중 구독자
없음

[표 2] 아티스트 특성

* 2021년 4월 기준.
** 이후 인용되는 인터뷰에서 아이돌 그룹명은 [가], [나], [다]와 같이
대괄호에 익명 처리된 문자를 넣어 표기하고, 각 그룹의 멤버는 [가-1], [가
-2]와 같이 하이픈(-)을 넣어 표기한다. 다만 인용된 각 인터뷰에 첫 번째
에 언급되는 아이돌 멤버에 1번을, 해당 인터뷰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아
이돌 멤버에 2번을 할당하는 방식을 택한다. 즉 다른 인터뷰에 인용된 같은
아이돌 멤버는 같은 번호([가-1])로 익명 처리될 수도, 다른 번호([가-1]과
[가-2])로 익명 처리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연구참여자와 아이돌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나, 아이돌 팬덤의 특성을 연구 맥락에서 배제하
려는 의도 또한 있다. 다만 이후 버블을 설명하기 위한 캡처본 등에서는 이
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익명 처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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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버블 공식 홈페이지(Lysn), 버블 애플리케
이션, 그리고 버블을 사용하는 팬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을 통해 버블 이용
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다만 연구의 주된 자료는 인터뷰 자료로 갈
음하였으며, 이로 부족한 경우에만 참고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 연구자 본인이 직접 버블을 구독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팬덤
외부자인 연구자 본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으나, 버블 시스템
자체가 이해가 어려운 복잡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티스트마다 사용
방식이 다른 것, 버블의 정책상 유출이 금지되어있는 것 또한 버블을 구독
해야 하는 이유였다. 온라인에서 버블 사용과 관련한 게시글들을 참고하여
‘버블로 유명한’ 아티스트를 선별적으로 구독하였으며, 이후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 중 자주 언급되는 주요 아티스트들을 추후 구독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는 버블 시스템 설명, 아티스트의 버블 사용 방식
을 이야기해야 하나 인터뷰 자료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 부분적으로 사용되
었다.
세 번째는 버블 사용자 및 구독 취소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수
집이다. 심층 면접은 위의 연구 대상에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일차적으로
연구자의 지인이나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사람에 대해 이뤄졌고, 이후 면접
을 완료한 이들에게 연구에 적합한 참여자를 연쇄적으로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차적으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에 irb에
서 승인받은 모집문건을 게시하고, 이후 연구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 중 적
합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참여자 별로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은 구독 대상, 기간, 구독 이유, 대화 양
상, 팬 활동 양상 등 전반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면 이에 연구
참여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비대면 면접은 음성 면접을 1:1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연구참여자가 화상 면접이나 FGI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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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경우 연구참여자의 선호 방식을 따랐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연구참여
자가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음성 면접을 선택하였으나, 일부는 다른 연구
참여자가 같이 면접에 참여하는 FGI 방식의 화상 면접을 택하기도 하였다.
면접은 주로 1시간이 걸렸으나, 연구참여자의 건강 상태나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30분에서 2시간으로 유동적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의 모든 내용은 사전
에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진행하고, 면접이 끝나고 난 후 녹취를 진행하였
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팬덤 외부자로서 팬덤에 이해가 부족하고, 버블이
2020년 새로 생긴 서비스임에 선행 연구가 부족하므로8) 팬덤 및 버블이 구
현하는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지적 연구방법을 사용하
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Sparadley(1980)의 단계적 분석방법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DRS)를 적용하였다. 이는 자료수집-분석을 반복하여
진행되는 연구로, 면접을 통해 의미영역을 추출하는 영역분석, 영역 간 관
계를 규명하는 분류분석, 문화적 범주와 관련된 속성을 찾는 성분분석, 의
미영역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주제분석으로 구성돼있다.
이 단계들에 따라 버블 이용자의 경험을 종합하고 각 부분 간 관계 맥락
및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8) 본격적 논의는 아니나, 버블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룬 논문들이 있다. 이를테면
버블은 태국의 팬 활동과 불교 활동의 유사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팬 활동의 예시
로(Meklalit, P., 2021), 아이돌 산업에서의 친밀성 판매의 예시로 언급된 바 있
다(김수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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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서는 상호작용의 조건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
치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양 상호작용이 이뤄진다. 일대일의 관계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의 교
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관계도, 대화의 호응이나 피드백도
부재하지만 마치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가장된 메시지의 교환이 일어난
다.

1.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의 작동 방식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는 부재하는 관계나 호응, 호명 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초점은 진정성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친밀환상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하며, 오히려 그 환상을 파괴하기도 한
다.

1) 인격을 만들고 수용하기: 초점을 맞출 대상 구현하기
버블에서는 누구와 대화를 하는가? 누구와의 대화를 판매하는 것인가? 아
이돌은 이미 미디어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돼있기에 버블 메시지에서 인격이
드러나는 정도가 다른 sns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버블은 1:1로 보
내게 되는 사적인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 솔직한 자신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공적 자아가 드러냈던 인격과 자신을
구분해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버블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
낼 기회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숨은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버블을 사용하는 아이돌은 이에 드러낼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신중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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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인격의 판매
아이돌이 어떤 사람인지는 팬 활동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를
테면 A-19는 자신의 시간과 돈, 마음과 관심을 쏟아 붓는 대상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존재이길 기대한다. 이 값어치는 그러나 노래나 춤처럼 ‘본
업(아이돌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춤/노래의 실력을 말하는 은어)’에 있는 것이 아
니라, ‘부업(아이돌이 무대 아래에서 보이는 팬서비스, 인성 등을 말하는 은어)’에
있다.
연구자: 그렇게 마음 쓰는 게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A-19: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략) 제가 이렇게 마음이랑 이렇게
관심을 쏟는 만큼, 이 사람도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자기가 좀 더 자부심 있고 단단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버블 보면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그래서 네.
연구자: 자원을 들이기에 뭔가 마음을, 꺼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요.
A-19: 네네. 시간이랑 돈이다 보니까. 이런 걸 제가 들여야 되니까, 이걸 취미, 이
런 아이돌 이런 덕질 취미활동을 하면서.

그는 버블을 통해서 아티스트가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
자할만한 사람, 이를테면 ‘자부심 있고 단단한 사람’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에 만족하였다고 말했다. 즉 버블에서 아이돌이 보여주는 인격은 버블 구독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팬 활동을 결정지을만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언뜻 드러나는 인격이 친밀감뿐만 아니라 기존에
준사회적 의사소통을 통해 쌓아온 친밀감을 유지할지 아닐지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9)

9) 팬덤이 아티스트에게 요구하는 도덕주의를 소비자주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를
테면 도덕적 문제에 휘말린 아티스트에 대한 팬덤의 자필 사과문 요구를 ‘구매
한 상품의 가치가 공정하게 교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다(강은교, 2020). 따라서 A-19의 사례는 역으
로 자신이 구입할 대상이 구입할 만한 가치와 도덕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소
비를 결정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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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뭔가 버블 전엔. 전에는 아티스트를 항상 보고 있으면 뭔가 되게 다른 세
계 사람 같고 뭔가 그런 게 느껴졌는데. 일상생활 같은 거를 보다 보니까. 얘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긴 했어요. 특히 [마-1] 버블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A-13은 버블에서 아티스트의 사적인 일상생활을 받아보면서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버블에는 은연중에
아티스트의 인격 혹은 성격이 묻어나며, 이것이 진짜 아티스트의 성격이건
혹은 아티스트가 의도적 연출을 통해 드러낸 것이건 팬에게는 ‘진짜’로 지
각된다.
A-6: 약간 이 사람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알게 된다? 라는 느낌은, 감정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카톡할 때 사람이 뭐 그냥 방송용에서 이제 비춰
지는 그 연출적인 부분이랑 그냥 자기가 일상을 공유하면서 그냥 텍스트를 적는
거랑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태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데, 약간 좀. 아 이
사람이 방송할 때는 되게 숫기가 없고 되게 수줍음도 많이 탔었는데, 여기에 이
안에서는 굉장히 애교도 많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여튼 본인이 그
런 애교가 많고 뭐 이런 거 우리가 팬들이 편해졌다고 얘기하는 거를, 자기가 진
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A-6은 아이돌이 버블에서 보여주는 성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돌이 그렇다고 하니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를 담보하는 것은 방송에서의 모습과 버블에서의 사적인 메시지가 드러내
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적공간과는 구분되는, 버블에서의 모습은 그
래서 어느 정도 진실하고도 사적이고 내밀한 것으로 인지되어, 아이돌의 내
면, 혹은 진짜 모습을 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은 어디까지 수용될 수 있는가? 인간관계에 지속적 피
드백이 주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대화가, 메시지가 이어지며 ‘맞춰가는’ 것
은 인간관계에 필수적인가? 사랑하는 상대를 알게 될수록 그가 내가 알던
사람에서 멀어진다면, 그래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울리히 벡과 엘리
자베트-게른스하임 벡은 그의 책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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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에서, ‘낭만적 사랑의 덫’을 첫눈에 반하는 것으로 시작해 서로를 속
속들이 알게 되고, 역사를 공유하면서 만족될 수 없는 기대감 후에 실망만
남는 사랑으로 설명하였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협업하여 정반합에 이르
는 것이 낭만적 사랑 이후의 일이라면, 그리고 그 과정이 낭만적 사랑을 깨
지게 하는 원인이라면 차라리 서로를 모르고, 원하는 점만 확인하는 (피상
적일지도 모르는) 관계를 시도함으로써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A-5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버블 구독을 취소한 이유를 ‘버블이 너
무 자주 와서’라고 설명했다. 그 사람의 대화 방식, 관심 주제 등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자신이 사랑한 이상향의 그 사람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알아가
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A-5: 자주 오면 왜, tmi*라고 해야 하나? 그것도 간격이 필요한 것 같아. 너무 자
주 오니까, 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마-1]보다 크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너
무 너무 자주 오면 정 떨어질까봐, 미안하지만 끊었어. 그, 그 사람은 참 사람 자
체는 좋은데 잠깐 볼 때 좋은 사람이어 가지고. [마-2]는 진짜 자기가 좋은 시시
콜콜한걸 보내서, 거리감이 좀 필요해서 버블을 끊었던 거 같아. (중략) 팬이니까
오히려 되게, 엄청 딥한 [마-2] 팬분이 [마-2] 버블 안 한다고 그래서, 아 진짜 의
외다, 생각했거든. 그분이 다른 버블은 다 해. 그런데 [마-2] 본진**인데 [마-2]만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나랑 생각이 똑같더라고, [마-2]랑 약간,
거리감이 필요하대. 그 정도로 알고 싶지는 않대. 더 오래 좋아하고 싶대.
(*too much information: 너무 세세한 정보
**본진: 가장 주된 팬 활동의 영역 혹은 대상)

A-5는 그를 ‘잠깐 볼 때 좋은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거리를 두지만, 그렇
다고 해서 팬 활동을 접은 것은 아니다. A-5는 그 아이돌을 ‘더 오래 좋아
하기 위해’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상상한 그 아이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알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A-5가 아는 다른 사람
또한, [마-2]를 가장 좋아하는 팬(‘본진’)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유로 구
독을 취소했다. 즉 환상이 필요한 순간에 환상을 깨는 재료는 폐기되고, 이
를 통해서 환상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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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버블을 좀 쓰면서 이 아이돌이 좀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게 있어요?
A-16: 제가 한 분은. [마-1]를 탈빠*를 할 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정 떨어진 적
이 있거든요. 그때 좀 내가 버블까지 해서 굳이 이걸 알아야 되나, 싶었던 게 있
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왜 탈빠 계기가 있었어요?
A-16: 술을 마시고 와서 인스타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태도가 좀 맘
에 안 들었었고 또 버블로 그 옷 같은 게 협찬 오잖아요, 연예인들은 선물 같은
게. 그때 그걸 찍어서 보냈었는데, 찍어서 그렇게 보내면서 너무 많다고 지겹다
고 그걸. 좋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중략) 약간 그때는 정떨어졌
었어요.
(*탈빠: 팬 활동을 그만 두는 것)

A-16 또한 버블을 구독하면서 알고 싶지 않았던 아이돌의 성격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탈빠’할 뻔하였다고 말했다.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는
상대의 메시지, 그리고 상대의 메시지를 통해 짐작 가는 상대의 인격이 드
러난다. 이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을 때의, 버블 전에 베일에 싸여
있었던 연예인의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이지만 그래서 그 상대는 팬이 알던,
혹은 꿈꾸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은 그 전의 공적
공간에서 이뤄지던 준사회적 의사소통보다 더 내밀하기에 관계에 대한 기대
감을 높이는 가운데, 바로 그렇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환상의 상대가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로 호출될 때, 내가 불러낸 상대는 내
환상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그래서 환상의 상대와는 이야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상화된 존재와의 친밀환상은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다.

(2) 관계의 설정
버블에서 제시되는 것은 인격뿐만 아니라 관계이기도 하다. 아이돌이 버
블에서 보여주는 자기 자신이 실제 자신인지 혹은 연기된 자신인지와 별개
로, 버블을 읽는 구독자와 아티스트의 관계는 재설정되어야 한다. 어떤 관
계를 시도할지는 우선 아티스트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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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 저는 즐기고 있어요. 약간. 사실 제가 이걸, 유사*를 맨 처음에 먹일 때.
이게 맨 처음에, 초반에 얘가 뭔가 컨셉을 설정하는 시기였는지 내가 말투를 어
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과도기가 있었거든요. 약간 버블 말투가 왔다 갔다 하
던 시기가 있었어요. (중략) 근데 갑자기 반말을 하더니 나 말투 이렇게 해도 안
불편하지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유사를 먹이는 거예요. 그때는 좀 당황했는데
지금은 즐기고 있어요.
(*유사연애의 줄임말. ‘유사연애’는 연애가 아니지만 연애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을 이름.)

A-18이 보고한 것처럼, ‘컨셉’-혹은 관계-은 ‘설정’된다. 서로의 관계가
어떤 합의점 없이 갑작스럽게 한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라-1]은 말투
를 정하는 데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반말을 하고, 버블에서 구
독자-아티스트의 관계를 ‘연인’으로 고정하며 버블에 적응했다. 구독자는 아
티스트가 설정한 관계를 따라가게 되며, 그래서 자신이 구독하는 아티스트
의 버블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를테면 버블 사용자에게 본인이 구독하는 아티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대
화를 하는지 묘사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아티스트를
자신의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인간형으로 묘사하였다. A-2는 자신이 구
독하는 아이돌들을 남자친구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 아이돌 같은 사람
으로 분류하는 등 특정한 유형으로 이들을 구분하였다.
A-2: [나-1]씨는, 무슨 의도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약간 남자친구처럼 하려고 하
는 것 같은데, (중략) [나-2]씨는 정말 친구랑 대화하듯이, (중략)진짜 친구들 단
톡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요. [나-3]씨는 오늘 뭐 스케쥴 있었는데
와 줘서 고마웠어, 기분이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아이돌 같이, 그렇게 버
블을 보내는 편이에요.
A-5: [마-1]는, 가장 활발하게 소통을 많이 하고, 내가 투자하는 아이돌이 얼마나
잘 되어가나 보듯이 보는 거고. [바-1]는 친구 같다고 아까도 말했듯이 똑똑하고
상냥하고 노래도 잘 하고 예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대학 동기랑 잠
깐잠깐 스몰토크하는 느낌으로. 가끔 노래도 나오니까 진짜 행복하고. 라디오 듣
는 느낌도 있고. [마-2]는 소개팅남. 소개팅남이랑 어색하게 약간, 안녕하세요 이
러면서 자기 일상 보고받는. 그런, 그래요. 오늘도 잘 살고 있군요. 이러면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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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오는 설렘이 있고. [마-3]. [마-3]은 끊었지. [마-3]는 tmi를 되게 중요하게
하는 말 많지만 다정한 친구. [마-3]도 친구처럼 느껴져. 그래서. 어, 좀 tmi를 주
지만, 어느 정도 친한 느낌을 주는 친구. 각각. 나름 가성비적 캐운영 하고 있는
데?

A-5 또한 자신이 구독하는 아이돌들의 유형을 나누었다. 자기가 투자한
아이돌, 상냥한 대학 동기, 소개팅 한 남자, 친한 친구로 구독한 아이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설명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은 ‘가성비적 캐운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캐운영(캐릭터 운영)’은 게임 등에서 어떤 캐릭터를 어
떻게 사용하고 또 이들을 어떻게 배치, 구성할지에 대한 전략을 말한다. 캐
릭터가 가진 기능을 어떻게 해야 충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캐릭터
를 사용한다면 각각의 캐릭터가 가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
떤 캐릭터들을 골라서 키우고 배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캐릭터 운
영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원거리 사격을 하는 궁사형 캐릭터와 공격을 막아
주는 방어형 캐릭터, 다른 캐릭터들의 회복을 돕는 회복형 캐릭터 등을 골
고루 사용하는 경우 캐릭터 운영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방어형
캐릭터만 여럿 둔다면 효율적인 게임이 어려우므로 캐릭터 운영이 잘못됐다
고 볼 수 있다. A-5가 말한 ‘가성비적 캐운영’은 인간관계에서 각각의 역할
(기능)을 맡은 캐릭터를 버블에서 효율적으로 구독하고 있음을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전형적 유형들을 하나씩 구독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서 ‘가성비가 좋은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A-1은 일부 버블 구독자들이 아티스트들의 대화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구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을 버블의 인기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즉 일부 사용자들은 버블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인간관계를 채워줄 인간 유
형을 골라 구독한다. 구독을 통해 현실에서 결여된 인간관계를 손쉽게 채우
고, 그것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인간관계에 대
한 감각까지는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한편, 관계의 설정은 구독자에게 버블에서의 대화를 이해하고 의미를 구
성하도록 한다. 이를테면 A-6는 ‘직업이 아이돌인 남자친구’라는 관계 설정
을 통해 메시지가 적게 오는 것을 ‘남자친구가 아이돌이라 바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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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으로 설정된 관계가 팬이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
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A-6: 네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그니까 이거 일상을 얘기를 해도. 자기가 아이돌,
직업이 아이돌인 남자친구 컨셉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지금 이 뭐지?
이 일련의 뜸한 주기를 이해를 하는 게 내 남친은 아이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뜸하지라는 느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설정된 관계는 그것의 어색함 때문에 다시 밀어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앞서 본인이 구독하는 아이돌과의 관계를 구분하였던 A-2
는 [나-1]이 ‘남자친구처럼 하려고 하는 것’에 면역이 없어서- 즉 거부감을
느껴서- 민망해지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2: [나-1]씨는, 무슨 의도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약간 남자친구처럼 하려고 하
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에 면역이 없어서, 뭐 밥 먹었어? 그러면 닉네임을 설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누구 보고싶어 가지고 힘들었어, 이렇게 보내
는 때도 있고. 그러면 좀 민망해서, 아 그래, 그러고 말고.
A-7: [마-1] 버블 경우에는 [마-1]이 약간 유사연애를 먹이는 스타일이라 부담스
러워서 끊었고요. 그리고 [마-2]도 버블을 하다 끊었는데, [마-2]는 말투가 너무
아저씨 같아서.

A-7 또한 [마-1]이 ‘유사연애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버블
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마-2]는 ‘말투가 아저씨 같아서’ 버블 구독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즉 어떠한 성격을 보이는지, 어떠한 관계를 의도하
는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을 초점이 맞춰진 현실의
상호작용처럼 인식하게 해줄 윤활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나 관계가
구독자의 친밀환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엔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과 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면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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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명하기와 호명받기: 당신에 초점을 맞추기

[그림 2] 호명하기의 기능을 보이는

창

[그림 2]에서 보듯, 아티스트의 메시지 입력창에는 구독자의 이름을 지정
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아티스트가 @@@을 입력하면, 구독자가
입력해둔 자신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를테면 [그림 3]의 메시
지는 ‘연습끝나구 올게!! 이따봐 나은’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은(연구자의 이
름)은 연구자가 설정한 사용자명으로, 아티스트가 문구에 @@@을 입력하면
연구자는 ‘나은’이 입력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림 3]

호명하기의 예시

이러한 호명의 방식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아티스트가 ‘‘다들’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때요?‘, 로 인사하는
순간 몰입은 깨진다. ‘여기에 ‘다들’이 어딨어?’라며, 항의의 대상이 된다.

- 34 -

A-5: [마-1] 버블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할 게 있어. 겁나 흥미로워. [마-1]은 알계*
가 생겼었어. 알계 뭔지 알지? 막, 공론화하고 시비거는 알계가 생겼었어. 버블
때문에. 왠지 알아?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유사를 안 해줘. [마-1]은. 그래서, [마
-1]은 아저씨 같다고 알계가 파였어. 그래서, [마-1] 똑바로 해, 너 똑바로 해 이
렇게 알계가 파였었어. 그래서 진짜 웃기다고, [마-1]은 그딴 걸로 알계가 파이냐
고, 한동안 시끄러웠어.
(*알계: 기본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막 생성된 트위터 계정.)
A-2: 그런 적도 있어요. 닉네임이 보이나봐요. 아티스트한테도. 그래서 닉네임이
이렇게, 답장 온 걸 보다가, 닉네임이 왕고모 할머니? 이런 게 있었나봐요. 그래
서 [나-1]씨가 초반에 실수 아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초반에 왕고모할머니는 뭐
야? 무섭다. 이렇게 온 거에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은 누구
야? 이렇게. 그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놀렸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
는 거 같아요.

초점화에 실패한 호명은 [나]의 사례처럼 가벼운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마]의 사례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티스트가 적절
한 호명에 실패하는 것은 구독자들과의 일대일 대화방이 아닌 단체 채팅방
에 놓인 아티스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팬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쏟아져
오는 아이돌에게 ‘여러분’이라고 말하거나, 특이한 닉네임의 팬을 궁금해하
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
해 코드화된 기호 ‘@@@’을 쓰거나, ‘우리 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1:多의
상호작용 대화방에 있는 아티스트를 대화의 몰입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즉, 아티스트가 구독자에게 일대일의 대화를 구현해줄수록 아이러니
하게도 아티스트는 ‘진짜’ 소통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 대화창에서 아티스트를 보는 구독자에게 ‘여러분’과 같은
집단 호칭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며, 팬-스타의 일대일 대화를, 유사-초점
화된 상호작용을 해체하는 일이기에 경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
프먼은 그의 책 『상호작용 의례』에서 몰입 의무에 대해 다루며, 사람들은
‘자기가 대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몰입해야 옳다고 (그것이 바람
직하거나 현명하다고) 여기는 동시에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
다고 느낀다(Goffman, 1967: 125)’고 지적했다. 즉 팬을 1:1의 규칙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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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대로 호명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이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 제
대로 몰입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몰입을 해친 것이기에 ‘벌 받을
죄(1967: 125)’를 지은 것이다.
A-19: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름이 와봤
자 그냥 얘는 골뱅이 3개만 쳐서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저는 그렇게 치는 게. 이게 그렇게 가면 각자의 이름이 간다는 걸 아니까, 이
렇게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이렇게 팬들 이름을 좀 더
불러주고 하려는 그러한, 그런 마음? 노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골뱅이 치면 이름 나오는 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특별
히 막 이건 코드고 그냥 얘는 그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
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반면 A-19는 팬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호명해주는 일은 팬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된다고 말한다. 즉
호명은 단지 유사-초점화를 강화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팬을 생각하는 마음
으로까지 넓게 이해될 수 있다.
A-6은 본인의 이름을 본명이 아닌 ‘자기’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가장 대
화에 몰입이 쉬운 이름을 고려한 결과, 그게 ‘자기’라는 것이다. 즉 구독자
는 호명받는 이름을 지정함으로써 상호작용에 유사-초점화가 더 가능하도
록 시도할 수 있다.
연구자: 그저께 벚꽃 사진 보내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왔는데, 나은 닮은 사진 찍
었다고. 선생님한테는 A-6 닮은 사진 찍어서 보냈다, 이렇게 보냈겠죠? 그 이름
넣어서 보내고 그런?
A-6: 이름 그 부분이 지금, 지금 지금 땀났어요... 그거 얘기하는데 애가. 저 그거
로 해놨거든요. 자기라고 해놨거든요...
(중략)
연구자: 자기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A-6: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면, 받침이 없는 이름을 상정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하면 나은아는 되지만 나은야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애들이랑도 야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과몰입 할 수 있을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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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하다가 이제 각자 정한 이름이 자기여가지고. 지금 100만 자기 있을 거예
요.

즉 이러한 방식으로 유사-초점화
된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감의 충족
은 상대를 부르면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불리면서 강화될 수 있다. 이
것이 일대일의 대화인지, 유사-초점
화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호
명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호명하기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10)

[그림 4]

인터뷰

관련

메시지

10) 다른 형식의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버블에는 스타 한 사람과 다수의 팬으로 구성된, 그러나 1:1처럼 보이
는 형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돌 그룹과 팬으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일부 팬은 1:1의 대화를 노린다. 이를테면 A-18은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가 아니면 답장을 잘 하지 않고, A-15는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메시지에만 답장하며, 다른 멤버는 보지 못한 척 넘어간다. 다른 멤버에
답장할 기회(스타가 1회 메시지를 보내면 이에 3번 답장할 기회가 생긴다)를 자
신이 좋아하는 멤버에 사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와 ‘상호작용’할
기회로 다른 멤버가 이용되는 것이다. 즉 친밀한 감각을 느끼고 싶지 않은, 좋아
하지 않는 멤버에게는 답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린다.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할 이유
가 없기에, ‘심심한’ 것이 아니라면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을 ‘아껴서’
얻은 대답의 기회는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멤버와 이야기 할 수 있는 수단이 된
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룹 채팅은 多:多(아이돌 그룹과 팬들)의 상호작용이 버블
의 채팅창에서는 多:1로, 팬의 전략 하에서는 1:1의 대화로 재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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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응하기: 초점을 맞출 상호작용 생성하기
구독자와 아티스트는 서로를 향해서 말을 걸지만, 이는 서로를 향하지 못
한다. 구독자는 아티스트에게 말을 걸지만 수많은 구독자의 메시지를 모두
읽는 것도, 그 속에서 그 구독자를 구분해내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구독자의
메시지는 아티스트에게 닿지 못한다. 아티스트도 구독자에게 말을 걸지만,
이는 구독자들을 향한 것이지 바로 그 구독자를 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양
쪽의 대화처럼 보이고자 하는 독백에 리듬을 맞춰 서로의 메시지를 끼워 넣
을 뿐이다. 아티스트는 최대한 대화와 같은 독백을, 어떤 대답이 와도 자연
스럽게 대화처럼 보일 메시지를 보내고, 구독자도 이에 맞춰 그의 독백에
자신의 답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버블에서의 대화는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며
그조차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에게는 대화
가 된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생겨나고, 이는 기쁨을 가져다준다. 랜들
콜린스(2009)는 대화의 리듬이 핑퐁처럼 이어지는 것을 감정적 합류의 중요
한 요인으로 보는데, 리듬감을 맞춰 상호작용을 했다고 느끼는 것이 그래서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A-19는 말버릇을 공유하거나, 질문에 맞는 답장이 오는 순간을
대화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였고, 이 때문에 이를 대화로 생각하게 된
다고 하였다. 이러한 순간들은 ‘티키타카’나 ‘핑퐁’이라고 불리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으로 지각된다. A-7은 이를 신기한 경험으로, A-5는 행복한
경험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응은 실패하기 쉽다. 이를테면 구독자의 답장이 없을 때
가 그렇다. 아티스트는 구독자의 답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독자가
타이밍을 놓치면 이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은 깨진다. 마치 고장 난 카메
라의 렌즈처럼 초점이 흔들리는 것이다. B-1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답이
없어도 메시지가 쏟아지면 몰입은 깨져버린다.
B-1: 근데, 그 버블은 그런 일시성이 엄청 중요한 거 같긴 하다. 어쨌든 핑퐁도
그 사람한테 보냈을 때, 걔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의미가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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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 그니까 세 시간 후에 보내고 여덟 시간 후에 보내면 핑퐁이 안 되니까, 그
래서 애플워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된다. 바로 보내려고. 바로 보내야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드니까. 왜냐면 나도 다섯 시간 뒤에 확인하고, 한참 뒤에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대화는 끝난 거니까.

구독자의 호응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이는 동일하다. 대화가 언제나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나의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할 때, 대화가 끊
어질 때. 이런 순간들은 이것이 1:1 대화가 아님을 지각하게 한다.
대화가 자연스러운 순간은 캡처를 해서 자랑해야 할 정도로 흔치 않은 것
이다. 그렇다고 대화가 너무 잘 이어져도 다시 의심을 산다. 혹시 너무 뻔
한 패턴을 이용하여 대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화가 너무 기계화되어있지
는 않는가? 아니면 그저 팬 전체한테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A-15: 뭐랄까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답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녁
먹었어, 하면은 팬의 입장에서는 보냈으니 다들 나는 뭐 먹었다.. 너는 뭐 먹었냐.
아니면 저녁메뉴 이거 어때. 이런 것 정도의 대답밖에 안 되니까, 연예인 입장에
서도 대답할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얘가 답장들을
하나만 본다기보다 그냥 무슨,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반응을 보고 답장해주는 느
낌. 그런 게 들 때 살짝 뭐랄까. 현실 타격감인가.
연구자: 그럼. 오히려 뭔가 답이 좀 평균적으로 잘 이어질 때 현타가 더 많이 와
요?
A-15: 네. 아무래도 그럴 때 현타가 더 많이 와요.
A-4: 그래요, 그래서 딱 이제.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트위터에서는 안 달리고 여성시대 카페를 하는데, 여성시대에 달글이라고
있어요. [라] 달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익명으로 댓글 달면 오늘
왔던 멤버가 어떤거 떴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
데, 거기서, 이제 제가 티키타카 받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티키타카 된 거 볼려고
갔는데, 거기 저 같은 걸 받은 여시 친구들이 많은 거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
역시 나만 받은 게 아니구나. 역시 이건 유사가 아니고 이 아이돌의 전략적인 행
위였구나. 그래서 약간, 그, 티키타카가 이 친구들이 노력해서 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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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는 뭉뚱그려 대답하는 듯한 모습에 더 ‘현타’를 느낀다. 이것이 대화
처럼 보일 뿐 실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A-4는 티키타
카가 ‘이 아이돌의 전략적인 행위였구나’라고 느끼며 거부감을 느꼈던 상황
을 이야기한다. 아티스트가 마치 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노력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대화가 아님’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은 호응에 실패하기 때문에도 실패하지만,
성공하기 때문에도 다시 실패한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데에서 사
람들이 실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대화가 진짜가 아닌데도 지나
치게 자연스럽다는 것이 오히려 더욱 가공된, 그래서 진짜가 아닌 듯한 느
낌을 주기 때문이다.11)

4) 유희로서의 대화: 초점을 포기하기
(1) 상황극: 초점을 잇고 끊기
대화에서 말을 잇는 것은 중요하다. “대화를 시작한 사람들은 대화를 계
속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그 자리에
알맞고 대화가 충분히 이어질 만한 화제를 꺼내야 한다(Goffman, 1967:
130).” 즉 안전장치 기능을 할, 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잡담이 필요하다.
11) 그러나 소규모 팬덤의 경우, 이러한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은 급격히 초점이
맞추어진 상호작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팬덤의 버블에서는 몇 십
만 단위의 구독자를 상정하기에 설사 대화의 호응이 맞더라도 대화일 가능성이
부재하지만, 소규모 팬덤에서는 몇 백 단위의 구독자를 상정하기에 ‘실제로 읽
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 읽힌다.’ 따라서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
에서 구현하던 환상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닌 현실이 된다. ‘읽었을 법한 수의 팬
덤 규모’와 구체적인 답변의 정황은 읽어줬다는 감각에 확신을 더한다(A-18).
그렇기에 대형 팬덤의 경우 ‘읽힐 걸 상정하고 보내기는 하지만 정말 읽어줄 거
라는 기대를 하진 않’지만, 소규모 팬덤의 경우는 ‘정말 읽을 수 있기에 가려
보내야 하는’ 것이다. A-10은 심지어 ‘누구랑 말하고 있을 것 같은 것도 보
인다’고 말했다. 즉 소규모 팬덤에서 버블은 1:1 대화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
1:1 대화가 되거나, 다른 구체적 팬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단체 채팅으로 인식된
다. 따라서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서 느껴지는 친밀환상, 거리감, 책임
없음, 다른 팬의 존재에 대한 인식 등은 파기되고, 이는 ‘초점이 맞추어진 상호
작용’으로 전환되면서 ‘읽힌다는 짜릿함’, 실재감, 1:1의 조우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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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버블에서의 대화를 잇기란 쉽지 않다. 아티스트가 버블을 보내는 것
은 사실 팬이 버블을 보내는 것보다 어색한 일이다. 팬 개인이 아이돌에게
버블을 보내는 것이야 수신자가 명확하니 보낼 메시지를 정하는 데 어려움
이 없지만, 아이돌이 버블을 구독하는 팬 전체에, 그것이 1:1 메시지인 것
마냥 가장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버블을 언제부터
구독한 것인지도 알 수 없어서 지난번 버블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도 없다. 역사 없이, 지나간 시기의 정보 없이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
야 한다.
또, 구독자가 버블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모든 구
독자가 같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로 ‘컨셉을 정하여 말을 거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팬에 따라서
여전히 실패할 우려도 있으며, 그 자체의 부자연스러움 또한 있다. 인스타
그램이나 블로그의 포스트처럼 메시지는 독백이어서도 안 되고, 그저 그런
활동 공지여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남성 아이돌 그룹 ‘베리베리’의 동헌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역할극을 시도
한다. 아이돌로서 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지만,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지루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기껏 날씨와 안부 이야기밖에 없고, 그래서야 ‘기상청(날씨 이야기만 한
다는 의미)’이나 ‘SNS랑 똑같다’라는 얘기밖에는 들을 수 없다.12) (아마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는 자기를 계속해서 가장한다. [아빠♥]로 자
신의 이름을 바꾸고, 모른 척 ‘아빠 안 잔다’, ‘티비 돌리지 마라’ 같은 약간
우스운 상황극을 한다. ‘상황극에 미쳤다’는 (물론 그래서 재미있다는) 평을
듣지만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12) 버블과 관련한 게시글의 댓글 중 일부가 ‘성의 없는’ 버블 메시지에 불만족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211번 무명의 더쿠는 ‘그냥 개인 sns 하나 더
생긴 느낌’, 388번 무명의 더쿠는 ‘내 돌은 가뭄에 콩나듯 보내면서 날씨 얘
기랑 #얘기밖에 안함(중략)한번은 술 먹고 취해서 아티스트 이름을 기상청으로
바꿔놓은거야(후략)’이라고 적었다. “에스엠이 올해 시작해서 42억 매출낸 컨
텐츠” https://theqoo.net/square/1654729890 (2021. 6. 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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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룹

‘베리베리’의 상황극 연출

‘베리베리’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이와 비슷한 전략을 취한
다13). 관계도, 대화도, 호명도 모두 실패하는 자리에 그래서 새로운 인격을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것이다.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의 초점은 이 전략을
통해서 끊고 이어지기를 반복한다. 상황극을 의도하는 아티스트는 의도적으
로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의 초점을 흐리고, 인격을 새로 등장시켜 집중시
키고, 더는 할 말도, 의미도 없이 소비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인격을 새로
등장시킨다.
이러한 상황극 전략은 호응이 좋은 편이다. 어색함이 없이 끊임없이 즐거
울 수 있기 때문이다. A-13은 이를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보았고, A-8은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A-14는 상황극으로 주는 재미는 ‘돈값을 하는’
13) SF9의 인성이 그 예. 버블에서 상황극을 즐겨 하는 SF9 인성의 버블 사용 방
식은 그의 소속사 FNC에서 홍보자료로 사용되었다. 참고: “B대면 데이트를 잇
는 장안의 화제!! ㈜인성버블 독점인터뷰”, FNC. 2021. 04. 2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32433229&volu
meNo=31325864 (2021. 04. 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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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자: [나-1]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A-13: 상황극을 좀 자주 하는 편이어서 아이디어가 기발해요.
연구자: 기억나는 거 있어요?
A-13: 새벽 2시쯤에 전남친 컨셉으로 온 적도 있고 제일 최근에는 최준 그 비대
면 데이트 아세요? 그거를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서 비대면 데이트를 하고.
A-8: 그래서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좀. 막 뭐 사람이 원래 조금 재미가, 재
치가 좀 있는 편이여가지고요. 뭐 상황극 같은 것도 가끔 하고.
A-14: 약간 잘하는 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잘 맞으면 재밌더라고요. 유사연애라
기보다는 상황극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많이 해주는데, 잘하는 멤버들
보면 이렇게 탐라*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재미있어 보이고 약간 구매 욕구를 일
으킨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버블을 잘해주면은 이게 저희
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하잖아요. 다른 아이돌 버블 같은 거 보면은
재밌게 해주면은 결제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 그 내
면 값을 해주니까.
(*탐라: 타임라인. 트위터에 게시되는 트윗들이 표시되는 공간)

다만 상황극은 결국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실패의 부산물에 가깝다. 자신의 인격을 가
지고 안정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부르면서 관계 맺는 것이, 버블에서
는,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서는 불가능함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버블의 놀이화: 대화가 아닌 놀이의 재료
이와 유사하게 구독자 또한 버블의 대화가 대화가 아님을 인지한다. 이를
테면 연구참여자들은 버블을 하는 이유를 소통이 아니라 재미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버블이 구현하는 아티스트와의 관계가 구독의 주된 이유가 아니
다. 차라리 관계가 깨지는 균열의 순간, 대화가 어긋나는 독백의 순간이 재
미가 되며, 이것이 버블을 구독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독자들에게도 대화가 어긋나는 순간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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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것만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버블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순간
에 대해 물었을 때, 의외로 대다수가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않는다
고 밝혔다. A-2에게 버블을 사용하면서 다른 팬이 느껴지는 순간의 경험을
묻자, 자신은 이것을 “재미로”하는 것이며, 그런 순간이 “웃기다”고 반응하
였다. 이것은 일대일 대화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대화가 어긋
난다고 해서 화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의 서툰 버블 사용에 대한
가벼운 놀림을 통해 웃음이 얻어지고,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는 실패한 것은 아니게 된다.
연구자: 그럼 버블 할 때도, 다른 팬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좀 깨는 편이
에요? 아니면 아, 있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는 편이에요?
A-2: 일단 저는 재미로 하는거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웃겨요. 그래서 좋아
해요. 그런 적도 있어요. 닉네임이 보이나봐요. 아티스트한테도. 그래서 닉네임이
이렇게, 답장 온 걸 보다가, 닉네임이 왕고모 할머니? 이런 게 있었나봐요. 그래
서 휘영씨가 초반에 실수 아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초반에 왕고모할머니는 뭐
야? 무섭다. 이렇게 온 거에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은 누구
야? 이렇게. 그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놀렸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
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놀렸는데, 버블이라고 해서 제가 얘랑 일대일로 대화
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대일로 대화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팬사인회에
갔겠죠.

A-7 또한, 자신이 확인하지 못하는 동안 아티스트가 늘어놓은 독백을 나
중에 확인했던 일이 “재미있었다”고 밝혔다. 일대일의 감각은 A-7이 대화
의 일시성을 놓쳐 깨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A-7이 부재한, 아티스트가
누군가와 대화한 것 같은 아티스트의 독백이 남는다. 그러나 이는 실패나
일대일 감각의 파기가 아니라 또 다른 재미다. A-7은 아티스트의 독백을
되짚는다. 그리고 이에서 자신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말들이 무엇이었
을지 생각하는 데에서 재미를 느낀다. 따라서 이 과정은 일대일 관계에서의
소외나 대화의 파기가 아니라 또 다른 즐거운 시간으로 지각된다.
A-7: 다른 팬들도 되게 티키타카가 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되는
구나라는 그걸 구경하는 느낌.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못 켜놓고 나중에 열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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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어 이거. 그때는 얘가 이걸 보냈고. 다른 팬들이 이걸 보냈구나 하고 유추
하면서 이런 얘기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도 약간 재밌어요.
연구자: 그럼 혼잣말하고 있을 땐 어때요? 혼잣말하는 것 같을 때는?
A-20: 그냥 그것도 나름 웃겨요. 그냥 나 혼자 말하고 있는데 생각 없이 보면 약
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보여서, 웃기다? 뭔가?

A-20은 버블에서의 대화가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버블
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혼잣말일 뿐이며,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오히려 드물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대화가 안 되고 혼잣말 하는 순간에는
오로지 실망스러운 느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그래
서 ‘웃기다.’ 대화가 깨지는 순간조차 즐거운 것으로 감각되기 때문에, 관계
의 감각이 부재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A-20에게 대화가 된 것과 되지 않은 것은 그 나름대로 비슷한 의미가
있다. 대화가 된 것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며, 대화가 되지 않은 것은
웃기고 재미있는 것이다. 잘된 ‘대화’든 잘되지 않은 ‘대화’든 서로 공유되어
재미를 더한다. 아티스트가 보낸 텍스트를 자신이 어떻게 소화했는지, 그리
고 이것이 어떻게 응답에 실패했는지를 공유하면서, 소통의 부산물인 유희
는 반대로 그 메시지를 받아봐야 할 이유로 변한다.
A-20: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트위터에 친한 사람들만 있는 그런 계
정에다가 티키타카됐다고 다들 올리거든요. 자기는 이거 했는데 이랬다, 아니면
자기는 이거 보냈는데 동문서답했다. 그것도 웃기고 티키타카도 웃기고 이러니
까 서로 공유하고 그래요.

이러한 공유의 과정은 트위터의 #망한버블올리기대회를 통해 확대된다.14)
14)‘#망한버블올리기대회’는 버블에서의 대화를 캡처하여 소모하는 유희적 방식
에 대한 한 대유적 예시일 뿐임을 일러둔다. 버블에서의 대화가 얼마나 재미있었
는지, 당황스러운지 혹은 황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회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도 버블이 생긴 이후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왔다. 이를테면, 트위터에 올라
온 재미있는 버블 캡처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확장되
기도 한다. “실시간 카이가 버블에 박제한 팬.twt”, 더쿠,
https://theqoo.net/square/2021249433, 2021년 6월 2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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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아는 사람끼리, 팬끼리의 교류가 아니라 팬덤을 넘어서서 버블이
어떤 것이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나누는 장이 되는
것이다. 모두 이것이 대화가 아님을 알고 있다. 대화가 아니지만 대화처럼
보이는 흐름이 얼마나 어색하며 혹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왜 실패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얼마나 이 대화를 망치느냐가 이 놀이
의 핵심이며, 그래서 가장 그럴듯하게 망쳐서 가장 재미있는 대화를 얻어낸
사람이 이 대회의 승자가 된다.

[그림 6] #망한버블올리기대회

예시1

[그림 6]15)에서, 대화는 오히려 아티스트가 구독자에 응답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불가능해진다. “망한 버블 올리기 대회”라는 해시태그에서 보듯 이
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다. 구독자는 대화를 상정하고 메시지를 보내지
만 아티스트가 읽고 이에 반응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대화 상대
이지만 응답할 주체는 아니다. 다만 나의 대화를 구성해줄 나의 스타, 혹은
놀이의 재료일 뿐이다. 응답되기를 원하지도 기대되지도 않았던 메시지가
갑작스럽게 응답될 때 스타는 대화의 주체가 되며, 판타지는 깨진다. 나의
메시지를 읽고 반응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오브제가 응답할 때, 오히려 대
15)https://twitter.com/sapu1005/status/1395945026341916678,
0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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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화가 깨지는 것이다.

[그림 7] #망한버블올리기대회 예시2

다만 [그림 7]16)에서 보듯, “망한버블올리기대회”는 스타가 팬에 응답하
는 순간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그림 7]의 구독자가 ‘전 갖고 싶은 게 없
네요,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선물이라..’라는 아티스트의 메시지에 ‘내 마음’
이라고 답하지만 아티스트는 우연히 ‘없어도 돼요’라고 말하며 우스운 대화
가 완성된다. 이를 캡처한 구독자, 그리고 이 캡처를 가지고 노는 트위터
사용자들은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즐긴다. 따라서 대화가 깨
지는 순간은 불쾌한 환상의 파기가 아니라 이미 기대된 재미의 영역에 있
다. 대화가 되지 않는 순간까지도 유희의 방식으로 남김없이 소비되는 것이
16) https://twitter.com/iamsamsik/status/1395755892818153472, (2021. 08.
0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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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벽에다 얘기하는 듯한 동문서답의 대화, 미묘하게 어긋난 대화, 어긋나
서 의외의 의미로 변모한 ‘대화처럼 보이는 것’, 응답이 기대되지 않았던 객
체의 응답은 모두 이것이 만들어내는 재미 때문에, 실제 대화가 아님에도
의미가 있다.
이렇듯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는 인격이나 관계가 요구되며, 이것의
진정성을 갖춘 만큼 오히려 환상은 파괴된다. 호응은 맞지 않지만 맞지 않
아서 유사-초점화에 성공하기도 하며, 맞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한다.
호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은 한쪽에는 상호작용처럼 보이는 순간이지
만 한쪽에서는 실패하는 순간이다.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 이를
테면 상황극이나 놀이는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는 해도, 여전
히 관계로는 실패함을 반증하기도 한다.

2. 초점이 맞춰진 상호작용의 대안관계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은 일상생활의 초점이 맞춰진 상호작용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구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된 경험
mediated experience은 매개되지 않는 실제의 경험보다 부족한 것인가? 혹
은 다른 것인가? 현실에서의 관계보다 매개된 관계는 어떻게 해도 ‘모자란’
관계인가, 아니면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편하고도 안전한
관계인가?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종종 버블의 일방적이고도 책임 없는 관계17)를 이상
17) 이러한 위험도 책임도 없는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 왔다. 이를테면
셰리 터클(2012)은 그가 만난 20대 중반 여성 앤Ann이 ‘정교한 일본산 로
봇’이 소위 ‘돌봄 행위’를 할 수 있다면, 남자친구와 맞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한 일화를 소개한다. “앤이 찾고 있던 것은 외로움을 가시게 해줄 ‘위험 없
는 관계’였다. 각본대로 행동하는 것일 뿐이더라도 즉각 반응을 보이는 로봇이
까탈스런 남자친구보다 더 나아 보인다고 했다(2012: 29).” 로봇은 위험은 없
되 감정적 지원을 해줄 애인의 쉬운 대안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데이트가 화두로 떠오르며 편의적이고도 일회적 관계에 대한 지적
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바우만(2013)은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면 꺼내 쓸 수 있는 옷 윗주머니 같은 관계’에 대해 논한다. 언제든 버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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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현실에서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피드백에 피
로를 느끼거나 다른 사람에 의지하는 것에 모종의 죄책감을 느낄 때, 버블
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 ‘실제 영향
을 미치는’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오히려 강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1) 나 없는 나: 인격화된 집단으로서의 익명적 관계
버블에서는 ‘나’가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부재한다. 구독자가 보내는 메시
지는 상대가 확인하는지 알 수 없다. 보낸 메시지 좌단에 ‘1’ 표시가 없어진
다는 것은 읽었다는 표시지만, 그것은 아티스트가 구독자들이 보낸 메시지
다발에 접속했다는 것을 뜻할 뿐 구독자의 메시지를 읽었는지 아닌지는 불
분명하다.18) 설사 읽었다 하더라도 아티스트가 보내는 메시지는 나의 메시
지에 대한 것이 아니며,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메시지에 대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메시지는 나에게만 의미가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호명되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지는
불분명해진다.
구독자가 자신의 이름 혹은 닉네임을 붙여서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이는
수많은 구독자의 메시지와 뒤엉키기에 여전히 익명성이 보장된다. 아티스트
에게는 메시지와 닉네임을 확인할 가능성만 있을 뿐 수많은 메시지를 확인
할 여력은 없기에, 결국 아티스트에게 보내진 개인적 메시지와 이를 보낸
이의 개별적 정체성은 무시된다. 설사 아티스트가 이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구독자가 임의적으로 붙인 닉네임에 불과하기에, 구독자의 실제 인
격을 비롯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아티스트는 기명의 상태에 놓여

다는 단절성,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관계는 불안까지 소거한다.
18)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구독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읽지 않았다는 표시로 ‘1’
이 메시지 옆에 표시되고, 답장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쓰레기통 아이콘이
붙는다. 아티스트가 답장을 보내면 자동으로 ‘1’ 표시가 없어지지만, 아티스트
가 구독자들이 보낸 답장 기록에 접속했을 때도 ‘1’ 표시가 사라진다. 이러한
표시를 통해 구독자들은 자신의 메시지가 아티스트에게 읽혔다는 기대를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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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 구독자는 완전한 익명의 상태에 놓인다.
A-20: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버블이 제가 설정해 놓은 이름으로 상대방한테
보일 테니까. 내가 누군지 모를 거라는 거. 또 그러니까 조금씩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A-17: 저는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아티스트들이 봤을 때, 누가 보냈는지를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쭉 나왔는데, 그거 중에 클릭을 하면 나오는 이런 거여가지고,
오히려 애들이 서치하는 트위터나 이런 거에다가 쓰는 거보다도 더 익명성이 철
저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연구자: 그래도 뭔가 닉네임 뜨지 않아요? 시스템에 닉네임 뜨잖아요.
A-17: 그게 바로바로 안 쓰고 아티스트가 클릭을 해야지 뜬다 그러더라고요.
연구자: 그럼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보다?
A-17: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관계는 A-20이 보이듯 여타 온라인의 익명적 관계처럼 편안함을
보장해준다. 예외적으로 A-17은 자신이 이 대화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을 불만으로 이야기했으나, 이외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익명성이 대
화를 편안하게 하는 요소로 보았다. 상대에게 익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버
블의 대화에서 더 자유로운 대화를 가능케 한다.
한편 일상적 대화와 버블의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의 가장 큰 차이는,
버블에서 구성된 ‘나’는 ‘나’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구성한 인격화된 팬 집단
이라는 것이다. 아티스트가 구독자에 말을 걸 때, 말을 거는 대상은 구독자
전체이지만 메시지는 한 명의 구독자를 상정한 채 작성된다. 즉 구독자 집
단을 한 명의 인격으로 표현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버블에서
구독자의 ‘나 자신’은 탈각되고, 구독자는 인격화된 팬 집단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구독자에게 부정적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A-20은 “버블을 하는 사람들은 버블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반말을”하고 있
다고 말한다. 즉 스타와 팬의 사적인 관계는 원래 불가능한 것이지만,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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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는 ‘인격화된 팬 집단’이라는 가면을 통해 편하게, 혹은 사적인 느
낌을 담아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 누군지 알면 별로일 것 같아요?
A-20: 누군지 알면, 얼굴을 알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은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버
블을 하는 사람들은 버블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반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안 친하니까 존댓말하는 사이인데 이걸 얼굴을, 또 실명으로 돼버리는 거면 조금
경계가 생길 것 같긴 해요. (중략) 그냥, 물론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느꼈을 때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얼굴도 직접 보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보내든 그거에 대해서 멤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즉 사람들은 버블에서 구현되는 가상의 관계가 최선이자 최대의 관계임을
알고 있다. 팬-스타의 친밀한 관계는 버블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서 언급
했듯 아티스트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팬 집단을 하나의 가상적
인격으로 상상하고 있음을, 그 인격화된 팬 집단이 자신이기는 하지만 동시
에 자신이 아님을 안다. 팬들은 그 이상의 관계가 허용되지 않음을 이해하
고 있기에, 이렇게 주조된 가상적인 친밀한 관계가 스타-팬에게 허용된 최
선의 관계임을 수용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지각한다.

2) 감정의 메모장: 책임 없는 나의 독백
Zick Rubin(1974)의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Stranger on a train
phenomenon”은 기차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묘한 친밀함을 느끼며 자
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듯, 오히려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보다 낯선 행인에게
친밀감과 동시에 자기공개self-disclosure openness의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과의 관계가 의미 있다기보다 오히려 관계가 없다는
것에서 안도를 느끼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
에서 타인은 타자로서, 혹은 나와 관계하는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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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신을 털어놓을 공간으로, 혹은 벽으로만 존재하며 그 대화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인 독백이 된다.
A-2는 버블에서의 상호작용이 일상 대화보다 더 편하다고 느낀다. 자신
의 말을 아마도 듣지 않고, ‘나에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대화가 오히려 편
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이다.
A-2: 얘가 내 말을 듣고 되게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대화를 하
는 거 같아요.
연구자: 그래서 대화가 더 편하거나 더 불편하거나 한 게 있나요?
A-2: 저는 더 편한 거 같아요. 제가 개인 카톡을 하는 거를, 가끔 힘들어해서, 상
대방이 말실수를 하면 제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하면서 개인톡을 할 때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답장을 하는 편인데, 버블은 일단 얘가 다른 대화로 넘어가기 전에 대화를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사실 흥미 때문에 이걸 하는 게 크니까, 그냥 재미가
있으니까, 후다닥 보내버리고, 딱히 안 읽을텐데, 그런 생각으로 마니까, 좀, 저는
이게 좀 더 편한 거 같아요. 일방향 소통이.

연구참여자 A-3는 종종 버블을 자신의 ‘메모장’으로 쓴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는 창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
다.
A-3: 그런 약간 메모장 같이, 가끔, 어차피 안 보는 사람. 확실히 이걸 안 본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가끔, 요즘 학교에서 교수님이 과제 많이 내 주
셔서 스트레스 받아, 아 짜증나, 가끔 그렇게 보낸 적은 있어요. 그런 걸 보내면
뭔가, 약간, 말 못하는 그런 고민 같은 걸 일단은 어디에 적어놨거나, 어디에 털
어놓는 기분이어서 기분은 좋아졌는데, 이게 이걸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건 이 사
람이 그래도 버블 답장을 100프로 안 보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걸 보낸
거긴 한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걸 볼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지 않
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메모장에 쓰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래
도 뭔가, 채팅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걸 보냈다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더라
도, 뭔가 답변이 오기는 오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소통은… 저에게는 일방적인
소통이지만, 그래도 뭔가 소통의 형식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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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시리나 심심이에 고민 털어 놓는 거하고는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A-3: 시리나 심심이는 약간 정말, 프로그래밍된 그런 대답이 오는 느낌이라면,
이건 진짜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느낌?

그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글을 읽지 않을 것이기에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고민은 메모장에도, 시리나 심심이에게도, 친구나 가족에
게도 털어놓을 수 없이 오직 ‘버블’이기에 털어놓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어차피 내 이야기를 듣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이기에, 나한테 다시 말을
걸어줄 채팅창의 당신이라는 점이 고민을 털어놓을 이유가 되는 것이다.19)
A-5: 실친*보다 낫다는 거? 실친은, 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잖아. 나한테, 나쁜
말도 하고.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그러는데 버블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조심을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얘한테 조금, 어차피 익명이기도 하고.
연결된 관계지만 살짝은 익명이긴 하니까 좀 더 대나무숲처럼 쓸 때도 있고. 그
리고 솔직히 친구한테는 그런 말 하기 싫잖아. 체면이 있지. 사회적 체면이 있는
데, 진짜 미주알고주알 내가 힘들었는데, 뭐뭐 해서 속상했고 이런 얘기를 친구
한테 하면 친구는 또 속으로 얘 또, 나한테 하소연하네 이러고 안 좋게 생각할
거 같고. 좀 미안한데, [마-1]은 이거 오면 씹을 거잖아. 그러니까 더 편하게 말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마-1] 자체도 나랑 핑퐁 의식해서 잘 다정하게 말 해주는
거 같고.
(*실친: 실제 친구. 온라인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의 친구를 의미.)
A-12: 어차피 이 사람한테 내가 보내는 메시지도, 메시지도 보낼 수 있잖아요.
사실 많이는 안 보내지만 가끔씩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싶을 때는 또 보내요. 근
데 어차피 제가 거기에 뭘 보내봤자 걔는 안 읽잖아요.. 못 읽는 거죠 사람이 너
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일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 오늘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친구들도 다 일하고. 가족들한테도 그런 말을 하기 힘들
잖아요. 그럴 때 진짜 약간 혼잣말 창구처럼 야 나 너무 오늘 힘들어. 그렇게 뭐
그래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안 닿을 말이고,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어딘가에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사람들이 요즘
에 sns를 많이 찾듯이, 딱 sns를 많이 찾듯이. 근데 sns에서도 내가 친한 사람들
19) 하지만 일부 연구참여자의 경우 아티스트에게 고민이나 하소연을 보내기보다는
응원이나 듣기 좋은 말만 가려 보낸다고 보고하였다. 구독자 대부분이 자신이 구
독하는 아티스트의 팬이기에, 아티스트를 익명의 대화 상대보다는 자신이 아끼는
스타로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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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보여주고 싶은 말이 있고 보여주기 싫은 말이 있잖아요. 딱 그 보여주기 싫
은 말을 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중략) 이런 얘기를 근데 친구들한테 하는
거는 결국에 그 친구들한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애들이니까. 같은 회사원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 친구
들도 그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걔는 아까 얘기했다시
피 정말 딴 세상과 연결돼 있는 4천 원짜리.(중략)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이 받은 스트레스까지 같이 감당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책임감이 없다
는 거. 대인관계에서의 상호가 있어야 하는 책임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
지 가볍게 내가 이 대인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점. 내가 구독해지하면 끊어지는
거니까.

A-5와 A-12 또한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았다가 걱정을 살까, 혹은 감
정노동을 시키는 것일까 우려가 되어 쉽게 ‘실재하는 관계’에는 이야기하지
못한다. 나와 완전히 분리된, 나의 대인관계의 망에서 분리된 그래서 언제
든 끊어낼 수 있는 그는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부담이 없는 상대이다.
나의 고민에 무언가 채팅이라는 기능으로 내게 반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메모장이나 일기로 남기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래밍된 답을 뱉어내는 시리나 심심이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
니다(A-3). 무언가 초점이 맞지 않는 답을 내놓더라도 그 반대편에 ‘사람’
이 있기에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면서, 동시에 어울리지 않는 답을 내놓아
내 고민이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차라리
실제 대화에서 잘 맞는 답을 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 관계는
의미를 잃고, 독백의 상태에서는 자신이 환상 속에서 구현한 관계만이, 그
래서 오로지 자기만이 의미를 갖는다.20)
20) 이는 컴퓨터의 행위가 인간의 행위와 비슷하다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는 경향
인 ‘엘리자 효과’를 연상하게 한다. 셰리 터클(2012)는 MIT의 와이젠바움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엘리자ELIZA라는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어 지지의 뜻을 나타
내는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와이젠바움의 학생
들은 엘리자가 아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그것과 채팅을 하고, 진
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다.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을 자신을 투사하는 스크린
으로 이용하였는데, 셰리 터클은 그들이 ‘마치as if’의 정신으로 개인적인 대
화를 나눈다고 보았다. 그는 무생물과 기꺼이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를 무생물에
기만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한계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빈곳을 채우는, 디지
털 판타지의 인간적 공모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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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없이 보고 받기: 책임 없는 당신의 독백
한편 버블에서 자기만이 의미를 갖는 독백은, 자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
대의 독백으로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 되기도 한다. A-12는 일상 대
화에서 답장해야 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답장하
지 않아도 이야기를 계속해주는 버블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A-12: 저는 막 처음에는 많이 보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읽
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이 올 거
라는 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도 느끼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에 대한 피로감. 물론 내가 정말 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 사람한테 이
렇게까지 꼭 또 연락을 해줘야 되고 뭐 하고 뭐 한 게 좀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내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점.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
아요.

계속해서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받은 메시지에 대답하고 답장 받는
과정은 피로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초점이 맞추어진 상호작
용에의 몰입은 ‘신경 써야 하는’ 피로한 일로, 버블에서의 유사-초점화된 상
호작용은 나의 답장 없이도 대화가 이어지는 편한 대화 방식으로 재의미화
된다.
A-17: 저는 그냥 편한 거 같아요. 답장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고.
연구자: 답장을 하는 게 부담감이에요?
A-17: 저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가끔씩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어서.
A-13: 사실 제가 친구들이랑 연락을 자주... 제가 잘 안 보는 편이어서 뭔가 이렇
게 서로 일상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친구들도 다 고3이고 바쁘니까... 근
데 이제 어쨌든 본인들의 일상을 계속 알려주고 저는 답장을 안 해도 계속 알려
주고 하니까. 또 학교도 자주 안 나가고 하니까 뭔가 소통망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연구자: 그러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친구는 답장하면 계속 답장이 오잖아요.
A-13: 네 맞아요. 답장하고 그냥 냅둬도 뭘 안 하니까.

- 55 -

연구자: 그러니까 버블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답장을 안 해도 오고. 해도 오고?
A-13: 내가 편할 때 보고 안 보고 싶을 때 안 봐도 되는 게 버블이니까 편한 것
같아요.

A-17과 A-13 또한 이와 유사한 감각을 보고하였다. A-17은 일상 대화
에서 답장을 하는 것을 부담감으로 느끼며, 그래서 버블에서는 답장을 하지
않아도 계속 말을 걸어주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A-13은 고등학교 3학
년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친구들과 일상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며, 이야기
를 하는 것에 대해 시간적 부담감 또한 느낀다. 답장을 해서 대화를, 관계
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보고해주는 형태의 유사-초
점화된 상호작용은 그래서 단점이기보다 장점으로 여겨진다. 그는 덧붙여
이러한 대화로부터 감정적 지지와 행복을 얻는다고 밝혔다. 즉 버블에서는
모종의 친밀감을 편리한 형태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이 초점이 맞춰진 상호작용에 비해 결여
된 지점들은 단점보다 장점으로 지각되기도 한다. 채팅창 상에서만 대화로
보일 뿐이지 나의 말을 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대화라는 형식에서 위안
을 얻되 다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는 당신의 존재는 나의 이야
기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쉽게 대화
의 감각을 즐길 기회가 된다. 즉 이러한 장점을 지각하는 사용자들에게, 유
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은 초점이 맞춰진 상호작용을 모사하는 수준 낮은 대
체재가 아니라 초점이 맞춰진 상호작용의 단점을 보완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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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친밀환상의 작동 방식

버블이 구현하는 친밀환상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본 장에서는 실
재와 환상의 경계에서 이것이 환상임을 인지함에도 환상을 즐기는 방식, 친
밀환상을 구성하는 친밀요소들, 그리고 친밀환상을 제한하는 감정규범과 대
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재와 환상의 경계
버블이 스타와 대화한다는 환상을 파는 것이라면, 이것이 환상임을 드러
내고 있는 와중에도 환상은 어떻게 환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구독자들은
이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
몰입하고 이로부터 친밀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
해 먼저 환상과 실재의 경계와 맥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환상의 맥락: 실재와 환상의 혼재
이동연(2017)은 현실 속 물리적 삶을 퍼스트 라이프First Life, 가상공간에
서의 허구적 삶을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판타지
혹은 허구적 대리만족을 현실공간에서 체험함으로써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
이 되는 삶을 서드 라이프Third Life로 규정한다. 서드 라이프에서는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이 실제 현실 안으로 들어와 개인의 감각을 활성화하고 놀
이의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다.21)
21) 이동연(2017)은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을 들어 서드 라이프
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버블과 그 맥락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강현실
을 이용해서 현실과 가상이 섞이는, 가상에서 현실로 나아가는 현상과 현실에 가
상적 관계를 부여하면서 현실과 가상이 섞이는, 현실에서 가상으로 나아가는 현
상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적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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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에서 아티스트가 보내는 메시지에는 실제의 일상이 틈입한다. 아침에
는 아침 인사가, 밤에는 밤 인사가 온다. 새벽녘에는 감성을 담은 아티스트
의 노래가 전송된다. 꽃이 피는 봄에는 벚꽃 사진을 전송하고, 비오는 날에
는 날씨 때문에 우울하지 않은지 물으며 기분을 챙긴다. 시간대나 날씨, 계
절을 맞춘 메시지가 전송되고, 이는 구독자가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현실의
대화로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아티스트가 보이는 실시간의 활동과 맞물리면서 현실감이 더해진
다. 라디오, 방송, 브이앱, SNS 등 아티스트의 다각적인 정보들은 여러 차
원을 통해서 수집된다. 방송 중에 보내는 버블, 혹은 라디오 스케쥴 전에
규칙적으로 보내는 메시지(A-15)는 구독자들이 실제 그 방송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현실감을 고조시킨다. 버블에서 했던 이야기는 브이앱
과 같은 방송 등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면서, 일방적인 메시지의 수
신은 현실적인 질감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A-9: 이거를 보낼 때가, 방송을 할 때 보내기도 하고, 아침 인사하거나 그럴 때
보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면, 그게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보내준 메시지가 딱히 와닿지가 않는데.
이거를 보내준 상태에서 바로 읽으면, 진짜 채팅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A-15: 출근하기 전에는 또 있으면 출근하겠네. 출근 전인데 저녁은 먹었어. 아니
면 오늘도 늦게 일어났어. 오늘도 음료 골라달라고 할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낼 때도 있고. 이제 퇴근할 때쯤에 라디오 잘 봤다.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다 이
런 식으로 보내죠.

즉 아티스트의 세계는 여러 차원의 경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로 구체
화되고, 이것을 잇는 버블의 개인적 메시지들은 현실의 감각과 함께 진정성
있는 것으로 인지된다. 아티스트의 활동은 현실의 어떤 것이되 팬이 직접
접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거리가 있고,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메시지는 사실
상 개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환상적 세계에 있으나, 이 둘이 결합되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봉합되는 것이다.
한편, 버블이 시도하는 디지털 상호작용에 대한 모사는 오히려 그것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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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얄팍했던 만큼 더 환상과 실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랜들 콜린스는
“상호작용 의례이론의 예측은, 사람들이 원격 매체로 사회적 활동을 더 많
이 하게 되면 상호작용 의례의 강도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유대의 정
도도 낮아지며 정서적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열정의 동기도 낮아진다(2009:
106).”고 말하였다. 신체적 공현존의 부재가 상호작용 의례에 미치는 영향
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상호작용 의례의 강도도, 유
대도, 정서적 에너지의 열정도 낮아진 상태의 상호작용 의례가 온라인에서
지금껏 상호작용 의례로 인정받아왔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개인화된 네트워크인 SNS는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를
하듯 상호작용을 하도록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며(곽선혜, 2016), 사회적 현
존감을 구성하기도 한다(이해경 외, 2013). 카카오톡이 출시된 지는 10년이
넘었고, PC통신을 통해 대화방이 제공된 지는 30년이 넘었다. 이에 더해
버블의 주 사용층인 MZ세대가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이 없었던 시기를 경
험한 적이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이 온라인의 채팅창을 사회적 공간
으로 인식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음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체적 공현존이 제거된 온라인의 상호작용 또한 상호작용의 한 방식
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그렇기에 역으로 신체적 공현존이 부재하는 버블 또
한 온라인 상호작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에 더해 복잡한 상
호작용의 연출방식-눈짓, 표정, 옷차림 등-이 소거되어 모사할 필요가 없으
므로 오히려 버블은 더 자연스럽게 (온라인) 상호작용에의 모사에 성공할
수 있다. 상호작용으로서의 효과가 다소 적을지언정, 온라인 상호작용이 가
지는 의례 정도만큼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버블의 유사-초점화된 상
호작용이 가상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온라인상의 다소간 가상적인 상호작
용에 익숙해 있으므로 온라인 상호작용이 구현하는 만큼의 실재감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2) 환상에의 순간적 몰입: 이해보다 빠른 인지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의 몰입 자체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간적
인 몰입은 가능하다. 버블의 시스템을 메타적으로 지각하고 있고, 진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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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느끼거나 말하는 와중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종종 메시지를 받으면
즉각 즐거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A-8: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둘에게 있어서 제가 엄청 유사연애 감정을 느끼
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순간만 재미있는 거여가지고. 제가 막 진짜로 뭔가 얘
네를 나의 남자친구로 조금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는 거면은 그런 괴리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면 그때 단순 단순 올 때 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A-7: 불가능한 게 됐다. 이런 감정이라보다는 그 순간, 즐거워진 그 정도 감정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A-8은 자신이 ‘유사연애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티스트를
‘남자친구로 의식’하지 않음에도 메시지가 오는 ‘순간 순간’은, ‘단순 단순
올 때’는 재미있고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A-7 또한 그 메시지가 오는 ‘순
간’이 즐겁다고 강조한다. 이 메시지가 가짜인 것은 아닌가? 불가능한 것인
데 내가 너무 몰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고민은 메시지가 왔을 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메시지를 받은 그 ‘순간’에는 적어도, 이 메시지가
어떤 경로로 왔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답했는지, 그리고 이것
의 진위는 즉각 질문되지 않는다.22) 그 순간에는 그저 ‘스타가 내게 보낸
메시지’로 이해되는 것이다.
연구자: 그럼 딱 티키타카가 됐을 때는 어 대화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A-12: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럴 때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냈을 때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A-12: 네.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22) 홍콩과기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아부성 광고에 대한 호감도를 5초
안에 매겨야 할 경우 호감도는 5.18인데 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의 호감도는 4.37로 낮아졌다(Elaine Chan&Jaideep Sengupta, 2010). 즉
어떤 정보가 기만적임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즉각적 평가를 매겨야 할 경우 이 정
보의 진위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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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A-12는 ‘티키타카(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가 되는 구조를 설명
하면서, 다른 구독자들이 많이 보내는 메시지를 추려서 이렇게 답장했을 거
라는 흐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메시지를 받고 답장하는 중에는 ‘어, 대화
됐다’는 느낌이지,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내서 답장을 하겠지, 라는 생각으
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A-11: 그런데 진짜 연애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진짜 1초만 있다가.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게 말이 되나, 어차피 이건 현실이 아닌데.
이럴 거면 소설을 읽고 말지. 진짜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너무…
이런 건 고등학교 때 졸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뭐 해.
진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연구자: 진짜가 아닌 게 그렇게 중요해요?
A-11: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연구자: 뭔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자체는, 그거랑 생각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A-11: 그거는 이제. 약간. 네. 순간적으로 주는 감정은 허구여도… 잠깐 기분이.
A-17: 네. 약간 알고 있는 거랑 기분을 느끼는 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저
는 소통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치면 여러분이라고
하든지 누구 누나라고 하든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막상 받아보면
그 기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A-11 또한, 버블의 대화나 관계가 ‘진짜가 아닌데’라며 거리감을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생긴다고 말하였다.
실제 연애 관계가 아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메시지를 받는 그 순간에는 모종의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A-17 또한, 자신은 버블을 쓰는 이유가 소통이 아니고 구독을 하는 것뿐이
라고 주장했음에도, ‘알고 있는 것’과 ‘기분을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일대일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보다는 ‘○○
누나’라고 불러주는 편이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은 ‘너
와 나의 대화’로 느끼는 것이다.
‘답장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구독자, 혹은 버블에서의 소통이 진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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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한 구독자 또한, 그래도 ‘굿모닝’에는 ‘굿모닝’으로
답하고, ‘오늘 뭐 먹을까’하는 질문에는 ‘뭐 먹어’하고 골라준다고 응답한다.
A-1: 제가 바쁠 때는 답장을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리고 간지러운 답장은 잘 안
하는 편이고. 팬들이 하는 일방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잘자요 하면 저도 잘 자라
고 해 주고. 뭐 먹었다 그러면 맛있어 보인다. 별로 장문은 잘 안 보내고. 어차피
저야 일대일이지만 그쪽한테는 일대 다수니까. 답장이 떠밀리듯이, 밀물처럼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문으로 특별하게 보내진 않아요. 보일 거 같고. 인간
적인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연구자: 그럼 혹시 티키타카가 잘 되게, 해본다거나 그런 건 안 하셨어요? 노력
한다거나?
A-1: 뭐 골라달라고 하면 저도 답을 주긴 하죠. 뭐가 더 낫냐. 아님 뭐 이거 괜찮
냐. 셀카 같은 거 오면. 그런 거는 보내요. 뭐할까요 보내면, 저녁으로 뭐 먹을까
요, 이런 건 답이 되게 보내요. 뭐가 더 좋을 거 같다고.
A-2: 사실 답장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냥 하루 일과 보고받는 느낌으로. 보고.
뭐. 가끔 뭐. 굿모닝, 이렇게 오면 어 그래 굿모닝, 이 정도만 답장을 하는. 그렇
게 쓰고 있어요.

A-1은 본인은 답장 자체도 잘 하지 않고, ‘팬들의 간지러운 답장’도 하지
않는다며 (그가 생각하는) 버블을 사용하는 ‘보통의 팬’과는 거리를 두지만,
그럼에도 아티스트에게 ‘인간적인 반응’은 한다고 말한다. A-2 또한 답장을
잘 안 하는 편이라고 잘라 이야기했음에도 ‘굿모닝’에는 ‘굿모닝’이라고 답
장을 한다고 했다. 간단한 인사와 질문과 같은 의례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즉각적 반응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A-1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인간적인
반응’으로, 버블의 상호작용 방식에 몰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질문과 안부인
사라는, 상대의 반응이 전제되어있는 상호작용 형식에는 (인간으로서) 반응
하게-몰입하게-됨을 보여준다.23)
23) 이는 고통의 연극을 연출하는 로봇 ‘퍼비’에 마치 그것이 진짜인냥 반응하는
사람들의 사례(셰리 터클, 2012: 296)를 연상하게 한다. 사람들은 거꾸로 들면
울고, 무섭다고 호소하는 로봇 ‘퍼비’에 죄책감을 느껴 바로 세운다. 고통의
연극에 자기가 얼마나 심란해지는지를 알고 놀라고, ‘괜찮아, 이건 장난감일 뿐
이야’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한다. 그것이 가짜인 것을 알아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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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환상을 환상으로 이해하고, 또 거리를 두고 있더라도, 이 세계에 들어
서서 즉각적으로 접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환상일 뿐이라는 메타적 사고
가 개입하지 않는다. 매 순간을 성찰할 수 없기에, 그리고 환상과 거리두기
를 하고 싶지 않기에 환상과 닿는 그 순간만큼은 환상이 실재처럼 지각된
다.

3) 환상의 수용: 실재보다 중요한 감각
앞서 언급한 연구참여자들과는 달리,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버블의 상호작
용이 ‘진짜이고 아니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 사
람과 상호작용이 됐는지보다, 내가 그렇게 느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A-11: 진짜 이 사람이랑 일대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약간 혼자.
그냥 혼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1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맛에 버블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팬들끼리는 우스갯소
리지만은 막 약간 남자친구나 썸타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고.

앞서 버블의 상호작용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순간적인 (연애)감
정은 든다고 밝혔던 A-11은 ‘일대일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버블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한다. 그것이 ‘진짜 1:1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
냥 ‘그런 느낌’을 주고, 이는 (비록 쌍방이 아니라) ‘혼자’만 느끼는 기분일
지라도, 그 기분이 ‘좋은’ 것임이 이 버블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이다.
A-14: 만약에 아이돌이 버블을 보내주면 굳이 제 답장을 읽었을 수도 있지만 저
랑 비슷하게 답장을 해 주신 다른 팬분들도 있어서 그걸 보고 얘기할 수도 있으
니까, 약간 굳이 제 답장을 읽은 건 아니어도 이렇게 말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통하면, 그것마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연구자 다른 팬 걸 읽은 거여도 좋다고요.
A-14: 그렇죠, 다른 팬... 근데 이거는 그 친구가 저 이 사람 거 읽어서 이런 건
간적인 반응과 호소에는 즉각적으로 ‘인간으로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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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안 하니까 그냥 내 거 읽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죠.
(중략)
A-14: 그렇죠. 티키타카가 되면 그때만은 그냥 내 댓글 읽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로 티키타카가 됐다고 얘가 다른 팬 읽어줬는데 내 거랑 착각하
고? 막 이런 생각은 안 하니까.
연구자: 이거 다 가짜야. 이런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A-14: 네.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직접 전달 안 돼도 직접 전달되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A-19: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직접 뭘 읽
는다는 거는 이걸 직접 받아본다는 건 조금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플랫
폼을 통해서 약간 대화를 하고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좀 저는 그게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니까. 근데 그게 뭔가,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 그냥 버블 상에서만 그렇
게 보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A-13: 네. 어차피 제 눈에는 다른 버블들은 안 보이니까.

A-14, A-19, A-13도 A-11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대화한다는 것보다,
대화한 것처럼 보이고 또 대화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좋은 점으로 지목
한다. A-19는 애초에 아티스트가 이렇게 많은 팬의 메시지를 다 읽을 수
없다는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대화한 것이 아니라 대화했다는 느낌을 준다
는 것 자체가 버블의 좋은 점임을 강조한다. A-14는 어떻게 ‘티키타카’가
되는지-즉 왜 이것이 진짜 대화일 수 없는지-를 설명하면서도, 티키타카가
됐을 때는 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A-13은 이것이 1:多임을 눈으
로 확인할 수 없기에, 실제로 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버블에서만 그렇게 느
껴지는 것도 괜찮다고 말한다. 관계나 대화가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 감각만
은 실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상호몰입으로 교감하는 대화의 순간을 경
험한다. 세상을 밝혀주는 것은 바로 이런 불꽃이지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랑
같은 것이 아니다(Goffman, 1967: 127).” 상호몰입으로 교감하는 대화의
순간 자체는 그 순간을 밝힘으로써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몰입 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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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쩌면 부차적인 것이 된다.

4) 환상의 표식과 실재의 조각: 환상을 사실화하기
애연가에게 담배의 무엇이 그토록 담배를 중독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그것은 담
배의 연기일 수도 있고, 맛일 수도 있고, 냄새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항상 숨겨지는 담배의 매혹은 바로 ‘내가 담배
를 피운다는 사실’ 그 자체다. (중략) 흡연에의 광폭한 욕망은 결국 ‘내가 바로 지
금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생산함으로써 눈앞의 풍경을 완성하
고자 하는 욕망, 이른바 ‘사실에의 욕망’에 다름 아닌 것이다. 강렬한 욕망은 감
각이 아닌 사실을 향한다(김홍중, 2020:20-21).

때로 소통하는 감각만큼 우선하는 것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
다. 즉,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 소통한다는 감각이 부
재하더라도 소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다
시 환상을 조직하기도 한다.
A-8: 답장을 아예 안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우다다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
으로 답장을 좀 하면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답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A-8은 답장하는 이유를 대화하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환상을 실재로 받아들이는
것의 전후관계는 뒤집힌다. 환상이 실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환상을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다. 환상을 실재로 느끼고 싶기에 실재를 조작한다. 그리
고 대화로 구성되었다는 그 사실이 만족스러운 대화의 느낌으로 구현된다.
소통에의 욕망이 소통을 하는 감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했다는
사실에 머무르는 것이다.
A-17은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답장 기능은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답장을 하지 않아도 답장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 그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답장에서 얻어지는 행복뿐만 아니라-혹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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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답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이 그에게 기쁨과 안도가 된다.
A-17: 솔직한 마음으로는 약간, 이거를 구독하는 게, 내가 그나마 나의, 뭐라 할
까요,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 스케줄이 많았으니까. 저는 그런 걸 되게 자
주 갔었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얘를 좋아한다는 마음도 좀 더
확실하고. 가서 보면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확신을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오프라인 스케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마지막 동앗
줄 같은 느낌으로 갖고 있는. 제가 제 스스로 저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같은 느
낌이에요. 약간.

A-17은 버블에서 재미나 소통의 감각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구독은 유지한다. 버블을 구독한다는 것이 나의 마음을 표현할 증거이기 때
문이다. 니클라스 루만은 사랑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랑의 증명이 결
혼을 결정하도록 작용한다고 말했다(2016: 103). A-17에게 버블 구독은 마
음에 대한 증명으로, 마음을 표현할 사실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소통의 감
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통에의 사실만이, 그리고 내가 그와의 소통 가
능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나의 마음을 증명한다는 사실로 기능함이 중요
한 것이다. 그가 ‘제가 제 스스로 저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고 이야기했듯 타인이, 아티스트가 개입하지 않는 오롯한 그의 감각이다.
나의 마음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증명하는 것이 구독한다는 그 자체의 사
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상이고 실재인지에 대한 것은 여기서 더 중요하지 않
다. 사람들은 종종, 소통이 아니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즐긴다. 따라서
대화의 감각이 실제적인지, 환상이 환상으로 작동되는지 혹은 환상이기에
그저 거짓일 뿐인지는 질문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에 담배나 담
배를 피우는 행위가 실재하는지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닌 것처럼, 종종 환상
이 사실로서 가지는 표식이 환상이 구현하는 실재의 감각보다 중요한 것으
로 여겨진다.
상호작용도, 초점도 없는 쌍방의 메시지들을 한 채팅방에 모아 초점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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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진 상호작용으로 구상하는 것을 앞서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으로 정
의하였다.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 실제로 상호작용도, 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 몰입하고
또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가? 이는 부분적으로, 인지경로들이 만드는
정보들이 한데 모여 현실감을 증폭시키는 것, 메타 인지가 상황에 대해 즉
각적으로 반응할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각 자
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그것이 환상인 것과 상관없이 ‘사실’로 구성된다
는 것이 중요하다는 복합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사적 정보가 구현하는 친밀환상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버블의 구독자는 아티스트와 친밀환상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다. 구독자들은 버블 구독을 통해 얻은 사적 정보로 아
티스트를 친밀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아티스트를
연예인이 아닌 자신의 친밀관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
다. 그 관계는 때로 친구나 애인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기존의 인간관계망
에 아티스트를 편입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고, 이러한 대화에서 느끼는 감
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1) 팬덤의 사생활 보호 규범과 공적 허가
버블과 같은 연예 산업은 계속해서 팬-스타의 일대일 감각과 관계를 판
매하려고 하나, 팬덤 규범은 이에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럼에도 팬이 가진
일대일 감각에의 욕망은 버블이라는 ‘공식적 서비스’로 계속해서 충족되기를
시도한다.
미디어를 통한 준사회적 상호작용은 셀러브리티의 공적 얼굴과 실제 자신
을 구분하며, 이것이 팬이 셀러브리티의 실제 자신을 궁금해 하도록 만든다
(로젝, 2019). 팬이 가진 것과 원하는 것 사이의 거리는 견딜 수 없는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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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여, 스토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김형식·윤정민
(2014)은 한국의 팬덤 문화가 사생팬(스타의 사생활을 뒤쫓는 팬)과 일반 팬
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일반 팬덤에 아이돌은 시뮬라크르로서 존재하여
신화화가 이뤄지지만, 사생팬의 경우 아이돌의 사생활을 직접 파헤치며 그
들이 스타가 아닌 현실 속 인물임을 자각하는 과정을 즐긴다는 점에서 다르
다는 것이다. 팬덤 내부에서는 사생팬을 타자화하고 구별짓기를 시도하며,
‘진짜’ 팬덤과 ‘가짜’ 팬덤을 분리하고자 한다.
즉 셀러브리티의 실제 자아는 팬들이 알고 싶어 하는 대상이지만, 한국의
팬덤 내에서 이러한 욕망은 일반 팬덤과 구분지어져야 하는 사생팬의 영역
이 된다. 사생팬이 팬덤에서 계속 구별짓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아이돌의 사적 정보에 대한 관심은 팬덤 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돌의 실제 자아를 (훔쳐) 볼 수 있으며,
그에 더해 아이돌의 실제 자아와 (간접적으로나마) 대화할 수 있도록 한 버
블은, 팬덤에서 배제되고 감춰진 욕망을 급작스럽게 끄집어내어 공적인 자
리에 위치시킨다.
A-2: 되게 사소한 것도 궁금해지잖아요. 활동을 하다 보면, 얘가 어떤 작업물 스
타일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얘가 팥붕어빵을 좋아하는지, 얘가
슈크림빵을 좋아하는지. 밥 먹을 때 밥을 먼저 먹는지, 반찬을 먼저 먹는지, 그런
게 궁금해지는데 [나-1]가 그런 사소한? 시시콜콜한?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A-8: 아무래도 원래 이렇게 막 1대 1로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생각하면. 팬들이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연락을 하면은 이게 사생팬이 되
잖아요. 근데 버블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정하게 이렇게 일상 대화를 이 친구
와 하게 되는 플랫폼이니까. 실제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처럼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A-2에서 보듯 일대일 감각에 거리를 두는 팬덤규범이 존재한다
고 해서 이것이 욕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A-2는 스타가 어떤 작업물 스
타일을 좋아하는지, 팥붕어빵을 좋아하는지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하는지, 밥
을 먹을 때 반찬을 먼저 먹는지 밥을 먼저 먹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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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버블에서 [나-1]이 이를 이야기하기에, 이러한 궁금증, 혹은 알고 싶
은 욕구는 버블이라는 적법한 장치를 통해 해소된다.
한편 A-8에게 아티스트는 1대 1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설사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사생팬’으로 이름 붙여지기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있다. 일대일의 대화는 원래는 금기시되었던 것이나, 버블을
통해서는 ‘공정’하게 일상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것도 실제 친구는 아
니지만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스타와의 일대일의 대화는
욕망되던 것이었으나 규범 바깥에 있어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 버블에서는
‘공정’, 즉 규범 내에서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2) 사적 정보와 친밀한 감각
자기공개openness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인간관
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Jourard, 1964, 1971; 권석만,
2004에서 재인용). 자기공개를 많이 할수록 친밀감과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역으로 친밀한 사이일수록 자기공개가 증대된다. 즉 버블을 통해서
아티스트가 구독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구독자는 아티스트
에 친밀감을 느낄 유인이 커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A-15는 버블 이외의 매체에서는 ‘연예인다운 연예인’만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버블에서는 이와 다르게 어떤 음식을 먹고, 몇 시에 자고,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보고하
였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사소한 습관과 식단을 버블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면서 공적 자리에서 공개되는 연예인과, 버블에서 보는 연예
인이 구분되는 것이다.
버블이라는 개인적 메시지는 아티스트가 의도하지 않은 사적 정보 또한
제공한다. A-1은 ‘예전에는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었는데’라고 이야기하
면서도, 아티스트가 ‘잘 자요’하는 시간을 보면 아티스트가 언제 자는지를
알게 되는 것 등을 그의 일상에 익숙해지게 된 이유로 이야기했다. A-9는
버블을 사용하면서 아티스트가 개인 메시지에서 어떤 말과 어투와 단어를
사용하는지 알게 되면서 이에서 특별함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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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기사 뜨기 전에 버블에서 얘기해주면 좋아요?
A-8: 그쵸.(중략) 아무래도 조금 더 팬들을 생각해주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
는 거 같아요. 기사는 대중들에 공개되는 건데 그 전에 팬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는게. 뭐 약간 중대사를 가족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팬들
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연구자: 미리 알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A-8: 둘 다인데, 미리 알려줘서 좋은 게 더 큰 거 같아요. 알게 되는 거는 어쨌든
그 알게 되는 그 사실 자체는 나중에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먼저 알
려줬다는 그 아티스트의 마음. 그게 팬들을 생각해준다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고.
팬들 입장에서도 아 얘가 이렇게 해 줬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서 먼저 알려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나 자기공개가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친밀감은 다만 소소한 사적 정보
를 알게 되는 데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A-6은 아티스트가 ‘스스로’ 자신
의 정보를 공개해줬으면 한다. 아티스트에 대해 얻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아티스트가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것으로 인지된다. A-8은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A-8은 버블을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기사 뜨기 전에 버블에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라 말하였다. A-13은 이
를 얼리어답터와 같은 느낌이라고 말하였지만, A-8은 이를 친밀감으로 해
석한다. ‘외부’나 ‘대중’ 같은 팬덤의 외집단에는 알리지 않고, ‘가족에게 대
소사를 먼저 알리듯’ 팬에게는 먼저 알린다는 점에서 팬은 더 확고한 내집
단으로 결속된다. 먼저 알려줬다는 것이 팬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각되면서 이 경향은 더 강해진다.
이를테면 [그림 8]에서 샤이니 멤버 이태민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역시
모두에게 동시에 짠 보여주기보다 나은(연구자가 설정한 이름)한테 먼저 보
여주는게 맞는 것 같아서 사진 보내써”라고 말한다. 이러한 아티스트의 설
명은 일차적으로는 팬과 일반인을, 호명하기(‘나은한테’)를 통해서 당신과
당신 아닌 사람을 분리한다. 그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지만, 혹은 늦게
공개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만은 먼저 알린다는 감각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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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독점적 감각이 부여된 메시지

또한 구독자들은 이렇게 사적 정보를 아티스트로부터 (직접) 얻으면서 부
족했던 쌍방의 감각을 얻는 데 성공한다. 매번 자신이 찾아서 보아야 했던
정보의 흐름을 역으로 받으면서, 관심이 역으로 흐르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관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보던 과거의 팬 활동에서, 아티스트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팬에게만’ 혹은 ‘내게만’ 보여주는 버블에서의 팬 활동
으로의 전환은 아티스트가 팬을 챙기며 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감각을
준다.
이러한 사적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다수의 연구참여자가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A-19는 A-15와 마찬가지로 아티스트와 거리감이 줄
어든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거리감을 좁히
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말한다. 친밀감을 느낄지언정 진짜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등(A-11) 그 친밀감의 정도 차이, 구독하
는 아티스트가 공개하는 정보에 따른 차이(A-2) 등 그 정도만 다를 뿐 대
부분의 연구참여자는 버블을 통해 친밀감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보고하였
다.
무엇 때문에 버블을 통해 친밀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기 얘기를
들려줘서(A-2), 아티스트의 성격을 더 파악하게 된 것 같아서(A-11), 연락
이 자주 와서(A-3) 등의 이유를 각기 다르게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이유는
버블에만 고유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실제 인간관계에서의 친밀 요
인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버블에서의 친밀한 느낌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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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서의 친밀한 느낌이 같은지, 인간은 가상적 관계에도 충분히 친
밀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확대하여 질문해볼 수 있겠다.

3) ‘아는 사람’으로의 전환
버블을 통해 확장된 친밀감은 때로 구독 중인 아티스트를 아는 사람처럼
느낄 만큼의 관계 전환을 만들기도 한다. 메시지가 주는 친밀한 감각이 애
인이나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 아티스트를 구독자의 인간관계망으
로 편입시키는 데, 혹은 그런 느낌을 주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A-5는 아
티스트와 버블을 하는 느낌이 ‘소개팅남’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다가, ‘소개팅
남이 무대를 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A-6은 아티스트가
남자친구처럼, A-16은 동네 오빠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돌이 버
블에서 보여주는 사적 정보들, 그리고 버블을 구독하는 팬과 상정하는 가상
적 관계는 버블을 넘어서서 ‘아는 사람의 느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다.
A-6: 네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그니까 이거 일상을 얘기를 해도. 자기가 아이돌,
직업이 아이돌인 남자친구의 컨셉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지금 이 뭐지?
이 일련의 뜸한 주기를 이해를 하는 게 내 남친은 아이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뜸하지라는 느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연구자: 선생님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A-6: 그렇죠. 가끔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상상하는 게 재미는 있으니까. 현실은
다르긴 하지만요.
연구자: [카-1]가 어떤 부분에서 연예인보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지?
A-16: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되게 동네 오빠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연구자: 그럼 아이돌이고 팬이고 이런 느낌보다는 소개팅남이고 나고 이런 느낌
이 더 강해져?
A-5: 응응. 약간 그런 게 더 커지니까, 음악방송을 볼 때, 무대를 보면 소개팅남
이 무대도 하네! 그런 느낌도 있어. 약간 역전됐어. 걔를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오
히려 역전이 됐어. 소개팅남이 무대도 하네, 이 느낌이 됐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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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럼 뭔가 tmi 받으면 별로예요?
A-20: 저는 괜찮아요. 사실 이제 버블을 다른 사람들은 유사연애 약간 그런 거
하려고 구독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는 딱 그랬던 건 아니었고 [아-1]는 뭔가
유사친구. 그래서 약간 되게 친구랑 카톡하는 기분이어가지고. 그전에 자기가 사
랑니 뽑고, 사랑니 뽑은 얘기는 브이앱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브이
앱은 얼굴도 보이고 목소리도 들려야 하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건데 버블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좋기는 했어요.

이렇듯 관계의 감각이 가상적 관계를 실재하는 관계로 착각하게 만든다.
아티스트가 나를 친밀한 대상으로 상정하는 듯한 메시지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A-1은 “얘랑 연애하면 이런 걸 해 주나? 싶은 생각이 들
긴 하죠. 웃기는 말인데.”라고, A-21은 “[라-1] 같은 사람이랑 연애하면 뭐
어떻겠다, 하는 정도?”로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즉 그 메시지들이 원래는
모종의 관계 하에서 교환되는 성질의 것임을 이해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투나 세세한 자기공개의 정보들이 특정한 관계에서 유발되는
것이며, 이것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려
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구독자와 아티스트가 모종의 관계 속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러한 관계가 실재한다는 감각을 주게 된다.

3. 연애의 불가능성24)과 대안연애의 환상
버블을 통한 일상적 대화가 팬 활동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던 사적 관계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킨다면, 버블을 통한 대안적 연애는 현실에서 결여된 관
계, 그리고 꿈꿔온 대상과의 만남을 충족시킨다. 일대일 감각을 제한하는
감정규범, 유사-초점화된 관계에 내재한 한계 등 연애의 감각은 계속해서
제한되지만, 연구참여자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연애의 감각을 유지하고자 한
24)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지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가능하
게 될 것이다.”(벡&벡, 1999)에서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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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연애 자체가 무엇으로 지각되기에 버블에서 연애감정을 느끼
는 것이 가능하고, 버블에서는 또 연애의 어떤 것이 충족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연애는 무엇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
가? 이 절에서는 ‘유사연애’를 둘러싼 감정규범,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연애
관, 버블을 통해 충족되는 연애감정과 이의 교차점을 탐색해보겠다.

1) 감정규범과 대응전략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이 아무리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몰입
은 때때로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는 다소 기만적인 것으로 지각될 수
밖에 없는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나, 팬과 스타의 가상적인 일대
일 관계를 경계하는 한국의 팬덤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버블의 사
용자는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을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어야 하
며, 이를 위해 여러 전략이 시도된다.

(1) 일대일 감각을 제한하는 감정규범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에 몰입하여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은 간단한 마
술에 속아 넘어가는 어린아이마냥 미숙한 느낌을 준다. 초점이 맞추어진 상
호작용에서의 몰입이 예외적일지언정, 이 몰입은 정상적이고 의무적인 것으
로 상정된다. 대화를 나누는 사교 만남에서 몰입 상태는 유지되어야 하는,
충족되면 성공한 것이 되는, 희열을 주는 상호작용이 된다(고프먼, 2013:
143).
그러나 버블에서의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은 몰입 자체가 초점이 맞추
어진 상호작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뿐더러, 몰입 또한 부정적으
로 여겨진다. 그 몰입감이 희열을 주더라도 그것이 가짜는 아닌지, 의미가
있는지 되묻게 되기 때문이다. 고프먼은 ‘과잉몰입’이 어떻게 몰입을 방해하
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떤 대화에서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개인이 대화에 얼마나 심취해도 좋은지,
적정 몰입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이 설정된다. 자기에게 허용된 정도 이상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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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휩쓸리거나 행동의 자제력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중략) 어떤 경우든 개인
이 지나치게 몰입하면 일시적으로 상호작용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가 다
른 사람들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의 상태에 적응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과잉몰입 상태가 좀 진정되면 그는 자기가 지나쳤음을 깨닫고 자의
식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면 자기도 소외되는 결
과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프먼, 2013: 132).”

버블이 ‘너와 나의 대화’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아티스트와 다수 구독
자의 대화라는 것, 그리고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범은 사람들에게
몰입의 수준을 정해준다. 연애감정이 일대일의 독점적 관계를 전제하는 한,
일대다 관계를 전제하는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의 연애감각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들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과잉몰입은 상호
작용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 앞서 고프먼이 과잉 몰입을 하게 되면 상호
작용이 아닌 상대에 집중하게 되어 몰입을 방해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문
제는 상대방이 자신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혹은 읽지 않는, 읽어도 대응
할 수 없는) 버블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과잉몰입 상태가 좀 진정
되면 자신이 지나쳤음을 깨닫고 자의식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
다. 자신의 행동을 ‘과몰입25)’으로 정의하고 거리를 두거나, 이건 가짜야,
하고 되뇌는 것이다(A-10). 즉 ‘진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버블에 진심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로 여겨진다.
A-20: 그냥 개인의 취향이기는 한데 그걸로 그니까 너무 심하게… 유사 연애인
데. 본인이 유사라고 약간 생각 안 하고 너무 심하게 막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좀 그 유사라는 것도 인지하고 봐야 하지 않을까.

A-20은 이것을 ‘유사연애’26)로 인지하고, 거리를 둔 채 놀이로 생각해야
25) ‘과몰입’은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게임 중독/게임 과몰입처럼 중
독의 유사어로 쓰이나, 때로 드라마에서의 역할을 연기자의 성격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연출된 세계관을 현실로 확장하여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를 몰입이 아니라 과몰입으로 명명하는 것은 이것이 지나침
(過)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6) 한 잡지에서는 ‘유사연애’를 절대 사귈 가능성이 없는 대상과 연인처럼 구는
것, 즉 사귈 순 없지만 연애하는 사이로 정의한다. 아이돌이 팬에게 제공하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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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말했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 생각하고 거리를 두어야지만 ‘유사’27)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는 ‘유사연애’, 즉 스타
에게 갖는 허구적 연애감정이 팬덤 문화에서는 부끄럽고, 미숙하며, 혹은
유행이 지난 것28)으로 취급받는다. 그렇기에 팬덤에서 일대일 감각을 향한
욕망은 제한된다. 이를테면 3개월 만에 버블 구독을 취소한 B-1은 유사연
애 감정에 대한 감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B-1: 일단. 이런 컨텐츠로 유사연애를 하는 거 같은 감정을 느끼는 내가 너무 꼴
보기 싫었고. 뭔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이게 띵동 울리는데, 그게 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이걸 하는 게 떳떳하지 않은 느낌? 뭔가 너무 초딩 같은 느
낌. 내가.
연구자: 초딩 같은 느낌?
B-1: 뭔가, 그런, 아 뭔가, 별로였어. 뭐랄까, 내가 스스로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
된 느낌. 뭔가, 그런, 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상 연애를, 유사 연애를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걸 스스로 견디지 못한 거지, 내가.

그에게 유사연애는 ‘초딩 같고’,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 된 느낌’이며, ‘팬
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유사연애’를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미숙한 것으로 여기며, 이것을 팬이 가지는 감
정이 아닌 것, 혹은 팬으로서 가지면 안 되는 감정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아티스트에게서 유사연애 감정을 느낀다고 밝힌 A-11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맨틱한 언행 또한 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글에서는 버블을 경유한
형태의 로맨틱한 언행, 그리고 이로 느껴지는 (허구적) 연애감각을 통틀어 유사
연애로
정의한다.
(참고:
https://www.cosmopolitan.co.kr/article/31357,
2021.08.04. 접속)
27) 앞서 언급한 대로‘유사연애’는 종종‘유사’로 줄여진다. 이것이 연애인 것
보다는 유사, 즉 연애가 아님이, 꾸며진 것임이 핵심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다. 이런 전제가 ‘유사연애’를 즐기는 기본적 태도로 이해된다.
28) 1세대 팬덤까지는 스타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광이, 2세대 팬덤부터는 스타의
이미지 관리를 중시하는 양육자로서의 태도가 두드러진다(신윤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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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옛날에 고등학생 때 이럴 때는 친구들이랑 주변에 같이 덕질하는 사람들
한테 약간 이런 유사의 감정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아무렇지 않았거
든요.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닉네임을 무슨 ○○ 여친 이런 게 별로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고 나이도 좀 많이 들고 하고 하니
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 보이는 느낌? 이라서. 혼자만
조용히 하게 되더라고요, 민망해서.

그는 ‘유사연애’를 고등학교 때에나 가능한 것이었으며, 나이가 든 지금과
는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감정규범에 대한 지적은 버블로
유사연애를 한다고 밝힌 사람 외에서도 드러났다. 이를테면 A-10은 이를
‘전자남친’으로 묘사하며 거부감을 보였으며, 유사연애는 중학생은 할 수 있
는 것이지만 20대 중반이 넘은 사람이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다.
A-10: 이게 사실 제가 친구 꺼 보고 충격 먹은 게, 이게 사실 거의 전자 남친 이
런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유사니까. 근데 진짜 이걸 보내는 얘도 신기하고 그
걸 그렇게 답장해주는 그 아이돌도 신기하고. 그러면 [다] 특히 [다-1]인가. [다
-1]이랑 [다-2]랑 그냥 거의 남친인 척 하는 것 같던데요.. 캡처한 거 보면 진짜
너무 끔찍해. (중략) 유사를 너무 깊게 먹다가 피 본 사람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
니까 그래서. 난 덕질, 아이돌 돌덕질 하는데. 5년 이상 했는데 유사를 저 정도로
어떻게 몰입해 먹지?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저거 뭐 제가 뭐 그
사람이 열애설이 터져. 그럼 그거에 대한 타격을 고대로 입는 거는 결국 좋아한
팬, 유사를 먹던 사람인 건데. 그래서 그냥 엄청 serious한 끔찍하다는 아니었고.
아 결과를 알면서 왜 저렇게까지 몰입하는지는 좀 모르겠다. 뭐 중딩들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20대 중반에 돌덕질*하면서 유사를 먹는다는 게
신기해요.
(*돌덕질: 아이돌 덕질. 아이돌 팬 활동을 의미함.)

이러한 팬덤 내 유사연애에 대한 감정규범은 10대나 20대 초반에는 강하
게 작용하지 않지만, 20대 중반부터는 점차 강하게 지각되는 모습을 보인
다. 이를테면 앞서 20대 중반인 A-10은 성인이 유사연애를 하는 것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지만, 만 18세로 고등학생인 A-14는 유사연애에 대한 거부감
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유사연애’라는 팬-스타의 가상적 관계는 10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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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이라는 신화가 적어도 20대에게서는 공고히 작동하며, 이는 유사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10대와 20대 초반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
것에서 연령규범 하의 팬덤 감정규범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왜 유사연애를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은 각
기 달랐다는 것이다. 모종의 규범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A-4)’고 밝히거나, ‘자기 자신에게 해로워서(A-10)’
‘그러면 팬이 아니니까(B-1)’ 등, 근거가 같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A-15는
‘유사연애’와 ‘건강한 덕질’을 대립항으로 둔다. 연예인은 딱 한 명이고, 이
를 좋아하는 팬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연예인을 연애 대상으로 상상하는 것
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즉 독점적 관계일
수 없는 관계에서 독점적 연애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15 유사연애가 있던 케이팝이라는 문화 자체가 유사연애를 완전히 빼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 사람은 연예인이고 나는 약간 팬이
다. 그 사람은 딱 연예인인데 팬은 그냥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
까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나 자신, 팬 입장에서도 건강한 덕질을 할 수
있고 연예인 입장에서도 뭐랄까 아이돌로서 활동하기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
하는데. 유사연애가 나쁜 건,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사연애를 전에 하
는 친구들이나 그냥 모르는 타인들을 보면 되게 그 사람은 단 하나 있는 연예인
이고 나는 되게 수많은 팬 중에 하나만 사실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관계상 판단력이 흐렸을 것 같아가지고
유사연애를 굳이, 그렇게 하진 않은 편이에요.

A-7 또한 팬 활동은 적당히 해야 재미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적당히
하는 것’ 혹은 ‘건강한 덕질’과 유사연애를 대립항으로 둔다. 남성 아이돌은
언젠가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적어도 이후 연애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유
사연애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A-7: 적당히 하면 굉장히 삶의 활기가 돌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연구자: 적당히 하는 건 어떤 거예요?
A-7: 저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절대 유사 연애를 하지 않기. 그러니까 너무 현실
에 있는 남자친구 그니까 남자친구처럼 대화하지 않기. 그니까 적당히 취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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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즐길 수 있게.
연구자: 유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A-7: 유사를 하면. 어쨌든 뭐 최애가 열애설이 터질 경우 굉장히 현실과 괴리감
이 오고 어쨌든 탈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
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유사연애
해서 본인이 만족하면 그건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데요. 그런데 어쨌든 열애설
터지거나. 어쨌든 연애하는 기미가 보이면 상처받는 거는 그 사람들이니까.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감정은 또 아니고. 그냥, 그냥 그렇게 막 엄청 건강
한, 건강한 덕질 생활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기분이에요.
연구자: 건강한 덕질은 뭐에요?
A-7: 어쨌든 거리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위해서 나중
에 유흥해서 사고 치거나 학교 폭력해서 사고 치거나, 이렇게 실망하게 될 거리
는, 남돌을 파면서 한 번쯤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가 됐든 결혼하거나 연애하거
나. 아니면. 유흥 터지거나 마약 터지거나 이런 것 중에서 정말 빗겨나갈 수 있는
남돌은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해서 어찌 됐든. 나중에라도 연애는 한번
하게 되고 연애는 한번은 들킬 들키잖아요. 보통은 그런 거 터지고 어쨌든 상처
받는 거는 팬의 몫이니까 거의. 그리고 상처받는 거는 거의 유사하는 사람들이니
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좀. 그 정도까지는 과몰입 안 해야겠다.

다른 한편으로 유사연애가 팬덤의 반(反) 규범이 된 것은, ‘연애해야 하는
20대’라는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수현(2015)은 환상이 아닌
실재적 이성을 만나는 것을 과제로 갖게 되는 20대 여성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스타를 대하게 되며, 따라서 성인 팬덤에서 허구적 연애 감정은 아
이돌 우상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어서 그는 성인 팬덤이
10대 팬덤에 비해 스타에 연애감정보다는 가족애, 기특함, 자아 성찰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고 보고했음(김영순·배현주, 2013; 정민우·이나영,
2009; 이수현, 2015에서 재인용)을 이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일정 부분 맞는 말이나, 스타에 연애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규범
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를테면 A-6는 자신의 ‘유사연애’ 감정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A-6: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제 정신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고. 그런 건 제 선까지가 가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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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요. 지금 뭐지, 연애 시장의 가장 전선에 뛰어들어 있어야 되는 나이인데
그냥 아직까지도 아이돌을 사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그냥 다른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 정도가 제가 판단하는 그런 어떤 제 나이의 마지막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과몰입 기준에서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사생되는 건
데 거기는 절대로 갈 생각 없고. 그냥 진짜 제가 가장 마지막.

A-6는 자신을, ‘연애 시장의 전선에 있어야 하나’ ‘아이돌을 사귈 수 있
다는 희망으로 다른 남자는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자신은
‘과몰입’이며, 그와 구분되는 대립항에는 사생팬을 둔다. 비록 자신이 정상
적 규범(20대 여성은 연애 시장에 있어야 한다)에 벗어나 있더라도, 그것이
‘사생’과 같은 범죄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게 비록 ‘사생’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대응점으로 기능하지만, 자기 자신을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로
인지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수현(2015)은 20대가 연애를 과제로 받아
들이며 스타를 연애 대상으로 보는 데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난다고 보았으
나, 한편으로는 ‘연애가 과제이기에’ ‘스타를 연애 대상으로 보는 데에서 벗
어나야 하는’ 규범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B-1의 인터뷰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연구자: 그러면 남자친구 없었으면 괜찮았을 거 같아?
B-1: 그거는 굳이. 왜냐면 나는 남자친구한테 쪽팔리는 거나 다른 연예인 안 좋
아하는 친구한테 들켜서 쪽팔리는 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B-1아, 차라
리 소개팅을 해. 이럴 거 같은데. B-1아, 너 설마.

B-1에게 버블을 쓰는 것이 남자친구에게 들켰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냐
고 묻자, B-1은 남자친구한테 들키나 다른 친구한테 들키나 동일하게 ‘쪽팔
리다’라고 이야기하며, 친구의 반응을 ‘소개팅을 하라’며 면박을 줄 것으로
상상한다. 즉 B-1에게는 연애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큰 과제이자 규범으로
작동할 것으로 친구와의 대화에서 상상되며, 이것은 버블을 사용하지 말아
야 하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즉 연애시장으로의 진입은 과제임과 동시에 규
범으로, 스타와의 (허구적) 연애감정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스타와의
非연애적 감정으로 이행되는 것이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부되어야 할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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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정된다. 20대의 연애규범-연애를 해야 한다-이 팬덤의 감정규범-아이
돌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지 말 것-을 조형하는 것이다.

(2) 전략들
이렇듯 버블에서 1:1의 연애감정을 느끼는 것은 팬덤의 감정규범을 어기
는 일이므로, 아이돌에 연애감정을 느끼는, 혹은 느끼고자 하는 팬은 이를
회피하거나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를테면 어떤 구독자는 아예 어떤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유사연애 감정이
느껴짐을 인정하고, 그러한 스타의 경우 버블을 구독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
응하기도 했다. A-15는 스타에 연애감정을 느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한다.
A-15: 오히려 팬으로서 좋아하는 연예인들만 이렇게 버블 같은 개인 메신저로
구독을 하고 유사연애 느낌으로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이런 개인 메신저로 구독
을 안 해요. 너무 이 팬으로서 좋아하는 연예인들만 구독하다 보니까 뭔가 그래
서 좀 자주 안 오거나, 맨날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버블로 와도 괜찮아. 그래도 좋
아하는 느낌인데? 유사연애로서 버블을 구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
나하나에 엄청나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연구자: 그럼 뭔가. 선생님은 유사 연애를 하면서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는 거예
요?
A-15: 있기는 한데 그쪽은 플랫폼이 버블이 아니기도 하고. 뭔가 그걸 구독을 하
면 저도 이렇게 버블 하나하나에 의미부터 크게 하는 친구들처럼 돼서 뭔가 사
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그는 버블을 구독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연애감정을 느끼는 스타와의 버
블(혹은 다른 플랫폼의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을 구독하지 않는다. ‘유사
연애’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난하고도
괴로운 과정으로 지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이 연애감정이 없
는 대상만을 구독하며, 연애감정을 느끼는 대상을 관계에서 차단한다.
한편 A-6는 버블에서 자신이 유사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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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저는 이 버블 자체가 약간. 뭐라하지.. 남자친구 그
런 느낌이 드는 거를 이 플랫폼에서… 그 플랫폼에 뭐라 해야 되지. 플랫폼의 방
향성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거에 가장 맞는 사람을 지금 구독하고 있다
는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제일 잘해주는? 그래서 아까도 다른 멤버들은 제가 원
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플랫폼 자체가 저는 약간 유사연
애를 파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딱 구독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성애, 헤테로니까 아무
래도 이게 남자아이돌 중에 그렇게 유사연애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대
만 딱 구독하고 싶었어요. 이 플랫폼 한정해가지고.

그는 자신을 팬덤 규범에서 벗어나는 존재로 인지함에도, 버블에 한정해
서만은 자신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버블의 방향성이
이미 ‘유사연애’를 지향하도록 짜여 있으며, 자신은 이 규범에 맞춰 서비스
를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다.29) 그는 ‘유사연애’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시스템
의 목표로 제시되었음을 들어 유사연애를 즐기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팬덤
의 감정규범을 비껴나가고자 한다. 즉 공식적 사업자의 규범이 팬덤규범보
다 높은 적법성을 보이므로 ‘유사연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30)
때로 유사연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답장이나 자신의 위치에
유사육아를 섞기도 한다. 유사육아란 아이돌을 성애의 대상이 아닌 자신이
양육하고, 응원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여 팬-스타의 관계를 어머니-자녀의
관계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버블에서의 대화가 ‘유사연애’
29) 실제로 ‘유부남’은 버블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팬들의 반응을 언급하
며, 버블을 전형적인 유사연애 콘텐츠, 유사연애의 상품화로 지적하기도 한다. 참
고: 스포츠경향, “[스경X초점] 유사연애 콘텐츠 ‘버블’슈주 성민 등장... 팬들
“유부남과 은밀한 대화하라고?””
https://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www&art_id=202006101514003
(2021. 7. 15. 검색)
30) 알페스(RPS, real-person-slash,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와 관련하
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에 대응했던 팬덤의 전략 또한 이와 유사하였다. 팬덤
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 알페스(팬픽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실천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 “동방신기의 과거 커플 인터뷰의 사례나 팬들이 개최하는 온리전
개최 당시, 아이돌이 직접 온리전 개최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사례” 등을
가져와(조해인, 2021) 이것이 본디 아이돌과 공유하던, 즉 승인받은 시스템에서
정당화가 이미 이뤄진 문화임을 들어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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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유사육아’처럼 느낀다는 A-13에게 ‘유사육아’의 방식을 묻자, 다음
과 같이 답하였다.
연구자: 유사 육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A-13: 완전 애기 취급하는?
연구자: 아 애기 취급. 그럼 뭐 어떻게 말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할미가. 이런다
는데.
A-13: 네 맞아요.. 할미가 아니면 애기야.

즉 팬의 위치는 ‘할미’가, 스타의 위치는 ‘애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
계를 가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 즉 ‘주접’이 용인된다. 그것이 성
애의 감정으로는 용인되지 않더라도, 유사육아로서는 승인될 수 있는 감정
인 것이다.
연구자: 근데 뭐 엄마가, 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그건 뭐지.
A-13: 네 그건 조금.
연구자: 할미는 왜 괜찮은 거예요?
A-13: 엄마는 아니니까? 약간 엄마랑 이모 삼촌 차이가 좀 큰 것 같은 느낌?
연구자: 그게 좀 현실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A-13: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엄마는 너무 약간 비현실적이니까.
연구자: 그냥 할미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A-13: 그렇긴 한데 할미는 약간 그냥 애칭. 그치. 엄마는 애칭으로 쓰진 않으니
까.
연구자: 엄마는 애칭이 아니군요.
A-13: 엄마는 이제 진짜 본인 엄마 하나니까.
연구자: 엄마는 하나니까. 맞나요?
A-13: 네 그쵸.. 할머니는 이제. 모르는 할머니 분 보고도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모르는 아줌마 아저씨 보고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으니까.
연구자: 근데 이모도 아닌 거죠.
A-13: 저는 그런 표현은 잘 안 쓰기는 해요.
연구자: 이모가 이상하긴 해요. 할매도 안 쓰죠.. 할매는 쓰나요?
A-13: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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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할매도 안 써요?
A-13: 할.미.
연구자: 할미만. 다들 써요?
A-13: 유사연애하는 애들은 안 써요. 전-혀 안 써요.

그러나 이모, 엄마와 같은 단어는 적극적으로 거부되되, 오로지 ‘할미’만
이 팬 자신의 호칭으로 승인됨을 그는 힘주어 말했다. 이는 자기 나이를 부
풀리고 자학하는 20대의 인터넷 문화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듯 보이나, 한
편으로는 팬덤 내에서 ‘이모팬’, ‘삼촌팬’과 같은 30-40대와 구분짓기를 시
도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즉 중년 남녀가 연령규범에 따라 자신을
이모팬, 혹은 삼촌 팬으로 정체화하는 것(오자영, 2007; 강은경, 2011)과
별개로, ‘할미’의 위치에는 연령이 배제되고 오로지 역할만 남는 것이다. 실
제로 A-13이 만 19세, 그리고 그가 ‘애기’로 위치하는 연예인이 그보다 열
살 많은 29세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자신을 할미로 호칭하며 ‘유사육아’를 시
도하는 것은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자학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스타에 대해
용인되는 소비방식이 유사육아라고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유사육아-은 팬덤 3세대에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며, ‘안전한 소비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강은교(2020)는 이러한 유
사육아의 방식을 “여성이 남성의 친밀성을 교환하는 적법한 주체로 여겨지
지 않는 기존의 젠더 규범을 굴절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당화 기제”로 설명
한다. 즉 유사육아는 아이돌에 대한 애정의 성적 차원을 부각하는 유사연애
와는 적극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유사육아에서는 ‘할미’를, 유사
연애에서는 ‘오빠’처럼 다른 팬덤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다르게
포획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유사연애와 유사육아는 결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이돌을 자식처럼 생각하더라도(혹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유사육아와 유사연애가 혼합되지 않는 것
은 아니다. 버블을 통해 아이돌과 유사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밝힌 A-18은
인터뷰에서 그러나 자신은 이들을 ‘아들 내미’로 보고 있었다고 역설한다.
A-18: [라-1]도 제 아들내미 같은 느낌인데 유사를 먹을 때도, 유사를 먹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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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유사를 먹일 때 좀 즐기긴 해요, 저도. 근데 평소엔 그냥 좀 제가 알아서 유
사 먹고 이러지는 않아요.. 아들내미같이 봐요. 좀 최애들 약간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A-18은 아티스트를 ‘아들내미’로 보고 있었으며, ‘유사를 먹을 때(스타의
언행 등을 로맨틱하게 소비)’는 ‘유사를 먹일 때(스타가 팬에 로맨틱한 언행
을 시도)’로 한정됨을 강조하였다. 즉 본인의 수동성을 강조하면서, 스타는
자식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A-21은 본인은 최애를 ‘아기야’라고 하며 답장함을 들어 자신이 하는 것
이 ‘유사연애’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유사연애’에 자신이 ‘유사 먹는
사람’이 하는 만큼은 몰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어, ‘유사 먹는 사람’과
자신에 대해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A-21: 아니 그건 아닌데, 약간 그렇게 막 유사를 먹는다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
야 되지. 육아처럼, 애기처럼 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최애를?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와도, 아기야 이러면서 답장을 하게 되니까, 그냥 가끔씩 그렇게(유사연
애를 꾸며내서) 오면 좋긴 좋은데, 그냥 평소에 그냥 연락, 아니 그 버블 오고 할
때는, 그냥 아기야 애기야 막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중략)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몰입해서 유사 먹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라-1] 같은 사
람이랑 연애하면 뭐 어떻겠다, 이러면서 [라-1]는 연애하면 이렇겠다, 하는 정도?
그렇게 제가 그렇게 몰입해서 유사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유사가 아니거나, 그만큼 몰입하고 있지
않다는, 그만큼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것이
다.
A-5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A-5: 나는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해. 좀 B-1보다 유한 부분이 있어, 그런 거에 대
해서. 걔네가, 막 그렇게 만들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걔네가 그랬어. 걔네가 의
도를 하고 움직여. 그게 느껴져. 오히려 나는 B-1가 말했듯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나는 뭐라 해야 하지, 통장으로 낳은 자식, 그 느낌으로 좋
아하고, 엄청 오래 좋아하고 있는 거라 버블을 볼 때도 이런 느낌도 있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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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유학 보내놓은 아들을, 인스타 훔쳐보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

그에게 유사연애는 고등학교 때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지 묻자, 그는 그것
은 ‘자기 마음’이며, 자신은 그것에 대해 ‘유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감정은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기보다, 아이돌의 언행에 의
해서 수동적으로 빚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
돌은 ‘통장으로 낳은 자식’이고 자신은 ‘키다리 아저씨’라며, 유사육아로 스
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한다.
A-11 또한 자신의 수동성을 강조한다. ‘유사연애를 하게 만드는’ 것이지,
자신이 의도하거나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A-11: 정말 별거 아닌데 뭔가 틈틈이 연락할 게, 이런 말을 해놓고 진짜 하루 종
일 계속 자기 tmi를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럴 때 약간 진짜 무슨 썸타는 사람마
냥. 친구랑도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뭐지? 약간 진짜. 이 사람이 유
사연애를 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연구자 피해자예요?
A-11: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다-1]이 먼저 시작했다. 맨날 이러는데. 그런 느
낌인 것 같긴 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유사연애라는 가상적 관계에서 자신을 수동적 위치에 두
면서, 자신은 그 관계에 책임이 없는 존재가 된다. 이에 더해, 팬에서 아이
돌로,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에 아이돌이 팬에 미친 감정적 영향을 강
조하면서, 일방적 관계는 쌍방관계로 인지될 수도 있다.
A-11: 있겠죠. 있을 텐데. 뭔가 그래도 저희 나이 그니까 20대 후반 이상이 되면,
다 오히려 약간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지 오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래요, 그런데 할미는 이러면서 유사를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안
쉬울 것 같은데…
A-11: 그러니까 혼자서 느끼기는 약간 유사같다라고 느끼면서 말은, 할미는 해
요. 할미는, 할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유사연애 감정
느끼는 건 정말 저 안에 혼자 있는 감정이고 겉으로 표현할 때는 내가 너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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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낀다. 팬의 마음으로, 정말 정말 아낀다.

A-11은 그러나 단지 수동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독특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앞서 A-13이 ‘유사를 하는 사람은 절대 할미를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음에도, A-11은 자신의 위치에 ‘할미’를 불러온다. 버블에
서 아이돌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연애감정을 느낄지언정, 그를 대할
때에는 이를 숨기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식, 즉 감정의 전시규칙을 위반
하지 않는 형태로 연애감정과 팬의 감정을 조율하고자 한다. 그러나 버블이
완전히 사적이며,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오로지 그 자신과, 많아야
자신이 구독하는 아이돌까지임을 고려했을 때 왜 버블에서까지 자신을 검열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A-11: 저는 오히려 약간 유사연애 감정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약간 민
망하더라고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건데도, 혼자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는 ‘혼자만 알고 있는’데도 ‘민망한 느낌’이 있다고 말한다. 즉 규범을
어겼을 때의 부정적 감정이 사회적 환경이건 개인적 환경이건 둘 다에서 작
동하며, 그것이 버블 내에서도 감정과 전시를 다르게 하는 요인임을 암시하
는 것이다.31) 이처럼 팬덤 내 감정규범은 사용자에게 때로 강하게, 혹은 약
하게 지각되며, 이러한 규범을 어떻게 위반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
율하고 소비할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시험의 대상이 된다.
팬덤 규범은 아티스트와 일대일의 감각을 느끼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명
령한다. 그러나 욕망이 규범에 완전히 포섭되지는 않으며, 굴절된 방식과
전략을 통해 욕망은 다시 충족된다. 즉 이러한 전략과 함께 버블에서 친밀
환상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1) 이상의 분석은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인터뷰이가 팬덤 외부자인 연
구자와의 인터뷰에 거부감을 갖고 인터뷰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에 ‘유사연애’ 대신 ‘유사육아’를
하고 있음은 스스럼없이 밝혔음은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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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능하고도 불필요한 연애
그렇다면 버블에서의 대안연애와 현실의 연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버블과 연애를 비교해달라고 연구참여자에게 질문했을 때, 일부 연구참여자
들은 ‘연애는 위험하지만 버블은 위험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즉 이성애 연
애 관계는 때로 위험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는 페미니스트에게 이성애 연애
관계에서의 섹슈얼리티는 욕망이나 탐색의 영역이기보다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오혜진, 2019)되고, 연애하는 여성 대학생에게 임신의 위험과 성적 폭
력이 포함될 수 있는 과정으로 인지(김한결, 2018)되기도 한다는 연구와 결
을 같이 한다. 즉 연애는 설렘보다는 위험으로, 추구되어야 할 대상보다는
거리를 두어야 할 위험요소로 지각된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비연애 담론은
연이은 젠더 폭력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것에는 안전한 개인이 되고자
하는 여성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임국희, 2020).
연구자: 선생님이 그리는 연애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A-6: 그렇죠. 맞아요. 저는 제 사상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제가 고민한. 고민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구 같은 연애를 꿈꾸긴 하죠.
연구자: 그럼. 쉽지 않겠네요.
A-6: 그니깐요.

한편 A-6는 연애를 ‘사상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하는 것으로 묘사
하였고, 이 때문에 연애가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가 언급한 ‘사상’을 페
미니즘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자면, 이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연애가
지난한 협상과 설득의 과정에 있다고 지적한 연구(오혜진, 2019)와 맥을 같
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지관계에서의 연
애가 불가능하며, 그래서 연애는 관계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연애는 귀찮거나 불필요한 것, 소비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관계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A-8은 연애의 장점으로 ‘연인이니까 같이 먹으
러 갈 수 있는 것’을 꼽았는데, 이후 이에 대해 상술하며 사실 친구관계와
도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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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애는 어떤 장점이 있죠. 근데?
A-8: 연애는 그래도 일대일로 하는 인간관계고, 서로 좋아한다는 게 전제가 된
거고. 단순히 제가 짝사랑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연인 관계. 연인이
니까 같이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데이트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연인은. 근데 저
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연인을 좋아했던 마음과 아티스트 좋아하는 마음이 다르
긴하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오래 좋아하기도 하고 진짜 얘네를 좋아해서 현실에
서 ○○(아이돌)만큼 좋아했던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
로 바탕을 되니까 연애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연구자: 사실 뭘 같이 먹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A-8: 그쵸.. 나랑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친구랑도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는 근데 어딜 가나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이
런 게 좋은 건데 굳이 그런 게 아니어도. 굳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진 않겠구나
싶은 게 있는 거죠.

이것은 오혜진(2019)의 연구에서, 일부 연구참여자가 연애 관계를 그렇게
효용이 크지 않은 귀찮은 일로 간주하거나 소비문화생활의 파트너 정도로
의미화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실제 연애로 충족되는 것이 그리 많지도 않
고, ‘사상’이 맞지 않아 불쾌할 수도 있으며,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다.
A-6: 일에 저는 더 힘을 많이 쏟고 싶어 하는 타입이라. 연애가 체력적으로 안배
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신경도 써야 되고 제
가 남한테 그렇게 막 신경 쓰는 거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고. 뭐
데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연
애 상대를 만나는 데 있어서 뭔가 제가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꾸민다든지 이런
시간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조금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죠.
연구자: 그만한 체력. 이런 자기 자원을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A-6: 자원을 쓸 만한 사람이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A-6은 연애에 자원을 들이는 일이 힘들다고 말한다. 체력적으로, 정신적
으로, 물리적으로 연애는 고단한 일이며, 이만한 에너지를 들일 대상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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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에게 연애는 때로 불필
요하고, 때로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

3) 대안연애로서의 버블
그렇다면 버블을 통해서 연애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 연애와 어
떻게 구분되는가? A-21은 이에 대해 “실제 연애랑 크게 다를 건 없다”고
말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연애와 버블에서의 연애가 다른 점은 버블에서는
실제 연애처럼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다. 즉 A-21에게 버블에서 느끼는 연
애는 실제 연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소거하고 좋은 점만을 추출해낸 ‘더
나은’ 연애에 가깝다. 실제 연애에서 느끼는 감정의 굴곡은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오롯한 긍정의 감정-설렘과 재미-만 남은 버블
의 연애가 더 나은 것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A-21: 실제 연애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아무래도 연애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이 계속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버블
을 하면서는 아티스트랑 그렇게 싸울 일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
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예인이랑 버블 하면서 소통하는 게.

A-8 또한 “연애 같다, 굳이 연애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버블과 연애를
구분 짓지 않는 듯한 말을 하였다. 그는 버블이 주는 설레는 느낌이 실제
연애에서 충족할 수 있는 것보다 크다고 느끼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 보
이는 환상의 느낌이 이를 강화시킨다고 본다. A-6가 말한 ‘자원을 쓸 만한
존재’는 여기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전환되며, ‘보통 사람들’은 외
적 관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연예인은 그러한 관리가 되어있는, 그래서 ‘보
통 사람’과의 연애는 이런 부족함을 감수하고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재
의미화된다.
A-8: 실제로 가끔 약간 설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뭔가 남자친구가 주는 거랑은 다른가요?
A-8: 남자친구를, 남자친구한테 메시지를 받는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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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메시지나 음성을 남자친구에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남자친구보
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중략) 이상형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가, 내 남자친
구인 것처럼.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남자친구처럼 이렇게 해 주는 게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있어도 많이 하니까..
(중략)
A-8: 야 연애 같다. 굳이 연애 안 해도 되겠구나..
연구자: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A-8: 네. 왜냐하면 그냥 솔직히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 잘 생기
고 어느 정도 이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게 다 보장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조금 더. 당연히 좀 더. 당연히 더 못생기고 당연히 더 자기가
외적인 관리를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그만큼까지는 안 하니까. 그런 거를 감수하
고 그런 점을 감수하고 굳이 연애?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연애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뭐 연애가 좋은 점이 또?
A-8: 지금 둘이 너무 달라서. 연애랑도 다른 점이. 너무 다른 거라. 근데 굳이. 아
니 연애를. 덕질 자체가. 그런데 조금 취미이자 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니
까. 굳이 연애를 안 해도 외롭지 않은 거 있는 거 같은데, 버블이 아니더라도.

이에 더해, A-8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연애와 덕질(팬 활동)에서
중첩된다고 말한다. 덕질은 좋아하는 마음이기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좋
아할 만한 대상에,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연애 혹은 사랑
이라면, 좋아하는 마음을 쏟을 창구가 버블로 마련된 상태에서 연애가 더
필요할 것인가? 심지어 연애가 고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에?
최재희(2018)는 연애게임에 대한 연구에서, 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의도적
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와 연애하고, 연애 게임을 통해 연애에 대
한 욕망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충족시킨다고 말한다. 연애 게임은 ‘욕망되
나 충족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관계에 대한 환유적 욕망의 집약체’라는 것이
다. 이는 버블을 사용하면서 연애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일부 적용할
수 있다.
A-5: 나는 비혼을 결심한지 좀 돼가지고, 버블을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아
예 결심을 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타가 덜 오고, 되게 좋게 느껴지는데, 이
게?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체리피킹할 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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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A-5는 비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버블을 더 연애처럼 느끼게 되
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거부감이 덜 든다(‘현타가 덜 온다’)고 밝혔다. 버블
에서의 연애란 그에게 체리피킹-위험하지 않고, 돈이 덜 들고, 힘들지 않은,
즉 좋은 것만 고르는 것-이 가능한 대안적 연애로 지각된다. 버블은 지금껏
이상적 연애대상으로 여겨온 대상과의 환상적인, 혹은 가상적 관계를 이전
보다 더 가능케 하며, 연애가 불안한 것으로 지각되는 현재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혹실드(2013)는 결혼은 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배우자의 필요성이 줄어들
지는 않는 상황에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한 남성이 내놓은 구인광고를
소개했다. 그는 집에서 하는 파티의 호스티스 구실, 함께 여행하기 등 마치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할 수 있는 성질의 서비스를 해줄 여성을 웹에
서 구인하고 있었다. 즉 “결혼할 생각은 하지 않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서
비스를 판매하는 시장으로 곧장 눈을 돌린 것이다(혹실드, 2013: 115).”
혹실드는 이러한 감정 구입의 방식이 경험을 우선시하고 그 경험으로의
과정을 무시하게 된다고 보았다. 성취를 결과에, 서비스를 구매하는 순간에
한정하게 되면 성취하는 기쁨,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즐거움, 이 과정
에서 얻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여기에 덧
붙여 “시장을 통해 인간관계가 비인간화되는 중에,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상황을 재인간화하고, 시장이 시장처럼 느껴지지 않게
어떤 식으로든 바꿔보려 애쓰고 있다”고 보았다(2017: 360). 감정의 아웃소
싱에 사람들은 시장과 사생활을 구분하고, 대체하고, 복종하고, 은밀한 경로
로 사용하는 등 여러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거리를 두면서
재인간화를 시도한다.
이를테면 A-5는 “순간, 순간 기억조작. 앱 나가면 까먹는데, 그 순간은
기억조작. 이런 인간이랑 소개팅을 했던 거 같은 감정이 느껴지고, 앱 끄면
다 까먹고 일하고.”라고 말하며, 버블을 연애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감정
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했다. A-6은 “그냥 뭐 볼
때는 이 채팅 창 안에서는 제가 그냥 나랑 혼자 하는 것 같아, 라는 기분을
잠깐 상상만 하고. 근데 현실은 알고 있죠... 그건 분리하고 있죠.” 라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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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구입된 감정과 현실감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
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버블에서의 연애감정을 연애의 대안으로서 구입하고 즐긴다. 부족
하거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관계가 서비스를 통해 보충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비인간화의 효과-자신의 감정을 비인간화하고
가상적 관계에 몰입하게 되는 것-를 거리두기 전략을 통해 차단하는 것이
다.
친밀환상은 규범을 넘어서서 충족되며, 실제의 친밀한 관계가 불가능한
중에 더 의미있는 것으로 감각된다. 환상과 실재의 경계에서 구현되는 친밀
감은 그것이 경계에 있기에 더 환상에, 더 실재에 가까운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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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정과 감정시장

감정은 거래된다. 그러나 감정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때로 거래가 은폐되
어야 하며, 은폐되지 않은 거래가 새로운 감정을 만들기도 한다. 이 장에서
는 감정의 거래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주장되며, 구입이 아닌 구독은 관계감
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래되는 감정노동에 수용자는 어떻게 반응하
는지, 구독행위 그 자체는 어떤 감정을 만드는지를 살핀다.

1. 독점적 관계의 복제와 구독
1) 독점적 관계를 복제하기
디지털 경제에서 모든 자원이 복제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독점적 관계
또한 복제 가능한 자원일 수 있는가? 독점적 관계가 복제가 가능한 것이라
면, 그런데도 그것이 독점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복제 후에도 독점적 관계
의 감각이 남는다면, 적어도 그 감각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관계가 독점
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버블을 위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독점적 관계를 복제 가능한 것이라
주장한다. 사적인 메시지를 복제하여 구독자들에게 전송한다면, 구독자들은
이를 통해 사적인 감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엔터 산업에서 관계
는, 적어도 관계의 감각은 판매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된다.
친밀관계는, 친밀감은 어디서 오는가? 신체적 접촉이나 음식을 나누는 데
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는가? 복제된 개인적 메시지
에서도 친밀감은 획득될 수 있는가?
Nelson-Jones(1990)는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보상성, 상호성,
규칙성을 제시하였다(권석만, 2004에서 재인용). 보상성은 정서적 지지, 즐
거운 체험, 친밀감, 신체적 접촉, 선물 등 인간관계에서 얻게 되는 긍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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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상적 효과를 의미한다. 상호성은 이러한 보상적 효과가 서로 균형 있
게 교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규칙성은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는 일관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상호적이며 보상적
일수록, 인간관계는 심화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현대의 인간관계 심화 요인은 달라졌다.
보상성은 정서적 지지, 즐거운 체험, 친밀감, 신체적 접촉, 선물 등 신체적,
물리적, 감정적 자원들이 교환되는 것을 뜻하나 여기에서 신체적이고도 대
면적인 만남, 섹슈얼한 교류는 디지털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충족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이를테면 디지털 메시지로-충분히 충족 가
능한, 그래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덧붙여, 균형 있는 교류를 의미
하는 상호성이나, 관계에서의 일관된 규칙성 또한 메시지의 교환이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받는다.
에바 일루즈(2007)는 감정 일반, 특히 로맨틱한 사랑이 육체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탈육체적 자아와의 만남”은 “기술이
감정과 육체를 재절합”하기에 문제적일 수 있다. 그는 온라인 사회에서의
무한한 가능성과 정보들이 선택의 여지를 확장하고, 따라서 로맨틱한 감정
마저도 합리화된 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체성이 제외된 온라인 사회에서 친밀감각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는 지속해서 있었다(우성범 외, 2014; 박성복·
황하성, 2007; 박성복, 2007). 다만 버블은 이에서 한 발 더 나간다. 온라인
에서의 대화로 충분히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주고받는 메시지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양방향의 소통 없이 오
로지 메시지만으로도 친밀감과 친밀관계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복제된
친밀감각, 복제된 독점적 관계의 감각은 그래서 그만큼의 만족스러운 어떤
것일 수 있는가?
버블에서 제공하는 메시지에는 실체적 관계도, 양방향의 소통도 부재한다.
대량복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신자에게는 친밀감을 전달하는 은밀하고
사적인 메시지가 된다. 그렇다면 실제 관계가 없는데도 관계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 곳에서 느끼는 관계의 감각은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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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어야 하는가?
영화 <her>(2013)에서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OS 운영체제인 사만다와 사
랑에 빠진다. 그리고 사만다에 대한 테오도르의 사랑이 깨지는 순간은 사만
다가 OS 운영체제라는 데 있지 않다. 사만다가 밝고 순종적인 여인이라 사
랑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OS 운영체제의 수동성을 즐기고 있다는 테오도
르 전 부인의 비난에서 테오도르는 회의를 느끼지만 사만다와 헤어지지는
않는다. 사만다의 육체가 결여되어 간접적인 방식만으로 사만다를 접해야
한다는 문제도 테오도르의 사랑을 깨지게 한 이유는 아니었다. 테오도르가
사만다와 이별하게 된 이유는 사만다가 동시에 8000명과 대화하고, 750명
과 사랑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다.
버블에서는 역으로 한 아이돌이 수만 명의 팬과 동시에 대화하고 있음을
전제한 후에 시작된다. 영화 <her>에서 독점적 관계가 파기되었다는 것이
친밀감각을 깨뜨리는 요소이고 테오도르에게 간과된 것이었다면, 버블에서
는 독점적 관계가 모든 구독자에게 복제된다는 것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
는 요소이며 이미 전제된 것이다. 즉 서비스 이용자들은 버블에서의 메시지
가 독점적 관계의 형태로 전송되더라도 이것이 복제되었고 실재가 아니며,
일대일의 감각을 모사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경험과 인지가 지속적으로 유리되는 형식의 관계다.
앞서 살폈듯, 그래서 이를 통해 구현되는 유사-초점화된 관계는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데에서 오는 장점과, 독점적 관계에서 느낄 수 있
는 감각을 동시에 부여한다. 이것이 어긋나고 충돌하는 점이 분명 존재하
나, 유사-초점화된 관계가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그렇지 않은 관계
가 역으로 편안한-설렘을 전하며 오히려 강점으로 지각된다.

2) 독점적 관계를 구독하기32)
32) Daniel Laurin(2019)은 포르노스타가 직접 자신의 사진/영상을 올리는 포르노
구독 플랫폼 OnlyFans를 친밀성의 구독subscription of intimacy로 설명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성애’를 ‘진정성’ 있게 팔기 위해 관계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버블의 맥락과는 구분된다고 판단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성매매에서 연애 관계의 친밀함을 모방하는 양상을 지적하는 민가영(20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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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성의 구입과 구독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구독에는 시간이 붙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구입을 통해서는 구입되는 그 대상을 얻지만, 구독을
통해서는 그에 붙은 시간까지를 구입한다. 그래서 친밀성을 구독한다고 했
을 때, 그건 ‘사적인 메시지’만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기다
리는 시간,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감정, 답장할 기회, 보낸 메시지가 읽힐
가능성, 다시 읽어볼 수 있는 대화의 기록들로 구성되는 그 관계를, 관계의
시간성을 사는 것이다.33)34)
버블에서는 다른 친밀성의 거래처럼 무시간적인 친밀감각을 팔지 않는다.
역으로 친밀감의 시간성을 판다. 버블에서는 친밀한 감각들에 한 달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판다. 다시 말해, 버블에서는 다른 팬서비스처럼 메시지나
만남을 단위로 돈을 받지 않는다.35) 그 한 달간의 관계를 파는 것이다.
관계의 감각은 일회적인 구입으로 가능하지 않다. 한 달을 넘게 이어지는
연결감을 구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 체험이 아니다. 실제적인
연결의 감각이 존재한다. 버블에서는 일회적인 감각, 구입 직후에 바로 깨
어질 어떤 것을 팔지 않는다. 감각을 팔되 그 감각은 연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친밀감이 구독된다고 할 때 얻는 것은 관계의 시간성만은 아니다. 구독에
는, 그것이 구독된다는 사실이 다소간 감춰진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로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주기
적으로 생필품이나 의류 등을 받아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박현길, 2019). 즉 구독경제는 판단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연구 또한 언급하지 않는다.
33) 증강현실에 기반한 게임 <포켓몬고>를 실제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버스를 타고
약속장소에 가면서 포켓몬스터를 마주할까 마음 졸이는 시간도 게임을 이미 하
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원용진 외, 2020: 165)는 지적은 이와 맞닿아 있
다.
34) 실제로 구독자들은 버블에서 알려주는 기념일을 챙기거나 언제 메시지가 올지
기다리면서, 메시지가 오지 않는 순간에도 연결되어있다는 감각을 즐긴다.
35) 팬서비스 중 하나인 디어유레터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달에 1회 오는 손편지
를 구독할 수 있고, 포켓돌스는 아티스트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마다 돈을 지
불해야 한다. 그 외 팬미팅이나 팬사인회는 앨범 구매시마다 응모권을 얻기에,
스타와의 1회 만남에도 가격이 책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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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는 것이다. 구독경제의 소비자는 결정권을 팔고 산업은 양도된 결정
권을 수익으로 재구성한다.
구독경제의 핵심은 알아서 지불된다는 것이다. 자동 결제는 결제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면서 그 물건을, 혹은 서비스의 효용은 온전히 즐기게
한다. 관계가 거래되고 있다는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덜어지는 것이다. 특히
친밀감의 경우 경제적 거래가 섞일 때, 적어도 그것이 눈에 보일 때 반감되
는 경향이 있으므로(젤라이저, 2007) 친밀성에는 거래가 최대한 눈에 보이
면 안 된다. 그렇기에 친밀성이 구독될 때, 이것이 가지는 경제적 거래의
의미는 다소간 감춰진다.
요컨대, 독점적 관계의 ‘구독’은 친밀감이 가지는 특성을 더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만든다. 관계가 가지는 시간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즐기게 만
들며, 친밀성의 거래가 내포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구독이 어느 정도 상쇄하
기 때문이다.

2. 감정노동에 대한 감정
버블을 구독하면 아티스트와의 친밀함을 즉각 손에 넣을 수 있는가? 그렇
다면 친밀함은 그렇게나 손쉽게 구입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구독자들은 구독에 앞서, 혹은 구독을 하는 중에도 이것이
메시지를 구독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것이 구입된 것임을 알고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구입 행위가 사랑의 증명인지 혹은 사랑하는 상대를 착취
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묻는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을 빌미로
착취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사랑을 빌미로 착취되고 있는지는 친밀성과 경
제적 거래가 얽히면서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그래서 팬이면 버블을
구독해야 하는지, 혹은 이는 아티스트에 대한 착취이기에 구독해서는 안 되
는지, 아니면 소통까지 돈을 받고 파는 이 산업이 팬에 대한 착취는 아닌지
를 번갈아 물으며 이것으로 얻어지는 친밀함이 과연 친밀함인지 되묻게 되
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친밀함의 구입가능성은 이로 얻어진 친밀함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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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며 거리를 두게 만든다.

1) 가성비적 사랑
‘가성비’나 ‘돈값’은 버블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
다. 구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몇 명을 구독하
고, 몇 명은 구독하지 않으며, 지난달에 비춰보아 구독을 유지할지 바꿀지
에 관한 질문이 버블을 구독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한다. 많은 버블 구독자가
여러 아티스트를 테스트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아티스트를 선별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구독을 유지하고 취소하고 새로 구독을 하는 과정을 반복
하면서, 현재 가격에 가장 만족감을 많이 줄 아티스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버블을 구독한 후 구독권을 누르면, 다음 캡처와 같이 ‘구독 아
티스트 변경은 이용기간 내 1회 가능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다른 멤버로
구독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버블 시스템 자체에서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는 다른 멤버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상정된다. 이러한 구독 변경
의 용이성은 구독자들이 쉽게 다른 멤버로 구독을 변경하도록 유인하는 요
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 9]

버블 구독권을 누르면 나타나는 창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지, 만족스러울 만큼 자주 메시지를 보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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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의 내용이나 설정된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식인지, 이러한 아티스트
들을 몇 명을 구독할지는 끊임없이 경합되고 판단된다. 구독자들은 이 과정
을 거쳐서, 자신의 예산과 나름대로 설정된 조건들에 맞춰 아티스트를 구독
한다. 버블의 구독은 차후에 소득이 늘면 더 늘릴 수도 있지만(A-11), 현재
자신의 소득과 가용 가능한 자원을 가늠하여 조정될 것이다.
연구자: ○○ 버블 나오면 할 생각 있으세요?
A-11: 제가 월에 200이상 벌면 할 의향이 있는데. 200이 아직 안 되는 거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A-21: [다-1]이 많이 보내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이기도 해
서 하게 됐어요.
연구자: 근데 왜 끊으셨어요?
A-21: 이제 너무…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지출할 게 많아지는데 멤버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돼서.

그러나 동시에 버블 구독에 돈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
A-21이 해당 아티스트의 구독 이유를 ‘가장 좋아하는 멤버이기도 해서’라
고 언급한 것처럼, 여타 다른 조건이나 구독료는 고려사항에서 벗어난다.
그를 가장 사랑하는 팬으로서 구독할 때, 여타 다른 조건들은 무시될 수 있
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장기간 구독을 유지하는 한 명의 아티스트
와 취소와 구독을 통해 탐색하는 (잉여의) 아티스트를 구독하고 있었다. 여
기서 장기간 구독을 유지하는 아티스트를 일러 연구참여자들은 ‘최애(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이르는 말)’는 ‘최애’이기 때문에 구독하였다고 밝혔다. ‘메시

지를 잘 보내지 않지만’, ‘딱딱하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등으로 구독하지 않
아야 하는 이유를 대면서도 구독을 끊지 않는 이유는 “좋아하는 멤버이기
때문에”가 전부였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가장 좋아해서 구독하고, 두 번째
멤버는 자주, 혹은 재미있게 보내서 구독한다는 이중적인 구독 양상이 완전
히 분리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두 기준은 ‘메시지를 많이 보내줘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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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이기도 해서’ 구독한다는 A-21의 사례처럼 혼재되기도 한다. 엔시티
버블 통계(@nct_bubbleChart) 트위터 계정과 같이 그룹 내 멤버의 버블 빈
도를 통계내는 계정이 있을 정도로, 그룹 간 차이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
도 메시지의 빈도는 평가의 대상이 된다. A-1 또한 그래프로 버블 빈도에
대해 통계를 내는 팬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소비자로서는 이해할 만
한 행동이라 보고 이를 묵과했다.
A-1: 저는 다른 그룹에서 본 건데, 다른 팬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줄을 세우더라
고요. 얼마나 보내는지, 그래프로 막.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놀랐는데, 돈 아깝다
고, 쟤는 많이 보내주는데 얘는 많이 안 보내준다. 추천 안 한다. 이렇게. 추천받
으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별로 안 보내니까 아깝다.
돈 안 보내주니까. 솔직히 안 보내면 좀 그렇긴 해요. 어쨌든, 소비자로서 돈을
냈는데, 뭐. 저는 소비자로서 돈을 냈으니까, 완전히 며칠씩 안 오고 이러면 좀
아까울 거 같은 생각이 들 거 같기는 해요. 저는 줄 세워서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지만, 줄 세워서, 며칠씩 안 오면, 생각을 안 하고 있나? 뭐 그런. 어쨌든 아이
돌들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그럼, 돈을 냈는데 안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심한 아티스트들이 있는 거 같기는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조건 없는 선택과 조건에 맞춘 선택이 혼재되면서 친밀감이 거래되고 있
다는 감각은 증폭된다. 팬심(fan心)은 다른 멤버를 구독하면서 비교되고 시
험되며, 예산에 맞춰 누군가를 선택하고 제외해야 한다는 감각이 이를 심화
시킨다. 더 나은 선택이 있으리라는 불안감과 동시에 ‘성의 있게(혹은 자주)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자신의 ‘최애’에 대한 불만이 가해진다. ‘가성비적 사
랑’은 가성비를 따지면서 점차 그 값을 잃고, 맹목적인 팬의 사랑조차도 저
울 위에 놓일 우려에 처한다. 친밀감의 구입은 따라서 구입하는 순간부터
친밀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문제가 생긴다.

2) 사랑인가 착취인가
구독자들은 종종 이러한 질문을 품는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구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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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해서 버블을 구독하는 것은 애정인가, 아니면 착취인가?
해당 아티스트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그 아티스트를 구독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구독을 하면 아티스트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아티스트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종의 친밀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
이 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버블을 인증한 할리우드 스타가 있을 정도로36),
버블은 팬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표식으로 의미화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팬이라면 구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조금의 수익을 빌미로 과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
은가? 버블을 구독함으로써 아티스트의 초과 노동을 승인하고 있는 것은 아
닌가? 그렇다면 이는 애정인가, 착취인가?
A-1: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팬들 사이에. 그래서 안 한다
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착취하는 거 같다. 안 해도 되는 건데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A-4: 예. 저는 그냥 이 버블 자체가 너무 착취인 거 같기는 한데, 뭐, 어떻게 해
요. 한다는데, 한다는데 기라도 살려 줘야지. (중략) 내가 아이돌의 초과노동을 착
취하는 기분? 그러니까 이 아이돌은 원래 노래하고 그러려고 데뷔했을 텐데, 이
런 거, 자기 사생활 노출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자기 업무시간이 9to6면 끝나야
지, 9to6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동하고 지속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거 아니에요.
버블 하면서.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거죠.
떡밥 좀 얻기 힘드니까. 자신의 이기심과 아이돌에 대한 측은지심이 이렇게 충돌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B-1: 팬들은 어쨌거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팬들은 어쨌든 4500
원씩 내고 그만한 서비스를, 그런데 내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4500원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내가 뭔가
과한 걸 요구하는 것 같은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내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36) 헐리우드 배우 크리스 레이놀즈는 트위터에서 2021년 5월 24일 그의 소속사
계정 Maximum Effort을 통해 스트레이키즈 버블을 구독하였음을 알렸다. 이는
스트레이키즈와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인증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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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은 팬들 사이에 버블이 노동인지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일부 팬들이 버블을 서비스하는 행위를 ‘윤리적 문제’로 인지하
고 있으며, 아티스트가 할 필요 없는 부가적 노동을 돈을 매개로 요구하는
것이 착취에 가깝다는 것이다.
A-4는 이에 더해 버블이 가지는 노동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짚었다. 버블
을 통해 ‘소통’을 판매하는 것은 아이돌이 원래 행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며,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해야 한다는 비윤리적인 부담이 있고, 정해진 시간 외
근무이므로 초과노동이면서 상시노동으로 노동권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
럼에도 A-4는 이것이 ‘떡밥’, 즉 팬 활동의 동력이 되는 정보의 제공처37)라
는 점에서 구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독을 유지하는 행위를 자신의
이기심으로, 아티스트의 노동에 대한 감정을 측은지심으로 표현하면서 버블
구독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냈다. 사랑이 이유가 되는 버블 구독에서, 이것
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는 일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불분명
해지기 때문이다.
B-1은 구독을 취소한 사례로,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이 언뜻 보기엔 돈을
낸 팬들의 소비자 권리처럼 보이더라도 4500원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
구한다는 말로 버블을 설명하였다. 즉 개인적인 메시지는 구입될 수 없는
것 혹은 구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되, 지불하는 순간 모종의 권리를 얻는
데서 충돌이 빚어진다. B-1은 이러한 모순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
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즉 메시지로 표현되는 소통 혹은 친밀감을 구입하
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판매된 ‘대화’조차 노동으로 감각되는 것이
다.
37) 버블에서 구현되는 관계가 아닌, 버블에서만 받아볼 수 있는 사진, 스케쥴, 음
성메시지 등이 버블을 구독하는 이유로 언급된다. 이런 콘텐츠들은 한편으로는
팬으로서 여전히 버블을 구독해야 할 이유가 된다. 버블을 구독하지 않으면 팬덤
내 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으며, 버블의 새 메시지가 팬덤의 새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즉 아이돌의 존재는 팬덤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콘텐츠에 가깝다. 마크
더핏(2006)이 셀러브리티의 별스러운 행동들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서 서로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에 대한 지
식은 일종의 사회적 화폐로 기능한다고 했던 지적에서 보듯, 버블은 이러한 사회
적 화폐를 벌어다주는 창구이며, 이것 없이는 팬덤 내 사회활동이 불가하다. 따
라서 버블은 팬덤 활동에 필요한 매개물을 지속적으로 공급, 팬덤을 돈독하게 하
는 정보의 제공처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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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선택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선
택이 뒤섞인다. 내가 하는 사랑이 가해인지에 대한 불안이 친밀감각을 지속
해서 방해한다. 사랑과 착취가 혼동되는 세계에서, 온전히 사랑만을 느끼기
는 쉽지 않다.

3) 정당화의 전략
버블을 사용하는 데 죄책감과 고민을 드러낸 연구참여자들도 있지만, 이
와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는 연구참여자도 있다. A-12는 버블 서비스의 구
독을 신문이나 넷플릭스 구독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제값을 지불
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비스를 구입한 것이
고, 이것은 구독 가능한 것이며 정당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는 것이다.
때로 구독자들은 ‘메시지로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저는 그
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A-10)’, 혹은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쁜 말을
하지 않으니까(A-2)’ 괜찮다는 말로 자신의 구독 행위를 정당화한다. 즉 버
블을 아티스트의 노동으로 만들거나,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팬 집단을
상정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버블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판매되는 소통이 문제라는 인식과 이것이 노동이
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나쁜 말’을 하는 구독자, 그리고 답장 기능을 이용
해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구독자를 소통을 불쾌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상정한
다. 그리고 자신은 이들과 다름을 강조하여, 팬-스타의 판매된 소통이 노동
이 아니라 건전하고 즐거운 대화일 수 있음을, 그리고 자신은 이를 누릴 적
법한 참여자임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A-17은 버블이 친밀함의 판매 방식일 뿐이며 아티스트에는 이것이 비즈
니스로 인지되리라 생각하면서도 답장을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버블이 아티스트로부터 메시지가 오지 않을 때, 그
래서 불만족스러울 때는 아티스트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느낀다. 따라
서 이 순간에 소비자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버블을 받아 이를 즐기는 동안에는 아티스트가 비즈니스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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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끼지 않는다. 메시지를 받는 동안에는 아티스트가 진정성을 갖고 대
화에 임하고 있다고 느끼며, 이것이 구입된 서비스이고 아티스트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찰에서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배제한다.
비비아나 젤라이저는 그의 책 『친밀성의 거래』에서 ‘가사는 사랑이다’라
는 말이 가사 또한 노동임을 은폐한다고 지적하였다(2009; 128). ‘소통은
(팬에 대한) 사랑이다’란 말 또한 그것이 가진 노동의 성질을 묵과한다. 그
것이 이미 거래되어 얻어진 것임이 은폐되는 것이다. 강은교(2020)는 “아이
돌 스타와 팬덤은 친밀성이 거래되고 있음을 서로 인지하지만, 아이돌과 팬
덤만이 공유하는 실재를 ‘진정한’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즉 팬덤이 아이
돌에게 느끼는 애정과 애착이 그저 금전을 매개로 한 ‘가짜’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느끼는 ‘진짜’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티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팬덤이 아이돌에 이것이 거래임을 ‘티내지 않을 것’을 요구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밀성을 판매하는 쪽만큼, 구입하는 쪽에서도 이것
이 거래임을 ‘티내지’ 않아야 한다. 즉, 구독자 또한 아티스트와 함께 은폐
에 공모할 때만 만족스럽게 친밀감을 얻어낼 수 있다.

3. 친밀성 구입행위의 친밀성
소통을 돈 주고 산다는 행위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구독료는 ‘팬’과 ‘일반인’을 가르고 차단하여 세워진 안전한 벽으로 이해되
어 오로지 팬과의 친밀한 감각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여겨지기도
하며, 스타에게 직접 송금할 수 있는 응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1) 요새로서의 구독료
버블이 유료 서비스라는 점은 안락함을 제공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유
료라는 점이 일종의 관문으로서, ‘팬 아닌 사람’을 거르는 장치가 되는 것이
다. 이를테면 A-19는 버블이 ‘돈을 내고 구독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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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는 사람들만’ 이 공간에 있으며, 그래서 팬과 가수 모두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본다. A-16 또한 ‘돈 내는 자기 팬들’이 보기에 ‘서슴없는’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 짐작한다.
A-19: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멤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팬들도 그렇게 생
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걸 돈을 내고 구독한다는 거는 정말 이 멤버를 좋
아하는 사람들만 이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팬들도 그렇고 가
수 본인도 그렇고 좀 더 편하게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A-16: 버블은 그래도 돈을 내고 하는 거다 보니까 돈 내는 자기 팬들이 볼 거라
고 생각을 하잖아요, 버블은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서슴없는 그런 게 느껴
져요.

A-14 또한 돈을 내는 팬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저희’만 보는 곳이
며, 그래서 풀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여긴다. ‘돈을 내면’ ‘팬’이라고 인지되
는 과정에 어떤 부자연스러움도 없다. 소비자와 팬이 동치되는 구조 속에
서, 구입된 공간은 팬이 아닌 외부자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인지된다. 이
를테면 그에게 돈을 내지 않는 트위터의 다른 사람들은 잠재적 위협의 대
상, 안락함의 위험 요소로 여겨진다.
A-14: 그쵸, 다르죠.. 약간 뭐지. 버블은 [아]가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카톡처럼, 저
희랑 아예 소통을 하는 느낌이고, 트위터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저희
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좀 딱딱한 게 있기는 있죠. 트위터는. 그러
니까 버블은 저희만 보는 그런 곳이니까. 돈을 안 내면 못 보는 곳이니까. 좀 더
개방적으로 되나 난 좀 더 풀어졌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A-14는 이어서, 팬들이 모여있기에 팬의 감정을 더 잘 나눌 수 있는 공
간으로 버블을 이해한다. 아티스트가 음악방송에서 1등을 했을 때, 그 자체
로도 감격스럽지만 버블로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면 더 벅차다고 한다. 동
일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이 감정을 더 극
대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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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그쵸. 근데 이 감격스러웠는데 그때 버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더 감
격스러웠죠.. 원래 평소에는 그렇구나 했을 텐데 이렇게 감격스러웠다가 버블로
이렇게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와준 거니까 그게 좀 더 벅찼던 것 같아요.
연구자: 약간 감정을 나누는 느낌이어서요?
A-14: 그쵸. 왜냐면은 공식 트위터나 카페 같은 데는 여러 팬들이 보는 건데 버
블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팬과 스타가 편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도 있지만, 아티
스트를 공격할 수도 있는 외부자를 배제하는 보호막이기도 하다. 돈을 내지
않는, 그래서 버블이 아닌 외부에 노출된 상태는 아티스트가 다칠까 싶은
불안과 걱정을 만든다. 팬들에게 팬덤 외 대중, 혹은 일반인이 섞여있는 불
순한 공간은 아티스트에게는 위험한, 날것에 노출된 공간으로 이해되는 것
이다.
A-4: 일단 결제를 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문턱이 저는 그것도 있어요. 약간
얘가 만약에 너무 오픈된 데 있으면 그러니까 뭐 욕하고 싶어서 돈 내고 결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한번 걸러지는 거잖아요. 보호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얘가 좋은 말만 듣고 봤으면 좋겠
는데 일단 이렇게 한 번 걸러진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얘도 말을 좀 더 편하
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얘가 이상한 말을 어디서 이렇게 막 막 날것의 말
을 듣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런 거.

A-4가 지적했듯, 버블은 외부의 ‘날것의 말’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둥지로
기능하게 된다. 스타는 이 공간을 편안하게 여긴다. 혹은 편안해하는 모습
을 연출한다. 그리고 팬은 이로부터 편안함을, ‘보호’를 구입했다는 감각을,
혹은 스타가 자신과 만나는 공간에서 편안해한다는 감각을 즐길 수 있게 된
다. 돈을 내지 않아서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없는 공격적인 외부자의 존재는
역으로 이 공간이 얼마나 안전한지 부각하며, 스타가 자신을 안전한 공간으
로 인지한다는 데에서는 팬덤에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버블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SNS에 공유하는 “유출” 행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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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호를 해친다는 의미에서 금지된다. 왜 유출이 문제인가? 이는 기
본적으로는 버블을 제공하는 회사가 금지하는 것38)이며, 한편으로는 ‘돈을
안 낸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돈을 낸 의미가 없다’는 소비자 감각이다. 그
러나 이것이 유출에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유출을 반대하
는 이유는 차라리 친밀 공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분노에 가깝
다.
A-3: 버블은 원칙적으로는 이걸 유출을 하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사적으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생
각하는 건데, 멤버들이 버블로 뭔가를 보낼 때 보면 확실히 뭔가 인스타나 아니
면 브이앱이나 그런 다른 공개적인 공간에서 말을 할 때와 비교해서, 조금 더 약
간 뭔가 나와, 내 버블을 보기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편한 말
을 하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이랑.
A-8: 이게 유출이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이 좀 지켜져야지 거기서
좀 비밀스러운 얘기도 해주고 할 텐데.

A-3와 A-8은 ‘유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블을 사적으로 편하게, 혹은
비밀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지한다. 즉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흐려놓는 유출을, 버블이라는 비밀공간을 파괴하는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버블을 아티스트와 팬덤이 공유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
으로 인지하고, 유출은 이것의 경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인지되기에 금지되
는 것이다.

38) 버블 사업자는 유출과 관련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일부 사용자에게 보내기도 하며, 추가로 스크린캡처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캡처한 사용자의 계정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다만 일부
구독자와 아티스트는 캡처와 공유가 구독자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이돌 그룹 SF9의 인성은 버블에서 “버블 캡쳐..되게 해
주세요.. 운영진분들.. 제가 어떻게 구독자분들을 모았는데... 되게해주잉ᅮᅲ 인
성버블은 유출 권장 서비스입니다 1인 시위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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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버블 유출에 대한 이해

[그림 10]39)에서 버블 유출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
다. 버블이 비밀공간이고, 이것이 유출되면 스타가 더는 버블에서 비밀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출을 금지하는 것은 버블
사업자가 세워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간을 비밀스러운 팬
-스타의 공간으로 결속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렇기에 ‘버블 유출이 불법’임은
유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유출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한 도구
로 쓰인다.
짐멜은 비밀이 사회적 환경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 말했다. 비밀은 외부자를 강력히 배제하여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소유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즉 비밀의 소유는, “단순히 그것을 갖고 있다
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식에 의해
서” 의미를 생성한다. 비밀은 “강력한 관계”를, “질투심”을, “예외적인 지위
(2005: 243)”를 만드는 것이다. ‘비밀공간’은 따라서 강력한 유대와 의미를
구독자와 아티스트 사이에 형성해낼 수 있다.
일부 연구참여자의 경우 오히려 유출을 통해 팬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재미있으며
팬을 얼마나 챙기는지를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팬이 되는 경로로 유출을 이
해하는 것이다. 즉 ‘유출’을 팬덤을 확장시킬 기회로 이해할 때, 이는 허용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된다.

39) https://twitter.com/Jihyo_212/status/1345632515675934722 (2021. 08.
04.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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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약간 유출이라고 생각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나쁜
거면은 사람들이 다 안 하는데, 이걸로 더 많은 팬들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본
그룹도 있고 구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독을 한 사람들도 있으
니까, 이걸 통해서, 유출을 통해서. 원래 처음에는 사람들이 유출을 하지 말자라
는 생각이 많았는데. 애들이 재밌게 하고, 그냥 다른 판 친구들이 이걸 보고서 하
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그런 생각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듯 이 공간을 팬덤이 아티스트와 맺는 어떤 비밀스럽고도 친밀한 집
단의 공간으로 이해하면서 맺어지는 친밀한 감각이 존재하며, 이를 수호하
기 위해서 유출 금지의 규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구입된 공
간은 다른 적대적 존재를 차단하고 구입할 만큼의 관심을 가진, 즉 팬들만
이 스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구독자에게 감각된다.

2) 응원을 송금하기
한편 돈을 낸다는 점은 한편으로 구독을 취소하도록 유인하고, 가성비’를
계속 명령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후원한다는
의미에서 구독을 유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하다. 그렇기에 만일 버블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돈을 내는 행위 자체는 팬이 스타에게 보
내는 가장 기초적인 응원 메시지로서 기능하게 된다.
A-16: 네. 근데 약간. [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
서 그런지 약간 계속 구독 취소는 못하겠더라고요.
A-15: 버블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1]처럼
개인권이 있는 경우에는 4500원이 전부 다 이 멤버한테 수익으로 들어가진 않겠
지만 뭐랄까. 딱 이 멤버한테 고정해서 뭔가 돈을 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데 그런 점 때문에라도 아마 뭐 하면 계속 버블 조금 덜 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서 이야기한 내용을 똑같이 얘기를 해도 계속 구독을 할 거 같아요.
A-13: 사실 딴 데서 보는 사진도 당연히 괜찮고, 사실 버블 안 해도 별 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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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긴 한데 그냥 이 버블이 수수료 같은 거 없이 그 수익이 정말 아티스트한테 돌
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앨
범 같은 거 사면 앨범 제작사 작곡가 아티스트한테도 돌아가지만 회사한테 돌아
가는 돈도 크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온전히 아티스트한테 돌아간 돈이라고 생각
을 하니까 별로 아깝지가 않아서.

이를테면 A-16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메시지 방식이 불만족스럽다
고 토로하면서도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차마 ‘구독취소’는
못하겠다고 말한다. 버블에서 받는 사진이 다른 곳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구
독을 유지할 것인가? 인터뷰 중 A-13과 A-15에게 묻자, 둘은 유사한 답을
내놓았다. A-13은 버블이 덜 오고, 아티스트의 다른 공개 SNS에 똑같이
온다고 해도 계속 구독을 할 것이라 말했다. 버블이 ‘그 멤버에게 돈을 준
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A-15 또한 A-13과 비슷한 대답을 하였다. 자
신이 내는 돈이 수수료 없이 아티스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구독의 이유라
는 것이다. 버블에서 서비스가 아무리 불만족스럽고, 결국 메시지도 오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도 자신이 내는 구독료가 아티스트에게 돌아간다는 것만
으로도 버블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A-4: 사실 제가 계속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버블이 그거래요, 개인별로 계약해서,
1위 멤버 있고, 꼴찌 멤버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애가 꼴찌하면 마음
이 너무 아플 거 같아가지고.

A-4는 이에 덧붙여 아이돌 그룹 내에서 버블 구독 순서로 줄세우기를 한
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꼴찌를 한다면 자신이 속
상할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별로 오지 않아도 구독 취소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지지행위로 구독을 유지하는 것이
다.
즉,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데 실패하고, 설사 어떤 메시지
도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지지행위로서의 구독하기’만은 남는다. 버
블은 흔히 아이돌과의 친밀감에 대한 환상을 판매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렇다면 판매된 친밀감은 어떻게 친밀감으로 구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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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성을 구입하

는 행위는 금액을 지불하고 판매되는 친밀감(대화의 기회)을 얻는 방식으로
도 존재하나, 동시에 친밀함을 위협하는 외부자를 걸러내어 친밀한 공간을
형성하거나, 구입행위 자체가 친밀함의 표현으로 기능하면서 친밀감을 만들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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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차단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살아남았다. 부부도, 가족도 ‘떨어질 수 없는 누군가’라는 의미의
bubble40)로 남았다. 그 외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가깝지만 비공식적인 사
이들은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이런 사이 중 하나는
팬과 스타의 관계였다. 공연도, 팬미팅도, 팬 사인회도 모두 ‘필수적인 만남’
이 아니기에 취소되었다. 중요하지 않은 관계로 이름 붙여진 곳, 그래서 만
남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예산업은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그 차
단된 사이에 bubble이 만들어졌다.
앨범이든 인기든, 친밀감의 거래에 돈 대신 매개되었던 것들이 버블에서
는 사라졌다.41) 살(育)이 마주하는 만남은 모두 탈락되었다. 선택받은 일부
만 가능하던 대화도 탈락되었다. 다만 버블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4500
원에 일방적인 대화를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나와 스타의 채팅방에서 버
블 구독자는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
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메시지에 개인적인 답장을 할 수 있
지만, 상대가 이를 읽거나 이에 답장해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고 있다.
친밀성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요소를 다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그리
고 의사소통에서도 가능한 모든 요소를 다 제외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여기서 산업은, 그리고 코로나-19의 사회는 관계와 메시지 간의 매끄러운

40)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처럼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소규모 그룹’
41) 아이돌 컴백 후 진행되는 팬사인회는, 앨범당 부여되는 팬사인회 응모권을 가
지고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앨범을 사는지에 따라 팬사인회에
갈 수 있는지 아닌 지가 판가름 난다. 즉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 ‘앨범’을 구입
하고, 이는 아이돌의 인기로 가늠되면서 동시에 아이돌 또한 인기를 얻기 위해
친밀한 모습을 더 보이도록 노력하게 된다. “‘팬싸’ 가려고 똑같은 CD 200
장 구입? 실화에요”, 노컷뉴스, 2019.4.8.
https://www.nocutnews.co.kr/news/5131126 (2021.6.2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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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을 주장한다. 인간이 느끼는 친밀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종의 관계를
상정한 대화에서 비롯되고, 대화는 디지털화 가능한 텍스트이고, 그래서 친
밀한 느낌을 주는 디지털 텍스트들이 복제되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그 친
밀감각을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복제된 관계의 구독이
기존 상호작용이 만들었던 만큼의 관계감각과 친밀함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게 한다.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은 계속해서 깨진다. 스타가 개인적인 느낌의 메
시지를 1:1의 대화창에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
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전달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스타
의 사소하고 개인적인 정보나 성격은 알고 싶은 것이되 동시에 나의 환상이
유지될 정도로만 진정성 있는 것이어야 해서, 스타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깨
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구독자의 환상을 배격하게 되어 거부될 수 있다. 대
화의 감각을 살리는 호응이나 호명도, 내가 나로서 드러날 만큼 호출해주되
그렇다고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이 드러날 만큼 사적이어서도 안 된
다. 즉 대화한다는 환상을 유지할 만큼은 진짜처럼 보이되, 스타와의 환상
을 부술 만큼 진정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구현된 버블의 대화에서는, ‘너와 나’가 대화한다는 감각은
유지하되 그것은 간접적이고도 이상화된, 그래서 안전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일대일 관계의 판타지가 성립된다. 버블에서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으로
소통의 형식을 띠지만, 동시에 나는 팬 집단 중 일부이며 당신은 익명화된
나를 알아볼 수 없는 대상체이다. 응답이 불가능한 상태로, ‘던지고 던지기
만 하는’ 일방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버블이 아니라면 도저히 내가 당신과 맺을 수 없는 관계이기에, 구
독자들은 이것이 내가 맺을 수 있는 당신과의 최선의 관계임을 알고 있으
며, 따라서 오히려 편안한 어떤 것으로 지각되기도 한다. 즉 버블에서의 관
계가 그들에게 주어진 최선의 관계이자 최대의 관계인 것이다. 팬과 스타는
버블 내에서만 친해지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관계는 유사-초점화된 상호
작용에서 구현하는 ‘편한 관계’, 즉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도 팬의 가면
을 쓰고 친밀할 수 있는, 속의 고민을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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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걸어주는 관계, 편리하고 안전한 관계에서 가능해진
다.
이러한 친밀환상은 여러 방식을 통해 작동한다. 구독자들은 실재와 뒤섞
인 환상을 환상으로 인지하되 자신의 감각을 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환상을 사실화하여 부재하는 친밀감각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환상에 적응
한다.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사적인 정보들은 아티스트
와 구독자가 친한 사이라는 감각을 주며, 아티스트를 자신의 인간관계로 편
입시킬 정도로 확장되기도 한다. 한편 독점적이고도 애정 어린 메시지는 연
애를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구독자에게 대안연애의 환상을
부여한다.
이러한 친밀감각은 구매되는 것인데, 구매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도 한다. 독점적 관계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독점적 감각을 주지만 동
시에 편리하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독점적 관계를 구독하는 것은 관계
의 시간성까지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친밀감각이 구입되지만, 이것이 구입
된 감정노동이라는 점에서 구독자는 구독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으로 구독료는 팬이 스타에게 보내는 응원이나 외부와 내집단을 분리하는
안전망으로 인지되어 구독행위 자체도 친밀감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한
다.
지금까지 서술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독특한 방식의 디지털
상호작용 양상에 대해 탐색하였다. 친밀한 메시지를 복제하여 일대일 채팅
방에 전송하는 것은, 다른 상호작용 방식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다르다.
SNS처럼 집단을 상정하는 관계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42)이나 AI 스피커
처럼 비인간과 갖는 관계에 대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방식의 메시지를 사
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상호작용과
는 구분되는 독특한 대화 양상, 친밀감 획득 방식, 친밀감을 목표로 하지
42) 이를테면 일본에서 유행했던 코나미사의 <러브플러스(Love Plus)>는 가상의
애인과 추억을 쌓아나가는 증강현실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플레이어
들이 현실에서 가상 애인과 여행을 다니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 독특한 플레이 문
화를 보여 화제가 됐다(강신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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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사용 전략 등을 다루면서,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이 가지는 여러 양
상을 살펴보았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나마 친밀성의 환상이 교섭되는 과정에 대해
다뤘다. 버블에서 유사-초점화된 상호작용이 친밀감을 자아내는 데 성공하
는 것은 부분적으로 팬이 스타에 가지는 환상, 그리고 버블이라는 상호작용
이 구현하는 가상적 관계에 내재한 환상에 의존한다. 이러한 환상이 그러나
버블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버블과 현실이 다른 점은 환상이 존재한
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지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자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친밀환상은 버블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
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덧붙여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과 친밀환
상이 팬덤을 통해서 여성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젠
더, 상호작용, 친밀감의 관계를 살피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셋째, 본 연구는 그간 학계에서 노동자의 감정노동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
로 소홀했던 감정노동의 소비를 다루었다. 감정노동에 대해 처음 문제제기
를 한 혹실드(2009)에 이어 폰섹스 산업에서 판매되는 환상을 다룬 플라워
즈(1998), 직장 내 감정 규제를 다룬 Grandey(2000) 등 감정노동은 노동자
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었다. 국내에서도 간호사, 태권도 사범, 뷰티
산업 종사자 등 여러 직군의 감정노동에 대해서 다뤘다(김숙영 외, 2021;
석류 ‧ 곽정현, 2021; 김정하 ‧ 김경희, 2020). 그러나 감정노동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그 연구가 많지 않다. 연예인의 감정
노동에 팬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적 서술이나(원용진 ‧ 김지만,
2012; 김수아, 2020),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감정노동 소비자에 관한 연구
(박현아, 2015)가 일부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
노동의 소비자가 행하는 감정관리, 감정규범에 대한 대응전략 및 감정노동
소비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 등을 다각적으로 다루면서, 감정노동의 수용
이 포장된 감정에 대한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여러 전략과 성찰의 복합물임
을 짚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충분한 논의로 이끌어가지 못한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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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버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대 연구참여자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10대가 가지는 정동, 환경, 기술 친화성, 연애
규범 등 문화적 차이가 성인 팬덤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부분을 살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 의도한 바는 아니었
으나, 표집에 있어 성별을 제한하지 않은 결과 연구참여자의 성별이 모두
여성이었다. 이는 한국 아이돌 팬덤이 가지는 특성에 근거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인터뷰가 미진하였다. 특히
젠더가 팬덤에 가지는 친밀성의 의미를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은 아쉬
운 점이다. 그 외에도 버블이 가진 폐쇄적인 상호작용의 특징상 내부의 대
화를 살피지 못한 채 인터뷰로만 연구를 진행한 것도 연구를 다소 미흡하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인간은 무엇에서 친밀을 느끼는가, 그리고 무엇이 결여되어있
더라도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팬덤 내에서도 일부만이 사용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살펴보았기 때문
에, 충분한 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디지털 기술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의 친밀감을 탐구한 부분은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친밀감에 사람들이 전제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결여되었을 때의 대응 방식들은 버블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또한 적용할 수 있기에, 사례연구를 넘
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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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si-focused Interaction and
the Meaning of Intimacy in Online Space
-Focusing on the Fan-platform ‘Bubble’ Users-

이나은(Naeun Lee)
The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not about the fan-platform 'Bubble'. However, it is
about what intimacy can consist of when either the actual relationship
or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eliminated. Bubble is a
unique service that allows users to receive private messages from
subscribed K-pop idols in 1:1 chat rooms and send messages to them,
but allows subscribers to form conversations without being able to read
messages from other subscribers. This study examined how this type of
interaction is possible, how intimacy fantasy works, and what the
subscribtion of intimacy means. This aims to reflect on the possibility
of quasi-focused interaction and the problem of everyday interaction
and to look at the meaning of the intimacy it gives.
Following Thompson's discussion that ‘new media will be a trigger
for new interactions,’ this study borrowed Goffman's theory to discuss
the new interaction methods triggered by new media and to explore the
intimacy implemented by that new interaction through Hochschi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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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logy of emotions. Goffman distinguished 'unfocused interaction'
from 'focused interaction', but the Bubble's interaction does not apply to
both. Therefore, in this study 'quasi-focused interaction' is coined as
'interaction that pretends that such a relationship or space exists in the
absence of a relationship or face-to-face space', and eto explore the
emotional

management

required

by

borrowing

the

discussion

of

Hochschild. This study can be seen as a qualitative case study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empirical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22 people.
Chapter

2

examines

the

possibility

of

quasi-focused

interaction

attempted by both ‘ARTISTS’ and subscribers, and the relationships that
are incarnated. By examining the subject of 'conversation' in Bubble, the
flow of messages that makes them look like 'conversation', and the way
of calling, I explored that how quasi-focused interaction can succeed
and is prone to failure. Through this, I pointed out the features of
fantasy,

one-sidedness,

and

convenience

that

show

the

intimate

the

realized

relationship.
In

Chapter

3,

I

explored

that

how

fantasy

of

quasi-focused interaction works. First of all, I examined how intimacy
is realized while fantasy and reality are mixed. And I saw how the
private information of the message creates an intimate fantasy that
seem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network, and how relationships that
were considered impossible in real life are implemented as alternative
romantic relationship fantasy through quasi-focused interaction.
In Chapter 4, I looked at how feelings affected by the transaction
which is concealed and revealed while emotions are traded. First, I
pointed out how the purchase of exclusive relationships is possible and
what kind of intimacy is constructed when this is in a form of
subscription. In addition, I looked at the emotions that a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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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recognizing that emotions are traded, and the intimacy that the
emotion-purchasinf behavior makes.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process of virtual interaction dissecting
relationships. What can be virtually manipulated for interaction, and
what

can

replace

the

interaction?

So

what

does

the

virtually

implemented interaction mean, and what relationships have lacked so
far? Is it possible to buy a relationship? If possible, is the purchased
intimacy identical to the existing intimacy? Answering these questions, I
question how face-to-face interaction works and how intimacy is
constructed.

keywords : quasi-focused interaction, interaction, ‘Bubble’, fandom,
intimacy, sociology of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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