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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며 단

순한 시청자를 넘어 ‘랜선집사’가 된 한국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새

로운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온라인 현장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청년 

랜선집사들이 동물 콘텐츠를 팔로우하여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댓글을 

남기며, 굿즈를 구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동적 실천(affective 

practice)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지속적인 시청은 자신이 좋

아하는 동물이 살고있는 환경과 콘텐츠의 윤리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

졌으며, 동물과의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교류 없이도 인간과 비인간 동물 

관계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청년들이‘공존을 통한 생존주의’세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주

장한다.

청년 랜선집사들은 21세기 한국의 치열한 경쟁과 불안정한 고용, 계

속해서 안정이 유예되는 삶 속에서 동물 콘텐츠 시청을 통해 일시적인 

위안을 얻는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동물의 귀여움만을 보기 위해 콘

텐츠를 ‘소비’한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에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남긴 트라우마와 콘텐츠 제작자의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건은 랜선집사들의 일상적인 시청이 언제나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수많은 동물 채널과 계정이 생성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랜선집사들은 스스

로 ‘진정한 랜선집사’가 갖춰야 할 조건과 윤리적인 콘텐츠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랜선집사들은 똑같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여움만을 소비한다고 여겨지는 시청과 진정한 랜선집사의 시청을 구분한

다. 영상 속 동물의 신체적인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동물과 보호자

가 진심으로 교감한다고 느껴지는 영상을 보려하고, 친족 용어를 사용해 

그들의 가상적인 관계를 설명하여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다. 또한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진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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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는 돈을 ‘용돈’으로 표현하여 동물을 위한 돈임을 강조한다. 후

원을 하면서도 동물의 반응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 역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오지랖이라며 비난을 받더라

도 이 청년 랜선집사들은 동물 학대의 의혹이 생기는 콘텐츠를 적극적으

로 검열한다.

청년 랜선집사들은 온라인에서 분절된 개인으로만 동물 콘텐츠를 시

청하고 있지 않다. 콘텐츠를 시청하며 정동된(affected) 랜선집사들은 동

물과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머무르는 곳

을 동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품종 동물이 등장하

거나 수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듯한 채널에 의혹을 제기하고, 기부

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시청한다. 또한 동물 학대 사건을 주기적으로 언

급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랜선집사들의 이런 다양한 실천은 동물과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상

황에서도 랜선집사들의 ‘동물-되기’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들뢰즈가 

제시한‘되기(becoming)’개념은 다른 신체와 만남을 조직하여 새롭게 

신체를 구성하는 방식인데, 청년 랜선집사들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인

간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동물과 공존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시청자(소비자)와 영상 속 동물이라는 분

리된 관계와 도식에서 벗어나, 반려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별적 동물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동물의 반응을 해석하고, 반려

인과 맺는 관계의 진실성을 파악하려 한다. 이질적인 존재와 소통해 보

고, 이들의 입장이 되어 보려는 랜선집사들의 노력은 공존하는 존재로서 

인간-동물의 이분법을 허물어 보는 기회를 준다. 청년 랜선집사들의 실

천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물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연결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상적이고 가상적인 연결을 기반으로 한 랜선집사와 동물의 관계는 

점점 더 많은 종의 동물을 아우르는 한국의 동물 보호 운동, 비거니즘 

운동과 더불어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청년 ‘랜선집사’라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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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희망을 보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를 기반

으로 여태까지 조명받지 않은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한국의 인간-동물 관

계 연구가 더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요어 : 랜선집사, 동물 콘텐츠, 청년, 정동, 인간-비인간 동물 관계,

동물-되기

학  번 : 2018-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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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고양이를 주웠습니다.” 카카오의 대표 마스코트 라이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그림Ⅰ-1]. 

[그림Ⅰ-1]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공식 계정(@ryan.seoul.icon) 2020.07.21. 게시물

누군가 고구마 박스에 넣어서 버린 고양이를 상자째로 데려온 라이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집사1)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사료는 먹지 

않는데 고구마는 좋아한다는 내용, 고양이와 함께 하게 된 덕분에 즐거

워졌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라이언집사되다, #길냥이, #냥줍 등의 해시

태그2)와 함께 라이언의 피드를 채우기 시작했다. 점점 라이언의 새로운 

고양이를 인식하면서 팔로워들이 늘어났고, 라이언은 자신의 계정을 구

독하는 랜선집사들에게 고양이의 이름을 정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렇

게 라이언의 반려묘이자 팔로워들의 랜선고양이 ‘춘식이’가 탄생했다.

1) 본래는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한국에서 반려묘는 주인이 모시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려
묘와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를 부르는 용어가 되었다.
2) 특정 핵심어 앞에 ‘#’ 기호를 붙여 써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메타데이터 태
그의 한 형태. 이 태그가 붙은 단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검색
할 수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 “해시태그” (2021.1.2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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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고양이가 아니고 카카오 프렌즈3)에 새로 등장한 반려묘 캐릭터지

만, 춘식이라는 캐릭터의 탄생은 최근 한국의 인간-동물 관계 맺기의 새

로운 방식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왜 이미 ‘네오’

라는 고양이 캐릭터가 존재했음에도 카카오는 라이언이 주워온 고양이라

는 설정의 춘식이를 또 출시한 것일까? 사람들은 왜 춘식이에 이렇게 열

광하고 있는가4)? 춘식이의 외모가 귀엽다는 것도 한몫 하겠지만, 그의 

인기는 한국 청년들의 새로운 인간-동물 관계 맺기 방식의 한 단면을 보

여주고 있다. 춘식이의 보호자이자 집사는 라이언이지만, 춘식이의 이름

을 팬들이 정하고, 라이언의 집사 일기를 통해 춘식이와 유대 관계를 이

미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카카오 캐릭터의 팬들이 ‘랜선집사’로 스스

로를 부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카카오는 춘식이의 이

모티콘을 출시했을 때 “온지구 랜선집사 모여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랜선집사’와 ‘랜선 반려동물’

의 관계는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 

맺기 방식 중 하나이다. 

 현대 한국, 특히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 

아주 제한되고 선별된 종의 비인간 동물5)들과 마주하고 교류하지만, 온

3) 카카오 프렌즈는 대한민국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에서 2012년 만들기 시
작한 대표 캐릭터들로 카카오톡의 마스코트이다. 2012년 네오, 제이지, 어피치,
프로도, 튜브, 무지, 콘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2016년 갈기가 없는 사자 캐릭
터 ‘라이언’이 추가되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캐릭터
산업백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캐릭터 호감도’ 조사에서 카카오 프렌즈는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라이언의 인기
가 어마어마했는데, 2019년에는 잡지 에스콰이어 한국판의 표지 모델로 등극할
정도였다.
4) 춘식이가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은 100만 조회수가 넘어가며, 롯데카드가 출
시한 춘식이가 그러진 ‘춘식이 카드’는 한 달 만에 3만장이 넘게 개설되었는데,
카드를 만든이들 중 70% 이상이 20~30세이다.
5)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인간’의 1번 뜻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표준국어대사전, 2022.1.28. 검색)”
로 인간 역시 동물에 속하기에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비인간 동물’이라고 부르
는 것이 옳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동물’이라는 단어를 훨씬 빈번하게 사
용하고 있고, 표준국어대사전 ‘동물’의 2번 뜻에는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
승, 물짐승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2022.1.28. 검색)”이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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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동물과의 만남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인간 사회의 

많은 부분은 비인간동물과의 상호작용, 또는 동물과 관련있는 다른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화(드멜로, 2018: 15)되고 있다는 드멜로의 

설명처럼, 최근 한국에서는 온라인에서 동물 콘텐츠를 구독하여 타인과 

공존하고 있는 동물들을 보는 일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더라도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등장한 춘식이의 폭발적인 인기는 현재 온라인에서 타인의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기에 가능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물 콘텐츠와, 단순한 시청자

를 넘어 ‘랜선집사’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한국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인류학 연구이다. 이 청년들은 21세기 한국

의 치열한 삶 속에서 단순히 일시적인 위안을 얻고 대리만족을 하기 위

해서만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의 지속적인 시청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이 살고있는 환경 및 콘텐츠의 윤리성에 대한 고민

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실천들을 만들어내고, 동물과의 직접

적인 교류 없이도 인간과 비인간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기준

을 만들어 가는데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청년들이‘공존

을 통한 생존주의’세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청년 랜선집사들은 1990년대 애완동물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면서도 동물권 운동이 시작된 과도기에 유년기를 보내고,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변화만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개나 고양이

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의 비율은 높지 않았고 명칭 또한 도구적 의미

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애완(愛玩)동물’이었다6). 하지만 2006년부

미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비인간 동물’을 ‘동물’로 축약하여 주로 사용하였다.
6)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안되었다(두산백과,
‘반려동물’, 2019.10.29. 검색), 한국의 경우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은 2012년 이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표현된 기사가 2083건,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한 기사가 1985건으로 애완동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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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벗이라는 의미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반려(伴侶)동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 현재, 해당 용어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

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일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며, 고

양이 주인들의 경우 스스로를 ‘주인’이나 ‘부모’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 ‘집사’나 ‘캔 따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까지 한다.

 반려동물 뿐 아니라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른 동물에 대한 대우 역

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박멸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길고양이에 대한 대

우가 대표적이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식량을 약탈해가는 쥐들로 인해 

전국적으로 ‘쥐잡기 운동’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쥐를 없어지게 할 

고양이가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더 이상 

쥐가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지 않자 정부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동물권 운동

가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도시의 동물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

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길고양이를 죽이는 대신, 중성화 수술(TNR: 

trap-neuter-return)을 진행한 후 다시 풀어줌으로써 개체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런 변화를 시작으로 길고양이는 점점 공존의 대상이 되어갔다. 정보

제공자 클레어와 은아는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들에 돈을 기부하거나, 고

양이 구조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다. 연구자가 대학의 고양이 돌봄 동아

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클레어는 기억을 더듬어 2016년에 시작된 

국민대의 동아리 ‘국민대고양이추어오’가 이 모든 고양이 동아리들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례Ⅰ-1]

어느 날 갑자기 국민대 고양이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많아지기 시작했지. 우

리 대학교 길고양이 아팠을 때 나도 병원비 같이 낸 적 있었고. (클레어, 26

세, 여)

고 표현한 기사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표현한
기사가 1907건, 반려동물로 표현한 기사가 1만 2401건으로 차이가 급격하게 벌
어졌다. (인천투데이, 김강현, 2019.2.1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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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에서 고양이 TNR을 목적으로 동아리가 만들어진 시기는 2015년

으로, 부경대의 동물사랑 동아리였다. 이들은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아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적

을 가지고 길고양이 TNR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단순

히 TNR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에 ‘야옹이 쉼터’를 만들어 

고양이들이 쉴 수 있고, 언제든 포획하여 TNR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

기 시작하더니7), 2017년에는 전국 30개 대학에 ‘고양이 돌봄 동아리’

가 생겨났다8).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시행과 더불어 대학 내 길고양

이 돌봄 동아리들은 어떻게 고양이들과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길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의 SNS(Social Network 

Service)9) 계정을 만들어 고양이를 홍보하는 등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

력한 결과 몇 년 사이에 캠퍼스 안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

들의 반응이 완벽하게 달라졌다. 

 변화는 오프라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14년 월드 와이드 웹의 하

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고안한 팀 버너스리에게 Reddit의 사용자가 그가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 그가 예상치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그는 한 단어, “Kittens(새끼 고양이)”라고 응답했다10). 

한국의 온라인 역시 고양이로 넘쳐나고 있다. 2017년, 트위터에서 ‘나

7) 『국제신문』, “길고양이 편히 쉬라고…민·관·학 손잡고 '야옹이 쉼터'”(김민
주), 2016. 03. 04일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305.
22006205141
8) 『한겨레』, ““캠퍼스 길냥이와 함께 살길 찾아요”(고한솔), 2017.4.2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8965.html#csidx5c78288ab
a8f6578669d1bd8437dbcb
9)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

이나 누리집 따위를 관리하는 서비스. [네이버 국어사전], “SNS” (2021.1.25. 접

속)
10)Berners-Lee, Tim, Interview. AMA [Ask Me Anything]. Reddit, 2014.3.12.
일자.
https://www.reddit.com/r/IAmA/comments/2091d4/i_am_tim_bernerslee_i_inven
ted_the_www_25_years/ (2021.7.8. 접속)

https://www.reddit.com/r/IAmA/comments/2091d4/i_am_tim_bernerslee_i_invented_the_www_25_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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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양이 없어’라는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림Ⅰ-2]. 

[그림Ⅰ-2] ‘나만 고양이 없어’밈의 유래가 된 사진

트위터에서는 특정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해시

태그를 쓰고 자신의 생각을 업로드하는데, 2017년에 해시태그 ‘#이유없

이_타임라인을_저격해보자’에 한 트위터리안이 [그림Ⅰ-2]와 같은 사진

을 올렸고, 이것이 반려묘가 없는 이들의 공감과 인기를 얻으면서 ‘나

만 고양이 없어’가 된 것이다. 해당 문구가 일종의 밈11)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서서히 온라인에서 반려묘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부러움이 생기

고, 타인의 동물 사진이나 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

작했기 때문이다. 해당 밈이 처음 등장한 트위터에서는 개인이 가진 다

11)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문화가 전파되는 최소 단위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전파는 모방을 통해 뇌에
서 뇌로 전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최소 단위의 이름을 ‘모방된 것’을 뜻하는 그
리스어 미메네(mimene)에서 찾아 밈이라고 지으면서 ‘밈’이라는 개념이 탄생하
게 되었다. 도킨스에 의하면 밈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복제될 방법을 찾는 문화
적 단위인데, 대표적으로 슬로건, 캐치 프레이즈, 유행곡, 패션 등이 있으며 이
는 모두 모방과 복제를 통해 지속되는 것들이다(Wiggins, 2019: 2). 이 개념은
많은 이론가들에게 비판되기도 하지만, 밈 이론가들이 만들어질만큼 영향력 있
는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킨스 스스로 “인터넷 밈은 기존 용어를 장악해버
렸다(Wiggins, 2019: 8에서 재인용).” 이야기했을만큼, 이제 ‘밈’은 도킨스가 창
조한 의미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강재신, 2020: 26)으로 디지털 문화의 담론적인 단위이며, 같은 사회적 맥
락과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담지하고 있는 것
(Wiggins, 2019: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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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질들에 대한 자랑보다는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2017년 한 트위터리안이 자신의 

학벌을 과시하며 다른 트위터리안들을 무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고양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고작 학벌을 자랑하

냐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림Ⅰ-3]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트위터에

서 승자는 고양이가 있는 사람뿐”12)인 것이다.

[그림Ⅰ-3] 경향신문 “나, 서울대생!” 기사 일부분

 이런 온·오프라인에서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이 가지는 위상의 변화와 

비인간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동물 콘텐츠를 구독하고 시청하여 특정 

동물의 성장과 안위에 관심을 가지는 ‘랜선집사’라는 주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인간-동물 관계 변화, 특히 청년

들이 동물과 맺고 있는 관계와 변화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동

물 콘텐츠의 인기와, 청년 랜선집사들의 실천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

가 제기하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한국 사회에서 2-30대 청년들에게 동물 콘텐츠 시청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이며, 이들은 왜 시청하는 것일까?

 둘째, 동물 콘텐츠에 등장하는 동물에 대한 청년들의 애정이 어떻게 온

라인 속 랜선집사 되기와 실천으로 이어지는가?

12) 『경향신문』, “나, 서울대생!”(황경상), 2017. 3. 5일자.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7030520340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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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청년 랜선집사들의 온라인 속 실천은 이들의 오프라인 삶에는 어

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온라인 속 청년 랜선집사들이 동물 

콘텐츠를 꾸준히 구독하고 시청하면서 동물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 동물

의 안위를 고려하여 다양한 정동적 실천들을 하게 됨을 정동이론의 렌즈

를 통해서 분석한다. 정동이론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만남은 보는 것

은 보이지 않는 몸의 경험이자, 무의식적이고 인식되지 않는 경험을 

‘물질화’ 하려는 시도(Carlyle, 2019: 199)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청년 랜선집사들은 온라인에서 비인간 동물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

를 경험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실천들을 함으로써 공존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연구

 랜선집사는 온라인에서 꾸준히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물리적으로 

만난적이 없음에도 콘텐츠 속 동물에게 애착을 가지고, 가상적이지만 생

생한 자신과의 관계를 그린다. 동물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마주침을 동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시청을 통해 형성되는 이 관계는 콘텐츠

에 등장하는 동물의 삶에도, 랜선집사인 청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콘텐츠를 통해 동물과의 거리감이 좁혀진 청년들은 특정 동

물에게 국한되지 않고 온·오프라인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동물과의 새로

운 관계 역시 생성해 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기존의 인간-비인간 동물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검토가 선행되었다.

 인류학의 많은 연구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의 근본적이고 불변의 

차이점들의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해 왔으며, 비인간 동물은 주변적인 존

재로 놓았다(Hurn, 2012: 1). 그렇기에 1960년대까지의 인류학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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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 동물은 어떤 분석의 대상으로서 중요성을 가졌다기 보다는 인간

과 다른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이용되는 상징적인 자원으로 주로 설명

되어왔다(Mullin, 1999). 동물은 특정한 인간 사회의 형성이나 과정의 동

력을 탐구하는 데 있어 한 요소로 설명되거나(Geertz, 1973; 

Levi-Strauss, 1963; Evans-Pritchard, 1940; Harris, 1966), 비유적이고 상

징적인 중요성(Douglas, 1957; Evans-Pritchard, 1940; Levi-Strauss, 1963)

을 가지는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로이 라파포트(1967)

의 쳄바가 마링족의 돼지 사랑에 대한 연구와 넬슨(1986)의 코유콘

(Koyukon)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숲에서의 생명-비생명체들과의 얽

힘에 대한 연구처럼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존재는데, 1960년대 서구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인류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런 경향의 연구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 민족지 연구의 객관

성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등장하면서 비인간 동물을 단순히 인간 사회

의 상징이 아닌 사회의 일부로 여기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Knight, 2005: 1). 그 이후 서구의 인식론, 특히 

자연과 문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에 대한 비판은 세계

의 다수성(plurarlity)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존재론적 전

환'을 만들어내었다(Descola, 2013; Viveiros de Castro, 1998, 2003). 이런 

학문적 흐름의 영향을 받아 현대의 인류학자들은 인간-동물 관계 그 자

체에 중점을 둔 연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간 동물 구

분에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Ingold, 1994). 해러웨이(2008)

의 경우 동물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과 상호작용에 집중했다. 이런 연구 

방향의 변화는 특히 ‘가족’으로서 보호자와 공간을 공유하며 상호작용

하는 반려동물의 의미가 중요해지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

이라는 장벽을 넘어 친족이자 동반자로서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연구(Charles, 2014; Haraway, 2008; Serpell, 1996) 및 가족으로 여

겨지던 동물의 ‘인간됨’은 인간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

을 다룬 연구(Shir-Vertesh, 2012)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향은 한국의 인류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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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인간에게 비인간-동물과 함

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집중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다. 안섭민(2016)은 현대 한국 사회의 만연한 인간 소외 현상 속에서 

‘개-엄마’로 명명한 인간 주체들이 반려견과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반

려견을 중심으로 두고 형성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과 공동체에서의 

실천들을 통해 인간 소외에 대항하는 개인들로 거듭나고 있음(2016: 119)

을 살폈다. 이용숙(2017)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부여하는 의미와 반려동물이 사람들의 생활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구별짓기 하고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2017: 392). 앞서 언급한 두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비인간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음을 생

생히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랜선집사들은 콘텐츠 속 동물의 성

장에 물리적으로 기여하거나 공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것처럼 큰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수익을 위해 이용하는 듯한 모

습이 보일 때 랜선집사들이 분개하는 것도 이미 이들 사이에 반려동물이

란 가족이며 공존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개념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비인간 동물과 인간, 그리고 이렇게 삶의 지평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인류학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변화한 동물의 위상에 따라 동물을 살리고자 하는 동물

권 운동과 단체들이 증가했고, 이런 변화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생정치

를 분석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더그노일(2014)은 한국 사회의 동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개고기를 둘러

싼 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는 동물 보호 단체들의 개고기 반대 활동 

및 동물 보호 캠페인들의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인간-동물 

관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이는데, 활동가들은 종을 넘어

서 인간과 개별 동물에 대한 박애, 동료의 강조를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의령(2017)은 길고양이 관리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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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길냥이를 부탁해” 사업과 그것이 표방하는 포스트휴머니즘 

또는 포스트휴먼 공동체가 단순히 길고양이를 있는 그 자체로 인간 사회

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생정치(biopolitics)를 통해 각 

종들의 재구성, 재창출, 또는 재주체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이는 한편, 

이런 관리에 대한 캣맘들의 반대는 정부 주도의 생정치와는 달리 생명의 

정치(politics of life)를 대변하고 있음을 보였다(2017: 7). 이 두 연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관계를 넘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인간-비인간 동물 

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도시에

서 공존하고 있는 동물들의 삶에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비인간 동물의 존재가 두 연구에 등장하

는 캣맘과 동물 보호 단체 활동가들의 삶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랜선집사의 삶 역시 온라인의 동물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하는데, 본 연

구의 랜선집사들 역시 동물과 물리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님에도 콘텐

츠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삶과 그들이 비인간 동물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2) 인류학과 정동이론

 인류학에서는 본래 ‘감정’과 ‘정동’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권력이나 사회적 연결성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자명한 현상이자 어떤 존

재의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상태로 여겨졌다(Stewart and Lewis, 2015: 

236). 하지만 레이먼드 윌리엄스(1965)가 ‘느낌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라는 개념을 통해 감정과 느낌을 어떤 확고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활동의 가장 섬세하면서도 무형적인 부분에서 작용

하고 있는 한 시기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감정과 정동

이 인류학에서도 분석의 대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Feld, 1982; Limon, 

1994; Rosaldo.M, 1980, 1984; Rosaldo.R, 1993). 이후 진행된 인류학에서

의 감정 연구는 문화와 인식에 대한 의문에 기초하고 있으며, 분노, 애

도, 사랑, 수치와 같이 명명된 상태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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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 연구는 감정 연구가 기반하고 있는 ‘문화적 전체’라는 가정을 중

단하고, 때로는 상이한 상태로 남아 있지만 때때로 표현되기도 하는, 광

범위하게 순환되는 강도와 정동을 분석한다(Stewart and Lewis, 2015: 

237). 

 본 연구는 랜선집사들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즐거움, 혹은 위안

이라는 단편적인 감정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청을 통

해 비인간 존재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일상적으로 얻고 있음에 

집중한다. 특히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동물 윤리에 대한 

감각들은 굉장히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본 연구는 이를 

포착하기 위해 정동 이론을 그 틀로 삼고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 그리고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아, 정동 연구들은 정동

을 ‘정동받고 정동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정동은 일상의 삶에 가득

찬 것으로, 때론 소용돌이치기도 하며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는 “느낌/

기분의 강도”를 통해 우리의 몸에 작용하고, 작용받는 힘인 것이다(정

종민, 2020: 193-4에서 재인용). 감정이 사회적 구성물의 형태라고 가정

되는 것과 달리, 정동은 영역, 전환, 강도의 기계성, 속도, 리듬, 그리고 

등장하는 형태다(Stewart and Lewis, 2015: 237). 스피노자는 『에티카』

의 제 3부 정의 3에서 ‘정동’을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 이해한다”고 정의하는데, 이는 마주침을 통해 주체가 하나의 

존재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한다. 개인적 속성에 해당하는 ‘감정’에 비해 ‘정동’은 상호성, 즉 

개인과 구조, 주체와 대상,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잠재성”에 가깝다(김정하 2014: 52).

 정동 연구에는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정동을 강도에 

의한 즉각적인 신체의 반응으로 해석하는 경향(Masumi, 2002; Clough, 

2008)과 특정한 정동적인 반응을 만들어내고 방향짓는 담론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Kølvraa 외, 2016: 124). 두 번째 경향의 경우 사회적 갈등

의 상황에서 느낌과 감정이 어떤 영향을 담당하는지(Cvetkovic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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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ld, 2009)에 초점을 두거나, 정체성 정치와 페미니스트, 퀴어 페다고

지에서의 정동(Sedgwick, 2003), 정동적인 기표들과 비유적 표현들이 텍

스트를 순환시켜 정동을 만들어내고, 집단적 신체의 물질화와 지향성을 

구성함을 분석한 연구(Ahmed, 2004) 등이 있다. 인류학 정동 연구의 질

문들은 주어진 현실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표본화하고, 그 효과를 추적하

는 것에서 사회와 물질적인 삶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환되며, 어

떻게 장소, 실천들, 정체성, 공존의 형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되

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세상을 감각하는지를 질문한다(Ingold, 

2000). 이런 정동 연구의 경향성을 따라 본 연구는 몸의 체험 뿐 아니라 

웨더렐(2012)이 주장한 것처럼 일상의 사회적 담론적 실천을 포함하는 

정동의 정의에 집중하여 랜선집사들의 실천을 ‘정동적 실천(affective 

practice)’으로 파악한다. 

 최근 인류학의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정동 연구의 영향을 받

아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서로의 존재와 공존을 통해 변용하고, 새로운 

정동적 실천을 수행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칼릴(2019)은 초등

학교 한 반에서 함께 기르게 된 데이브라는 개의 존재가 어떻게 아이들

과 개의 행위자성을 바꾸고, 함께 구성하고 공유된 관계와 다중 주체성

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지를 살펴보았다. 데이브의 존재는 교실이라는 공

간 안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적인 접촉을 만들어 내는 등 새로운 정동적인 

분위기와 실천을 만들어갔으며, 단순한 교실을 정동적인 공간으로 구성

해 나갔다. 아이들과 데이브는 공통된 세계를 공유하며 어떻게 서로가 

가진 차이 속에서 함께 잘 지낼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되었다(2019: 203). 

파레냐스(2016)의 연구는 야생동물 재활센터에서 상업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고 보살핌을 통해 개별적인 존재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정동되고, 야생동물과 친밀감을 만들어나가고 있음을 

분석했다. 고빈드라잔(2018)의 민족지는 인도의 쿠마온이라는 지역의 사

람들과 동물의 연결됨(relatedness)이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양한 종의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보여주었다. 쿠마온에서 

염소가 출산을 하는 그 순간을 공유했던 고빈드라잔은 고통, 즐거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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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그리고 상호간의 의존으로 가득 찬 이 경험이 그 당시에 함께 존재

하던 모두의 세계 뿐 아니라 삶의 궤적, 지향, 그리고 욕망을 새롭게 만

들어 냈다(2018: 46)고 설명했다. 위의 세 연구는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물리적인 마주침과 얽힘이 어떤 정동적 실천을 만들어내며 주체들을 변

화시키는지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는 관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상

호작용 하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해 관심을 갖거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과 비인간이 변화한다는 것

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칸데아(2012)는 미어캣과 이들을 연

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직접적인 연결과 적극적인 

상호작용만이 관계의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상호인내(interpatience)’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가 인간 동물관계에

서 중요함을 발견했으며, 권헌익(2020)은 스리랑카의 한 코끼리를 후원하

는 것을 ‘원거리 입양’이란 용어를 이용해 설명하여 코끼리를 원격으

로 지켜보며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후원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청년 랜선집사들과 

그들의 정동적 실천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청년 랜선집사들

의 현재의 실천이 온라인으로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기 이전, 과거에 동

물과 맺었던 관계와 불가분하다고 분석하는데, 과거 사건과 경험으로 랜

선집사들이 공유하는 트라우마의 정동은 지각이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과거에 정동된 랜선집사들의 역동적인 형

태의 몸은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에 있어 생생하게 신체로 느껴지며 

‘쎄함’으로 발화되는 직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채널 선

택과 콘텐츠 속 동물에 대한 개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 정동된 랜선집사의 실천을 ‘동물-되기’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들뢰

즈가 『천 개의 고원』에서 제시한 ‘되기’의 문제 중 ‘동물-되기’는 

“‘동물과 인간을 나누는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말할 수 없게 하는’그

러한 사이를 창출하는 것으로, 신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비인간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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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체험하는 것(김은주, 2019: 97)”이다. 특히 이 체험은 인간과는 다

른 질서에 속하는 것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가능한데, 본 연구는 랜선

집사들이 콘텐츠 속 동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

이 ‘동물-되기’를 통해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이

라 설명한다.

 정동 개념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외부세계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관계맺

기를 통해 역동적이며 복잡다단한 개인의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인식론적 도구를 제공한다(정종민, 2020: 194). 본 연구는 정동 개념을 통

해 청년 랜선집사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콘텐츠 시청이 이들 자신의 

삶과 동물의 삶, 그리고 한국의 인간-동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사이버스페이스의 정동

 본 연구는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

는 랜선집사들의 온라인에서의 실천과 정동에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이 

얼마나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인 공간인지, 구성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Boellstorff, 

2008; Nardi, 2010; 이길호, 2012; 김수진, 2018). 특히 보엘스토프(2008)는 

삶을 ‘문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인

간들은 항상 가상적인 존재였다고 설명하며 ‘실제’와 ‘가상’적인 사

회적 연결성이라는 분명한 이분법에 반대한다.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13)에서 생기고 지속되는 관계들, 사건들의 생생함은 가상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구성적(Boellstorff 2015: 29)임을 보이며, 오프라인에서처럼 

민족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덴(2014)은 보엘스토프

를 대표로 하는 이런 사이버민족지의 발전이 기술로 매개된 사회적 연결

성이 ‘가짜’가 아닌 ‘가상성’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동물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변하면서 동물과 인간

13) 2003년 출시된 온라인 가상현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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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연결성 역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2014: 285) 주장했다. 

본 연구 역시 랜선집사들이 가상적이지만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온라인이 특정한 동물과 조우하면서 만들어지는 정동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임에 집중한다. 

 인류학자들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물질적인 공간과 신체적 만남과 중

첩된다는 것을 인정해왔다(Boellstorff, 2008; Coleman 2010; Miller and 

Slater 2001). 가르데한센 외(2013)는 미디어를 ‘정동적 도구’로 분석했

는데, 온라인 상호작용이 물리적인 만남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정동적인 

자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기술, 주체성이 융합되는 것

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2013: 4). 쿤트스만(2012)은 컴퓨터, 모바일 디

바이스를 통해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과 접촉하여 정동될 수 있다

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이버터치(cybertouch)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에서 전쟁의 경험을 마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이나 분쟁

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사이버터치가 

멀리 있는 경험을 피부에 와 닿게 만들며 이는 빠른 감정적 반응을 만들

어내기 때문이다. 쿤스터만의 사이버터치라는 개념은 디지털 문화의 물

질-기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온라인에서의 경험이 기술, 감

정, 정치 등이 뒤얽혀 있는 것으로서 주체를 어떻게 정동하는지 설명하

고 있다. 이렇게 정동적 도구로서의 디지털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와 접

합하면서 사회현상을 발생시키고 인간의 감각 및 지각의 변용을 초래하

고 있으며, 그렇기에 미디어에 의해 촉발된 정동의 생성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이토, 2016: 14). 

 특히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촉발된 랜선집사들의 정동이 단

순히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며 공유되고 있음에 주목

한다.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정동은 랜선집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친밀한 공중(Berlant, 2008)’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딘

(2010)은 정동을 생성하고 순환시키는 기술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등

의 플랫폼이 어떻게 사용자를 연결하는지에 주목했다. 끊이지 않는 댓

글, 링크가 더해지고 새로운 팔로워들을 마주하며 생기는 이 애착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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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는 진짜 공동체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2010: 22). 그러나 

정동 네트워크는 우리가 완전히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

양한 변화, 불확실성, 상호 연결된 형태를 취하는 매개되어 있는 ‘관

계’를 만들어 낸다(2010: 22). 랜선집사들의 정동 네트워크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함을 가진다. 친밀함은 물리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집단적이고, 매개적이며, 이어지

는 측면(Hamm, 2020: 59) 가리키는데, 유튜브 채널과 같은 온라인의 특

정한 공간이자 친밀한 공중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감정적 접촉

(Berlant, 2008: VII)이 랜선집사들을 친밀한 공중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

다. 공통의 역사를 경험했고, 같은 서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 곧 랜

선집사들의 경우 같은 정동적 트라우마를 지니고 동물에 대한 같은 애착

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사회적 소속의 경험을 제공한다. ‘친

밀한 공중’으로 사회적 소속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소속감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닌, 동물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랜

선집사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내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동이 생산하는 효과는 다른 존재들과 하나의 시공간에 모여드는 함께

-있음에서 비롯되는 것(최진석 2019: 33)으로, 랜선집사들간 공유된 정동

은 '감정적 호혜성'을 동반한 초국가적이며, 매개되고, 친밀한(Morrison 

2011: 37), 스스로를 랜선집사라고 여기는 공중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유튜브와 트위터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친밀한 공중으로서의 랜선집사들

은 인기 유튜버의 실체가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의 

폭발적인 분노를 만들어 내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으며, 이

밖에도 동물의 입양 홍보 글을 끊임없이 리트윗하고, 시청해도 괜찮은 

윤리적인 동물 콘텐츠에 대한 암묵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동

물 친화적인 분위기의 온라인과 그곳에서 랜선집사들의 정동적 실천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인간-동물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 특히 청년

들이 공존을 통해 생존하려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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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 

20-30대 청년들로, 스스로를 해당동물에 대한 ‘랜선집사’로 여기거나 

언어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평균 이상의 친밀함을 느끼는 이들이다. 이

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소셜 미디어 트위터와 영상 플랫폼 유튜브 등이

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이 시청하는 콘텐츠 속 동물들과 만나 직접

적인 상호작용 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의견을 달거나 사진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물들과 가상적 관계를 

맺고 있다.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에 소비하는 시간은 정보제공자마다 달

랐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채널을 팔로우하고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시청

하며, 하루에 2시간 이상 시청하는 정보제공자들이 다수였다.

 본 연구가 2-30대 청년 랜선집사들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은 동물 콘텐츠의 주요 시청자이다. 본 연

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채널들의 시청자 중 50% 이상은 18세에서 34

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동물에 대한 인식이 급진

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생생하게 겪었다. 90년대 중반부터 불어온 애완

동물 양육의 인기는 정보제공자 대부분이 유년시절 한 번쯤은 개나 물고

기를 비롯한 소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

에 1990년대 동물권 운동이 시작되고 다양한 동물 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인간의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이 아니라 권리가 있는 존재로서의 동

물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시기를 공유하고 있

는 청년 랜선집사들은 [표Ⅰ-1]에서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일종의 선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만

족을 위해서만 동물을 길러서는 안된다는 동물 윤리 담론에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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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 “향후 

반려동물 양육 의향” 응답 중 “어느 정도 있음”과 “많이 있음” 연령별 응답 비율

하지만 이들은 쉽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는데,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

들은 공간과 시간의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청년의 자가점유율은 

2017년 19.2%에서 2020년 16.1%로 급격하게 하락했을 정도로 자가를 보

유한 청년이 거의 없고14), 많은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1인 원룸에서 반

려동물을 허용하는 경우도 적었기 때문이다15). 설령 주거 조건이 갖추어

진다 하더라도, 정보제공자들은 자신이 반려동물을 기를 환경과 여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동물을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며 많은 시간을 반려동물 콘텐츠

를 보는 데에 투자하고 있었다.

 정보제공자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수의 정보제공자

만이 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 형태는 대부분 아파트 혹

은 다세대 주택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3명의 정보제공자만

14) 『동아일보』, “2030세대, 영끌했지만 자가보유율은 떨어졌다”(황재성),
2021. 11. 9일자.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109/110151237/1
15)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거주가 가
능한 원룸 역시 늘어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다방 등록 원룸 중 반려동
물 동반 입주 가능한 매물은 3년 전 동월(32.3%) 대비 5.39%p 증가했다. (『동
아일보』, “서울 단기임대·반려동물 거주 가능 매물 3년째 상승세”(정진수),
2021. 4. 29일자.)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9/106681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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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취를 위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부

분의 정보제공자는 과거 소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지만, 초등학교 이후

로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다. 두 명의 정보제공자만 가정에서 동

물을 기르면서도 동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이들이었다. 

 정보제공자들은 연구자와 수 년간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

에서 맞팔로우를 하고 교류해온 이들로, 이들이 특정 동물 콘텐츠를 팔

로우하거나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업로드하는 글과 만날 때 하

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주요 정보제공자 중 일부와는 카카오톡에

서 그룹 카톡방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그곳에서도 

동물은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서울대학교 IRB 승인을 받은 이후, 연구자는 공식적으로 심층면담을 요

청하여 이들이 시청하는 동물 콘텐츠와 영상들에 등장하는 동물들에 대

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심

층면담 이후로는 카카오톡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후속 질문을 하고 동

물 콘텐츠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본 연구의 주요 정보제공자는 [표Ⅰ-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

호를 위해 정보제공자들의 이름과 동물 콘텐츠의 제목은 모두 가명을 사

용하였다.

[표Ⅰ-2] 정보제공자 목록

번호 이름 성별 나이 사용 SNS 좋아하는 동물 콘텐츠
1 클레어 여 26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시골냥들
2 은아 여 27 인스타그램, 유튜브 무신이, 크로플
3 호두 여 33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멍하나냥하나, 시골냥들
4 슬비 여 27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Goalkitty, Loki
5 하진 여 26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시골냥들, 고양제국
6 소윤 여 22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시골냥들
7 민지 여 28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멍하나나하나
8 피터 남 29 유튜브 보듬 TV, 세나개
9 원호 남 28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티라미수
10 누누 여 27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마일독, 말랑카우네
11 유나 여 26 인스타그램, 유튜브 시골냥들, 길냥이네
12 수영 여 27 인스타그램, 유튜브 넙데데, 크로플
13 희원 여 26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시골냥들, 길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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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동물 콘텐츠의 인기와 동물을 기르지 않

는 2-30대의 한국 청년들이 동물에게 가지는 관심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

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는 동물 콘텐츠의 시청과 이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을 현장으로 선택하였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과 같은 온라인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들이 

사용자들에게 갖는 의미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문맥화해야 

하며, 때로는 화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다극적이고 종

종 협업적으로 구성된 환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Dong, 2016: 224).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온라인 현장에서의 현장연구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심층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사전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진행하

였으나 자료 수집과 심층면담은 IRB가 승인된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연구를 진행한 공간은 유튜브,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다양

한 동물 콘텐츠들이 업로드되는 곳이다. 첫 번째로,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는 ‘펫튜브’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동물 영상이 주요하게 업로드되는 플랫폼이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별풍

선 등의 도네이션을 받는 수익구조를 가진 아프리카TV와 다르게 유튜브 

속 동물 콘텐츠들은 미리 녹화해둔 영상들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특정 채널을 구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취

향이 비슷한 영상들을 추천해주고, 꾸준히 영상을 올려야 성공이 좌우되

기 때문에, 새로운 팬들이 계속해서 영입됨과 동시에 오랜 팬들은 채널

을 장기간 팔로우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들이 가장 즐겨보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꾸준히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의 반응을 관찰했으며, 

이전 영상의 댓글이 새롭게 올라오는 콘텐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유튜브는 라이브 방송을 위주로 하는 플랫폼이 아니며 특히 

동물 유튜브들의 경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헐적

으로 동물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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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필드노트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자 마이크로 블로그로도 분류되는 

트위터는 동물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이 공유되고 논의되는, 인간-동

물 관계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작년 농림수산

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정보량은 평

균 14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트위

터, 인스타그램 등 약 368만건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려동

물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언급은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무

려 89%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16). 대부분의 정보제공자와 트위터에서 상

호간 팔로우를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기에, 이들이 어떤 이슈를 

담은 트윗을 리트윗 하는지, 어떤 의견을 게시하는지를 매일 트위터에 

접속하여 관찰하였다. 모바일 스크린샷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본고에 수록하기 전 해당 트윗을 인용할 수 있을지 작성자에게 먼저 

문의하였다. 

 세 번째로, 온라인 사진 공유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은 

긴 텍스트나 영상을 업로드하는 곳은 아니지만 정보제공자들이 길고양이

를 마주하거나 타인의 동물을 만났을 때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이용

하여 그 사실을 자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의 보호자가 만든 계정

을 팔로우하여 소식을 얻고 있었기에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이들이 어떤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앞서 소개한 정보제공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심층면담을 진

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서울대 IRB의 규정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아 진행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정보 제공자들이 좋아하는 동물 콘텐츠와 동물

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동물과 관련된 그들의 삶의 서사를 

더 심도 깊게 알 수 있었다. 

 심층면담에 더불어 상호간 팔로우를 맺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16) 『뉴스1』, “SNS서 반려동물 언급량 급증…사건·사고 40%, 고양이 청원 1
위”(최서윤), 2020. 12. 3일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29490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2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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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멘션이나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비공식 면

담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비공식 면담들은 심층면담을 진

행한 이후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이들의 생각과 실천이 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논문에 인용한 비공식 면담

의 내용과 캡쳐는 모두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았다.

4. 논문 구성

 본 연구는 랜선집사라는 새로운 주체, 특히 2-30대의 청년 랜선집사에 

주목하여 물리적인 만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라인 속 동물들

에게 애착을 가지고 콘텐츠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천을 통해 인간

-동물 관계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청년 랜선집사

들의 정동적 실천과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창출하고 공존

에 대한 의식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실천이 오프라인 삶으로 어떻

게 확장되며 한국 사회의 인간-동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랜선집사’라는 용어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만, 마케팅적인 목

적 이상으로 이들의 시청이 가진 사회적 함의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존

재하지 않는다. 이에 Ⅱ장에서는 우선 한국의 청년 랜선집사들이 누구이

며, 어떤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왜 청년들이 이토록 

동물 콘텐츠에 열광하는지를 한국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과의 연관

성 속에서 분석하는데, 일상적인 동물 콘텐츠의 시청은 청년들이 매일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 랜선집사들은 현

재와는 다른 과거 한국의 인간-동물 관계의 영향 속에서 특정 동물에 대

한 애착이 커지면서 동물 콘텐츠 시청으로 자신의 만족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안위 역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동물 콘텐츠와 랜선집

사들이 가져야 할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랜선집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암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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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랜선집사의 조건들을 살펴본다. 우선‘평화우리 사건’이라는 반

려동물 콘텐츠 제작자의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건이 어떻게 은폐되고 있

던 콘텐츠 제작의 동물 학대 가능성과 이에 대해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으며, 청년 랜선집사들의 시청과 실천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물론 해당 사건과 랜선집사들의 정동적 실천을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Ⅱ장에서 살펴본 대로 자신

의 만족만을 위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던 랜선집

사들에게 평화우리 사건은 가상적인 관계의 위태로움을 보여준 사건이었

다. 이 사건을 비롯한 동물 학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랜선집사들은 

‘쎄함’으로 발화되는 직감을 공유하며 시청하는 동물 콘텐츠와 시청자

가 가져야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동물과 자신의 관계를 지속

하려 더 적극적인 실천들을 수행하며 윤리적인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실천으로, 랜선집사들은 동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귀

여운 모습만을 보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도 

동물을 자신만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콘텐

츠 속 보호자와 동물의 ‘교감’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동물에 대한 자

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 친족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며, ‘방구석 강형욱’의 오지랖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콘텐츠의 제작

자가 동물을 수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일상적으로 검열하

고 쎄함이 느껴지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랜선집사들의 정동적 실천이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

나지 않고 같은 정동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넘어 ‘친밀한 공중’을 형

성하고 오프라인의 삶으로까지 확장되는지 살펴본다. Ⅲ장에서 살펴본 

충격적인 사건과 그 영향을 받아 구체화되고 지속되는 청년 랜선집사들

의 실천은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동물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콘텐츠들이 가져야 할 조건과 랜선집사들이 시청해도 괜찮은 채널에 대

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특정

한 동물에 대한 애정은 온라인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서 마주하는 길고양이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동물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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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비인간 동물,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과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나가며 오

프라인 삶 역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이들의 변화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

인간 동물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주변인들도 랜선집사들의 실천에 

영향을 받아 ‘동물-되기’의 과정을 경험하고 변화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물 윤리에 대해 고민할 뿐 아니라 친밀한 공중을 형성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확대되는 동물-되기의 과정은 청년 랜선집사들이 공존을 

통해 생존하고자 하는 존재들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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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동물 콘텐츠와 랜선 집사

 Ⅱ장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의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동물 

콘텐츠와, 단순히 시청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 속 동물의 삶과 성장에 적

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랜선집사’라는 주체에 대해 살펴본다. 

 비인간 동물을 시청하기 위한 TV 프로그램이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지만, 현재는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물이 핵심적인 주

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청자들의 교양 함양

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다큐멘터리가 1970년부터 한국에 수입되기 시작

했고, 2000년부터는 한국에서 살고있는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 동물농장’이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반려동물의 수는 반려동물과 인간 보호자가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살아

갈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이유를 제공하였다. 또, 일상적인 인

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펫튜브

(PetTube)’라는 명칭 하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이 동물

의 일상이나 사건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런 콘텐츠를 

즐겨 시청하고 적극적으로 동물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을 ‘랜선집사’라

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국에서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 꾸준히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영상 속 동물에 대한 애정

을 표시하는 이 랜선집사의 대다수가 20-30대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물 콘텐츠의 시청이 청년들의 현실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

여준다. 페이지(2017)가 신자유주의 노동자들에게 귀여운 동물 영상의 시

청은 일시적인 안도감과 유예를 주지만 결국에는 주체를 자본주의의 논

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고 설명한 것처럼, 정보제공자인 

청년 랜선집사들은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하고 안정된 삶이 유예되는 현실에서 잠시의 위안을 위해 동물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이지의 논의의 틀에서만 한국의 청년 랜선집사들의 실천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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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에는 이들이 콘텐츠 속 동물과 맺고 있는 관계는 훨씬 복잡했다. 

특히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대

우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는 매일의 삶에 침투하여 랜선집사들이 동물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과거에 쉽게 구매할 수 있

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기른 적이 있는 소동물을 잘 대해주지 못했다는 

기억은 현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 윤리에 대한 개념과 상충하는 것

이었기에 위안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신의 안도와 만족을 위해서 

동물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설명해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청년 랜선집사들이 자신

이 시청하는 채널들 속 동물의 성장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어

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실천들이 어떻게 사회성으로 확장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배경지식이 되어 줄 것이다.

1. ‘동물 시청’의 역사와 동물 콘텐츠의 등장

동물을 사진이나 영상에 담으려는 시도는 1870년 사진 기술이 비약적으

로 발전하면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사진사 해리 포인터는 자신의 

고양이 사진을 찍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는 고양이의 일상뿐 아니라 

그들이 인간처럼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찍어 “The Brighton 

Cats(1872)”라는 사진 시리즈를 출판하였다17). 영화의 경우 1895년 최초

의 대중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1920년대까지 야생 동물은 인간이 사냥을 

하는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스튜디오 촬영의 발전과 

월트 디즈니의 등장은, 1960년까지 잘 세팅된 스튜디오와 동물원에서 촬

영된 동물 영상의 인기를 불러왔다(Chris, 2006: xxi). 

 1960년대 부터는 생생한 자연 속의 동물이 담긴 다큐멘터리 장르가 인

기를 끌면서 사람들의 동물 시청은 완벽하게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

다. 기술의 발달로 스튜디오나 동물원에서 동물을 찍는 것을 넘어 직접 

17) Sussex PhotoHistory Index, “Harry Pointer's Brighton Cats,”
https://www.photohistory-sussex.co.uk/BTNPointerCats.htm (2021. 9. 2. 접속)

https://www.photohistory-sussex.co.uk/BTNPointerCa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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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물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자연을 직접적

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 주면서도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TV 다

큐멘터리들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특히 1965년에 영장류학자인 제인 구

달이 침팬지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페셜 다큐

멘터리를 약 2500만 명이 시청한 것은 인간과 동물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동물은 단순한 

과학과 연구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서사(narrative)를 만들

어낼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런 다큐멘터리들의 인기는 

동물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에 많은 TV 채널이 금전적 지원을 시작하

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들에 대중이 기부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Despret, 2016: 198). 

 한국의 경우 세계의 동물 다큐멘터리 인기에 발맞추어 1970년부터 “시

청자들의 생태계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18)” 다양한 해외의 야생 동물 

다큐멘터리를 수입해 와 방영해주는 ‘동물의 왕국’이 KBS에 처음 편

성되면서 동물 시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물의 왕국’이 해외 

다큐멘터리를 엄선하고 더빙하여 방영했다면, 2001년 등장한 ‘TV 동물

농장’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과 그들의 삶의 서사, 그리고 

그들이 맺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한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21년 현재까지도 방영 중인 장수 프로그램 ‘TV 동물농

장’은 2001년 방송사들이 시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였는데, 8.5%라는 준수한 평균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19). 정보제공

자 원호는 초등학교 시절 등장한 ‘TV 동물농장’을 매주 일요일 아침

마다 기다렸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는 유튜브 등의 매

체를 통해 손쉽게 동물 영상을 볼 수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동물

의 왕국’과 ‘TV 동물농장’이 동물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18) KBS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정보,”
https://program.kbs.co.kr/1tv/culture/animalkingdom/pc/detail.html?smenu=c8e5
71 (2021.9.2. 접속)
19) 『한국경제』, “시사.교양프로 대폭 강화”(길 덕), 2001.4.21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
5&aid=0000366845

https://program.kbs.co.kr/1tv/culture/animalkingdom/pc/detail.html?smenu=c8e57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36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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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었다.

[사례Ⅱ-1]

일요일 아침마다 동물농장 보려고 일어나서 TV 전쟁하면서 엄청 싸웠어. 

(..) 동물농장은 꾸준히 여러 컨셉을 기획해. 에버랜드 사파리에 사자, 호랑

이, 백호끼리 세력 전쟁을 한단 말이야. 사자끼리 안에서 내부 균열도 있지

만, 사파리 전체의 최대 우두머리를 놓고서 지들끼리 막 싸우거든. 그걸 사

극 느낌나게.. (원호, 28세, 남)

원호의 설명처럼 ‘TV 동물농장’은 특정한 이름을 가진 동물들과 그

들이 연루된 사건을 스토리로 만들어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많은 회

차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과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며,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구조하거나 인간과 동물이 관계 맺음을 통해 변해

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동물과 생활하지 않더라도 동물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채널이 되었다. 

 ‘TV 동물농장’은 동물의 생각과 반응, 그리고 동물들 간 발생하는 

사건을 인간의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의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동물에게 대입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밀턴(2020)은 ‘의인화

(Anthropomorphism)’와 ‘에고모피즘(Egomorphism)’을 구분하는데, 그

에 따르면 에고모피즘은 동물을 인간인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비과학

적인 의인화와 달리 시청자들이 영상 속 동물과 스스로를 연관시키고 

‘동물 그 자체’인 그들에게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다. ‘TV 동물농장’은 동물들 간의 스토리를 상세하게 다루면서도, 동

물의 입장을 제작자들이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동물의 행동에 대한 해

석에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매 회 수의사나 동물 행동 

전문가들의 설명을 덧붙이기에 ‘에고모피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동물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 동물의 입장

을 고려하고 전문성이 강조되 시작한 것은 한국 사회에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동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동력을 제공하였다.

 ‘TV 동물농장’이 동물을 구조하거나 특이한 동물들을 소개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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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춰져 옴니버스 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다뤘다면, 2015년 등장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이하 세나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TV 동물농장’에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등장하여 소통이 되지 않아 함께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인간과 반려동물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거나,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 교정가들이 동물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솔루

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2015년에 방영되기 시작한 ‘세나

개’는 조금 더 동물행동학적인 방법으로, 강형욱이라는 한 명의 전문가

를 앞세워 진행되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다. 현재 시즌3이 방

영되고 있는 ‘세나개’에 더이상 강형욱 훈련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시

즌1과 2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권위자로 입지

를 굳혔고, 현재도 여러 방송에 출현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제목이 알려주듯, 강형욱 훈련사는 문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반려견의 행동 중 대다수는 변할 수 없는 개의 본

질이 아닌, 보호자가 소통과 훈련 방식을 변화시키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임을 설명하며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의 행동을 교정한다. 주로 일반인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솔루션을 받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자신이 반려

동물과 가지는 관계에 대입해 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TV 동물농

장’의 경우처럼 반려동물과 살고 있지 않은 이들도 동물에 대한 관심만

으로도 자주 시청하는 프로가 되었다. 

 이처럼 타인이 동물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루는 콘텐츠의 인기

는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유튜브에서도 급

증하기 시작했다. 유튜브는 2005년에 처음 등장하여, 2008년 한국어 서

비스 개시를 한 이후로 인구의 83%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

폼이다20). 유튜브가 가장 주요한 영상 시청 플랫폼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영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한

20) 『조선일보』, “못말리는 한국인의 유튜브 사랑…4300만명이 한달 30시간
본다”(오로라), 2020.10.8일자.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0/10/08/NK7R4EVGR5GNDB45R
YDLXJ5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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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신문에도 등장한 용어가 있으니 바로 ‘펫튜브(Pettube)’이다. 일반

적으로 반려동물이 등장하는 유튜브의 영상은 사람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의 영단어 ‘펫(pet)’과 유튜브에서 비롯된 ‘튜브’를 합성하여 

‘펫튜브’라고 부른다. 현재 한국 유튜브에는 500개가 넘는 동물 채널

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중 113개 정도의 채널이 1만 명 이상의 구독자

를 보유하고 있다. 100개가 넘는 채널들 중 일부는 특이한 동물을 소개

하는 채널이지만, 대부분은 개와 고양이가 중심인 반려동물 채널이다. 

연예인이나 동물 전문가들이 운영하거나 기존에 TV에서 방영되던 동물 

프로가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한 경우도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

는 일반인 보호자가 동물의 일상이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찍어 업로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이런 유튜브 콘텐츠의 유명세에 

맞춰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 주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21)가 만들어졌는

데, 반려동물 채널들도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게 된 경우 특정한 멀티 채

널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관리를 받는다. 한국의 유명 동물 채널들의 경

우 이렇게 일종의 소속사의 관리와 더불어 꼼꼼한 영상 편집과 꾸준한 

업로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자막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팬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동물의 사진이나 캐리커쳐가 담긴 굿즈와 이모티콘 

등을 팔기도 한다.

 데스프렛(2006)은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유튜브를 장악하여 동물

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동물이 어떻게 등

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가 보기에 다큐멘터리보다 오히려 아마

추어들의 유튜버 영상에서 동물이 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영상들

에서 동물은 사회성, 인지적 및 관계적 지능, 유머, 예측 불가능성, 창의

성이 있는 존재로 등장함과 동시에 인간 일상의 ‘일부’가 된 존재들이

21) MCN은 유튜브 생태계에서 탄생했다. 유튜브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 많이 생기자, 이들을 묶어 관리해주는 곳이 생긴 것이 출발이다.
여러 유튜브 채널이 제휴해 구성한 MCN은 일반적으로 제품, 프로그램 기획,
결제, 교차 프로모션, 파트너 관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 수익 창출·판매 및 잠재
고객 개발 등의 영역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Agile] - 페이스북 · 유튜브
스타들의 기획사 (용어로 보는 IT, 권혜미) (2022.1.2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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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6: 198). 펫튜브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일

반인인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살아가는 일상을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

여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은 이 영상들이 어떻게 찍혔는지, 조

작된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개인의 일상을 담은 영상인 브이로그가 

인기를 끈 것처럼 유튜브의 동물 영상은 일상의 에피소드를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도 약 

2013년부터 서서히 자신의 본계정과 분리하여 따로 동물 계정을 만드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다. 본 고의 정보제공자들은 유튜브를 이용하여 동

물 영상을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있을 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 특정 동

물 계정을 팔로우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동물 콘텐츠들을 시청하

고 있다.

2. 한국의 청년 랜선 집사들

1) 랜선 집사와 그들의 ‘최애’ 콘텐츠

 한국에서 새롭게 부상한 반려동물 콘텐츠의 인기는 온라인 상에서 새로

운 주체와 실천을 만들어내었다. 우리에게 이제 접두사로 더 익숙해져버

린 ‘랜선(LAN線)’은 ‘랜 케이블’을 뜻하는 비표준어로 인터넷을 유

선으로 연결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뜻하는 랜(LAN)에 사용하는 선을 의

미한다. 여기에 고양이는 기르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된‘집사’라는 용어를 붙어 온라인에서 특정 동물의 안녕을 기원하

는 사람들을 ‘랜선집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2014년부터 연구자와 트위터에서 교류해 온 호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

지가 도착했다. “나 멍하나냥하나에서 이번 굿즈 사면서 멍이 털 요청

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전에도 멍이의 털을 받은 적이 있으며, 소중

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후 사진을 보냈다 [그림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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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호두가 받은 멍이의 털과 구매한 굿즈들

호두는 꾸준히 ‘멍하나냥하나’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트위터를 

팔로우하여 소식을 들을 뿐 아니라 굿즈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적극적

인 랜선집사이다. 호두는 매일 평균적으로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온라인

에서 보낸다. 물론 동물 채널만 시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트위터

로는 15개, 인스타그램으로는 62개, 유튜브로는 6개의 동물 계정과 채널

을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동물 계정이 호두의 SNS 

피드에 올라온다. 심지어 인스타그램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고양이 종

류인 #코숏, #브리티시숏헤어 등 고양이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팔로우하

고 있기에 지인들의 소식보다도 고양이 사진이 더욱 많이 올라온다. 이

렇게 많은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지만, 그녀가 스스로를 해당 동물의 랜

선집사라고 할 정도로 애정을 쏟는 채널은 2개 정도이다. 호두는 7살 이

전에 반려견과 살아 본 후 26년이 넘게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고 있지만, 

현재 그녀의 가깝지만 먼 ‘랜선 반려동물’은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것

이다. 

 이러한 랜선집사의 실천들은 한국의 ‘팬덤’ 문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응철(2016)은 자신의 연구에서 대부분 한국 팬덤 연구가 아이돌 

팬덤에 과도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연구들이 팬덤의 

특수한 성격들을 과장하거나 특이한 무엇으로 여기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팬덤 일반을 별난 행동으로 보도록 했다(2016: 98-9)고 설명했는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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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콘텐츠와 그 팔로워들은 팬덤의 일상화가 ‘팬’이라고 스스로를 

호명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응철(2016)은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실질적인 열정을 보이는 대표적인 영역이 팬덤이라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특정 동물을 좋아하며 해당 동물 보호자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보호자가 만드는 굿즈는 구매하며 서로 동물의 귀여움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랜선집사들의 모습은 팬의 활동과 연관이 깊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팬덤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은 

누군가의 반려동물이며,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랜선집사가 스스로를 

어떤 동물의 ‘팬’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다. 클레어는 팬과 

흡사한 실천을 하고 있는 랜선집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그들을 특정 

동물의 팬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스스로나 다른 랜선집사들을 팬이라 정체화하는 것에는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Ⅱ-2]

지금까지 누가 어떤 동물의 팬이다라고 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나는 가능

하다고 봐. 왜냐하면 그 달리 강아지 있잖아, 달리는 팬이 많아. 내가 아는 

유튜버도 달리 팬이라고 하면서 책 샀다고 이런 거 올리는 콘텐츠를 한 적

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무슨 아이돌이나 연예인 같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되지 않을까? (클레어, 26세, 여)

대상이 타인의 반려동물이기에 팬이라고 스스로 정체화하기에는 어색한 

상황에서 영상 속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특정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이들에게 ‘랜선집사’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이들의 

정체성을 묘사해주고 있다.

 정보제공자들을 비롯해 특정한 콘텐츠 속 동물의 랜선집사들은 모두 

자신의 ‘최애(最愛)’ 채널이나 계정을 가지고 있다. 앞서 등장했던 

호두의 경우 ‘멍하나냥하나’와 ‘시골냥들’을 최애 채널로 꼽았으며, 

하진의 경우 ‘시골냥들’과 ‘고양제국’을 현재의 최애 채널이라 

이야기했지만, ‘다냥다냥’을 비롯해서 몇 개의 최애 채널들이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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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유튜브에서 16개의 동물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다. 클레어는 인스타그램로 약 35개 이상의 동물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지만, 자신의 최애 채널은 ‘시골냥들’이라고 설명했으며, 소윤과 

유나, 희원 역시 ‘시골냥들’을 최애 채널로 꼽았다. 은아는 자신이 

무엇을 팔로우 하고 있는지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특정 

계정을 팔로우하기 보다는 특히 마음에 든 게시물을 자신만 볼 수 

있도록 동물 영상을 즐겨찾기 해 두고 주기적으로 다시 시청하고 

있었다. 은아는 자신의 최애 채널은 강아지 ‘크로플’이 등장하는 

것으로, 해당 계정과 은행이 콜라보로 진행한 카드를 신청해서 통장을 

개설했을 정도로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보제공자들이 좋아하는 

채널과 알고 있는 채널, 꾸준히 보지는 않더라도 가끔 보거나 인지하고 

있는 채널들은 상당수가 겹쳤으며, 지인의 반려동물 계정을 팔로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명 동물 채널을 시청하고 있었다. 유튜브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모두 활용하는 정보제공자들의 경우 

‘멍하나냥하나’와 ‘다냥다냥’은 동물 채널에 대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알고 있는 채널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빠르게 영상 업로드 정보를 얻고 최애 동물의 사진을 얻기 위해 해당 

동물 보호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계정도 

팔로우하고 있었다.

 정보제공자들 다수가 최애 채널이라고 응답한 ‘시골냥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유튜브 채널로 1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일일 조회수가 44만 회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짧으면 1분, 

길면 10분 정도 길이의 길고양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는데, 

유튜버는 영상에 등장하지 않으며 그의 목소리 또한 편집되어 있다.  

‘시골냥들’은 본래 유튜버의 양어장 속 물고기 영상을 올리던 

계정이다. 그러던 중 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고양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고양이 

먹방 채널이 되었다가 고양이들과 유튜버가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동물 

채널이 되었다. 2018년부터는 고양이 먹방이 개별적인 고양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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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고양이의 가계도가 생기고, 고양이의 일상이나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특히 두식이라는 고양이를 

필두로 대부분의 고양이가 유튜버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의 여지가 있는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돌보기 

시작하면서 유튜버는 고양이를 위해 집과 침대를 비롯한 다양한 

가구들을 만드는 영상을 올리기도 한다. 

 ‘멍하나냥하나’는 2014년 트위터부터 시작한 동물 계정으로 트위터의 

랜선집사들이 마음으로 기르고 있는 강아지 ‘멍이’가 등장하는 동물 

채널이다. 2019년부터 유튜브를 개설하여 반려동물과 사는 것에 대한 

여러 정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백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멍하나냥하나’의 인기 자체는 트위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호두, 클레어, 민지 등 대부분의 정보제공자가 오랜 기간 트위터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해당 동물 계정이 트위터에 등장하여 인기를 끌 

때부터 타임라인 너머로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멍이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제공자가 호두처럼 멍이와 

멍이의 보호자에 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상당한 시간과 애정을 자신의 최애 동물 콘텐츠와 그 속에 

등장하는 동물에 쏟고 있는 이들을 ‘랜선집사’라고 부르며, 이 용어는 

현재 하나의 명사로 자리 잡아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들을 부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정보제공자들이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언급한 최애 

동물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표Ⅱ-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Ⅱ-1] 정보제공자들의 공통적인 최애 동물 콘텐츠와 정보

콘텐츠 명 구독자 수 평균 조회수 평균 좋아요 사용 플랫폼

시골냥들 약 1,100,000 440,448 22,413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냥다냥 약 1,180,000 558,618 23,691 유튜브, 인스타그램

멍하나냥하나 약 1,280,000 33,657 1,554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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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여움의 시청과 ‘잔혹한 안도감(Cruel Relief)’

동물 콘텐츠의 인기는 한국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지만, 현재 주요한 시

청자가 청년층임은 최근 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유튜버 검색 엔

진 ‘블링(vling)’의 시청자 분석을 보면, 유튜브 ‘시골냥들’의 시청자 

중 57%는 18세에서 34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Ⅱ-2]22). 다른 채널

들 역시 50프로 이상의 시청자들은 모두 18세에서 34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Ⅱ-2] 시골냥들 시청자 연령분포

삶의 단계와 속도,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은 20-30대인 

정보제공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서사뿐 아니라 동물 콘텐츠 시청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의 청년을 하나의 세대 담론으로 규정해보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

져 왔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 사이에 태어나서 2021년을 살아가고 있

는 청년들은 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 주거난 등 생존의 어려움으

로 정의되어왔다. 이는 88만원 세대23), 삼포세대24), N포세대25) 등의 명칭

22) 유튜브 검색 엔진 블링. https://vling.net/en/ (2021.9.27. 접속)
23) 취업난과 더불어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20대를 가리켜 부르는 말
이다. 우석훈·박권일은 저서 『88만원 세대』에서 “취직에 성공한 20대도 대부
분은 비정규직”이라며 우리나라 비정규직 20대의 월평균 급여가 ‘88만 원’이라
는 분석을 내놓았다.

https://vling.n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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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묘사되는 청년들이 동물 

콘텐츠의 주요한 시청자 및 제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사들은 동물 

콘텐츠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 세대들의 전유물이라고 다루고 있다. “자신의 취

향을 유형(콘셉트)화 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MZ세

대26)”이기에 동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것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제작보다는 시청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런 설명은 주 시

청자인 청년들의 삶의 맥락에서 동물 콘텐츠의 인기에 대해 사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못한다.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 청년들은 어떤 존재들이며 어째서 일상적으로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가? 민지와 하진은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자신의 고된 일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며 동물 콘텐츠를 일상적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례Ⅱ-3]

화를 가라앉힐 때 귀여운 영상을 봐. 그냥 펭귄이 좋으니까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돌려보게 된 거는 회사에서 열받았을 때? 그래서 펭귄 틀

어놓고, 소리는 끄고, 그냥 그걸 보면서 일을 했던 거 같아. “아, 귀엽네” 그

렇게 보는 거지. (민지, 28세, 여) 

하진 역시 민지처럼 현실이 힘들 때 고양이 콘텐츠를 더 찾게 된다고 설

명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88만원 세대” (선샤인 지식노트, 2008. 04. 25., 강준만,
2021.9.6. 접속)
24)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모두 포기한 청년 세대를 의미하는 용어
25) 연애, 결혼, 출산 뿐 아니라 취업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뜻
하는 말
26) 『이데일리』, “‘주접’이 일상…MZ세대 "반려인이라면 반려동물 전용 SNS
는 필수죠"”(정한음), 2020. 11. 20일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25967688&mediaCodeNo=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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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Ⅱ-4]

고양이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한테 질렸을 때 고양이로 힐링을 하는 

편이라서. 회사에서나 친구랑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뭔가 사람들이랑 사이

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환멸난다 하면서 찾아보

고 그러는거지. (하진, 26세, 여)

 힘든 일상 속 귀여운 동물의 사진을 보면서 힐링을 한다는 개념은 어느 

순간 트위터에서 당연한 것이 되었다. 2020년 여름, 한국에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트위터 공식 계정은 “코로나와 

태풍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고양이 타래를 소개합니다”라는 문구

와 함께 고양이들이 박스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멘션과 인용으로 달린 

트위터 타래를 리트윗했다 [그림Ⅱ-3]. 

[그림Ⅱ-3] 2020.08.27. 트위터 코리아 공식 계정이 업로드한 트윗

 해당 트윗을 인용트윗한 트위터리안들은 자신의 고양이 사진을 올리거

나 고양이의 귀여움에 흥분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타래

를 보았을 때 행복해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었다. 귀여운 고

양이 타래는 일상의 힐링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사례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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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Ⅱ-5] 2020년 8월 트위터 공계 인용 트윗 

 민지와 하진을 비롯한 정보제공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현재 삶

에서 많은 것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을 포기하거나 유예하고,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안정을 위해 지금의 즐

거움을 유예하고, 출근과 공부를 위해 건강한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 이

런 상황에서 ‘힐링이 되는’ 동물 영상의 시청은 삶의 한 줄기의 희망

이며 이는 페이지(2017)의 동물 미디어에 대한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

 페이지(2017)는 귀여운 동물 비디오는 신자유주의 사회 노동에서 필수

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기존의 동물 미디어의 인기가 기껏해야 

경박한 것으로 치부되고, 최악의 경우 ‘현대 사회의 몰락’의 징조로 

치부돼 무감각한 안일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무시되어 왔음을 지

적했다(Page, 2017: 77). 로런 벌랜트의 ‘잔혹한 낙관주의(Cruel 

Optimism)’에서 차용하여 페이지는 신자유주의 사회 현대인의 동물 콘

텐츠 시청이 ‘잔혹한 안도(Cruel Relief)’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벌랜트의 ‘잔혹한 낙관주의’란 실현이 불가능하여 순전히 환상에 불과

하거나, 혹은 너무나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는 타협된/공동

약속된(compromised)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애착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벌랜트, 2015: 162). 이는 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 되어버리는 관계로, 변화나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여기는 무언가가 

오히려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잔혹한 

낙관주의처럼 ‘잔혹한 안도’는 덧없기에 잔혹하다. 동물 비디오는 

“신자유주의에 놓인 일상의 맹공격에서부터 일시적인 유예와 안도, 순

작성자 내용

A 타래 안 보면 후회하는 트윗

B 타래 너무 행복해, 꼭 보세요! 트친비 납부합니다.

C 타래 보고 행복해질 사람 꼭 봐야해

D 2020년 최고의 타래

D의 

대댓글

↳ E: 나만 없어 고양이..

↳ F: 이런 타래는 뇌절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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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인 연결의 느낌과 끌림(Page, 2017: 80)”을 줌으로써 우리를 노동 

속에서 존재하게 한다. 페이지는 시청자들을 다시 신자유주의 자본에 종

속된 주체들로 만든다는 점에서 동물 콘텐츠가 주는 안도는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페이지는 이런 동물 잔혹한 안도감으로서의 동물 미디어

는 귀여운 동물 비디오가 신자유주의의 효과를 누그러뜨리고 노동의 스

트레스 요인을 비가시화하여 노동 불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도

구로 활용되고 있음에 집중했는데, 앞서 민지와 하진의 인터뷰에서도 다

시 일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동물 콘텐츠가 활용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일을 하다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해결하

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여운 동물 비디오를 켜 둔 상태로 

일을 하여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인 청년 랜선집사들은 스스로의 일상이 불

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는 등 끊임없

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가지고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

었다. 심층 면담을 진행하던 당시 정보제공자들 중 유나, 하진, 누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

다. 연구자와 만나 동물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앞으로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는 했다. 호두는 박

사 수료를 하고, 자격증도 따며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유예상태이며, 민지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 스스로가 

예술에 더 관심이 있음을 깨닫고 일을 그만두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슬비와 원호, 소윤, 피터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

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취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미래가 없다’며 자포자

기하는 두 가지 상태를 오고가며 정보제공자들은 불안한 삶을 지탱해 나

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정규직을 얻는다 하더라도 매일의 삶은 직장에서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의 연속이다. 정보제공자 누누와 꾸준히 연락을 하

고 있는 연구자는 생각이 날 때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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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는 “지금 퇴사각 잡으면서 다니고 있어 ㅋㅋㅋㅋ 이렇게는 못 산

다”라는 답장을 보낸다. 이런 랜선집사들의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듯 

“세상을 고양이가 지배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가 트위터 내에서 인기

를 끈 적이 있는데 누누는 해당 문장의 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

다.

[사례Ⅱ-6]  

현실 세계는 너무 힘들고 위로가 되는 건 고양이랑 강아지인데, 그 아이들

이 지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 힐링을 얻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배해줬

으면 좋겠어. 고양이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내 일상을 지배해 줬음 좋겠어. 

(누누, 27세, 여) 

앞서 설명했듯, 한국의 청년 세대를 하나로 규정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

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정의는 청년들의 ‘생존’과 결부된다. 김홍중

(2015)은 21세기 한국의 청년 세대를 학교-직업의 자동적 연계가 파괴되

어, 최종 학력기관을 졸업한 이후 상당기간을 비정규직 혹은 잉여로 지

내야 하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거나 혹은 포기

하면서, 이전의 청년들과는 달리 사회적 문제보다는 개인적 활로를 타개

하는데 더 몰두하는 ‘생존주의 세대’라 명명했다(2015: 180). 실제로 

청년 랜섭집사들의 일상은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다. 은

아는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미래에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기 위해 저녁에는 대학원을 다니는 삶을 몇 년 째 이어가고 있다. 한 

때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 자신은 남아도는 인생이라며 온라인에서 ‘잉

여짓’을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잉여짓'을 할 시간에 뭔가라도 하면

서 뛰어다니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진 탓에 '잉여'라는 단어조차 입

에 올리기 두려운 사회가 되었다(조한혜정 외, 2016: 12)27). 

27) 한국의 온라인 잉여에 대한 연구로는 모현주(2017)의 연구가 있다. 모현주
는 온라인의 잉여들을 오프라인 세상에서 쓸모 없고 가치절하 되기에 온라인
세상으로 이주하여 쓸모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는 이들로 정의한
다. 온라인 '잉여'는 한국의 후기 위기 실업 세대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상징적
용어가 되었으며 이들은 오프라인 세상에서 소외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온라인 잉여 사람들은 희망이 없거나 불쌍한 존재들이 아닌, 그들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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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은 불안하고 청년 랜선집사들은 안정적인 삶을 끊임없이 유예해

야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의 영상을 보는 것은 잉여조차 될 수 없

는 현실에서 청년들에게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순간적인 마카롱의 

달달함과 같다. 이묵돌(2020)은 기성세대에게 “요즘 젊은 것들의 사치스

러운 입맛”으로 비판받음에도 젊은이들이 작고 비싼 마카롱을 사먹는 

것은 청년들에게 마카롱이 가지는 의미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고작해

야 마카롱쯤 되는 고급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혹은 있었다는 것에

서 청년들은 대단한 의미를 찾아내며, 그런 것이 청년들의 밋밋하고 추

레한 삶에 아주 작은 특별함이나마 부여해준다는 것이다(2020: 22). 청년

들에게 달달한 마카롱이 주는 순간의 행복이 중요한 것처럼 청년 랜선집

사들의 삶에 동물 콘텐츠는 잔혹하지만 필수적인 안도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어느 날, 은아에게 “오늘 완전 럭키다”라

는 말과 함께 고양이 사진이 도착했다 [그림Ⅱ-4].

[그림Ⅱ-4] 2021.06.07. 정보제공자 은아와의 카톡 캡쳐

고양이를 만났다고 오늘 하루가 럭키할지 아닐지 우리는 모르지만, 은아

는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 줄 귀여움을 만난 것이다.  

 청년 랜선집사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하나의 세대로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인 청년들은 불안

황된 희망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 존재들로 미래가 사라졌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부유하는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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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계속해서 안정을 유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삶 속에

서 동물 콘텐츠가 큰 위안을 주고 있다는 공톰점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동물 콘텐츠는 내게 확실한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 이처럼 청년 랜선집사들은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며 잔혹한 

안도감을 얻으며, 또 다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으로 돌아간

다.

3) 병아리, 햄스터, 그리고 부모님

동물 콘텐츠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잔혹한 안도감을 청년 랜선집사들

에게 제공하며, 일상을 유지하는 동력을 준다. 하지만 연구를 하는 동안 

정보제공자들은 자신의 위안과 행복만을 얻기 위해 동물 콘텐츠를 시청

한다고 설명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귀여운 동물의 사진과 비디오를 보고 행복감을 얻고 있지만, 자신이 동

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극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

다. 이는 한국의 변화한 동물에 대한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

다. 

 유나는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콘텐츠를 “시간 있으면 틀고, 잘 때도 보

고, 출근할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는” 랜선집사이지만, 귀여운 동

물을 전시하는 채널과 채널의 시청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례Ⅱ-7] 

팔로워 많은 고양이들 있잖아, 귀엽게 생긴 애들. 산책 시키고 막, 캠핑 가

는데 데려가고 그러더라고. 모르겠어. 하면 안되는 건데 하는 행동이잖아. 

그것도 그냥 팔로워 모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이용해먹는거야. 이용해 먹는

거지! (유나, 26세, 여)

특히 과거에 동물과 조우했던 역사가 있는 정보제공자들은 지금과는 달

리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 함께 지냈던 동물을 제대로 대해주지 못

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의 동물 콘텐츠 시청에도 영향을 



- 45 -

미치고 있었다. Ⅱ-1에서 살펴보았듯, ‘TV 동물농장’은 청년 랜선집사

들에게 최초의 동물 콘텐츠라고 불릴 수 있는 채널이다. 해당 프로그램

은 마지막에 항상 보호자와 반려동물들의 갈등이 해결되거나 유기 동물

들이 구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등장한 동물이 해당 회차에서 입

양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동물의 근황을 알려주는 글을 

올리거나 후속편을 만들기도 했다 [그림Ⅱ-5]. 이처럼 청년 랜선집사들에

게 현재 그 동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하

지만 과거 한국에서 동물은 인간의 만족을 위해 구매되는 대상으로 여겨

졌으며, 지금처럼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용이하

지 않았기에 정보제공자들은 동물에게 좋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해 주었다

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Ⅱ-5] ‘TV 동물농장’ 시청자 게시판 (2021.09.09.접속)

반려동물을 기른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거의 모든 정보제공자들은 병

아리, 햄스터, 앵무새 등의 소동물이 자신의 첫 반려동물이었다고 대답

했다. 하지만 이 소동물의 경우 ‘반려동물’이라고 명명하기에 어색함

이 있었다. 상호적으로 감정을 나누거나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

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어릴 때였기에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고, 자신이 

제대로 잘 기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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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했던 반려동물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대다수의 정보 제공

자는 햄스터나 병아리도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연구자에게 반문

했다.

 과거 한국에는 병아리와 햄스터를 초등학교 앞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병아리의 경우 알을 낳을 수 없어 쓸모가 없는 수

평아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몸이 약한 친구들이 많았으며, 햄스터는 워

낙 번식력이 좋은 동물이기에 싼 값에 팔렸다. 이런 소동물을 잘 길러낸 

경우엔 나름대로의 자부심으로 남게 되지만 대다수의 정보제공자의 소동

물은 이렇게 오랜 기간 살지 못했다. 정보제공자들 중 닭이 될 때까지 

병아리를 기른 사람은 민지 한 명 뿐이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잘’ 길러야 한다는 가치가 부여되는 최근의 현실에서 과거 자신은 어

렸음에도 소동물을 지금의 기준에 맞게 기르지 못했고, 죽게 했다는 것

에 대한 기억과 죄책감, 곧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벌랜트와 스베코비치를 비롯한 정동 이론가들은 트라우마의 경험이 갖

는 매개적인 성격에 집중하여 이것이 어떻게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한다. 사회 구조의 작동과 모순이 체험되는 시공간(김정하, 2014: 51)

으로서의 일상에서 트라우마는 캐루스 모델에서처럼 '언제나, 이미' 발생

하여 꿈속에서 반복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생활을, 

현재라는 사건을 '침투(saturate)'하는 것이다(김정하, 2014: 51-2).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경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일상을 부

유하고 있다. 수많은 동물 계정과 동물에 대한 귀여운 에피소드들이 존

재하는 트위터이지만, 병아리를 검색하면 과거 병아리를 샀다가 병아리

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경험과, 그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등

장한다. 트위터에는 간혹 ‘#밤이니까 TMI를 말해보자’라는 해시태그

가 실시간 트윗에 오르곤 하는데, 해당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목록을 살

펴보던 연구자는 한 트위터리안이 자신이 어릴 때 병아리의 죽음으로 충

격을 받아 동물을 기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발견하였다. 초등학생 때 학

교 앞에서 산 병아리를 데리고 왔는데, 당시에 병아리가 얼마나 연약한

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해당 트위터리안은 애정을 담아 병아리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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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주었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아리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 외

에도 트위터에 ‘병아리’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어린 시절 병아리의 

죽음이 계속해서 기억난다는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누

군가가 병아리에 대해 쓴 트윗들은 연달아 병아리나 소동물에 얽힌 기억

들을 불러일으키며, 병아리나 햄스터 등 과거 쉽게 구할 수 있던 동물의 

죽음이 자신에게 남긴 트라우마에 대해 털어놓는 멘션을 주고 받는 트위

터리안들도 있었다. 정보제공자 누누 역시 병아리의 죽음을 겪었던 기억

이 반려동물을 더이상 기르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례Ⅱ-8] 

항상 초등학교 앞에 나오면 햄스터 아저씨가 햄스터를 팔잖아, 그 때는 진

짜 팔았잖아. 그럴 때 데려오고. 병아리도 팔았잖아, 그럼 병아리 데려와서 

우리가 밖에서 키웠거든. 근데 우리가 주택가여서 거기서 키웠는데 도둑고

양이가 잡아갔어. 그런 유년 시절을 겪고 그 후로부터는 전혀 키울 생각을 

안했지. (누누, 27세, 여)

희원 역시 과거 소동물과 맺었던 관계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 아직 동물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 잘 기르는 것인지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없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Ⅱ-9] 

연구자: 혹시 앵무새는 계속 평생동안 함께하신 거예요?

희원: 그 친구가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서 평생이라고 하면 평생이긴 한데 

제가 많이 못 돌본게 조금 있었죠. (희원, 26세, 여)

지금과는 달리 동물을 잘 기른다는 것이나 동물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

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던 부모님 세대와의 갈등과, 그로 인한 동물의 

죽음 역시 충격으로 남아있었다. 클레어는 자신이 길렀던 햄스터의 죽음

에는 부모님이 해당 동물을 살릴 의지가 없었던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생명으로서 동물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부

모님 세대의 생각이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었다는 설명으로 정당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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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어쨌든 동물과 관련된 자신의 죄책감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동물

을 사랑함에도 기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강화하고 있었다.

[사례Ⅱ-10] 

햄스터를 고등학교 때 키워 봤었는데 그 때는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했던 

시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줬었는데. 평균 수명만큼은 살고 죽었지

만 아팠을 때 병원에 못 데리고 간게 아직까지도 아쉬웠던 기억이 나. 부모

님한테 병원 데리고 가면 안되냐고 이랬더니, 햄스터인데 왜라는 보통 어른

들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클레어, 26세, 여)

은아 부모님의 지인이 맡기고 갔다가 결국 찾아가지 않은 포메라니안에 

대한 기억은 은아가 동물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기를 생각이 없는 이유

였다. 해가 따사로운 날 은아와 대화를 나누던 연구자는 그가 자신이 좋

아하는 인스타 속 동물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을 듣고 있었다. 워낙 좋

아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연구자는 넌지시 동물을 기를 생각이 없는지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기르고 싶다는건) 그냥 하는 말이지 내가 키우

고 싶은 생각은 없어.”였다. 이유인즉, 과거 아버지의 친구 분이 펫샵에

서 포메라니안을 사서 제대로 기르지 않다가 여행을 간다는 핑계로 은아

의 집에 두고 가버리면서 생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개를 기를 생각이 없이 단기간으로 봐주려고 한 것 뿐인데 군식구가 생

기자 입양처를 찾으려고 하셨다. 그런데 은아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아무래도 입양을 하려고 한 이가 해당 품종견을 계속 재생산

하는 브리더28)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아는 개를 데리고 

무작정 나가 친구에게 맡겨 버렸고, 결국 입양 건은 취소가 되었다. 

[사례Ⅱ-11] 

내가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나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외롭다

고 개를 데려온 것도 이해가 안가, 펫샵에서 데려온 것도 이해가 안가, 우

28)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고, 혈통을 관리하며, 분양희망자에게 분양하는 직업.
최근 전문 지식 없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품종 동물을 번식시키는
번식업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브리더는 바로 이 번식
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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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집에 맡겼는데 다시 안 데려가.. 그래서 결국에 그 개를 동생 친구네 보

냈다. 걔네 집에서 잘 살고 있어 아직도. (은아, 27세, 여)

 과거의 일화를 설명해주는 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처럼 동물과 

맺었던 과거의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적인 사건들과 

갈등은 현재도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 소윤의 경우 과거에 구조하여 길

렀던 시츄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Ⅱ-12]

내가 전에 강아지 10년 정도 길렀다고 했잖아, 그 친구가 가기 전에 2-3년

을 아프다가 갔어. 계속 돌보는 것도 힘들었고. 얘를 주워왔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기르면서 십 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을 안 열었어 우리한테. 한 번 버

려져서 그런지.. (소윤, 23세, 여) 

모든 가족이 시츄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소파에 들어가

서 주인을 공격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기억은 소윤이 동물 콘텐츠의 

인기에 대해 걱정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정보제공자들이 어렸을 당시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동물을 대하는 방식

이나 생각이 달라졌지만,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이라는 현재의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 정보제공자들은 과거 반려동물에게 해주지 못한 기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 이는 트라우마로 남아 자신의 삶을 일시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만 동물 채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애 동물 채널의 경

우 마치 해당 동물이 자신의 반려동물인 것처럼 몰입을 하고, 콘텐츠의 

윤리성을 검열하는 이유가 되었다.

 Ⅱ장을 통해 우리는 비인간 동물 시청의 역사와 이것이 어떻게 현재 한

국 사회의 동물 콘텐츠의 인기로 이어졌는지, 또 해당 콘텐츠들을 시청

하고 있는 새로운 주체인 청년 랜선집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랜선집사는 한국의 팬덤 문화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최애 채널들을 꾸준

히 시청하고, 댓글을 남기거나 팬 계정을 만들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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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구입하며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이런 적극적인 콘텐츠 시청

은 이들이 처한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동물 콘텐츠의 시청은 

청년들의 매일의 생존에 잔혹한 안도감을 주며 이들이 신자유주의 사회

에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과 연관된 과

거의 기억들은 이들이 스스로만의 만족감을 위해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도록 만들었으며 어떻게 영상 속 동물의 안위를 고려하며 

콘텐츠를 시청할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들을 만들어냈다. Ⅲ장에서는 이

런 삶의 배경을 가진 청년 랜선집사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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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유하는 위협과 랜선집사의 실천

 Ⅲ장에서는 랜선집사들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랜선집사는 동물 콘텐츠의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존재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해당 동물의 랜선 보호자가 

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하며, 해야 하는 일도 다양하다. 

 우선 우리는 정보제공자들과 비인간 동물의 만남의 순간을 살펴볼 것이

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동물 영상을 처음 보게 된 것이든, 오프라

인에서 동물과의 우연한 만남이 콘텐츠의 시청으로 이어진 것이든 랜선

집사들은 자신이 온·오프라인으로 동물과 마주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

으며, 이것이 지속적인 시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건을 경험한 후 랜선집사들은 온라인 동

물과의 첫 마주침 이후로 동물의 영상을 애정을 갖고 시청하는 것을 넘

어 다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동물 콘텐츠의 인기로 

인해 수많은 채널과 계정이 생성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규

제나 법이 존재하지 않고 제작자의 개인적 윤리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에

서 동물 학대의 위협은 언제나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이 동물의 귀여움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콘텐츠 속 

동물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가던 랜선집사에게, ‘평화우리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폭로 사건은 기저에 존재하던 불안과 위험, 그리고 동물 콘텐

츠의 인기가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기의식과 랜선집사들의 죄책감은 ‘정동적 먼지’가 되어 랜

선집사들의 일상 속에 부유하면서 동물 콘텐츠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발달시켰다. 이 직감은 ‘쎄함’이라고 불리는데, 

‘쎄함’이 느껴지는 동물 콘텐츠에 대해서 랜선집사들은 댓글이나 SNS

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시청을 지양함으로써 동물을 착취하는 콘텐츠를 

피하려 한다. 

 자신의 시청이 동물 콘텐츠의 유명세에 기여하고, 동물이 수익을 위해 

착취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은연중에 알고 있던 랜선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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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물 윤리를 지키는 안전한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동

적 실천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적인 예시는 일상적

으로 사용했던 밈들의 변화이다. 서론에서 등장했던 ‘나만 고양이 없

어’ 는 처음에는 반려동물이 없는 랜선집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을 ‘소유’하고픈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밈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경각심의 등장을 시작으로 동물 콘텐츠 시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실천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랜선집사들의 생각과 개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똑같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귀여움만을 소비한다고 여겨지는 시청과 랜선집사로서 진정으로 동

물을 생각하는 시청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동물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즐거움만을 위한 윤리에 대한 고민 없는 시청은 진정한 랜선집사

의 시청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리잡으면서 랜선집사들은 귀여움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상 속 동물의 신체적인 반응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동물과 보호자가 진심으로 교감한다고 느껴지는 영상을 보려한다. 또한 

동물과의 관계가 비대면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친족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물 

자신이 댓글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댓글이나 SNS를 통해 마

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와 더불어 시청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를 가진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에 보

내는 돈을 ‘후원금’보다는 ‘용돈’으로 표현하여 동물에게 직접 주는 

돈임을 강조한다. 후원을 하면서도 동물의 반응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

는다는 암묵적인 합의는 영상 속 동물과 자신의 관계가 단순히 조회수를 

늘리는 시청자와 온라인 속 동물의 관계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동물을 

배려하는 자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또한 랜

선집사들이 콘텐츠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방구석 강

형욱’이라며 비난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동물 학대의 의혹이 생기는 콘

텐츠에 대해서는 바로 댓글이나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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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우리 사건과 쎄함

1) 나의 세계를 변화시킨 만남의 이야기

 어떤 존재와의 만남은 단순히 순간적인 마주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

만, 어떤 만남의 기억은 꾸준히 이어진다. 정보제공자들이 작은 소동물

과 맺었던 과거의 관계, 그리고 현재 온라인에서 일상적으로 맺고 있는 

동물과의 관계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흔적을 남기며, 의미있는 사건으로 

남아있다. 해러웨이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과 동물의 “호기심이 만들어

낸 자연문화의 세계는 이들이 만나기 전의 세계와는 아주 다른 세계일 

것이고, 세계가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되

돌아 갈 옛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최유미, 2020: 56)” 것이다.

[사례Ⅲ-1]

그리스 여행 가서 식당에 앉아있는데 길고양이가 내 무릎 위로 올라왔단 

말이야. 고양이를 진짜 태어나서 완전 처음 만졌는데 강아지랑 다르게 너무 

부드러운 거야, 걔는 심지어 길고양이고 당연히 목욕도 안했을테고 그랬는

데도. 다른 생명이랑 교감을 하는 거니까 좋았어. 되게 따뜻하더라고 고양

이가. (수영, 27세, 여)

동물 콘텐츠를 왜 시청하기 시작했는지 설명해주던 수영은 2016년에 그

리스의 고양이가 자신의 다리에 올라온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이 동물 콘

텐츠를 점점 보기 시작하고, 동물을 ‘대하는 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

작한 지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길고양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인간인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상

태에서 벗어나, 이런 만남의 에피소드가 만들어낸 호기심과 경의는 ‘관

계’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었다. 수영은 이제 이 특별한 존재들과 어떻

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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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2]

한창 고양이 유튜브 터지고, 영상들 막 엄청 보고 나서는 고양이를 대하는 

법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배우게 됐으니까 이제는 길고양이 보면 만지기

도 하고.. (수영, 27세, 여) 

민지 역시 오프라인에서 동물과 잠깐 시간을 보냈던 것이 동물, 특히 

고양이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었다고 설명했다.

[사례Ⅲ-3]

잠깐 친구가 우리 집에 살면서 고양이를 같이 키웠는데, 그게 한 열흘 정도 

밖에 안돼. 근데 그 친구가 남긴 자국이 아직 있어. 걔가 나를 처음에 엄청 

경계를 하는거야. 근데 한 5일 지나니까 내가 누워있으면 옆에 와. 그렇게 

지냈어. 귀여웠어. 열흘인데 계속 기억에 남아, 같이 있었던게. (민지, 28세, 

여)

이 경험은 그녀가 훗날 여유가 되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지인들의 반려동물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

다.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만 올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민지

지만, 지인의 반려동물을 만나면 꼭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동물 

사진을 올리고는 한다.

 만남의 기억은 오프라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하진은 어떻게 채널 ‘시

골냥들’에 등장하는 한 고양이가 자신의 최애 고양이가 되었는지, 그리

고 어느 영상에서 그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

고 있었다.

[사례Ⅲ-4]

나는 야홍이라고, 왜 이름이 야홍이냐면 고양이가 이얏호옹하고 울어. 그래

서 야홍이인데 되게 귀여워. 영상 중에 유튜버가 산책을 하러 자전거를 타

고 가다가 야홍이를 만난거야 길에서. 애가 몇 걸음 가다가 털썩 누워. 그

러다보면 자기가 만져주잖아?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출발을 해. 그럼 또 맞

춰서 출발을 하다가 털썩 누워. 자기 만져달라고. (하진, 26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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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난 고양이에 대해 애착이 생기면 이 만남은 한 

번의 시청에서 끝나지 않으며, 계속해서 영상을 다시 찾고, 채널을 구독

하고, 꾸준히 시청하여 랜선집사가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랜선집사들이 

영상 속 동물들에게 가지는 이런 애착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댓

글을 통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2020년 10월, ‘시골냥들’에 ‘설탕이’라는 고양이가 아팠으며 치료

를 받고 있었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던 

고양이가 영상에 잘 나오지 않았기에 랜선집사들 모두 걱정하고 있던 참

이었다. 어느 정도 고양이가 나아진 후 지금까지의 일을 요약해서 올린 

영상이었지만, 해당 고양이의 랜선집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평균적으

로 한 영상마다 약 21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리는 ‘시골냥들’이지만, 

해당 영상에는 8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있을 정도로 랜선집사들은 이 

고양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단 한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영상으로만 보고 있는 고양이지만 랜선집사들은 이 고양이의 

쾌유를 위해 매일 댓글에 와서 기도를 남기기도 하고, 편지를 남기기도 

하며 자신의 걱정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사례Ⅲ-5]. 고양이가 아프

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기에 눈이 부은 채로 다니고 있으며, 왜 

자신이 다른 일에도 울지 않는데 만난 적 없는 고양이 때문에 우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댓글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례Ⅲ-5] 유튜브 ‘시골냥들’ 2020년 10월 17일 댓글

작성자 내용

A

사랑하는 설탕이 오늘 하루도 아부지29)랑 꽁냥꽁냥 즐거운 하루였

겠지? 밥도 잘 먹고 치료도 잘 받고, 자기 전에 와 봤어.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응원글 쓰면 너가 꼭 나을 거 같아서. 내일 또 올게!

B

설탕아, 누나 왔어. 거의 매일 같이 와서 안부 인사 하고 항상 마무

리는 우리 설탕이 보고싶어였는데, 방금 아부지 인스타 보니까 눈물

나더라. 보고싶다 보고싶다 했는데 진짜 보니까 왜 그렇게 울컥하는

지 모르겠어. 우리 설탕이 무병장수할 설탕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기다 알겠지? 사랑해, 보고싶어 우리 설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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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고양이를 영상으로만 보고 있을 뿐인데 “덕분에 나의 

세상에서 우울을 몰아냈다”는 C의 댓글은 이 고양이의 존재가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약 1년이 지난 현재 해

당 고양이는 건강을 되찾았는데, 여전히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랜선집

사들은 주기적으로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기며 고양이가 아프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과 지금은 괜찮아져서 다행이라는 감정을 공유하

고 있었다 [사례Ⅲ-6].

[사례Ⅲ-6] 유튜브 ‘시골냥들’ 2020년 10월 17일 댓글

 이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동물과의 만남은 랜선집사들의 세계를 

변화시켰고, 지속되는 끈끈한 애착이 있음을 표현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온라인 속 동물이 진심으로 건강하길 원하는 댓글은 이들이 자신의 관계

를 단순히 영상을 보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동물과의 

29) 시청자들이 ‘시골냥들’의 유튜버를 부르는 이름은 앞에서 설명했듯 닉네임에
아버지의 합성어이다. 본고에서는 ‘아부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C
설탕아 네 덕에 나의 세상에서 우울을 몰아내고 웃게 됐어. 꼭 낫자. 

반드시 나을거야. 많이 나을거야! 많이 사랑해!

D 내가 설탕이 때문에 새벽기도 나간다 진짜

D의 

대댓글
↳ E: 저도 108배 한 지 일주일 됐어요.

작성자 내용

F

우리 설탕이 이렇게 아팠었지라며 지금은 비교적 담담하게 볼 수 

있는 영상. 하지만 그래도 마음 아픈 영상. 구독으로 낳아서 키보드

로 키운 내 새끼 우리 설탕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줘. 사랑해.

G
이 영상 첨 본날 오열했던 생각이 나네. 대체 설탕이가 나한테 뭐

라고.. 

H
새삼 이 영상 처음 올라왔을 때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역시나 그것 또한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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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길 원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관

계는 동물이 아파서 목숨을 잃는 등의 불가항력적인 원인 뿐 아니라 다

양한 이유로 단절될 수 있다. 2)에서는 동물 콘텐츠 속 동물을 만난 후 

변화한 랜선집사들의 세계가 언제든 부서질 수 있음을 알린 사건과 그것

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평화우리 사건과 위협적인 미래

 2020년 5월, 한 언론사에서 유명 동물 채널에 대한 폭로를 공개하였다. 

채널 구독자가 50만명이 넘어가던 유명 반려동물 콘텐츠 제작 채널이 사

실은 반려묘가 자신에게 다가와 귀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밥을 굶겼

고, 그가 구조했다고 한 후 임시 보호했다던 동물들이 사실은 구조한 것

이 아니라 펫샵에서 구매해 왔음을 알게 되었을 때 랜선집사들의 분노는 

엄청났다. 이뿐 아니라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햄스터와 고양이

를 함께 두어 햄스터의 목숨을 앗아가고, 채널의 구독자들을 광신도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있었다. 하진은 이‘평화우리 사건30)’에 대해 연구자

와 이야기를 나눌 때 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단 한 마디로 설명했

다. “고양이를 써먹는다는 느낌이었어.”

 영상의 조회수와 콘텐츠의 인기가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서 랜선집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이 보호자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

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최대한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한다. 실제로 평

화우리 채널이 인기를 얻은 것은 개인에게 돌아오는 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기 동물을 구조하여 입양 보내는 활동을 주요한 콘텐츠로 삼

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선의가 가득 담긴 행동을 하는 유튜브 제작자

가 동물 학대를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시청자들은 유튜브 영

상과 업로드 되는 사진을 통해 콘텐츠에 등장하는 동물의 상태를 다 알

고 있다 믿고 싶어하지만, 언제나 선택적으로 제작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게 되고, 이 사실은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발

30) 해당 사건과 연관된 모든 이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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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폭로 사건은 랜선집사들에게 충격

을 줄 수밖에 없었다. 물론 평화우리 사건 전에도 한국 사회에서 동물 

학대는 꾸준히 존재해 왔다31). 하지만 자신의 반려동물들에 대한 애정을 

영상 속에서 잔뜩 드러내던 집사가 사실은 수익만을 위에 영상을 제작했

고 동물을 이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나자 랜선집사들은 랜선‘집사’가 아

니라, 동물 학대의 악순환을 만드는, 평화우리의 말대로 ‘광신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랜선집사들에게 평화우리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도덕성이 부족하

여 일어난 우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는 랜선집사들의 콘

텐츠 시청이라는 평범한 일상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었다. 다스(2012)는 

‘사건 (event)’을 “‘주어진 상황을 살아가던 인간이란 동물’을 

‘주체’로 만드는, 매일의 일상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삶의 방식을 깨뜨리긴 하지만, 예외적인 것이 

아닌 “일상적 삶의 작은 행동들에서 윤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

로 볼 것을 제안했다(Das, 2012: 139). 평화우리 사건은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던 사람들이 언제나 동물학대가 담긴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것

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일상성의 위기(Berlant, 2008)’에 놓여있을 

수 있음을 알린, 다스가 말하는 ‘사건’이었다. 

 심지어 평화우리 사건의 경우 폭로 이후 상황이 종결된 것이 아닌, 해

당 유튜버의 폭로자 고소와 맞고소, 구독자들의 고소 등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콘텐츠에 대해 법률적인 제재가 가해지기 

힘들며32), 영상 자체로는 학대의 증거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랜선집

사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31) 『데일리벳』, “[2020국감]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10년간 10배 넘게 늘어”(윤
상준), 2020. 10. 27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37292
32) 2021.2.12.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3에는 “3. 도
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금
지가 있지만, 평화우리 사건의 경우 폭로자의 증언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영상
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근거가 존재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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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선집사들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폭로자 변호인들의 유

튜브 채널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영상 밑에는 이 사건이 얼

마나 충격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댓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사례Ⅲ

-7].

[사례Ⅲ-7] 유튜브 ‘변호사’ 채널 2020.12.6. 영상 댓글 

 [사례Ⅲ-7]에서 볼 수 있듯 많은 댓글이 평화우리 사건으로 인해 어린 

동물이 등장하는 콘텐츠 뿐 아니라 평소 즐겨보던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평화우리 사건’이 

단순히 비도덕적인 유튜버를 비난하고 해당 콘텐츠를 더 이상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랜선집사들이 일상 전반에서 위기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평화우리 채널의 유튜버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

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5월부터 해당 유튜버가 잠적하고 있었으니 근 

작성자 내용

A
전 이 사건 이후로 어린 고양이들 나오는 유튜브는 보는게 꺼려져

요. 진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슬프게도 안 좋은 쪽으로..

A의 

대댓글

↳ B: 맞아요. 정말로 여러 유튜버 보시면 실제로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만 있거나 어린 동물만 입양해가는 유튜버들이 많아

요. 그래서 전 성묘가 몇 년 전부터 있는 유튜버만 봐요.

↳ C: 특히 길냥이 주웠다 하면 의심부터 하게되죠.. 참 안타까운 

일..

↳ D: 맞아요. 의심이 먼저 생기더라구요. 저는 장기간 길고양이들 

보살펴주시던 분의 채널 위주로 보게 되더라구요! 

↳ E: 사실 어린 고양이가 나오는 게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강아

지나 고양이나 새끼 때는 귀여우니까 데리고 오고 크고 나

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F

평화우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고양이 

영상을 볼 때 좋은 내용의 영상임에도 계속 평화우리랑 겹쳐 보여

서, 한켠에 불편함을 안고 보게 되네요.



- 60 -

1년만의 일이었다.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트위터는 뜨겁게 불타올랐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들도 연구자에게 트위터로 멘션을 보내거나 카카오

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평화우리 채널이 다시 돌아왔음을 알렸다. 몇 시

간 동안 트위터에는 평화우리 채널 유튜버의 복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동물 복지에 관심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해당 채널의 조회수를 

올리지 말고 신고를 누르기를 촉구하는 트윗이 올라왔다. 1년이 지났음

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나타난 랜선집사들의 빠른 반응은 

해당 사건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평화우리 사건’에 대한 랜선집사들의 지속되는 분노를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랜선집사들의 반응이 단순히 동

물에 대한 측은지심이나 본인들이 속았다는 것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

라 이들의 과거와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Ⅱ장에서 우리는 청년 랜선

집사들이 자신이 어렸을 적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

지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Ⅲ-1-1)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더라도 온

라인으로 마주한 동물들을 자신의 삶에서 의미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

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평화우리 사건’이라는 비윤리적인 사건이 이

들의 삶을 지속해주는 원동력인 콘텐츠 시청을 침투했을 때, 그래서 평

온한 일상에 균열을 내고 동물이 학대 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랜선집사

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

다. 반려동물을 자신과 공존하는 존재로 여겨야할 현대의 동물 콘텐츠 

제작자들이 조회수만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고 있을지 모르며, 선별적으

로 보이는 화면 뒤로 어떤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분노스러운

데, 이런 사건에 대해 랜선집사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은 일시적인 무력감으로 이어졌다. 

 평화우리 사건은 마수미(2015)의 표현으로 하면 ‘정동적 먼지의 날

림33)’이 되어 랜선집사들의 일상을 부유하며 위기를 상기시키는 사건이

33) 마수미(2015)는 몬트리올 공항에서 흰색 가루가 발견되어 테러 경보가 울렸
던 사건이, 그 가루가 밀가루였음이 발견된 후에도 백색-분말화된 테러가 일으
킨 정동적 먼지의 날림으로 사회에 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2015: 160). 이런 정
동적 먼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비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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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년 랜선집사들이 해당 채널 뿐 아니라 시청하던 다른 동물 콘텐츠 

역시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스스로의 시청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온

몸으로 느끼게 했다. 랜선집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여 무기력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평화우리 사건은 콘

텐츠가‘쎄하다’고 발화되는 직감을 발달시켜 랜선집사들이 콘텐츠의 

윤리를 먼저 의심하도록 만들었고,  일상을 위협의 정동이 가득한 곳으

로 만들어 랜선집사들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동물 윤리적인 주체가 되

도록 추동하였다. 

2) “어쩐지 쎄하더라”, 공유되는 직감의 등장

  평화우리 사건은 명명백백한 동물 학대의 증거를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며, 폭로자들의 증언으로만 남아

있다. 이 사건은 앞서 말했듯 ‘정동적 먼지의 날림’이 되어 계속해서 

랜선집사들의 콘텐츠 시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물 콘텐츠의 윤리적

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모든 정보제공자들은 평화우리 사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몇 년 간 많은 동물 콘텐츠들을 시청

하고 있는 하진은 앞서 등장한 평화우리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사례Ⅲ-8]

하진: 올해 있었던 것 중에 평화우리 채널. 내가 처음에는 봤었어. 유기묘 

나오는 콘텐츠였는데, 갈수록 주인이 고양이를 콘텐츠로 쓴다는 느낌

을 점점 받으면서 ‘쎄한데’ 해서 구독 취소를 했었어. 고양이를 써먹

는다는 느낌이야. 

연구자: 그게 영상에서 느껴졌다는거야?

하진: 응. 왜냐하면 고양이가 싫어하는 걸 해보자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고

양이를 키우는 집사라면 굳이 하지 않았을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아니다. 그랬던 거지. 고양이를 콘텐츠로 써먹는 게 눈에 보여서.

되는 것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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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사건 터졌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

하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지. 이 새끼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어. (하진, 26세, 여성)

평화우리 채널이 원래부터 ‘쎄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진 뿐만이 아

니었다. 호두, 클레어, 유나, 은아 역시 여러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

기에 당시 유명했던 평화우리 채널 또한 시청한 적이 있는데, 보는 중에 

쎄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사례Ⅲ-9]

초반에는 못 느꼈어. 한 고양이가 코숏 길냥이고 다른 고양이는 노르웨이 

숲같이 생긴 품종묘 믹스 이런 느낌인데, 어느 순간부터  품종묘 영상만 많

이 올라오는거야. 그래서 그 때 좀 쎄하다고 느끼고 그랬지. 품종묘를 더 

전시하는 느낌? (유나, 26세, 여성)

유나는 해당 채널에 품종묘만 많이 등장했던 것이, 클레어는 언제나 도

주 위험이 있는 집고양이를 학교에 데려오는 것부터가 쎄했다고 설명했

다. 동물을 착취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 콘텐츠 속 동물과 보호자

의 교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랜선집사들은 선택적으로 보여지는 

영상이나 사진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감’을 백분 활용하

여 시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시청할 때 느꼈던 이 직감은 

후술될 때 ‘쎄함’이라는 단어로 발화된다. 

 ‘쎄하다’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닌 방언이며,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상어로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해당 단어는 ‘싸하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되는데, ‘싸

하다’는 ‘혀나 목구멍 또는 코에 자극을 받아 아린 듯한 느낌이 있

다.’ 혹은 ‘어떤 것이 아린 듯한 자극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34). 하지만 ‘싸하다’는 알싸하다라는 용어로 더 많이 쓰이며, 이 단

어에서 비롯된 ‘쎄하다’가 훨씬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쎄하

34) 표준국어대사전, “싸하다” (2021.03.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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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분위기가 쎄하다’ 혹은 ‘저 사람은 쎄한 것 같다’, ‘어쩐

지 쎄하더라’라는 의미로 활용되는데, 분위기가 냉랭하거나, 어떤 사람

이나 일이 의심스러웠거나 불안했을 때,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

어난 후에 그 때를 회고하면서 ‘쎄했다’는 느낌으로 묘사된다.

 ‘쎄하다’라는 직감은 몹시 신체적인 직감이자 정동이며 과거와의 연

장선에 있다. 내가 이미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기에, 내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기에 무언가 불안하여 ‘쎄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은아의 

경우 본래 평화우리 채널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후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다시 해당 채널의 영상을 보니 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

다. 비록 이미 동물 학대의 혐의를 인지하고 나서 사진을 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쎄한 사람은 쎄하다”는 것이 그녀의 핵심이었다. 

은아는 자신에게 쎄하다는 것은 생생한 신체의 반응이라고 설명하였다. 

등줄기가 시린 듯한 신체적 반응이 동반되며 벗어나야만 할 것 같은 생

각이 불현 듯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그 당시를 떠올리거나 타인에

게 전해줄 때, 그 순간을 ‘쎄했다’로 묘사하고 있었다.

 철학자 베르그송은 “직감(intuition)이란 개인적 기억을 통해 번역된 역

사의 작업”이라 정의했는데, 벌랜트는 베르그송의 이 정의를 받아 직감

은 위기가 강화된 역사적 현재에서 정서가 구체화된 형식을 지니는 방식

을 가장 정확하게 매개하는 것(박미선, 2015: 114-5)이라고 설명했다. 마

수미(2015)는 정동적 사실로서의 ‘위협’, 그리고 이 잠재적인 위협의 

존재로 인한 끝없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에 미래의 

위협이 있었으며,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다. 잠재적 위협이 

명확한 현재의 위험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

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비존재이기에 훨씬 더 실재적인 것

(마수미, 2015: 98)이라는 마수미의 설명처럼, 콘텐츠 제작자가 보여주고

자 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만 동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랜선집사

들에게 동물학대의 위험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에 더 실재적으로 다가온

다. 이처럼 과거 소동물의 죽음을 마주한 것, 그리고 평화우리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지켜 본 경험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올 가능성이 농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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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응하여 랜선집사들의 직감과 이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만들어냈

다. 

 언제나 뒤로 돌아봤을 때 ‘쎄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시 미묘하게 느껴졌던 불안감과 불쾌함을 동반하는 신체적인 느낌이 있

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타인과 의

견을 교환하면서 더 분명해진다. 타인들이 하나의 시공간에 모여들지 않

는다면, 그래서 특정한 배치를 이루지 않았다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으며 

정동이 생산하는 효과는 타인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태(최

진석, 2019: 33)이다. 쎄함을 내 신체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직감

을 확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한 것이다. 같은 콘텐츠를 시

청하던 랜선집사들이 동일한 미묘함을 느끼고 서로 소통할 때 이 ‘쎄

함’이 증폭되고 있었다. 타인과 같은 위기를 느꼈음을 확인하면서 랜선

집사들은 자신의 ‘쎄함’에 확신을 갖게된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튜브의 경우 댓글이다. 유나는 영상을 보다가 쎄함을 느끼면 바

로 댓글부터 확인한다고 설명하였다.

[사례Ⅲ-10]

댓글을 봐. 댓글에 막 재미있는 말도 많고, 평화우리 때도 댓글을 딱 보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더라고. 모두가 쎄함을 느끼면 알게 되는거지. 

아, 이자식, 맞게 되는거지. 그럼 이제 구독 안 함. (유나, 26세, 여성)

영상을 보던 중 갑자기 쎄함이 느껴졌을 때, 자신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그리

고 이 쎄함은 한 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꾸준히 콘텐츠

를 시청했기 때문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신청

하면서 공유된 정동적 분위기가 ‘쎄하다’는 것은 댓글로 수시로 확인

되며, 누군가 트위터에 의구심을 올렸을 때 멘션을 주고받음으로서 확인

되고, 증폭된다.

 평화우리 사건 이후로 등장했으며, 평화우리와 똑같이 새끼 고양이들이 

등장할 뿐 아니라 영상 편집 방식까지 비슷했던 ‘국화차네’ 채널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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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의혹은 평화우리 사건과 같은 일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랜선집사들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튜버의 얼굴이 영상에 

등장하지 않아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국화차네’의 제작자가 자신은 

평화우리가 아니라는 해명 영상을 올릴 정도였다 [사례Ⅲ-11].

[사례Ⅲ-11] 유튜브 채널 ‘국화차네’ 2020.06.17. 영상 댓글

시청자 F의 댓글은 평화우리가 되돌아온 것이건 아니건 진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화차네’라는 채널 자체가 새끼 고양이들을 내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우리 채널과 다를 바가 없으며, 랜선집사로서 

쎄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다른 시청자들 역시 확신

할 수는 없지만 영상의 느낌이 평화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쎄할 수밖에 

없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처럼 랜선집사들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동물 콘텐츠라도 쎄

함을 느끼면 가볍게 지나가지 못했다. 댓글이나 트위터를 통해 공유된 

쎄함을 만들 수 없을 경우 랜선집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독을 취소하

작성자 내용

A

썸네일이나 영상 편집이나 약간 평화우리하고 비슷해서.. 쎄하긴 하

네요. 동물들은 너무 귀엽지만 아무래도 평화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충격이라 그런거겠죠

B

오늘 이 채널 처음 들어와서 봤는데 영상이 너무 닮긴 했음. 고양이 

반응, 고양이 리액션으로 썸네일 만들고, 해명 영상을 누워서 고양

이 쓰담. 너 평화우리지!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냥 많이 닮았어요.

C 제목이나 편집이 ‘그 유튜버’랑 너무 흡사한 건 사실

C의 

대댓글

↳ D: ㅇㅈ 저도 그 생각했어요

↳ E: ㅇㅈ 평화우리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챙겨봤던 사람인데, 

썸네일, 제목, 새끼고양이, 편집스타일 너무 똑같은건 사실임.

↳ F: 저 사람이 평화우리는 아니고 편집자일 수도 있겠네요.

↳ G: 너무 비슷해서 항상 흠칫함. ~한 고양이의 반응 이런 식

↳ F: 동물을 돈으로 보는 사람인건 확실한 듯. 조회수 잘 나오는 

아기고양이 영상으로만 계속 빨아먹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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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콘텐츠의 조회수를 늘려주지 않는 것이었다. 소윤과 유나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사례Ⅲ-12]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일부로 하고, 그걸 콘텐츠로 만들

어서 파는 느낌이잖아,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될까? 싶어서 별로 안 좋아

해. 고양이 괴롭힐 거 같다 싶었던 게 고양이 주인 고양이를 건들이는 게 

보이니까 불편하긴 했었어. (소윤, 22세, 여)

[사례Ⅲ-13]

고양이가 엄청 귀엽고 순해, 예뻐. 근데 목욕을 너무 자주시켰어. 목욕을 시

키는 영상을 너무 귀엽다 귀엽다 이러니까 또 얼마 안 지나서 올리는 거야. 

단모종 고양이는 절대 목욕을 자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말 그

대로 구독자 수 모으고 돈 벌려고 안 해도 되는 목욕을 해서 고양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까지 콘텐츠를 만들잖아. (유나, 26세, 여)

은아 역시 과거의 경험과 평화우리 사건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비신뢰

의 감정과 콘텐츠에 대한 위협의 경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행복해 보

이지 않는 개를 봤을 때는 과거의 경험들이 되살아나며 언제나 올 수 있

는 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은아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진

짜’ 행복해 보이는 동물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팔로우한다고 설명했다.

[사례Ⅲ-14]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못 믿겠는거지. 그런 동물 콘텐츠를 올린다고 무조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얘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을 항상 갖고 사는거지. 동물 콘텐츠를 볼 때. 그러다보니까 강아지가 

진짜 행복해 보이거나 그런 것들만 골라 보게 되는 거지. 그런 불안에서 없

어지려고. (은아, 27세, 여)

이전 절에서도 살펴보았듯, 비윤리적인 동물 콘텐츠에 대해 랜선집사가 

실질적으로 크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쎄함’으로 발화되

는 직감을 백분 활용하여 동물 윤리를 지키는 콘텐츠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직감은 랜선집사가 동물과 물리적으로 공존하며 살고 있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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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물 윤리적인 존재로 탄생할 수 있게 해주는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

는 것이다.

 이렇듯 평화우리 사건은 랜선집사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의 인간-

동물 관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할 위협이 존재하며 경보가 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신체

에, 그리고 의식에 새겨놓았다. 본 절에서 랜선집사들의 신체적 반응인

‘쎄함’에 주목을 한 것은 쎄한 직감이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과 정동적 실천에 주목하기 위함이다. ‘쎄함’은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미래가 오지 않도록 미리 여러 조건들을 세워놓고, 그

에 맞춰 다양한 실천들을 할 수 있도록 랜선집사들을 추동하고 있다.

2. 진정한 랜선집사의 조건

1) 소유 관계에서 벗어나기

2021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2회 국무회의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제98조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애완동물이라

는 단어 대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반려동물’이 사용되

고 있지만, 여태까지 한국에서 동물은 보호자의 소유물로 생명체 그 자

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2021년 9월, 드디어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체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서론에서 살펴본 것

처럼 사회적으로는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 중 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분

위기가 공유되고 있지만, 2021년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13일부터 9월 17

일까지 5일간 집계된 동물유기 건수가 전국적으로 2084건35)임을 보았을 

때 인간의 상황에 따라 반려동물은 여전히 버려도 괜찮은 소유물의 위치 

35) 『조선일보』, “추석 직전 2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졌다”(이은영), 2021.
9. 23일자.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9/23/YNQLAOJIBNHTDK56J7
RVONNE4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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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여있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며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임을 공고히 하는 첫 걸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청년 랜선집사들은 파악하고 있었

다.

 ‘평화우리 사건’이 랜선집사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그토록 예뻐한다

는 반려동물을 사실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크

다. 그래서 평화우리가 2021년 다시 돌아와 영상을 올렸을 때, 그는 자

신의 반려동물들이 잘 지내고 있으며, 자신은 이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

았다는 사실을 폭로된 다른 내용들(햄스터를 죽인 것, 시청자를 광신도

라 부른 것 등)보다 훨씬 강조하고 있었다. 청년 랜선집사인 정보제공자

들은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공존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

기는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호두는 좋

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이라도 동물을 이용하는 느낌이 

드는 콘텐츠를 마주할 때 느끼는 쎄함과 불쾌감에 대해 설명했다.

[사례Ⅲ-15]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게 인위적인 콘텐츠가 될 수가 있는거야. 대

표적으로 휴지벽 쌓아서 넘어가는거랑 테이프로 가짜벽 만들어가지고 통과

시켜 보는거. 나는 그건 아예 안 봤거든. 너무 가학적이라는 느낌이 들어가

지고. 그게 왜 재밌지? 이 사람이 정말 콘텐츠를 뽑아 먹어야 되니까 유행

하는 뭐라도 해 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든 거지. (호두, 33세, 여)

 공존하는 것이 아닌 동물을 소유하고,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불쾌함의 

정동은 콘텐츠 제작자 뿐 아니라 랜선집사 본인이 동물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 역시 변화시켰다. 대표적인 예시는 서론해서 등장했던 ‘나만 

고양이 없어’라는 밈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만 고양이 없

어’라는 밈의 인기는 한국 사회에서 타인이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것에 

부러움을 느끼고, 타인의 동물 사진이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사회적으

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밈이 처음 등장한 2017

년에는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준다고 느껴 편안하게 사용했지만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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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심층면담을 진행한 2020년에는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레어는 친구가 SNS에서 ‘나만 고양이 없어’ 밈을 경각심

을 가지고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을 때 자신 역시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설명해주었다.

[사례Ⅲ-16]

페북에서 친구 한 명이 나만 고양이 없어, 나만 강아지 없어 이 말을 좀 경

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결국 가구나 물건처럼 소유해

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니까 경계하자라는 의미인거 같아. (클레어, 26세, 

여)

‘나만 고양이 없어’라는 밈은 본래 타인은 고양이가 있지만 자신은 없

다며 부러움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지만, 이것이 동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겨 사람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입

양하거나 최악의 경우 펫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제공자들의 

설명이었다.

[사례Ⅲ-17]

나만 고양이 없어 밈이 돌면서 솔직히 ‘나만 고양이가 없으니까 데려올래’ 

이런 식으로 철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거 같아서. 자기가 감당도 못

하는데 데리고 왔을 사람이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좀 부정적으로 봤어. (소윤, 23세, 여)

유기되었던 강아지를 구조하여 길렀지만, 반려동물이 자신에게 끝끝내 

맘을 열지 않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소윤은 특히 ‘나만 고양이 없

어’ 밈에 대한 부정적이었다. 온라인에서 동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여 부러움으로 동물을 입양하거나 구매하는 일은 버려지는 동물이 늘

어나는 이유가 된다. 소윤은 ‘나만 고양이 없어’라는 밈의 사용이 생

명이 아닌 소유물이라는 동물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인

간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할 수 없을 때 유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표Ⅲ-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반려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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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점점 늘어나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되

는 반려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표Ⅲ-1] 최근 10년간 국내 유기동물 발생 현황(유실동물 포함)36)

나를 제외한 모두가 반려묘가 있지만 나는 없기에 반려묘와 함께 살기

를 원함을 강조하는 ‘나만 고양이 없어’라는 밈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를 비롯하여 청년 랜선집사들의 가치관 변화는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사

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동물의 소유로 이어

져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최근 청년 랜선집사들은 

온라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에게 ‘고양이 짤 더 내놔’ 등의 사

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밈의 변화

는 반려동물과 함께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중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타인의 반려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방점을 찍도록 유도한다. 인간-동물 관계가 소유하는 존재와 소유

되는 존재로 정의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온라인에서 동물에 대한 애

착을 갖는 랜선집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등장하는 청년 랜사집사들은 실제로 자신이 반려동물과 살아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시청하는 콘텐츠가 동물을 소유물로 

36) 『데일리벳』, “2020년 유기동물 13만 마리 발생…6년 만에 감소”(이학범), 2021.
5. 20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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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이런 상황이 자신의 

시청으로 인해 유지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모두 가지고 있

었다. 이런 우려는 랜선집사들이 동물을 소유하고 싶다는 희망을 담은 

일상적 관용어를 변형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담고 있더라도 동물을 이용

하는 콘텐츠에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였다.

2) 귀여움만 소비하지 않기

2017년에는 편안하게 쓰였던 ‘나만 고양이 없어’라는 밈이 시간이 지

날수록 반려동물의 사진을 요청하는 형태로 변형되어간 것은 동물이 인

간에게 소유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

물을 인간의 만족을 위해 소유하고 착취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정보

제공자들이 콘텐츠 시청에 대해 이야기 할 때도 드러났다. 2)에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특히 이들은 콘텐츠를 그냥 시청하는 것은 귀여움

을 ‘소비’하는 일이라고 묘사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소

윤은 동물 콘텐츠를 보면서 동물을 ‘귀엽다’고 여기는 경향에 대해 

‘귀여움을 소비한다’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Ⅲ-18]

예쁘고 귀엽긴 한데 한편으로는 동물이 저렇게 소비가 되는구나 싶고, 계속 

양면적인거지. 예쁘고 좋으면서도 이거 보고 입양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

고. 그래서 복잡해 유튜브 보면서도. 예쁘고 좋은데 이걸로 또 애들이 버려

지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소윤, 22세, 여)

희원은 동물 콘텐츠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동물

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은 사실인데,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귀

여움을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동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설

명했다. 아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희원은 ‘착취’라는 단어를 사용

했다가 ‘소비’라는 단어로 바꾸었는데, 이는 그녀의 의식 속에서 귀여

움의 소비가 동물을 착취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한 그냥 콘텐츠의 시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 대해 더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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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로 이어져야 귀여움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희원이 랜선집사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조건이 존재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례Ⅲ-19]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느낌이 없었다가 이제 생겼다는 느낌은 있는 거 같

아요. 내가 귀여움을 착취하는.. 아니, 착취한대. 내가 귀여움을 소비하고 얘

한테 우르르 까꿍 하는 대상에서 조금은 머리 속에 뭐가 있는지 탐구하기 

시작한? 그런 차이가 있다. (희원, 26세, 여)

정보제공자들은 어째서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동물의 귀여움을 

‘소비’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을까? 똑같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인데 어떤 이는 귀여움을 ‘소비’하는 것이고 어떤 이는 아닐 수 

있을까? 정보제공자들은 귀여움을 소비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있

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귀여움’과 ‘소비’

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정보제공자들은 동물 콘텐츠에 대해서 연구자에게 설명할 때 

‘귀여워’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트위터, 인스타, 카톡할 것 없

이 고양이와 자신이 덕질37)하는 대상의 사진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클레

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연구자는 그녀가 ‘귀여워’라는 단어를 45번

도 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진 역시 ‘귀여워’라는 단

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연구자는 귀여움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었다.

[사례Ⅲ-20]

덕질 대상이 아 귀여워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너는 인생 망한거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기억이 나. “귀여워” 하는 순간 아, 나 망했구

나, 인생저당 잡혔구나, 싶은거지. (하진, 26세, 여)

37)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덕질” (2022.1.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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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은 귀여움이라는 속성이 동물뿐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모

두 적용 가능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한국에서 현재의 ‘귀여

움’이라는 키워드는 과거보다 더 포괄적인 매력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

용되고 있다. 

 ‘귀여움’에 대한 연구는 본래 미감으로서의 ‘귀여움’에 초점을 맞

춰 진행되었으며(Gould, 1979; Lorenz, 1943; Morreall, 1991), 이 때에 귀

여움은 단순히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외적인 성질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헬로키티와 포켓몬 등 캐릭터 산업이 전지구적 영향력을 갖게 되

면서, 미학적 범주로서의 귀여움보다는 마케팅의 수단이자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내는 ‘귀여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Granot, 2014; Yano, 2009). 그라놋(2014)은 본래 일본 카와이(かわいい) 

문화의 맥락에서 일종의 대항문화였던 귀여움과 달리, 현대 사회의 전지

구화된 ‘귀여움’은 사람들이 소비재에 따뜻한 느낌을 느끼게 함으로서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는 대상이 됨에 주목한다. 강력한 끌림과 애착을 

만들어내는 귀여운 물건을 소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개

인들이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에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매

력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이다(Granot, 2014: 82). 

 하지만 최근 한국적인 맥락의 ‘귀여움’은 외관이 귀엽거나, 귀여움을 

수행하거나, 소비재 뿐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대상에게 부여되고 있

으며, ‘애착’을 가진다는 의미가 더 내재되어 있다. 앞서 인용한 하진

의 응답은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 ‘귀여움’이라는 키워드가 좋아하는 

대상과 결부되었을 때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멋지

다, 예쁘다, 수많은 형용사가 존재하지만, 하진이 자신을 팬으로 정체화

할 때 그 대상을 묘사하는 방식은 ‘귀엽다’였다. 

 일반적으로 ‘멋짐’, ‘예쁨’ 등의 단어는 외관을 묘사할 때 사용되

며, 사용하는 이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특정한 객관적인 속성을 전제

하고 있다. 특정한 연예인이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를 물었을 때 우

리는 자신의 미적인 기준에 따라 분명히 다른 의견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귀여움’도 물론 취향이 있지만, 이것은 과거의 분석처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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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건에 매여있거나 갓난아기와 같은 어린 대상에게만 부여되는 속

성이 아니다. 그 존재가 그 자체로 귀엽다는 것으로 다른 단점들이 다 

가려지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타인이 어떤 대상을 ‘귀엽다’고 여기는 

것은 취향이라고 받아들여지며, 이는 [그림Ⅲ-1]의 트윗 내용을 통해서도 

이런 의식을 볼 수 있다.

[그림Ⅲ-1] 2020.12.03. ‘귀여움’에 대한 트윗

이렇듯 최근에 귀여움에 대한 개념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동물에게 

‘귀여움’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꺼려지고 있었다. Ⅱ장

에서 살펴보았듯, 동물 콘텐츠 속 동물을 좋아하는 일은 연예인 등을 비

롯한 인간을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을 가진다. 반려동물의 경우 타

인의 반려동물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 귀여움을 보고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다른 동물을 입양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치 캐릭터 상품을  비롯한 소비재를 좋아하는 것처

럼 콘텐츠 속 동물을 귀여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졌으

며, 여기에 귀여움을 ‘소비’한다는 단어가 붙어 더 부정적인 맥락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정보제공자들은 동물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

한 동물 콘텐츠 시청을 귀여움의 ‘소비’라고 설명하는 것일까? ‘소비

(consume)’는 누구나 원하는 것에 끝이 없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수반하

는 현대적 개념으로 모든 대상, 모든 인간 관계가 재산의 문제로 상상되

고 있는 세상에서 욕망과 만족을 이야기하는 완벽한 관용어로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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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Graeber, 2011: 499). 한국의 경제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소비는 개인들의 소비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해서 다 써버리는 행위’다38). 이렇다 보니 개

인이 무언가를 소비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

언가를 구매하여 소진해버린다는 뜻을 가지게 되며 일상해서도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다.

 희원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보제공자인 청년 랜선집사들은 동

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귀여움과 즐거움이 시청자에게만 남는다는 것, 곧 

개인의 욕구만을 위해 시청한다는 설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영상

을 시청하는 랜선집사가 동물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

상을 시청하여 조회수를 올리거나 유명세를 타도록 돕는 일은 해당 콘텐

츠가 지속되고 특정한 품종의 동물이 인기를 끄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

이다. 그렇기에 동물의 귀여운 모습만을 보고 그가 안전한 환경에서 학

대를 받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은 영상 속 동물의 이미지

를 ‘소비’하는 행태이며,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특히 펫튜브를 비롯한 동물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후 동

물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동물권 행동 단체를 비롯하여 여

러 언론에서 드러냄과 동시에 고조되었다39). 동물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

은채 동물 콘텐츠에서 맹목적으로 즐거움만을 얻는 것은 평화우리 제작

자가 말한 ‘광신도’들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물 콘텐츠를 시

청하면서 ‘잔혹한 안도’를 얻기는 하지만, 이는 항상 동물에 대한 고

려와 같이 가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비하는 것에 머무르게 

된다.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그림Ⅲ-2]에서도 동물 

콘텐츠의 시청이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는데, 이는 동물 영상을 

38) 『경제정보센터』, “어디까지가 소비일까?”(한진수), 2014.2.28일자.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140
39) 『Lamb international』, “커지는 펫 산업...반려동물 콘텐츠도 전성시대?”(장
희원), 2021.1.12일자.
http://www.lamb.international/news/articleView.html?idxno=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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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비’하는 것에 대한 랜선집사들의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림Ⅲ-2] 동물권행동 카라의 2020년 진행된 ‘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40)

 호두의 경우 동물의 귀여움만을 소비하지 않고 동물의 안위를 신경쓰는 

랜선집사가 되기 위해 동물의 삶의 내력을 알 수 있는 동물 계정을 팔로

우한다고 설명했다. 

[사례Ⅲ-21]

고양이 둥그리라고, 너무 귀여워. 이 고양이는 포인핸드41)에서 봤어. 포인핸

드에 분양 후기에 올라온 계정이었는데 귀여워서 그때부터 구독하기 시작

했거든. 얘가 되게 자기가 자부심이 강한 애래. 그래서 먼구리라고, 몸을 마

는 행위, 이걸 맨날 해. 거울도 맨날 쳐다보고. (호두, 33세, 여)

호두에게는 둥그리가 포인핸드에서 입양이 되어 행복해진 고양이라는 점

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이 고양이를 귀여워 할 수 

있는 이유는 입양이 잘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

문이다. 이처럼 동물의 귀여움을 즐기는 정도로 멈추지 않기 위해, 그리

고 동물은 시청자가 귀여움을 느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

40) 동물권행동 카라, “'미디어 속 동물학대' 2,055명이 답했습니다!”(카라),
2020.6.18.일자.
https://www.ekara.org/activity/kara/read/13139
41) 유기동물 입양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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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랜선집사들은 콘텐츠의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시청

을 ‘귀여움만 소비한다’라는 말을 통해 비판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동

물이 귀여워서 동물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하면서도, 개별적인 동물의 안

위나 콘텐츠의 윤리에 대한 고려 없이 즐거움만 얻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 콘텐츠는 제작자가 취

사선택한 사진과 영상들을 업로드하기에 동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

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호두처럼 동물의 

입양 과정을 아는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3)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처럼 나

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콘텐츠의 시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3) ‘교감’을 보기

 동물의 귀여운 모습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려는 랜선집사들

의 노력은 누군가의 소유물로서의 동물이 아닌 개별적 존재로서의 동물

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콘텐츠 속 동물과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는 없으며, 제작자가 편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음을 

알기에 랜선집사들은 보호자가 편집 당시 놓친 부분을 찾거나 동물들의 

작은 신체적 반응에 집중하여 콘텐츠가 잠재적으로 지닌 문제를 찾아내

기도 한다. 랜선집사들은 이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보호자와 반려동물

이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채널을 선별하여 시청하려 한다. 진정

으로 보호자와 동물이 교감을 나누고 있는 사이이며 한 쪽이 다른 쪽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청하는 자신 역시 귀여움을 소비만 하는 게 

아니며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랜선집사들은 가지고 있었다. 

 콘텐츠 속 동물과 랜선집사인 나와의 가상적이지만 생생한 관계를 맺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콘텐츠에 등장하는 반려인과 동물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확인이다. 주인이 ‘주접’을 떠는 것, 곧 자신의 반려동물

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주접떨다’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 따위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혹은 ‘욕심을 부리며 추하고 염치없게 행동하다’이다42). 하지만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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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서 해당 어휘가 사용될 때는 주로 ‘좋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하

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반려동물이나 덕질 대상에 대한 애정을 과시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렇

게 주인이 자신의 동물에 대해 주접을 떠는 것이 랜선집사들에게 몹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물의 ‘귀여움’만을 랜선

집사들이 소비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동물과 인간의 

‘관계성’을 보는 점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인터뷰와 댓글을 통해 

랜선집사들이 포착하는 비인간 동물과 인간의 교감과 애정으로 충만한 

관계는 신체적인 반응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시청자 또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랜선집사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관계란 보호자가 동물을 수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물을 생각하고 아끼며, 동물 역시 보

호자를 신뢰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반려동물들의 행동과 반응을 인

간이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았기에 점점 더 동물의 신체적 반

응을 살펴봄으로써 콘텐츠 속 보호자와 동물의 관계를 추리해 보려는 시

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랜선집사들이 인간의 시점이 아니라 동물의 입장

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려는 시도가 늘고 있음은 영상에 달린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3월에 ‘시골냥들’에 달린 댓글은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의 

반응을 헤아려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례Ⅲ-22] 유튜브 채널 ‘시골냥들’의 2020.03.03 영상에 달린 댓글

42)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주접떨다” (2021.5.25. 검색)

작성자 댓글

A
00:22에 울면 머리 쓰다듬어줄 거 알아서 고개 든거 같아요. 두식

이는 귀여움의 왕이야..

B 너무 귀여워요. 머리 드는거 봐..

C 아부지43) 분 손 발견한거 같아요.

D 소리 뮤트44)된 부분에서 두식이 불러서 대답한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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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을 통해 우리는 랜선집사들이 동물의 행동에 단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관찰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놓여있는 상황에 참

여하여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고, 일종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의도를 파

악하려고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Servais, 2018: 2). 콘텐츠 속 동물

에 대한 랜선집사들의 관심은 이들이 동물이 처해있는 환경과 반응에 민

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며,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번역해보도록 만든

다. 하지만 동물의 반응에 대한 랜선집사들의 추리는 단순히 인간의 예

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동물의 행동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려는 

시도로 변하고 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후 같은 채널에 달린 댓글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의 행동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이유로 특정 행동을 하는지를 동물 행동학적인 지식을 이용

하여 분석하는 댓글이 늘어 있었다.

[사례Ⅲ-23] 유튜브 채널 ‘시골냥들’의 2021.03.07 영상에 달린 댓글

43) 유튜브 채널 ‘시골냥들’의 유튜버를 일컫는 호칭
44)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나 미디 컨트롤러, 믹서 따위에서 원하는 트
랙이나 채널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 혹은 단추. [네이버 국어사전] “뮤트”
(2022.1.29. 접속)

작성자 댓글

E

처음에는 누가 들어와서 놀란 거 같은데 아부지인거 알고 긴장 풀

고 스트레칭 한 거 같아요. 왜 저게 이렇게 사랑스럽지? 아부지 보

고 싶었나 봐요.

E의 

대댓글

↳ F: 고양이들이 누군가를 봐서 행복할 때 스트레칭 한다고 들었어

요.

G
어디서 고양이가 소리 없이 야옹하면 사랑이 가득한 거라고 들었던 

거 같아요. 진짜 엄마 같은 사람한테만 그렇게 한다고..

H

맞아요. 성묘가 아기 고양이인 것처럼 목소리 내는 거예요. 사람들

이 애기들한테 혀짧은 소리 내는 것처럼요. 고양이들은 가끔 짧은 

소리를 내거나 소리 없이 입만 벌려요. 진짜 아부지가 아빠라고 생

각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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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물의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의도와 생각을 해석할 수 

있다는 믿음은 동물과 보호자의 진실된 관계성을 알아볼 수다는 확신으

로 이어졌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거나 한참 된 이들이 대다

수였음에도 정보제공자들은 동물이 등장하는 영상과 트위터 속 동물 담

론을 매일매일 살펴봄으로써 어떤 관계가 윤리적인 반려 관계인지에 대

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제공자 민지와 유나는 동물 콘텐츠를 시

청할 때에 이런 반려동물과 반려인 간의 교감과 신뢰가 분명히 느껴진다

고 설명했다.

[사례Ⅲ-24]

반려동물이랑 보호자가 교감하는게 당연히 보이지. 유튜브로도 보이지. 그

냥 아이컨택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 고양이들이 눈 인사한다고 그러고. 

그럼 진짜 그 눈에 막 보호자 보면서 꿈뻑거리고 만지면 가만히 있고 배 

만져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아 정말 저 작은 동물이 백퍼센트 의지하는구

나.. (유나, 26세, 여)

보호자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할 때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가 중요

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었다. [사례Ⅲ-25]에서 알 수 있듯이 민지는 진짜 

동물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와 그렇지 않은 이는 들려오는 목소

리에서부터 차이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사례Ⅲ-25]

동물을 전시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랑, 진짜 애정이 넘쳐서 보여주는 느낌

이랑 구분 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 보호자를 보면서 하는 행동에서 티가 

나는 거 같아. 보호자를 신뢰하는게 눈에 보이는 거 같아. 동영상도 보면 

보호자 목소리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목소리부터가 막 좋아 죽겠는 

목소리 있잖아. 그게 다르지. 좋아 죽겠는 목소리. 딱 듣고 있으면 아 얘 진

짜 사랑 받는구나.. 그런 느낌. (민지, 33세, 여)

정보제공자들에 따르면 이 이종간의 ‘교감’이라는 것은 명확한 용어

로 설명하긴 힘들었지만, 보거나 들었을 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

정 채널을 오래 팔로우하고 시청자 또한 동물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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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교감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진심이 느껴진다는 것이 

정보제공자들의 생각이었다. 

 이 교감은 한 쪽의 의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자신의 반려동

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물의 감정에 이입하여 

자신과 완벽하게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설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클레어는 설명했다 [사례Ⅲ-26]. 반려동물에게 관심이 없어 서로 교감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간이 동물을 100% 이해함이 불가능한 상

황에서 인간의 입장으로 동물의 생각을 해석하고 확신을 가지는 태도는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었다.

[사례Ⅲ-26]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 있었는데, 강아지들은 귀여운데 계정주

가 강아지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는 거 같아 가지고. 주기적으로 강아

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나한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막 포스팅 하시더라고. 그 분은 팔로우 취소했어. (클레어, 26세, 여)

호두 역시 억지로 동물에게 스스로를 이입하려는 보호자에 대해 불편함

을 느끼고 있었다. 동물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보호자와 교감함이 중요하

며, 자신의 최애 채널인 ‘멍하나냥하나’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Ⅲ-27]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 걔한테 이입을 하거나 뭔가를 하도록 원하지 않았

는데 얘가 알아서 자라는 그런 모습. 스스로 교감을 하려는 그런 모습. 주

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도 뿌듯해. 그런 데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런 채널

을 좋아하는 거고. (호두, 33세, 여)

이처럼 이전에 동물을 단순히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보려던 노력은 

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나 동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며 변화했다.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있는지, 

동물이 어떤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며 영상 속 동물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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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계 속에 놓여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랜선집사들이 콘텐츠

를 고르고 시청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랜선집

사들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팔로우함에 있어 세우는 윤리적 기준은 

새로운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3. 사용하는 용어와 습관 바꾸기

1) 친족 용어 사용하기

 랜선집사와 콘텐츠 속 동물의 관계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

고 있지는 않지만, 랜선집사들은 보호자들이 사용하는 ‘집사’라는 용

어를 차용하여 자신 역시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한다. 우리는 랜선집사가 스스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 동물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 그리고 동물의 반려인이자 콘텐츠 제작자를 부르는 

호칭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좁히려고 하며, 동물

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친족 용어는 혈연 관계에 기초하고 있지만, 한국의 

현대 언어 생활에서는 비혈연 관계에서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한국어 사

용자의 인지 구조에서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이런 용어들을 생각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특징들이 친족 용어의 확장과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기 때문이다(김광순, 2015: 175). 혈연 친족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

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한국 가정에서는 친족 용어를 표현하여 이 관계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숙(2017)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나이나 크기

에 상관없이 키우는 사람의 아들/딸/동생으로 여겨지며 ‘사람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점과 반려동물과는 일반 가족구성원보다 스킨십

을 훨씬 많이 한다는 점, 그리고 훈육보다는 함게 놀면서 즐거움을 보내

면 된다는 점에서 가족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늦

둥이 막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17: 392).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하여 ‘아들’, ‘딸’, ‘동생’ 등 항렬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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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호칭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랜선집사들의 친족 용어 사용은 이처럼 반려인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친족 용어를 사용해서 부르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이는 랜선집사들이 

실제로 영상 속 동물을 자신의 친족으로 생각한다기보다, 반려동물과 보

호자들의 용어 문화를 차용하여 자신이 마치 보호자인 것처럼 해당 동물

을 생각하고 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시골냥들’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랜선집사들은 유튜버

의 닉네임 뒤에 아버지의 줄임말인 ‘버지’를 붙여서 유튜버가 등장하

는 동물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며, 영상 속에 나오는 동물들은 자

연스럽게 유튜버의 딸이나 아들이 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시골냥

들’을 시청하는 랜선집사들은 스스로의 호칭을 결정한다. ‘시골냥들’

에서 시청자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은 자신이 생각하는 스

스로의 나이가 유튜버의 추정되는 나이와 얼마나 비슷한지,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이 유튜버보다

도 어리고, 사회적 나이도 높지 않은 경우 스스로에게 손윗 남성 형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오빠/형’ 혹은 손윗 여성 형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언니/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자신이 유튜버의 나이와 비슷하거

나 높은 경우, 사회적으로도 앞서 언급한 형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

가 적용되기 힘든 나이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형제를 부르는 ‘이모’ 혹

은 ‘삼촌’을 사용하는데, 이 두 경우에서 모두 중요한 것은 앞에 ‘랜

선’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골냥들’의 댓글에는 주기적으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마음

을 주체하지 못하고 편지 형식 댓글을 다는데 이때 스스로를 친족 어휘

를 사용해 지칭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가까운 거리를 강조한다. [사례

Ⅲ-28]은 ‘시골냥들’의 랜선집사가 스스로를 ‘(랜선)오빠’라고 지칭

하며 편지 형식으로 댓글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친족용어를 

사용하여 부름으로써 랜선 동물과의 가까움을 표시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기에, 다른 시청자

들은 마치 고양이가 답변을 달아주듯이 특정 고양이가 내는 울음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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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적어 대신 인사를 해주고 있었다.

[사례Ⅲ-28] 유튜브 ‘시골냥들’ 2020년 4월 7일 영상 댓글

현재로서는 고양이가 댓글을 읽을 수가 없지만, 친족 용어를 사용하여 

댓글을 단 A에게 다른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고양이 본인인 척 댓글을 

다는 모습은 이런 식의 대화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신의 랜선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을 보이기 위해 친족 용어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댓글은 많은 동물 콘텐츠에서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멍하나냥하나’의 멍이가 아프다는 영상이 떴을 때도 호두와 같은 랜

선누나들이 빠른 속도로 유튜브로 달려와 자신의 걱정을 표시했다 [사례

Ⅲ-29]. 특히 평소 멍이의 모습이 어떤지 꾸준히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랜선집사들은 아픔으로 평소와는 달라진 멍이의 모습을 바로 

찾아냈다.

[사례Ⅲ-29] 유튜브 ‘멍하나냥하나’ 2020년 12월 21일 영상 댓글

작성자 내용

A
두식아, 내일 오빠 군대가.. 군대가서 야홍이랑 설탕이랑 두식이 보

고싶어서 어쩔까 ㅠㅠ 잘있어.. 자대배치 받으면 다시 보러올게..

A의 

대댓글

↳ B: 얏홍..

↳ C: 이얏호응...!! (대충 잘 다녀오란 뜻)

↳ D: 얏호응!(화이팅!!)

작성자 내용

E
멍이가 확실히 아픈가봐요.. 좋아하는 의사선생님한테 뽀뽀도 안하

고.. 원래 같으면 선생님 말하는 동안 핥고 뽀뽀하고 난리였을텐데..

F
멍이야 누나 헐레벌떡 뛰어왔어 아프지마 행복만 해ㅜ 멍이 할 일

은 그것 뿐인거 알지?

G 멍이 ㅠㅠ 아프면 랜선누나도 슬퍼요 ㅠㅠ

H
멍이 아프면 랜선이모도 아파요 ㅠㅠ 아이구 귀염둥이 앞으로는 꼬

꼭 천천히 먹고 아프지 말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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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선집사들의 친족 용어 사용이 반드시 콘텐츠 속 동물을 향한 어떤 적

극적인 개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의식적으로 콘텐츠에 등장하는 이

들과 시청자들이 하나의 가족, 혹은 공동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시골냥들’에 등장하던 고양이 모모가 사라진 것 같다는 

영상이 올라왔을 때 랜선집사들의 반응은 해당 콘텐츠의 명실상부 중요

한 구성원이자 가족이었던 고양이가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했

다. 

 2021년 3월, ‘시골냥들’에 “이제 더 이상 모모를 볼 수 없을 것 같

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장기간 해당 고양이가 영상에 등장

하지 않았기에 최근 영상들에는 고양이가 보고싶으며 근황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몇 개씩 달리고 있던 차였다. 더 이상 모모를 볼 수 없을 것 같

다는 영상이 올라온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 백명의 사람

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댓글을 달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제목으로 어그

로45)를 끄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더 되었다는 글, 고양이

가 사라진 것에 대해 슬퍼하는 댓글, 고양이에게 잘 지내라는 편지를 쓰

는 댓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시골냥들’이 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트위터에도 모모가 사라졌다는 영상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유튜브 코멘트의 경우 해당 유튜버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인지 고양

이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댓글은 없었지만, 

트위터에는 혹시 죽은 건 아닌지에 대한 슬픈 의혹을 제기하는 트위터리

안도 있었다.

 모모를 그리워하는 댓글은 영상이 올라오고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

지만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모모의 부재는 단순히 콘텐츠 속의 고양이

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기던 대상이 사라진 것이기에 추억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사례Ⅲ-30]은 현재도 올라오고 있는 댓글의 

일부이다.

45)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
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어그로”
(2021.4.1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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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30] 유튜브 ‘시골냥들’ 2020.03.11. 영상에 달린 댓글

모모가 읽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만 하

는 것은 특히 대부분의 랜선집사가 모모가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하고, 

본인의 새끼를 낳는 것까지의 과정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모모가 어

떤 삶의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지켜

봐 온 랜선집사들에게 ‘시골냥들’의 세계에서 모모의 존재는 가족 구

성원의 한 명과 다름 없었다.

 전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형식으로 댓글을 남기며 꾸준히 영

상으로 찾아와 그 고양이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랜선집사들이 자신의 마

음을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하지 않고서는 안 되며, 그 존재가 어떤 의미

였는지를 표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 콘텐츠는 

온라인 속 가상적인 공간에서 동물과 랜선집사의 만남을 만들어내지만, 

랜선집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실재적이며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만들어

작성자 내용

E
모모야 이러지마라 이거 반칙이다. 내 최애가 사라지면 나더러 대체 

뭘 보고 살란거냐.

F

이 영상을 너와의 이별로 보지 않으련다. 어느 날 아부지가 오랜만

에 모모가 찾아왔다란 제목의 영상을 반드시 올려 줄거라 믿는다. 

세상에 다시 없을 똑띠 고양이 야무지게 세상을 순례하다 돌아오렴. 

기다릴게 모모.

G

태어났을 그 시기부터 모든 성장, 출산, 육아까지 지켜본 모모라 부

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중성화에 사람 손까지 탄 길고양이가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은적이 있어요. 모모도 돌아올겁니다 

꼭.

H

모모야 네가 기약없는 여행을 시작한지도 벌써 넉 달째다. 다른 가

족까지 데리고 온다지만 너무 늦는거 아니니? 발바닥젤리 도장이라

도 찍어서 보내주렴,우린 항상 널 기다리고 있단다....추신:츄르는 

109만발까지 장전되어있어,네가 없는사이 널 기다려주는 츄르가 벌

써 9만개나 늘었다, 빨리 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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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랜선집사는 보호자에 비하면 동물들과 훨씬 먼 관계임에도 불구하

고 스스로를 친족용어를 사용해 묘사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댓글을 달며 

그 거리를 좁혀간다. 

 랜선집사들의 친족 용어 사용이 반드시 더 긴밀한 연결이나 동물의 삶

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랜선집사들에게 있어 이 동물들

의 지위가 바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은 동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어-베르테시(2012)는 이스라엘에서 반려동물을 기

르는 가정들을 보며 인간이 처해있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동물 역시 유

동적인 인간성(Flexible personhood)을 가지는데, 이는 곧 언제든지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서 가지고 있던 인간성을 상실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

했다. 오히려 물리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위치는 바

뀔 수 있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랜선집사들에게 친족으로서의 위치는 

바뀔 일이 없는 것이다. 랜선집사가 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으면

서 귀여움만을 보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꾸준한 시청을 통해 채널

을 후원하고, 조회수를 늘리고, 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들은 자신이 시청자이자 일종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동물이 누군가의 반려라는 점은 랜선집사가 

시청자 이상의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친족 용어를 사용하여 반려인에게서의 동물의 지위가 손쉽게 변하지 않

도록 일종의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우리 사건에 대한 분노도 나

의 확장된 친족 같던 동물, 채널에서 꾸준히 보던 나의 가족을 잃은 것

과 같다고 생각하면 쉽게 그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 

2) 후원 대신 “용돈 줄게”

 콘텐츠 속 동물을 친족용어를 사용하여 부르고, 자신과 동물의 관계를 

단순히 귀여움의 소비라며 평면화 하는 것에 대해 랜선집사들이 불쾌함

을 느꼈던 것처럼, 이들은 경제적인 용어로 애정이 설명되는 것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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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동물 콘텐츠의 라이브 방송을 보던 중 가장 눈에 

띄었던 현상은 동물 채널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들이 후원을 동물에게 주

는 ‘용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용돈’의 사전적 의미 

자체는 ‘개인이 자질구레하게 쓰는 돈. 또는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46)’을 의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나 더 

항렬·나이 등이 높고 많은 친족이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린 친족에게 

증여하는 돈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물 채널들의 라이브 방송에서는 후원

된 돈을 동물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 주인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이 동물에게 직접 ‘용돈’을 

준다는 표현으로 진행된다. 이런 랜선집사들의 용돈주기는 다른 유형의 

플랫폼이나 콘텐츠에서 이루어지는 기부/후원과는 차이를 가진다.

 김수진(2018)은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로서의 

별풍선 증여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별풍선이라는 ‘선물’ 자체의 틀

은 자본주의적 맥락과 관련이 됨에도 불구하고 증여하는 이들은 이것이 

‘놀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기 위해 이런 자본주의적인 맥락과 

선을 긋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선물되는 별풍선은 그 

규모에 따라 “단가에 맞는” 리액션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2018: 42). 

하지만 동물 유튜브 라이브에서 진행되는 후원은 용돈이라는 명칭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도 아프리카 티비와는 크게 차별된다.

 우선, 슈퍼챗을 통해 동물 컨텐츠와 동물에게 용돈을 주더라도 동물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으며, 요구할 수도 없다. 용돈을 증여하는 사람들은 

동물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이 동물에게 ‘직접’ 

이용되기를, 간식을 사주거나 동물에게 쓰이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원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그림Ⅲ-3]. 이 때 동물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라는 채팅은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은 대신, 보호

자에게 “간식 먹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간식 주세요”처럼 간접적으로 

동물이 어떤 당연한 모션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채팅들은 간간히 올라왔

다. 

46) [네이버 국어사전] “용돈” (2021.4.1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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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 2020.11.11. 유튜브 채널 ‘나나’ 라이브 

이는 어떤 금액을 후원했든 동물에게 직접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랜

선집사가 할만한 행동은 아니라는 의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식

을 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문제가 없지만, 나의 만족감을 위

해 동물이 어떤 모션을 취하도록 현재의 상태를 억지로 바꾸는 것은 동

물의 안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랜선집사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

다. 채널의 라이브 공지 사항에 동물에게 무엇을 시켜보라는 요청이 금

지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스럽게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는 감각과 누군가 이 암묵적 금기를 깨고 요청을 했을 때의 쎄함과 불쾌

함이 공유되고 있었다. 이는 누군가가 지나치게 동물이나 반려인에게 요

구의 메시지를 보낼 경우 닉네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난하거나, 경

고를 주는 경우로 구체화되기도 했는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서 체면을 잃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프리카나 트위치 등의 플랫폼에서의 후원은 자신의 존재

가 스트리머에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세 경쟁으로 이어지곤 하는 것과 달리 동물 콘텐츠에서는 유튜버이자 

해당 동물의 보호자가 후원하는 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드물

기에 시청자 간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유튜브의 경우에도 해당 채

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시청자의 경우는 맞춤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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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등 혜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들이 시청자가 정기 

후원자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다르게 대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후원을 하는 시청자가 채팅을 치는 경우 크게 강조 표시가 되어 채

팅에 나타나기에 채팅을 읽고 대답해주는 경우가 조금 더 빈번하다는 점

은 있지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할 때 유튜버가 시청자들을 후원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나의’ 반려동물을 

타인들이 아껴 준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보호자에게 존재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내용은 사실상 동물들이 등장하는 것이기에 보호자가 중심이 

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후원금을 용돈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청자

와 진정으로 동물을 생각하는 랜선집사인 자신을 차별화하는 전략일 뿐 

아니라, 자신이 동물을 시청하며 즐거움만 얻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방책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신

들이 후원한 돈이 동물의 보호자에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것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 감정, 보호자가 동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은 정보제공자들 모

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정보제공자들은 모두 동물 콘텐츠를 주요하게 보고 있는 유튜브라는 플

랫폼이 수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수영의 경우 콘

텐츠가 꾸준히 좋은 질로 업로드 되기 위해서, 그리고 유튜버의 동물들

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이 수익구조와 이어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례Ⅲ-31]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게)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사실 강아지 고양이 

입장에서도 주인이 돈을 넉넉하게 벌어야 걔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수영, 27세, 여)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

한 동물 컨텐츠의 수익구조가 눈 앞에 생생히 보이는 것은 불쾌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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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있었다.

[사례Ⅲ-32]

컨텐츠에 대한 부가 상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긴 한데, 흐

름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제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는거지, 만약에 컨텐츠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고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희원, 26세, 여)

 희원의 경우 ‘시골냥들’과 ‘길냥이들’이라는 길고양이가 등장하는 

채널만을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있었는데, 특히 ‘시골냥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채널의 유튜버가 본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두 역시 희원과 같은 이유로 ‘시골냥들’을 마

음 편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Ⅲ-33]

고양이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이 있잖아. 그러면서도 고양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양이들한테 집을 지어주고, 이거저거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컨텐츠를 뽑아먹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호두, 33세, 여)

특히 유튜버의 반려동물이 아닌 집 주변에서 살고 있던 길고양이들이 등

장하는 채널이고, 그가 사비로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제발 계좌번호 알려달라”라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만들어냈다.

 콘텐츠에 등장하는 동믈이 유튜버의 수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랜선집사들의 공유된 생각과 정동은 라이브 방송에서 수행되는 

후원의 방식 역시 사람이 중심으로 등장하는 채널과는 다르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동물의 안위이지 내가 한 후원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

니다. 유튜브가 자본주의적인 플랫폼이며 자신의 후원금이 동물의 후원

자에게 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동물에게 주는 ‘용

돈’이라고 묘사하고, 콘텐츠의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보고 싶어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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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점이 이러한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용돈이라는 용어를 이용한다고 해도 사실 채널을 위한 후원을 

하고, 유튜브 수익이 난다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가 은폐되어 있다는 것

이다. 평화우리 사건의 경우가 바로 콘텐츠의 시청이 부정적인 의미의 

소비로 이어지고, 동물을 착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

청자들이 부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는 은폐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친족 용어로 동물을 부르거나 후원금을 동물에게 주는 용돈이라고 표현

하는 것은 랜선집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바꾸어 스스로의 

애정을 보이고,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여전히 평화우리 사건과 같

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랜선집사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쎄함’이라는 직감을 활용하고, 위협의 경보가 울리

면 자신의 불안과 의심을 백방으로 표현한다. 

3) ‘방구석 강형욱’의 일상적 검열하기

 Ⅱ장에서 우리는 한국의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그의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동물과 보호자 교정 프로그램이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대

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을 살펴보았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랜선집사들은 동물 콘텐츠를 볼 때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진정

한 교감을 인간과 동물의 신체적 반응을 해석하며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

다. 동물 콘텐츠의 증가는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도 동물에 대해 어느 정

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로는 착각을 준다. 낯선 고양

이와의 만남 이후 동물을 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수영은 자신은 

반려동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상황을 전문가가 

살펴보고 조언과 교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자주 본다고 설명했다.

[사례Ⅲ-34]

강아지를 한 번도 안 키워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어디를 어떻게 만

져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 나에게 그런 지식을 주는? 개를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널리 알려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동물의 감정을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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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표현이 뭔지를 강형욱이 알려줬으니까. 뭔가 인

간과 동물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수영, 27세, 여)

수영은 동물 콘텐츠를 통해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기초적인 

정보를 얻고 있지만, 동물 콘텐츠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잘’ 기르는 

방법과 전문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반려동물의 문제적인 행

동은 보호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반려동물을 길러 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주기적

으로 시청함으로써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일종의 도덕성 우월감을 느

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보호자에게 훈수를 

두는 오지랖이 넓은 랜선집사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례Ⅲ-35]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껴요. 견주를 까잖아요. 문제가 있는 개가 있

으면 항상 주인이 문제거든요. 주인이 방종을 하거나 너무 애정이 많다거

나.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걸 보면서 나도 약간 내 도덕적 우월성을 느끼

고.. (..) 이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돼라고 하는, 그런 훈수 두는게 옳지 않다.. (피터, 29

세, 남)

이처럼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았지

만,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방식에 대

해 관여하는 랜선집사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동물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의 반려동물 양육법에 관여하는 랜선집

사와 시청자를 ‘방구석 강형욱’이라고 부른다. ‘방구석 강형욱’은 

‘방구석 여포’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방구석 여포란 밖에서는 아

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하면서 집안에서만 위풍당당하여 훈수를 두는 

사람으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용맹한 여포를 빗대 집안에서만 큰소리치

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다47). 그러니까 ‘방구석 강형욱’이란 본인이 반

47) 『서울경제』, “[신조어 사전] 방구석 여포”(박현욱), 2020.7.23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EY1ES5A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EY1ES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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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견 훈련사 강형욱도 아니면서 동물 콘텐츠에 등장하는 보호자가 동물

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사람인 것이다. 

 현장연구를 하던 중 마주한‘명상이네’는 특히 댓글창에 방구석 강형

욱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달려 있었다. 방구석 강형욱들에 대한 날선 비

판이 어디에서 연유하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2019년에 올라온 첫 영상을 

살펴보았다. 보호자들이 명상이 입양을 위해 나름대로의 준비를 한 것 

같긴 하지만, 강아지를 처음 입양하다 보니 연구자가 보아도 미숙한 부

분들이 조금씩 눈에 보였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졌다. 첫 번째는 아주 어린 강아지가 처음 등장하는 영상이기에 펫

샵에서 구매했거나 브리더에게 구매한 것은 아닌지, 오래 기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걱정의 표현들, 두 번째는 영상 속에서 어린 강아지를 

입양해 놓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비판을 향한 다른 시청자들의 비난이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댓글들을 

[사례Ⅲ-36]에서 확인해보자. 

[사례Ⅲ-36] 유튜브 채널 ‘명상이네’ 2019년 4월 영상 댓글

① 펫샵이나 브리더를 통해 강아지를 데려온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과 어

린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 태도

작성자 내용

A

입양 아니고 돈 주고 산 건 분양 또는 구입. 저 강아지 모견은 강

제임신과 개복 그리고 쓰레기를 먹으며 살고 있을거다. 이 무지한 

인간아.

A의 

대댓글

↳ 명상이 보호자: 지인 강아지 새끼 입양했습니다.

↳ B: 무지한 건 알지도 못하면서 까는 본인인 것 같은데?

C 펫샵이나 가정 분양은 아니죠? 하하

D
근데 이런 영상 조회수가 600만이 넘네.. 유튜브 하려고 개 입양한

다는 말이 나올만하고 그런 유혹도 많이 받겠네..

E 잘 키워라 너 인간을 믿어준 오직 한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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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아지를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③ 비판과 조언을 담은 댓글들에 대한 비판

‘명상이네’의 경우 2021년 현재까지 꾸준히 영상이 올라와 보호자가 

명상이를 잘 기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보호자가 댓글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기 때문에 같은 영상의 최근 댓글들은 대부분 

작성자 내용

F

껌은 이빨 빠지고 새로 나기 시작할 때 주는게 좋아요. 이빨 날 때 

간지러우니까 사람 손가락 무는 애도 있더라고요. 아직 애기는 이빨

이 약해서 부드러운 고기 간식 주는 게 좋아요. 너무 어리다면 주지 

않는게 좋고요.

G

베댓들이 대부분 사육환경이나 간식에 대한 지적들뿐이라 조금 눈

살 찌뿌러질뻔했는데, 만약 내가 저 어린 강아지를 입양했어도 간식 

줘도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정도는 검색하고 급여했을 듯.. 이건 책

임감의 문제임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G의 

대댓글

↳ H: 인정

↳ I: 그쵸. 완전 애긴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케어해줘야 함

↳ J: 간식이 애기 몸통만함..

K

강아지 키우실 때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시면 강아지들 관절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아가 때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

에 최소한 자주 다니는 길에라도 매트를 깔아주시면 좋을거예요. 지

금은 괜찮아보이더라도 후에는 슬개골 탈구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ㅠㅠ

작성자 내용

L

강아지 유튜브 보면 별의 별 훈수가 다 있음 ㅋㅋ 어떤 영상에는 

마당이 없으니 집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도 있어 ㅋㅋ 하여튼 한마

디 하려는 놈들이 문제여

M
이 나라는 방구석에만 박히면 모든 분야에서 천재가 되는 나라인

가요?

N 댓글에 수의사 애견 훈련사 다 모였노 ㅋㅋ

O 유튜브 사람들 특히 반려견에 대해서 오지랖은 오지게 넓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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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례Ⅲ-36]-③의 경우이지만 2019년 영상이 올라온 당시에는 명상

이가 귀엽다는 찬사 중간중간 명상이가 어디에서 입양된 것인지, 펫샵에

서 분양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특히 시청자 F와 K의 

댓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강아지에게 줘서는 안되는 개 껌을 줬다는 

점, 매트를 깔지 않아 강아지가 영상에서 미끄러졌다는 점은 영상 속에

서 보호자가 강아지를 향한 애정을 듬뿍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

선집사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례Ⅲ-36]-①과 [사

례Ⅲ-36]-②유형의 댓글들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어떤 댓글은 좋은 조

언이 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시청자는 유형 [사례Ⅲ

-36]-③에서 볼 수 있듯이 불편함을 감추지 않으며, 지나치게 동물의 상

태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다. 동물의 상태에 대해 우려

를 표하는 이러한 댓글들은 방구석 강형욱들의 ‘오지랖’ 혹은 ‘훈

수’라고 여겨진다. 

 ‘방구석 강형욱’이라는 신조어는 최근 동물 콘텐츠에 대한 양가적인 

시청자들의 시선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콘텐츠에 등장하는 

동물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 자

신의 동물이 아니면서도 보호자의 양육 방식과 동물의 성장에 개입하는 

‘오지랖’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제공자인 랜선집사

들의 경우 이 ‘방구석 강형욱’들이 특정 채널과 등장하는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채널에 등장하는 

동물의 성장에 관여하고 비판적인 댓글이나 조언을 남길 수 있는 정당성

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했다.

 하진은 자신이 고양이나 개를 반려동물로 길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줄 수 없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

호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례Ⅲ-37]

나는 고양이를 안 키웠던 사람이니까 고양이 집사로서 선배인 사람들은 그

런 거잖아. 내가 이런 거에서 되게 힘들었었으니까 너도 이런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거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흔히 말하는 고나리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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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말투나 의도에 크게 갈린다

고 생각해. (하진, 26세, 여)

어쨌든 시청자들은 해당 동물을 좋아하고 오랜 기간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호자에게 여러 길이 있음을 제시할 자격은 있

다고 하진은 설명했다. 전달하는 방식이 공격적이거나 비난조가 아니라

면 동물을 더 좋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기르도록 보호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유나 역시 방구석 강형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는 시청자들

이 다는 댓글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담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라도 피드

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Ⅲ-38]

이미 충분히 과체중인데도 간식주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서 댓글로 지적

을 많이 했어 사람들이. 근데 알아서 내 고양이 잘 케어하고 있다고 또 콘

텐츠로 만들고.. 사람들 오지랖 많지. 근데 그 정도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면 

보는 사람이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

럽게 말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 (유나, 26세, 여)

특히 평화우리 사건을 비롯해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위해 어린 동물을 

길에서 그냥 주워 오거나, 펫샵에서 구매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는 거

짓말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구석 강형욱들의 비판은 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사례Ⅲ-39]에서도 볼 수 있듯, 동물을 구조하여 

입양했다는 콘텐츠에는 방구석 강형욱들이 다음과 같은 의심의 댓글을 

남기곤 한다.

[사례Ⅲ-39] 유튜브 개인 방송 채널 2021년 4월 영상 댓글

작성자 내용

A

유튜브 여기저기 다 새끼냥줍이래. 진짜로 우연히 길 가다 본 거 맞

나?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고양이 새끼를 본 적이 없어... 대체 어디 

동네길래 다들 어미 고양이는 어디 가고 새끼만 달랑 있는거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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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유튜버가 정말 동물을 구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의심은 이

미 일어났던 사건들을 떠올렸을 때 정당한 것이다. 실제로 방구석 강형

욱들의 일상적 검열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의심이 쏟아져 

나오면서 최근 제작자들이 업로드하는 동물 입양 콘텐츠에는 [사례Ⅲ

-40]의 제작자가 올린 것과 같은 문구가 붙거나, 정말로 입양 혹은 구조

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에 증거를 포함하곤 한다. 하지만 [사례Ⅲ

-40]의 A와 B의 대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방구석 강형욱들은 만족하

지 않고 또 다른 잔소리를 한다. 

[사례Ⅲ-40] 유튜브 ‘스트레인지’ 2021년 10월 영상 댓글

‘방구석 강형욱’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만, 랜선집사들의 동물 콘텐츠에 대한 일상적인 검열은 암묵적으로 공유

되고 있던 동물윤리 위반에 대한 위협의 정동이 단순한 노파심이 아님이 

드러났을 때 정당화 된다. 물론 이들이 남기는 의심의 댓글이나 트윗이 

동물에 대해 아는 척을 한다거나, 타인의 일에 괜한 오지랖을 부린다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 글들이 남기고 가는 한 조각의 찝찝함, 한 방울

의 쎄함은 랜선집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것을 읽는 일반적인 시청자와 

온라인 이용자들을 타고 순환하며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열려있

도록 만드는 것이다.

고양이는 새끼를 3마리 이상 낳는데 하나같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

씩.. 수상해..

작성자 내용

제작자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게 아니라면 길고양이를 함부로 집

으로 데려오면 안됩니다

대댓글

↳ A: 건강할 때는 사람을 많이 안 따르는 고양이가 갑자기 따르고 

그럴면 몸이 아픈 거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 B: 집으로 데려오는게 아니라 함부로 길들이지를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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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장에서는 우선 랜선집사들이 동물과 마주한 이야기를 통해 콘텐츠 속 

동물이 이들에게 의미있는 타자가 된 순간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동물을 콘텐츠를 통해 매일 마주하는 시간은 이 동물을 대체 불

가능한 존재로 만든다. 하지만 이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언제나 부서질 

위험에 놓여있으며, 콘텐츠의 수익을 위해 동물이 착취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평화우리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콘텐츠 제작자의 동

물 학대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랜선집사들에게 유튜버 

한 명의 비도덕성이 드러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시청하는 매

일의 일상을 위기에 놓이게 했다. 또한 계속해서 부정하려고 했지만 자

본주의적 산업 체계에서 동물이 이용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

다. 이에 랜선집사들은 ‘쎄함’으로 발화되는 신체적인 반응이자 직감

을 통해 의심스러운 콘텐츠에 의혹을 던진다. 이‘쎄함’은 단순히 느끼

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미래가 오지 않도록 미리 여러 조건들

을 세워놓고, 그에 맞춰 다양한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 

 랜선집사들은 윤리적인 보호자와 진정한 랜선집사라면 반려동물을 소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대상으로 여겨야하며, 귀여움만을 시청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동물의 관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

다. 특히 단순히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의 행동을 어림짐작하는 것이 아

니라 동물 행동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동물이 보호자와 교감을 하고 있

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랜선집사들이 개별적인 동물

과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가까운 관계이며 

진정으로 이들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친족 용어를 사용하

여 자신의 존재와 동물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후원 대신 동물에게 용돈

을 준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방구석 강형욱’의 오지랖이라는 비난

을 마주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콘텐츠를 검열함으로써 평화우리 사건과 같

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Ⅳ장에서는 이러

한 랜선집사들의 정동적 실천이 어떻게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온

라인 속 친밀한 랜선집사들의 공중을 만들고 오프라인의 삶으로 확장되

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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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가 세계는 구할 수 없어도 동물의 세계는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세계는 구할 수 없어도 동물의 세계는 구할 수 있어”는 연구

를 진행하기 전 트위터에서 마주친 문구였다. 이 문구가 기억에 남은 것

은 당시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라는 관용구가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인데, 두 문구를 함께 읽으면 비인간 동물과 인간이 서

로의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려

동물과 함께 살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구할 수 있고, 동

물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 Ⅳ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정보제

공자 유나와 그녀가 돌보는 길고양이 살금이의 만남은 유나가 매일 회사

에 출근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살금이에게는 인간이 지배

하는 도시에서 이종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조력자가 생겼음

을 의미했다. 유나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동물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라고 넌지시 말한다고 설명했다. 

[사례Ⅳ-1]

요즘 친구들이 장난식으로 그런 말 해. 너는 동물한테만 따뜻하고 사람한테 

차갑다고. 고양이한테는 무조건 퍼주게 되더라고. (유나, 26세, 여)

친구들의 농담은 유나가 얼마나 비인간 동물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콘텐츠에서 주기적으로 보는 동물에 대한 정보

제공자들의 애정은 전반적인 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람보다 동물에게 따뜻하다”는 유나의 태도는 온라인에서 동물의 행

복을 빌 때 자주 사용되는 밈과 일맥상통한다. “동물들이 평생 행복했

음 좋겠어! 인간은 죽든지[그림Ⅳ-1]”라는 밈이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

용되고 있음은 인간의 세계 뿐 아니라 동물의 생존이 중요한 문제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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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Ⅳ-1]과 같이 인간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뒤에는 결국 동물의 행

복을 막는 원인에는 인간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존재한다. 앞의 장

들에서 청년 랜선집사들이 인간에 의해 동물이 이용당하거나 학대를 받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정동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세

상이 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도 동물의 삶은 구해야 한다는 말은 인

간 스스로가 동물의 행복을 막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림Ⅳ-1] 동물의 행복을 기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밈

 하지만 동물의 세계는 개인의 행동만으로는 구할 수 없다. Ⅲ장에서 살

펴보았던 청년 랜선집사 개인의 정동적 실천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무

르지 않는다. Ⅲ장에서 우리는 랜선집사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불안을 실체화한 충격적인 사건과, 그 이후로 콘텐츠 속 동물과 형성하

고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시청 윤리를 만들고, 일상적인 

실천을 변화시키고 있는 랜선집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과 사회적 연결성(sociality)을 보

고자 한다. 본 장은 앞의 장들에서 우리가 살펴본 랜선집사들의 경험과 

공유된 정동이 이들을 어떻게 새로운 주체로 탄생시키는지에 집중할 것

이다. 우리는 첫 번째, 동물과의 만남으로 인해 세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두 번째, 특정한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직감의 공유를 기반으로 여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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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실천을 하고 있는 랜선집사들이 이를 경유하여 온라인을 동물 친화

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오프라인의 삶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랜선집사들은 온라인에서 분절된 개인으로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댓글과 트윗 등으로 다른 랜선집사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동물 콘텐츠에 대해 댓글이나 트윗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겨나

는 정동의 조각들은 랜선집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

며, 이들이 랜선집사로서 같은 실천을 하고 비슷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

다는 믿음을 만들어낸다. 본 장에서는 이런 랜선집사들이 ‘친밀한 공

중’으로서 자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동물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어감을 

살펴본다. 벌랜트(2008)는 ‘친밀한 공중’이 서로 낯설지만 공통적인 역

사적 경험에서 파생되어 비슷한 세계관과 감정적 지식을 공유하는 존재

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Berlant, 2008; viii)고 설명

했다. 이런 친밀한 공중으로서의 랜선집사들은 동물과 관련된 이슈가 생

겼을 때 함께 목소리를 내고, Ⅲ에서 살펴보았듯 공유하고 있는 직감을 

활용하여 콘텐츠에 관여하며 자신이 머무르는 곳을 동물 친화적인 공간

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품종 동물이 등장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채널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기부를 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시청하고, 홍보한다. 또한 온라

인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되거나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주기적으로 언급

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앞서 요약적으로 제시한 랜선집사들의 정동적 실천은 콘텐츠가 어때야 

하는지, 랜선집사라면 어떻게 시청해야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청원 등을 통해 랜선집사들

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동물 콘텐츠 시청에

서 시작하여 친밀한 공중을 형성하고, 동물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심을 가지는 실천은 동물과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도 랜선집

사들의 ‘동물-되기’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들뢰즈의 ‘되기

(becoming)’ 개념은 다른 신체와 만남을 조직하여 새롭게 신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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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인데, 동물 콘텐츠 속 동물과의 가상적 관계를 통해 정동된 랜

선집사들은 기존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비판하

고 동물과 공존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되기’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Ⅲ장에서 청년 랜선집사들이 특정한 

동물 학대 사건을 매개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동물

-되기’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시청자(소비자)와 영상 속 동물

이라는 분리된 관계와 도식에서 벗어나, 반려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별

적 동물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이들의 반응을 해석하고, 반려인과 맺는 관계의 진실성을 파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Ⅳ장에서는 랜선집사들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 

속 동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비인간 동물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작게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동물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되기’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랜선집사들은 동물 또는 동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오프라인에

서도 새로운 사회적 연결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에서 만들

어지는 동물과의 관계와 단절된 것이 아닌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이

는 공존을 통해 생존을 고민하는 윤리적 주체로 탄생하는 과정이다.

1. 친밀한 공중(intimate public)으로서의 랜선집사 정동 

네트워크의 형성

동물 콘텐츠를 통해 동물을 만나듯이 랜선집사는 다른 랜선집사를 온라

인에서 마주치며, 같은 채널을 시청하는 랜선집사들과 일종의 가족 같은 

소속감을 느끼고, 때론 서로의 불안한 직감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영상 밑에 올라오는 댓글과 동물 콘텐츠에 대한 트윗 등의 

게시글은 랜선집사들 간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가 

홀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랜선집사들에게 상기시

킨다.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의 댓글, 트윗 등 텍스트의 순환과 이를 생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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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수용하는 실천들은 감정적인 공동체와 사용자들 간의 연결을 만들

어 낼 뿐 아니라, 온라인이 그 자체로 ‘느낌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Kuntsman, 2021: 6). 쿤트스만(2021)은 온라인을 스베코비치(2012)의 개

념을 차용하여 ‘느낌의 아카이브(archive of feelings)’라 설명했다

(2021: 6). 이런 느낌의 아카이브로서 온라인은 사용자들의 “매일의 정

동과 느낌이 보존되는 곳이며 과거의 정동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다

(Kuntsman, 2012: 6)”.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랜선집사들이 동물 콘텐

츠를 시청하고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만들이가는 윤리와 기준은 댓글이

나 게시글이라는 형식으로 업로드(발화) 되면서 느낌의 아카이브로서의 

온라인에 축적되고, 이런 공유된 의식은 랜선집사가 개인을 넘어‘친밀

한 공중(intimate public)’이 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친밀한 공

중은 공동의 텍스트와 물건을 소비하는 낯선 이들로 구성된 존재로, 공

적인 영역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서로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에서 

파생되었다는 세계관과 감정적 지식을 공유하고 있기에 만들어진다

(Berlant, 2008; viii). 같은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댓글과 SNS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정동적 네트워크는 우리가 완전히 설명하거나 예측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양한 변화, 불확실성, 상호 연결된 형태를 취하

는 매개되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내고 ‘공동체가 없는 공동체’라 부를 

수 있는 느낌을 생산한다(Dean, 2010:22). 특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

년 랜선집사들이 앞 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같은 트라우마와 과거의 경

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은, 랜선집사들이 같은 콘텐츠의 시청을 통해 

정동된 존재로서 서로를 친밀하게 느끼는 원인이 되고 있다.

 콘텐츠에 달리는 수많은 댓글을 확인함으로써 청년 랜선집사들은 자신

이 순간적으로 느낀 감정이나 쎄함과 같은 신체적 반응을 확인하고, 함

께 시청하고 있다는 감각을 얻는다. 정보제공자들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의 영상을 시청할 때 댓글을 자주 읽고 있었다. 누누의 경우 공감을 

느끼기 위해 각 영상의 댓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 댓글의 경우는 읽지 

않고, 한국어 댓글이 많은 영상의 댓글만을 확인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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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Ⅳ-2]

나는 댓글 많이 보거든, 댓글 좋아해서. ‘아 그래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

했어.’ 이렇게 보는데, 넘기다 보면 어떤 채널은 외국어 댓글이 너무 많아서 

한국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넘기고, 스마일독은 애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좋아보인다.. (누누, 27세, 여)

 최근 한국의 동물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 팔로워들이 많이 생겼

기에 영문이나 일어 등 외국어 자막을 다는 채널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댓글 역시 영문으로 달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사례Ⅳ-3]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시청자들이 많이 유입되어 영문 자막이 특히 많은 영상의 

경우 언제나 한글 댓글을 찾아 헤매는 댓글이 꼭 등장했다.

[사례Ⅳ-3] 유튜브 채널 ‘다냥다냥’ 2020.04.01. 영상 댓글

누누의 경우 웬만한 영어 댓글은 모두 이해할 수 있음에도 한글 댓글을 

찾고 있었으며, [사례Ⅳ-3]의 B 역시 굳이 한글 댓글을 보고 싶다는 심정

을 남기고, 다른 시청자들은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공감하고 있

었다. 댓글은 댓글을 다는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확인할 수 없는 텍스

트이므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 텍스트를 통해 느껴지는 감정

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흔히 좋아하는 것에 대해 ‘주

접’을 떤다고 표현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충만한 

댓글을 남기고 타인의 주접 댓글을 읽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랜선집사에게 몹시 중요하다.

댓글을 통해 다른 랜선집사의 감정을 느끼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

요성은 채널 ‘시골냥들’의 댓글창이 비활성화 됐을 때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4월, 유튜브 ‘시골냥들’의 유튜버가 자신의 댓글창

작성자 내용

A 다냥다냥 영상보면 한국 채널인지 외국 채널인지 헷갈리네

B 한국 댓글이 보고싶다 이 말이야... (좋아요 3개)

C 왜 죄다 외국인들 댓글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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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활성화했다. ‘시골냥들’은 현재 가장 유명한 동물 채널 중 하나

이지만 유튜버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것이 

거의 없기에 신상을 캐내려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곤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4년 전에 썼던 자막이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

로 만연한 여성혐오를 비판하며 새로운 페미니즘 물결이 등장했다. 이런 

경향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이 특정 단어의 사용을 검열하는 일이 벌어지

고 있는데, ‘시골냥들’에서 문제가 된 자막은 “남자답게 조신하게 먹

음”이었다. ‘조신하다’라는 말은 ‘몸가짐을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시집가면 조신해야 한다’를 용례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하는 가부장적 가치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를 비

판하며 등장한 ‘메갈리아’는 기존에 사회에서 무비판적으로 사용되던 

여성혐오 언어를 모방하여 남성을 대상화하는 ‘미러링’ 전략을 주요하

게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이 따라야만 한다고 여겨졌던 ‘조신함’

을 남성에게도 적용해 사용하게 된 것이다. 5년 전, 미러링이 막 등장하

던 시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미러링 전략에 대한 부정적

인 감정들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골냥들’ 채널의 인기가 많아지면

서 해당 자막이 재조명된 것이다. 이 자막에 대한 문제가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기된 후 ‘시골냥들’의 과거 영상과 최신 영상에 유튜버

를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단순한 유튜버를 향한 비난 뿐 

아니라 해당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는 고양이들이 길고양이이기에 자유롭

게 돌아다닌다는 점을 이용하여 찾아가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지면서 

유튜버는 댓글창을 막아버렸다.

 댓글 비활성화에 대해 따로 공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댓글

창이 닫혔다는 사실은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깨달을 수 있었다. 사

람들의 반응을 댓글에서는 볼 수 없었기에 연구자는 트위터로 이동해 

‘시골냥들’을 검색해 보았고, 해당 채널의 시청자들이 사회 이슈와 무

관하게 자신들의 힐링 채널에서 이념 싸움을 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하

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시골냥들’의 열렬한 애청자 중 한 명인 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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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호두의 반응 역시 같았다. 

[사례Ⅳ-4]

왜 여기서 난리냐는 반응이랑,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랬다는 사람들이

랑, 그걸로 싸우는 사람들 다 난리였어. 댓글 잘 막았다 싶었지. 단지 고양

이 보러 온 사람들한테 댓글 여론 고지전 하니까 내 입장에선 왜 여기서 

이래 싶었던 느낌.. (호두, 33세, 여)

인간의 이데올로기 논쟁과는 무관한 동물 영상에 댓글로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댓글이 닫힌 것에 대한 사람들의 솔직한 기

분은 일주일 뒤 상황이 진정된 후 댓글창이 열렸을 때 확인할 수 있었

다. [사례Ⅳ-5]에서 볼 수 있듯 마침내 댓글창이 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

자마자 수많은 시청자가 억눌린 욕망을 터뜨리듯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

고 있었다. 

[사례Ⅳ-5] 유튜브 ‘시골냥들’ 2021.05.10. 댓글

작성자 내용

D
댓글창 열리는 순간 체한게 쑥 내려간 느낌.. 그래 이거야 냥이들 

보면서 댓글도 함께 보는게 너무 행복해 ㅜㅜ

D의 

대댓글

↳ E: 주접 떨어야되는데 답답했음

↳ F: 그러게요. 주접 댓글들 그리웠어요.

↳ G: 맞아요. 답답해 숨 넘어갈 뻔.. 이 집은 영상은 조용하고 시끄

러운 주접댓글 맛집인데

H
냥이들의 귀여움을 토론하지 못해 답답했던 사람들의 답답함이 풀

린 날이다.

H의 

대댓글

↳ I: 댓글 막혀있는 동안 애기들 귀여움거 말 못해서 입이 근질근

질했잖아요.

↳ J: 개운하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 K: 매일 소리 지르고 싶은 거 참느라 혼났음 ㅠㅠ 1영상 10주접 

떨어야 함

L 여기 댓글창이 닫히니까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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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L의 댓글에서 볼 수 있듯 자신이 보는 채널의 댓글이 닫혀서 다

른 랜선집사들의 의견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은 “세상과 단절”된 느

낌을 주는 것이며, D의 말처럼 “체한 듯한 답답함”을 주는 것이었다. 

[사례Ⅳ-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댓글은 주접

을 떨 수도, 다른 이들이 주접 떠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어서 고통스러

웠다는 내용이었다. 댓글을 달고 싶다는 욕구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읽고 공감하고 싶다는 이 표현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형성된 친밀한 랜선집사들의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벌랜트(2008)가 설명했듯이 친밀한 공중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만 서로 공동의 역사를 살아온 존재들로 인식하고 있는데(2008: vii), 청

년 랜선집사들 역시 과거에 대한 기억과 충격적인 평화우리 사건 등 콘

텐츠 속 동물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동물 학대의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며 품종이 있는 고양이가 등장하지 않는 ‘시골냥

들’ 채널을 일종의 마음의 안식처의 공간이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곳

으로 여기고 있다. 

 동물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이 공유되는 트위터의 경우 자신이 이용

하는 계정이 있고, 그 계정으로 다른 이들의 계정을 팔로우하여 서로 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창과는 또 다른 정동 네트워크가 만들

어지고 있다. 트위터에서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동물이 버

려지고, 여러 계정을 통해 홍보되고, 누군가에 의해 입양 되거나 임시 

보호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동물을 입양할 목적이 없는 이들이라도 포

인핸드라는 유기동물 입양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주기적으

로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사연을 트위터에 공유하거나 유기 동물의 사진

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구매하거나 브리더

에게 분양받지 않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좋은 방법이

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트위터에서 홍보되어 트위터리안이 입양한 동물

의 경우 단순히 입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던 

트위터리안들을 위해 입양자가 동물의 상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계

정을 만들거나, 자신의 계정의 본 목적을 잃고 동물에 대한 트윗만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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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공동 육성으로 볼 수 

있는데, 팔로워들이 끊임없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

고, 성장을 지켜보며 반응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해당 반려동물에 관심

이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입양자가 올리는 게시글에 리트윗이나 마음을 

찍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동물의 상태를 업로드 할 

수 밖에 없는, 반 자의적·반 강제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그 누구도 보호자에게 동물의 상태를 올려달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

만, 트위터에서 해당 동물의 상태가 공유되고 삶의 서사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이후에도 동물의 안위를 궁금해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

었다.

 입양 공고 사진이 역사적인 인물을 닮아 화제가 되었던 알로는 한 트위

터리안에 의해 임시보호 받다가 2021년 현재의 주인에게 입양되었다. 알

로의 입양 홍보 게시글이 처음 트위터에 올라오고 임시 보호 받기로 결

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알로의 매력에 빠진 랜선집사들은 해당 계

정이 강아지 입양과는 무관한 일상을 올리는 계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 팔로우하였다. 알로를 임시보호하기 시작한 트

위터리안은 알로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올리고 입양 홍보글을 올

렸는데, 사정이 되지 않아 알로를 입양할 수는 없지만 알로의 미래를 걱

정하고 있는 랜선집사들은 적극적으로 해당 트윗을 리트윗하며 알로를 

홍보했다. 알로의 랜선집사들은 인용트윗으로 알로의 매력에 대해 이야

기하고, 알로가 아직 입양되지 않고 임시 보호 상태임을 홍보하며 좋은 

주인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2021년 7월, 알로의 입양이 

결정되었다. 알로의 임시보호자의 계정을 팔로우 하던 랜선집사들은 알

로의 주인 계정도 팔로우하여 현재도 알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새로

운 소식들을 확인하고 있다. 알로의 입양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임시보

호자가 업로드했을 때, 멘션과 트위터에는 [사례Ⅳ-6]과 같은 반응이 올

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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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Ⅳ-6] 2021년 7월 트위터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트위터는 동물의 행복을 빌어주는 문구들이 빈

번하게 사용되며, 잘 지내고 있는 동물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자랑하는 

것이 인정되며 독려되는 공간이다. 특히 과거 동물과 연관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평화우리 사건을 통해 분노했던 랜선집사들은 잘 지내는 

확신이 있는 동물들의 사진이 트위터 공간에서 순환하는 것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리트윗과 찬사의 멘션을 통해 더 많은 사

람이 동물 사진을 공유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주변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답

하던 민지는 갑자기 반려동물을 기르면서도 사진을 올리지 않던 트위터 

친구가 떠올랐는지 농담 반 진심 반이 섞인 배신감을 표출했다.

[사례Ⅳ-7]

사실 (사진이나 영상을) 하나도 안 올려서 몰랐는데 엄청 귀여운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거야 우혁씨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나였으면 

맨날 자랑했다.(민지, 28세, 여)

민지의 이 말은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느끼는 배신감 중 하나

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필드를 진행할 당시 수많은 리트윗을 받

았던 트윗 중 하나는 트위터 친구의 성별이나 취향이 예상과 달랐을 때

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은 배신감

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트윗이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

음에도 사진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트위터리안에 대한 충격을 드러내는 

트윗도 주기적으로 올라왔다. “만약 자신이었다면 계속해서 고양이 사

진을 올렸을거다”라는 트윗 안에는 사진을 올려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작성자 내용

A 알로 입양갔구나! 잘 살아야 돼!!

B 트위터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애 강아지가 입양 갔다! 행복해야 해!

C
알로 랜선으로 자주 봐서 그런가, 임보랑 입양까지. 눈물나네. 행복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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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있다. 

 반려동물의 사진을 업로드하기를 요청하고, 리트윗과 멘션을 통해 찬사

를 보내고, 알로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동물의 행복을 빌어주는 랜선집사

들의 실천은 “행복이 어떤 대상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약속으

로 기능하며, 그렇게 해서 그 대상들이 사회적 선으로 순환하게 되며, 

긍정적인 정동적 가치를 축적한다(아메드, 2015: 56-57)”는 아메드(2015)

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아메드는 만일 누군가가 어떤 장소에서 아

주 기분 좋은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 장소 자체에 행복이 그 장소 자체

에 행복이 투사되어, 신체의 지향성이 생기고 그 대상 자체가 더욱 정동

적인 가치를 획득한다(2015: 63)고 설명했다. 랜선집사들이 자신이 시청

하는 동물 콘텐츠 채널들과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동물에 대한 애정어린 

주접을 올리고, 타인의 주접을 읽고자 하며, 동물이 어떤 삶을 살고 있

는지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은 이들의 신체가 특정한 지향

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랜선집사들이 고립된 개인으로 동물 콘텐츠를 

시청했다면 이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동물 윤리적으로 바꾸어나가는 이러

한 가능성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랜선집사들은 함께 동물 콘

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는 감각을 가지기기에, 친밀한 공중으로서 그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동물 친화적인 곳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

다.

2. 랜선집사들의 공간 만들기

1) 품종 선호에 대한 혐오와 기부하는 채널 시청하기

 Ⅲ장에서 우리는 청년 랜선집사들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랜선집사라

면 지켜야하는 시청 윤리와 동물 콘텐츠가 지켜야 하는 조건들을 살펴보

았다. 이런 기준들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공중인 랜선집사들

의 실천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랜선집사들이 하나의 

의제 하에 모인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동물 보호를 위해 소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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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동물을 생각하는 랜선집사와 즐거움만 소비하는 

시청자를 계속해서 구별지으며, 시청해도 되는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

텐츠의 기준을 세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랜선집사 

스스로의 선택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준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시청

하는 다른 시청자들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하는 등 타인의 선택에도 영향

을 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트위터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랜선집

사들이 콘텐츠를 시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

은 품종이 있는 동물의 등장 여부와 제작자가 콘텐츠를 통해 얻은 수익

을 기부하는지의 여부였다. 또한 설령 품종이 있는 동물이 등장하더라도 

되도록 펫샵이나 브리더에게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구조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식은 지인에게 유·무료로 입양

을 받거나, 펫샵이나 개인 브리더에게 구입하거나, 유기동물 센터나 동

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표Ⅳ-1]48). 특히 문제가 되

는 방식은 펫샵이나 개인 브리더에게 동물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

법들은 사회에서 품종이 있는 동물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에 존속되고 있으며, 품종 동물을 얻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하

는 동물들을 만들어내고, 동물학대가 자행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이

다49). 이런 현실이 최근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펫

샵에서 구입하거나 브리더에게 분양을 받는 방식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비율에 비해 높다는 점은 랜선집사들의 콘텐츠 시청에도 영향을 주고 있

었다.

48) 『데일리벳』, “반려동물 입양경로 1위 `지인에게 받음`，월평균 양육비용
11.7만원!”(이학범), 2021.4.30.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146606
49) 『데일리벳』, “대체 언제까지 방치할까？백신 마구 사용 동물학대 고양이
공장 또 적발”(이학범), 2021.4.30일자.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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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 2020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 입양 경로”

2017년에 채널이 생성된 후 현재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다냥다냥’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

분의 고양이가 품종묘이기 때문에 랜선집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콘텐츠이다. 품종묘가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품종묘의 인기가 제

작자의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Ⅲ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평화우

리 사건과 같은 위기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희원은 자신이 이런 위협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골냥들’과 같이 길고양이가 등장하는 채널들을 시청한다고 설명했

다. 특히 품종묘들이 유전병이 생길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종묘가 

등장하는 콘텐츠의 시청이 무분별한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희

원이 가장 비판하는 지점이었다.

[사례Ⅳ-8]

동물 컨텐츠들이 사람들의 선호를 또 재생산 한다고 생각을 해서.. 먼치킨

이랑 폴드종이랑 교배를 해서 나오는 종은 유전병 문제가 있지만 유명해지

면서 새로운 유행을 낳았죠,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희원, 26

세, 여)

트위터는 특히 반려동물을 어디에서 데리고 온 것인지가 중요하게 여

겨지는데, 품종이 있는 동물을 과시하는 계정이나 사람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는 집단적인 ‘무언의 단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언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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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트위터의 한 유명 반려동물 계정이 사용한 말이다. 본래 계정주

의 의견보다는 반려견의 사진이나 영상이 주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올라온 트윗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례Ⅳ-9]

누가 봐도 펫샵에서 구매한 동물 안고 병원 들어온 이에게 관심 안 주기. 

무언의 단결. 주변에 펫샵이 생기고 나서 품종견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

아졌다. (2021년 1월 트윗)

해당 트윗은 수 백번 리트윗 되었고 수백 개의 마음이 눌렸지만 ‘무언

의 단결’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멘션은 많이 달리지 않았다. 리

트윗과 마음 누르기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도 내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이들에게 원 트윗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암묵적으

로 품종 있는 동물을 전시하듯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 그

리고 품종견이나 품종묘를 찍어 내듯이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펫샵에 대

해 비판하는 트위터리안들의 ‘무언의 단결’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

다.

 품종이 있는 동물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은 콘텐츠의 제작자들에

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때 ‘다냥다냥’의 애청자였던 하진은 자

신이 해당 콘텐츠에 품종묘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은 랜선집사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곧바로 어떻게 동물들을 

입양하게 되었는지를 해명한 유튜버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사례Ⅳ-10]

품종묘는 유튜버가 다 해명을 하기는 했었어. 자기가 고양이들을 키워야지 

해서 키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고양이를 다 맡게 된 거라서 자기가 고

르고 싶어서 고른 애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듣고 납득을 했었고, 특히 

한 마리가 유전병 있는 품종이어서 처음에 논란 많았단 말이야. 유전병 때

문에.. 그래서 유전병 치료하는 모습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 해명 하려고.. 

(하진, 26세, 여)

이처럼 시청자들이 품종 동물이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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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은 ‘다냥다냥’ 뿐 아니라 여러 콘텐츠의 제작자들이 자신이 동

물을 입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거나 동물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

명을 추가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트위터에서, 특히 정보제공자들의 타임라인에서, 품종 동물을 펫샵

에서 구매한 사실을 업로드한다면 아주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암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익명으로 저격을 당하거나 팔로워를 잃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품종이 있는 동물에 대한 인기가 이어지고 있고, 일종의 유

행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트위터에서 만큼은, 그리고 내 타임라인에서 만

큼은 이런 사회적 경향에 동조하는 이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동조하

는 이를 쎄하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 품종 동물이 등장하더라도 사람들이 시청에 죄책감을 느끼

지 않는 콘텐츠 또한 존재한다. 이 때 이 채널들의 조건은 ‘기부’하는 

채널이거나 품종 동물을 펫샵이나 브리더에게 구입한 것이 아닌 유기 동

물을 입양한 것이어야 한다. 트위터에서 가장 사랑받을 뿐 아니라 정보

제공자 호두의 최애 채널인 ‘멍하나냥하나’가 대표적이다. 등장하는 

동물의 귀여움, 전문적인 편집 등 해당 채널이 인기가 있는 다양한 이유

가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는 랜선집사들에게 이 콘텐츠가 긍정

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보호자의 기부 때문이다. 호두는 ‘멍하나냥하

나’의 장점에 대해서 연구자가 묻자 바로 기부하는 채널이라는 점을 꼽

았다. 

[사례Ⅳ-12]

보호자분이 계속 기부를 하시잖아. 굿즈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워도 되는

데, 계속 기부도 많이 하고, 광고 협찬을 받아올 때도, 기부를 바탕으로 한 

협찬을 받아오잖아. 그 때 내가 남자친구까지 붙잡아가지고 저기다 댓글 한 

번씩만 남겨줘 그렇게 내가 독려한 적도 있고 그랬어. (호두, 33세, 여)

‘멍하나냥하나’가 품종 동물이 콘텐츠에 등장하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

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유튜브 수익금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멍이 사진이나 캐릭터가 들어간 굿즈를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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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이었다. 품종 동물이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소윤과 희원은 인터뷰 내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는데, 여전히 

품종 선호를 조장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멍하나냥하나’가 기부

를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례Ⅳ-13]

‘멍하나냥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고 생각을 해. 유튜브 수익 같은 거

나 굿즈 만든 이득 같은게 다 다른 동물 보호소에 기부가 되니까.. 또 반면

에 그거에 대해서 특정 품종견이 다 저렇다 싶어 가지고 함부로 입양 할까

봐.. 양면성이 있는 거지. (소윤, 22세, 여)

하지만 희원은 그런 선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가 기부하는 채널

을 선택하는 것은 품종이 있는 동물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랜선

집사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함이며, 오히려 시청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

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례Ⅳ-14]

선순환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품종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서 죄책감을 사람들에게 덜어주는 행동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한 적은 있

어요. 기부 영상 한 번 올라오면, ‘우리 채널 주인이 정말 선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잠깐 ‘와!’하고 사라지고. 정말 단회성의, 내가 반려동물을 이미

지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살짝 덜어주는 행동이 되

지 않을까.. (희원, 26세, 여)

‘멍하나냥하나’의 경우 시청으로 인해 올라가는 조회수와 구매한 굿

즈로 버는 수익이 기부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정보제공자들이 해당 채널

을 시청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보호자의 기부는 동물

을 수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어주었고, 평화우리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품종 동물이 등

장하는 동물 콘텐츠가 동물을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가지

고 있는 랜선집사들에게 제작자가 수익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불안을 완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다. 시청자들이 수익을 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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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멍하나냥하나’ 뿐 아니라 다른 동

물 콘텐츠들 역시 수익금을 유기 동물 센터 등에 기부하여 자신의 동물

을 착취하는 것이 아님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물론 시청자들은 언제나 제작자가 취사 선택한 면들만 볼 수 있으므로 

수익을 기부한다고 하여 제작자가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는 없다. 평화우리 사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

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 속에서 동물 윤리에 대한 규정이 제

대로 자리잡고 있지 않기에 개인의 윤리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랜선집사들은 언제나 보호자의 가면을 쓴 콘텐

츠 제작자들에게 기만당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지만 

사실 귀여움의 소비를 통해 동물 착취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느슨히 연결되어 있는 랜선집사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조건에 대한 생각과 시청 윤리는 동물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만들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다. 품종 동물임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고 동물과 어떻게 만

나게 되었는지 스토리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리고 동물을 통해 

얻은 수익이 개인이 아닌 사회로 환원되길 요청하면서 랜선집사들은 자

신이 머무는 공간을 윤리적인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2) 이슈 끌어올리기와 함께 기억하기

 과거 소동물과 맺었던 관계의 흔적과 평화우리 사건을 비롯한 시청하던 

콘텐츠의 동물 학대가 불러온 충격은 랜선집사들의 신체에 기입된 것으

로, 다양한 정동적 실천을 만들어내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이 상

주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동물 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나가려는 노력

이 대표적인데, 때로는 특정한 사건을 잊지 않고 빈번하게 언급하여 함

께 기억함으로써 진행된다. 이런 랜선집사들의 활동이 동물권 운동처럼 

조직력이 있거나 특정한 안건을 가지고 오프라인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

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동물 학대나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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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할 때 온라인을 통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촉구한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행동을 촉구하는 

트윗이나 게시글, 댓글은 리트윗 등의 방법을 통해 온라인에서 퍼져나가

며, 어떤 이슈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랜선집사들 사이에 주요

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아무리 영상에서 동물과의 교감

을 보여주고 있는 보호자라 해도 동물 콘텐츠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평화우리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 사건이 언제나 다시 발

생할 수 있다는 위협이 랜선집사들 주위를 부유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렇기에 이들은 온라인에서 한 번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묻히지 않

도록 지속적으로 다시 언급하며 함께 기억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에서 집단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방법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서비스

이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낸 방

편으로, 청원을 등록해 한 달 내에 20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

부가 직접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Ⅲ장

에서 랜선집사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평화우리 사건’의 경우 해당 

콘텐츠의 진실에 대한 폭로가 올라온 이후 시청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에 청원을 올리고, 트위터를 비롯하여 여러 인터넷 플랫폼에서 청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글들이 수도 없이 공유되고 업로드됐다[그림Ⅳ-2]. 

[그림Ⅳ-2] ‘평화우리’ 채널의 제작자를 제적해 달라고 요청한 청와대 청원50)

50)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97 (2021.9.2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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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트위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분노한 사람들이 청원 링크

를 공유하고 리트윗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기

간 내에 받지 못해 정부의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유튜버의 학교에서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랜선집사들은 ‘화난 사람들51)’이라는 

공동소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학교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다시 

한 번 해당 유튜버의 제적을 요구했다. 이 공동 소송에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대학교에서 

받은 답변은 학생의 제적 혹은 징계 여부는 학교에서 알려야 할 법적 의

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

다는 것이었다. 영상에 명백한 동물 학대의 증거가 없고 유튜버의 지인

들의 증언으로 폭로가 된 평화우리 사건은 2021년까지도 계속해서 열린 

사건으로 남아있다. 평화우리 사건의 폭로자들의 경우 유튜버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 중인데, 이 소송에 관여된 변호사들이 유튜브에 사건

과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자 랜선집사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

고 있는지를 묻는 댓글을 꾸준히 남기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상에서 동물 학대와 연관된 일을 마주할 때 평화우리 사

건을 떠올리는 것도 사건을 잊지 않으려는 이들의 나름대로의 방식이다. 

카카오톡의 오픈 카톡방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과 랜선집사들이 함

께 있는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연구자는 한 사건을 마주했다. 한 멤

버가 자신의 학력, 사는 곳을 비롯해 정보를 속이는 듯하여 톡방의 다른 

멤버들이 모두 인증을 요구한 것이다. 해당 멤버는 결국 인증을 하지 못

하고 톡방에서 나갔다. 그가 나간 후 멤버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평화

우리 채널 유튜버 같은 놈이다”라며 그가 기르는 동물의 안위를 걱정하

고 있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물을 기르는 방식은 

그의 거짓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평화우리 사건이 

접속)
51) 화난사람들 공식사이트
https://www.angrypeople.co.kr/ (2021.9.20. 접속)

https://www.angry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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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다는 것은 사건이 충격적이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함

께 사건을 떠올리고 기억함으로써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 

방식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유튜버의 동물 학대 사건은 랜선

집사들을 넘어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상징으로 남아 다양한 방식으로 회

자된다. 원호는 평화우리 사건이 일종의 밈이 되어 동물 학대에 대한 농

담을 할 때도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사례Ⅳ-15]

나 보는 게임 방송 사람이 강아지를 키워. 목뼈 먹자 하면 얘가 신나가지고 

죽을라그래. 그래서 막 시청자들한테 얘 먹을 거 주게 돈 쏘라고 그러거든. 

그럼 그냥 개한테 뼈 주라고 막 도네52) 나오고 그래. 엎드려! 했는데 안 엎

드려, 그러면 다시 집어 넣으려 하면 얘 막 죽으려고 해. 눈가가 촉촉해져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채팅창에다가 이 사람 이름이 진로거든, ‘진화우리 

논란’ 이러거든. (원호, 28세, 남)

물론 심각한 사건이 이렇게 밈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격

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랜선집사들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특

정한 사건을 떠올리며 과거 발생했던 동물 학대 사건이 잊히지 않는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1년 3월, 사건이 일어나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영상이 모두 지워

지고 계정이 비활성화됐던 평화우리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 동

물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자신은 학대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요지였

다. 계속해서 평화우리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랜선집사들은 그의 영상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례Ⅳ-16]과 [사례Ⅳ-17]에서 볼 수 있듯 

트위터와 해당 사건 폭로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영상에 댓글로 평

화우리 영상을 신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었다.

52) 기부를 뜻하는 도네이션(donation)의 줄임말로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사이
트 ‘트위치’에서 후원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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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Ⅳ-16] 2021년 3월 15일 트위터

[사례Ⅳ-17] 유튜브 채널 ‘변호사들’ 2020. 12. 6 영상에 2021년 3월 올라온 댓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폭로와 의혹으로 마무리된 사건이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자신의 타임라인에 

어떤 일이었는지 공유하며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평화우리를 

시청하지 않았기에 당시 그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정보제공자들도 

자신의 타임라인에 계속해서 넘어오는 트윗들로 인해 1년 전 사건의 자

세한 내용을 읽고 연구자에게 설명해주었다. 

 평화우리 사건처럼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사건도 있지만, 트위터에서는 

특정 동물이 입양을 갔다가 갑자기 파양을 당하거나 보호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동물의 이름이 상징으로 남아 계속해서 기억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트위터에서 일어난 ‘비누 파양 사건’은 트위

터 계정으로는 동물 계정을 많이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민지의 타임라인

작성자 내용

A
평화우리 계정 다시 생겼어요. 댓글 막아놨으니까 영상 조회수 올려

주시지 말고 사용자랑 영상 신고 부탁들려요.

B 평화우리 진짜 뻔뻔하게 복귀하려고 하네. 어딜 기어나와.

C

평화우리 복귀? 미쳤구나. 고양이들 잘 있다는 건 좋은데 제발 본인

이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 올려서 다시 복귀할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다.

작성자 내용

D

평화우리가 오늘자로 동영상을 게시했더군요. 고양이 근황이라며 올

렸던데 신고하고 채널 차단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얼굴들고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E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소식은 없고, 평화우리 채널에는 영상 하나 

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어휴 이대로 묻힐 거 같군

요.

F 걔 돌아왔어요. 다들 가서 영상은 보지 말고 채널 신고 한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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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 넘어와 충격을 주었다.

[사례Ⅳ-18]

최근에 내가 뭐였냐면은 되게 애기 고양이는 귀엽다고 사람들이 많이 데려

가려고 하잖아? 근데 좀 어느 정도 크면은 귀여운 맛이 사라진다고 좀 귀

찮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1년 정도 키워서 어느 정도 커졌는데, 그 때 

막 귀여움은 이미 소비 다 하고 나서 다시 데려가주실 분 구합니다 이런 

글을 봤거든. (민지, 28세, 여)

민지가 설명한‘비누 파양 사건’은 한 트위터리안이 무려 2년이나 기른 

고양이가 귀여움을 잃자, 사실 자신은 비누를 임시보호 하는 중이었다며 

입양처를 찾고 있다는 글을 올린 사건이다.

[사례Ⅳ-19] 2020.10.21. 트위터

심지어 해당 보호자는 고양이가 어릴 때 굿즈까지 만들어서 뿌렸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양 홍보를 한 적이 없는 보호자였다. 비누가 등장하

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성장을 지켜보던 랜선집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 보호자가 비누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

며, 비누의 공고가 입양 사이트에 올라올까하여 보호자의 지역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 하는 트위터리안들도 있었다.

[사례Ⅳ-20] 2020.10.21.-2020.10.22. 트위터

작성자 내용

비누 

보호자

비누의 평생 가족을 찾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려진 후 

임시보호처를 찾았지만 제가 돌본 게 2년이네요. 좋은 가족을 찾아

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돌보았습니다. 이제 적정한 때가 온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내용

A
계폭.. 100% 비누 길에 버리겠네. 최악의 일이 현실이 됐어. 길고양

이들 안락사 당할 수도 있는데 비난 못 이기고 계폭이라니. 비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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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난에 원트윗의 작성자는 계정을 없애버리고 

잠적했다. 이에 트위터리안들은 혹시라도 입양 사이트에 비누가 올라오

지는 않을까 사이트들을 살펴보고, 굿즈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비누 보

호자의 정보를 아는 이들은 없는지 수소문했다. 하지만 결국 보호자가 

계정을 없애고 잠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

은 없었다. 랜선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

며 느낌의 아카이브인 트위터에 새겨놓아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약 1년이 지나고 트위터로 비누 사건을 검색해보니, 한 달에 한 번씩은 

과연 그 고양이가 잘 지낼 것인지 우려를 표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

었다. 평화우리처럼 팔로워가 아주 많던 계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

인 파급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지만, 트위터 속 랜선집사들은 동물과 관

련해 발생했던 사건들을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언급하고 기억함

으로써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합의를 만들어낸다.

 비인간 동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랜선집사들

은 동물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를 접하였을 때 개인이 아니라 같은 이슈

를 고민하는 공중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들이 머물고 있는 온라인의 공간을 동

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려는 랜선집사들의 합의와 실천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다스(2012)는 윤리적인 가치가 공식적인 법률로 제정되는 

방식이 사실 매일의 삶 속 규범적인 실천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

는데(2012: 138), 랜선집사들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만들어가는 콘

텐츠와 시청자의 조건과 그것을 공유하는 일은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규

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

나서 버릴 것 같아서 더..

B
계정 계폭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고양이 파양한다고 홍보하다

가 갑자기 계폭하면 비누 안전하다는 소식은 어디서 듣나요?

C
비누 어디에 보내려고.. 입양 홍보 사이트에 올라올까봐 걱정이다. 

저 계정주 사는 지역 아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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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청년 랜선집사의 매일의 온라인 삶 속에서의 실천은 이들의 

온·오프라인의 삶 전반으로 확장성을 가진다.

3. 오프라인 사회적 연결로의 확장

1) ‘되기(becoming)’의 실천과 그 함의

 온라인 속에서 친밀한 공중을 형성하고 콘텐츠 속 동물의 삶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려 하는 청년 랜선집사들의 정동적 실천은 온라인에서만 머

무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의 삶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주체와 사회적 연결

(sociality)을 만들어낸다. 한국의 도시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분리된 영역

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이상 물질적인 접

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콘텐츠의 시청을 통해 스스로를 

랜선집사로 인정하게 되면서 이들은 ‘동물-되기’를 실천하고, 이는 일

상에서 비인간 동물 및 인간과 맺는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들뢰즈의 ‘되기’ 개념은 다른 신체와 만남을 조직하여 새롭게 신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 목표는 새로운 지각과 정동을 창출하여 단일한 

중심으로 수렴시키려는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김은주, 2019: 18). 

랜선집사가 어때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의 조건들과 진정한 랜선집사가 되기 위해서 가져

야 하는 태도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은 ‘되기’의 방식이

다. 들뢰즈는 인간 기준의 분류 체계로 규정되지 않는 생명의 역량으로 

‘동물’을 정의하고 있는데(김은주, 2019: 96), 이렇게 동물을 인식할 때 

동물과 인간의 경계선은 흐려지며, 신체 안에서 ‘비인간성’ 자체를 체

험하는, ‘동물-되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랜선집사들이 콘텐츠

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성에 집중하며 교감을 보려고 하고, 동물의 반

응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종의 비인간 동물과 소통 가능한 세계를 

만드려는 노력이다. 이런 실천은 정보제공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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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지 않지만, 랜선집사로서 자신이 꾸준히 시청하는 동물 콘텐츠를 

통해 기존의 분류체계에 속하는 동물이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특정하고 개별적인 동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들의 

‘동물-되기’는 기존의 동물에 대한 인간중심적 해석을 벗어나고 있기

에, 인간과 동물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허물고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

며(정향균, 2020: 35) 역동적으로 생성하며 열린 정체성을 지닌 생성적인 

존재로서의 다양체임을 깨닫는 과정(정향균, 2020: 133)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채널 ‘시골냥들’이 청년 랜선집사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던 것은 콘

텐츠에 등장하는 고양이들이 제작자의 소유가 아닌, 함께 공존하는 존재

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튜버가 동물과 ‘결연(alliance),’ 곧 비혈연관계

의 이종인 존재이지만 이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동물-되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관계를 통해 랜선집

사들 역시 간접적으로 다른 존재와 친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나가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례Ⅳ-21]에서 시청자 D가 ‘기생’이라

는 단어로 채널 ‘시골냥들’의 유튜버와 고양이들의 관계를 설명한 일

은 랜선집사들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사례Ⅳ-21] 유튜브 ‘시골냥들’ 2020년 5월 4일 댓글

작성자 내용

A
이런게 ㄹㅇ53) 공존 아니냐? 고양이들한테 크게 관여하지도 않고 

놀아주고 밥도 주고..

A의 

대댓글

↳ B: 인정합니다

↳ C: 상리공생

↳ D: 기생이죠 말이 좀 그래도.

↳ E: 이게 기생이라고? 진짜?

↳ F: 저게 왜 기생이냐? 인간들이 착각하는게 자기한테 피해주고 

불편하면 동물들 자기 맘대로 죽이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거임. 고양이들이 양어장에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곤 있어도 

내쫓거나 해치는게 아니라 양어장 사료 먹지말라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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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시골냥들’의 랜선집사들은 오랜 기간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면

서 인간과 동물이라는 이질적인 개체군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소통(김은

주, 2019: 96)을 통해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한 쪽

이 다른 쪽에게 ‘기생’하고 있다는 식의 설명은 ‘시골냥들’이 보여

주고 있는 인간과 동물 간 공존의 모습을 폄하하는 것이다.

 시골냥들의 첫 영상부터 쭉 시청해보면 원래부터 ‘시골냥들’의 유튜

버가 고양이와 공존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는 

고양이들이 양어장의 사료를 자꾸 뜯어서 밥을 주게 되었으며, 새끼 고

양이들의 영상을 찍어 올리며 “정은 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정은 주지 않지만 다른 모든 것은 준다”라는 말이 랜선집사들 

사이에서 계속 사용될만큼 지금의 유튜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고양이들을 챙기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랜선집사들은 새로운 영상이 올

라올 때마다 [사례Ⅳ-22]처럼 “정을 빼고 다 주고 있다”라는 댓글을 

남긴다.

[사례Ⅳ-22] 유튜브 ‘시골냥들’ 2021.4.23. 댓글

인간과 동물이 소유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이런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억지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님에도 고양이가 인간의 침대를 

53) ‘진짜’, ‘정말’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 리얼(real)을 재미있게 발음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네이버 국어사전] “ㄹㅇ” (2020.11.2. 접속)

밥 챙겨주고, 따로 화장실도 만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

서 공생하려고 하는건데 그걸 기생이라고 하다니..

G
자연에서 맘껏 뛰놀고 먹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골냥들 고양이

들.. 유튜브 고양이 중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작성자 내용

H 정을 주지 않겠다던 그는 이제 고양이와 침대를 함께 쓴답니다.

I
한시라도 고양이와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 함께 지낼 침대로 만드나 

정은 주지 않는 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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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지 않고 인간도 고양이와 함께 침대를 사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랜선집사들이 ‘시골냥들’을 시청하는 핵심적인 이유였다.

 누누 역시 많은 동물 콘텐츠를 시청해왔지만, 자신이 가장 꾸준히 보게 

되는 채널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변화하

는 것이 보이는 채널이라고 이야기했다. 누누는 특히 ‘스마일독’이라

는 채널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례Ⅳ-23]

할머니 원래 개들을 약간 좀 밀어내고 했는데, 점점 애들을 챙기게 되는 거

지. 사람들이 할머니랑 개들의 관계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보는 거 같아. 귀

여워. 할머니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애들 막 챙기고 그러셔. 원래 할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한데, 애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좀 나아지

시는 그런 모습 보니까 괜찮은 거 같더라고. (누누, 27세, 여)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 콘텐츠를 통해 

동물의 신체적 반응에 집중하고, 교감을 살피는 랜선집사들은 꾸준히 올

라오는 영상을 통해 동물이 인간을 신뢰하게 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호두와 클레어는 특히 ‘시골냥들’에

서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상호 변화가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손

을 타지 않고 살아가던 길고양이들이 인간을 신뢰하게 되면서 서로 의지

하고 공존하는 것이 영상 속에서 느껴진다는 것이다.

[사례Ⅳ-24]

고양이가 들어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유튜버가 기를 

세워주니까 태평소 소리를 내면서 성장하고 애가. 자신감 뿜뿜하면서 성장

하고, 거기에서 새끼 낳고, 알아서 잘 지내고.. (호두, 33세, 여)

[사례Ⅳ-25]

원래 그 유튜버가 오는 고양이 안 막고 가는 고양이 가게 두는 사람이었는

데 밥 주고 정 주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당연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름도 안 붙여줬는데 애들이 독립을 안하는거야. 그래서 결국 둘 다 중성화

를 시키더라고. 너무 귀여운거야. (클레어, 26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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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들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만남을 통해 변화하는 콘텐츠들을 점점 더 많이 시청하고 

있었으며 이런 경향을 따르기라도 하듯 최근 길고양이들을 주제로 한 채

널들이 게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인간의 ‘되기’실천과 동물의 변화는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Ⅲ장에서 수영이 그리스에서 고양이가 무릎에 올라온 경험

을 통해 고양이와의 관계 맺기에 대해 고민한 것처럼 온라인에서 동물 

콘텐츠를 통해 동물을 마주하는 과정은 오프라인에서 랜선집사들의 되기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두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동물 콘텐츠 

시청을 독려한 이후 어머니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도 하고, 만

남의 순간을 호두에게 설명할 정도로 의미있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Ⅳ-26]

우리 엄마도 원래 고양이 되게 싫어했는데, 내가 자꾸 엄마한테 고양이를 

영업을 해가지고. 콘텐츠도 보시고.. (..) 원래 길고양이 보면 발 굴러 가지고 

애를 놀래키는데, 이제는 엄마가 편의점 고양이 보면 말도 걸어. “너 밥먹었

어?” 하면은 고양이가 “야옹” 하니까 그거 너무 좋아해. 엄마가. “나 오늘 

고양이한테 말 걸었는데 고양이가 대답을 해 줬다” 이러면서 좋아하시더라

고. 부족한 화질이지만 찍어가지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호두, 33세, 여)

클레어는 자신과 언니가 콘텐츠를 통해 고양이를 접하고 고양이를 좋아

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동물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 역시 바꾸기 위

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햄스터가 아파도 굳이 돈을 

써서 치료하지 말자던 부모님들이셨지만, 지금은 어머니도 클레어처럼 

랜선집사가 되어 여러 콘텐츠를 시청하시며 아버지는 집에 오는 길고양

이들의 밥을 직접 챙겨주신다. 부모님이 길고양이들의 보호자는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도 있지만,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여러 콘텐츠에 

익숙해지고 자녀들이 동물의 무해함을 강조하자 자연스럽게 주변에 존재

하는 동물들을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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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Ⅳ-27]

엄마는 언니랑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귀여운 동물들 팔로우 해주고, 유튜브

도 좋아하는 채널 링크 보내주면 같이 보셔. 언니랑 내가 주도적으로 고양

이 귀엽다고 주입을 시키고 있어. 아빠가 확실히 동물에 유해지셔서 요즘도 

보면 카톡으로 ‘이노무 새끼들이 맨날 나 풀 뽑고 있는데 옆에서 쳐다만 보

고 있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애들 배고플까봐 밥 챙겨 주고, 습식도 꺼내

주고, 아빠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 (클레어, 26세, 여)

어릴 적 길렀던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기억이 있는 청년 랜선

집사들에게 이런 부모님의 변화는 큰 의미를 가진다. 클레어는 자신의 

아버지가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이야기를 자신의 트위터 공간에 기록하곤 

하는데, 이는 동물에 대한 관념이 청년들과는 다르다고 여겨지는 기성 

세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그림Ⅳ-3]. 실제로 트위터에

서는 자신의 부모님이나 기성 세대가 동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는 사랑받는 소재이다. 

[그림Ⅳ-3] 2020.09.24., 2020.10.09. 정보제공자 클레어 트윗

호두의 어머니와 클레어 아버지의 변화는 동물 콘텐츠 시청을 시작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들의 입장에 서 보며 자신의 신체 안에

서 직접적으로 소위 ‘비인간성’ 자체를 체험(김은주, 2019: 97)해 보는 

기회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동물이 이종의 존재와 교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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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아주 능동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 따라 자율적인 행

동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신체나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개체라는 것을 인정(정향균, 2020: 142)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동물 콘텐츠들을 통해 동물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오프라인에서

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이들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일종의 소통을 

하고 있는 랜선집사와 주변인들의‘동물-되기’의 실천은 한국 사회의 

동물과 인간 모두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2) 이번 생을 함께 살아내기

 앞서 살펴보았듯, 랜선집사들은 동물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온라인의 동물 윤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동물-되기’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Ⅱ장에서 우리는 생존주의 세대

인 청년 랜선집사들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며 ‘잔혹한 안도’를 얻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랜선집

사들은 단순히 위안을 통해 자신만의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

떻게 비인간 생명체와‘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평화우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랜선집사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콘텐츠

에 등장했던 고양이들의 상태였다. 그래서 해당 채널에 갑자기 동영상이 

올라왔을 때도 고양이들이 잘 있는 것에 대해 역설적으로 안도감을 느끼

기도 했는데, 이는 랜선집사들이 평화우리 사건의 담당 변호사들의 영상

에 꾸준히 고양이의 안위를 물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유있는 안도감이

었다.

[사례Ⅳ-28] 유튜브 채널 ‘변호사들’ 2020. 12. 6 영상 댓글

작성자 내용

A
평화우리에서 키우던 동물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한데 알 길이

없네요 ㅠㅠ

B 처벌도 처벌이지만 아가들이 잘 있을지 그게 가장 걱정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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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은아는 학부 시절 학교 고양이들

을 돌보았고 현재는 동네 고양이들의 삶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고양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에 그 고양이들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설명해주었다.

[사례Ⅳ-29]

야곱이가 학교를 가는 길에 골목에 살았거든, 아침마다 봤어. 한 번은 내가 

공강 시간에 거기를 지나간거야. 걔가 내 신발에 올라와서 식빵을 굽고 자

는거야. 나는 길고양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게.. (은아, 27세, 

여)

야곱이와 은아의 등굣길 만남은 마주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가 

아플 때 은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원인을 제공해주었다. 은아는 야곱

이가 복막염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포획하고, 학우들과 돈

을 모아 함께 치료하는 데에 참여하였다. 지금은 졸업했기 때문에 야곱

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하지만, 은아는 바쁜 와중에도 야곱이를 

살리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병원까지 가게 됐던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은아는 지금도 아파트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들의 종류

를 모두 알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밥을 주는 주민분들은 누구인지도 꿰

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거나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

니지만 콘텐츠 속 동물에 대한 관심은 청년 랜선집사들에게 새로운 사회

B의 

대댓글
↳ C: 그러게요..

D 고양이들은 안전한가요? 고양이들 근황 궁금해요

D의 

대댓글

↳ E: 여러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 거처나 상황이 걱정이

예요. 돈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거뒀지만 아이들은 그 유튜버

를 아주 많이 따르고 사랑했어서 다른데 보내어지면서 버림

받았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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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결성(sociality)을 만들어내고, 이는 이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공존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사회적 연결성은 경계 지어지고 정적

인 사회적 실체에 대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주체들이 끊임없이 공동 

생산적이고, 유연하고 영향을 받기 쉬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인 관계의 그물망(Amit, 2015: 3-4)”이다.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만

들어지고,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적 연결성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로는 무의식적인 충동과 본능적인 행동에 의해 진행되

는 것이며 우리가 누구와 연락을 하고, 누구와 대화를 할지 결정하는 이 

작은 행동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Long, 2015: 858). 앞서 온라인에서

‘친밀한 공중’으로 탄생하고 있던 청년 랜선집사들은 온라인에서 함께 

동물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실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프라

인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연결성을 만들고 지속하고 있었다. 

 유나는 회사 주변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 ‘살금이’를 보러 회사를 다

닌다고 할 정도로 살금이에 대해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다 보이는 길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지만 점점 그들을 돌봐주는 동네 주민과 친해지고, 고양이의 사연과 이

름을 알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례Ⅳ-30]

살금이를 1년 반을 봐서 내 마음속에 이미 혼자 키우고 있는 야옹이 수준

으로 내가 챙기고 있고. 회사 주변 식당 주인분들이 길냥이한테 우호적인 

데가 많거든, 그래서 길냥이가 좀 많아. (..) 내가 살금이를 보기 시작하면서 

점심시간에 무조건 맨날 가거든, 그러면서 캣맘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된거야. 캣맘이 밥챙겨 주시는거 보고 내가 사료를 사서 줘. 내가 현실적으

로 직접 돌아다니면서 회사 주변 전체를 챙기지 못하니까.. (유나, 26세, 여)

유나는 최애 길고양이 살금이와의 일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빈번하게 업로드한다[그림Ⅳ-4]. 유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살금이가 자신

에게 더욱 곁을 허용해 준다는 것, 그리고 이 유대 관계가 깊어지고 있

다는 사실이 자신이 회사에 매일 출근할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고 설

명했다. 살금이가 길고양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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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기에 유나는 살금이 주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예민하게 살

피고 있었다.

[사례Ⅳ-31]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남자가 살금이54) 주변에 있는거야. 살금이가 여기 앉

아있으면 여기 좀 띄어서 핸드폰 하고 있고. 못 보던 남자가 계속 옆에 어

슬렁거리니까 나는 거슬리더라고. 해코지 하려고 눈여겨보고 있는건가? (유

나, 26세, 여)

영상 속에서 동물이 보호자와 교감하지 못하고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

는 느낌을 받았을 때 소름이 돋는 등의 신체의 변화와 함께 쎄함을 느꼈

던 것처럼, 유나는 살금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에 존재하

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쎄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살금이의 안위에 대한 유나의 걱정은 동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에게 자신의 돈으로 사료를 사서 지원을 하는 데까

지 나아가고 있었다.

[그림Ⅳ-4] 2020.10.13. 유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54) 정보제공자 유나가 돌보는 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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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유나, 하진, 호두, 클레어, 은아, 슬비, 원호, 누누, 수영, 민

지의 공통점은 일상 속에서 길고양이나 동물을 만나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는 것이다. 클레어와 유나, 은아의 경우 일주일에 한 두 번

은 고양이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올리곤 한다. 이렇게 동물 사

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실천은 자신이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신의 온라인 공간을 동물 친화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

과의 연결의 방식 역시 변화시키고 있었다. 유나의 경우 일적으로만 만

난 거래처 사장님과 업무적인 대화를 하던 중 유나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고양이의 사진을 보면서 귀엽다고 말했고, 상대방이 동물을 좋아하

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서 긴장감도 덜해졌다고 설명했다. 클레어의 경우 

해외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할 때 고양이 돌봄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

을 할 정도로 고양이 돌봄에 적극적인데,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 역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사례Ⅳ-32]

구남친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내가 엄청 

고양이에 환장하는 걸 보면서 신기해했었고. 그러다가 내가 하도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연애 한창 할 때는 자기 학교 근처에 있는 고양이 사진 

찍어가지고 몇 번 보내준 적 있었어. (클레어, 26세, 여)

랜선집사들이 동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이들의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으며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동물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김은주(2019)는 동물-되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의의에 대해 “다른 

계들 간의 교류와 공생이 다양하고 새로운 생명의 생산을 낳으며, 계속

적인 생명의 힘을 지속하게 한다(2019: 97)”고 설명했다. 정보제공자 희

원은 주로 고양이가 등장하는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었지만, 일상적

인 콘텐츠 시청을 비롯해 온라인의 동물 친화적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

면서 동물과의 관계에 열려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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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탄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희원은 도시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

갈 수 없는 생명을 입양하여 그 생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집사’가 

되었다. 앞선 장에서 희원이 유기 동물을 입양한 동물 콘텐츠만을 시청

하며 품종 동물이 등장하는 영상들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반려동물과 살고 싶다

는 생각은 있지만 입양할 생각은 없었던 희원은 몇 개월 후 주인이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된 뱀, ‘뱀식이’를 입양해서 기르고 있다. 콘텐츠

에서 동물을 보다가 직접 함께 하게 된 경험들을 희원은 자신의 SNS에 

주기적으로 기록하며, 사진과 영상들을 올리고 있다. 그녀의 SNS 포스트

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양 후 뱀식이의 변화와 자신의 변화를 기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인간 동물을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을 넘어 자신

의 오프라인의 삶 속에서 공존하게 된 후 희원의 삶은 현재 뱀식이를 위

주로 돌아가고 있다[그림Ⅳ-5]. 

[그림Ⅳ-5] 2021.09.16. 희원 트위터

다른 랜선집사들은 희원의 경우처럼 동물을 입양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 맺기에 열린 존재들로 거듭나고 있었다. 민지는 

동물을 오랜 기간 길러본 적은 없지만, 그가 타인의 동물과 맺은 관계가 

남긴 흔적, 그리고 인터넷에서 동물 사진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강렬한 것이었다. 민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햄스터를 입양하여 천

수를 누리게 한 후, 무지개 다리를 평온하게 건널 수 있게 그 길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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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은 입시 준비를 하고 

있기에 햄스터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불가능하지만, 쉽게 

버려지는 작은 목숨이 행복한 생을 살다 마감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민지는 서울에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집에 들어오면 뼈를 시리게 하는 외로움을 마주할 때가 있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동물을 입양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자신이 언젠가 연주자가 되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반려동물을 입양게 된다면, 일이 생겼을 때 

반려동물을 잠시 맡길 친구를 미리 정해 두었다고 연구자에게 자랑스럽

게 설명하였다.

[사례Ⅳ-33]

내가 연주자가 되면은 연주는 홀이 항상 바뀌잖아 그래서 부산에 가야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요즘 애견 

호텔 같은 데도 문제가 있는 데가 많으니까 맡길 친구도 미리 생각해놨어. 

나중에 연주 다닐 때 애를 혼자 두는 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러니까 그럴 때 

하루 이틀 길어야 삼 일 정도 아니냐고, 그럴 때는 자기네 집에 데려와도 

되고, 자기가 퇴근하면서 잠깐 봐줄 수 있다.. (민지, 28세, 여)

 본 연구에 등장한 청년 랜선집사들의 대다수는 오프라인에서 길고양이

에게 밥을 챙겨주고 있거나 간식을 현관에 준비해두고 동물이 보이면 집

에 뛰어들어가 간식을 가지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슬비, 민지, 원호, 은

아, 클레어 모두 반려 관계에 있는 동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츄

르를 집에 구비해 두고 있는 이들이다. 은아의 경우 동네 고양이들의 색

깔과 그들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지금은 사라진 고양이라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원호는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동네에 등장한 길고양이

를 처음 발견했을 때를 생생하게 떠올리며 그 고양이를 위해서 츄르를 

사고, 자신이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모습을 설명해주었다. 지금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그 고양이를 위해 츄르를 여전히 놓아두고 

있다. 이처럼 청년 랜선집사들은 온라인 공간을 동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오프라인으로도 인간 및 동물과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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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프라인 역시 동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려는 실천을 하고 있다.

 청년 랜선집사들의 동물 콘텐츠 시청은 콘텐츠 속 동물과의 관계, 동물

을 중심으로 다른 인간들과의 사회적 연결성,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와

의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앞서 희원의 뱀식이 입양의 예시에

서 우리는‘동물-되기’가 “계속적인 생명의 힘을 지속하게 한다(김은

주, 2019: 97)”는 것을 살펴보았다. 청년들을 ‘생존주의 세대’라고 명

명할 때 그 바탕에는 타자와의 삶을 욕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김홍중, 2015: 206) 감각이 깔려있다. 다른 존재와 함께 할 수 있는 근

간이 마련되지 않으니 나의 생존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본 장에서 살펴본 친밀한 공중으로서의 청년 랜선집사들과 그들이 만들

어 가는 생명체들과의 연결성은 청년들이 자신의 생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

는 이 청년 랜선집사들을 ‘공존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는 세대로 새로

이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Ⅳ장에서는 이처럼 동물 콘텐츠의 시청을 통해 함께 정동받은 랜선집사

들이 온라인에서 친밀한 공중을 형성하고,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개입할 뿐 아니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 자체를 동물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함을 살펴보았다. 

Ⅲ장과 Ⅳ장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한국 청년 랜선집사들의 실천과 이들

이 합의해 가고 있는 랜선집사와 동물 콘텐츠의 조건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 랜선집사들의 동물 콘텐츠 시청

은 그들의 온·오프라인 삶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에서 형성되고 

있는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연결성들을 

만들어나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력이 되어 주고 있다. 또한 랜선집

사들 본인 뿐 아니라 이들의 실천은 주변 사람들의 ‘동물-되기’ 실천

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그들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

었다. 이질적인 존재와 소통해보려는 노력, 이들의 입장이 되어 보고 이

해하려는 노력과 공존하려는 마음들은 ‘동물-되기’로 이어지며,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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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동물을 돕는 인간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인간으로 인간-동물의 이분법을 허물어 보는 기회를 주고 있다. Ⅱ장에

서 살펴보았듯, 동물 콘텐츠의 시청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잔혹한 안도

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을 때도 있지만, 랜선집사들은 개

인적인 안도감을 얻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온·오프라인의 동물과의 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다. 청년 랜선집사들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동물 콘텐츠와 그 속의 동물들은 잔혹한 안도

감일 수 있지만 랜선집사들의 실천은 어떻게 이 사회를 인간-비인간 동

물이 공존을 통해 생존해 나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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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2-30대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동물 콘텐츠를 팔로우하

고 시청함을 통해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동물 관계와 그 영향을 살

펴보려 시작되었다. 정보제공자들이 워낙 좋아하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본 연구의 주요 현장이 된 유튜브 채널 ‘시골냥들’의 최근 

영상 뿐 아니라 과거에 업로드된 영상들까지 모두 시청했다. 그 과정에

서 ‘시골냥들’에 등장했던 고양이들의 증조할머니라 할 수 있는 고양

이가 채널 시작부터 등장하여 채널의 핵심 주인공이 되고, 조용히 죽게 

된 것까지 그의 인생 이야기가 채널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시골냥들’은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지만 이 증조할머

니 고양이는 채널이 유명해지기 전에 등장한 고양이로 채널이 인기를 많

이 얻기 전에 목숨을 잃었다. 더 이상 영상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에 증

조 할머니 고양이는 채널의 스크롤을 계속해서 내려 3-4년 전의 영상을 

찾아야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에 올라온 고양이의 죽음을 알리

는 영상에는 오랜 랜선집사들이 몇 년 째 명절마다 랜선으로 성묘를 오

고 있었다. “고양이 별에서 잘 지내니? 명절이라 와 봤어. 보고싶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성묘할 겸 들렸어”라는 댓글을 통해 추모하는 랜

선집사들의 모습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고양이가 이들에게 얼마나 중

요한 흔적으로 남아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물 콘텐츠와 그 시청에 대한 분석은 랜선집사들 스

스로가 반려동물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위해 시청하고 있다

는 것 이상으로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랜선집사들이 

동물 콘텐츠 속 동물에 대해 가지는 애착이 단순히 대리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여러 정동적 실천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동

물의 성장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에 집중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지 않

는다는 결핍만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는 주된 이유가 아닌, 살아가면서 

동물과 조우했던 경험, 콘텐츠 속 동물 그 자체에 대한 애정, 그리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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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시청하는 랜선집사들과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인이 랜선집사들의 

동물 콘텐츠 시청과 개입에 동인을 주고 있었다.

 Ⅰ장에서는 랜선집사들과 콘텐츠 속 동물의 관계를 살펴보기 앞서 현재

까지 인류학에서 진행된 인간-동물 관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한국의 청년 랜선집사들이 온라인에서 동물 콘텐츠를 시청함을 

통해 가상적이지만 생생한 관계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시청을 통해 정동되기 때문임을 보이고자 정동이론이라는 이론적 틀을 

검토했다. 세 번째로 본 연구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이버

스페이스의 정동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Ⅱ장에서는 동물 시청의 역사를 개괄하고, 동물 콘텐츠가 한국 사회에

서 인기를 얻게 된 맥락과 랜선집사라는 주체를 소개했다. 특히 본고에

서 다루고 있는 동물 콘텐츠의 주요 시청자가 2-30대 청년임에 집중하

여, 이들을 한 세대로 명확하게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생존’이 

키워드가 된 한국 사회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인 

청년 랜선집사들은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갖은 방법으로 자격증과 학위

를 따고, 취업준비를 하고, 직장에서 노동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어두우

며 안정은 계속해서 유예되고 있다.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며 일

상 속에서의 화를 누르는 것은 현실을 견디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안도

감 뒤에는 죄책감이 따르는데, 콘텐츠 속 동물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낀

다는 생각은 동물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불쾌한 감각을 

동반했다. 특히 청년 랜선집사들 중 많은 수가 지금과는 달랐던 한국 사

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 속에서 반려동물이나 소동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기억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가까운 존재인 콘텐츠 속 동물을 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Ⅲ장에서는 콘텐츠 제작자의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건과, 그것이 랜선

집사들 사이에서 발화되지 않은 채 공유되고 있던 불안감을 어떻게 확인

시켰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랜선집사들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동물 콘텐츠의 인기로 인해 수많은 채널과 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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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나 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제작자

의 개인적 윤리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동물 학대의 위협은 언제나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이 동물의 귀여움만을 소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콘텐츠 속 동물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가던 

랜선집사에게, ‘평화우리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폭로 사건은 기저에 

존재하던 불안과 위험, 그리고 동물 콘텐츠의 인기가 초래할 수 있는 끔

찍한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기의식과 랜선집

사들의 죄책감은 ‘정동적 먼지’가 되어 랜선집사들의 일상 속에 부유

하면서, 동물 콘텐츠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발

달시켰다. 이 직감은 ‘쎄함’이라고 불리는데, ‘쎄함’이 느껴지는 동

물 콘텐츠에 대해서 랜선집사들은 댓글이나 SNS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시청을 지양함으로써 동물을 착취하는 콘텐츠를 피하려 한다. 또한 이들

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동물과 연관된 소유 지향적인 관용어들을 변화

시키고, 동물의 귀여움만을 시청하는 것은 동물을 소비하는 일이라 정의

하며 비판하고 있다. 동물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팔로우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자들은 해당 동물과 보호자의 만남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자와 동물이 교감하며 동물이 착취당하지 

않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었다. 또한 콘

텐츠의 자체적 윤리에만 기대지 않고, ‘방구석 강형욱’이 되어 일상적

으로 비윤리적인 위험성이 있는 콘텐츠를 검열하고 의혹의 댓글이나 글

을 남기고 있다.

 Ⅳ장에서는 이런 랜선집사들의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 ‘친밀한 공중’

으로서의 랜선집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년 랜선집사들은 온라인에서 

댓글 등의 방식을 통해 다른 랜선집사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시청하고 있

다는 감각을 가지며, 이는 느슨한 정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만큼은 윤리를 지키는 동

물 친화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랜선집사들은 동물 콘

텐츠가 가져야 한다고 여겨지는 조건과 기준을 공유하며 품종 선호를 조

장하지 않고, 기부를 하는 콘텐츠들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한 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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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사건과 그 사건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느낌의 아카이브’로서

의 온라인 플랫폼을 백분 활용하여 평화우리 사건처럼 동물과 연관된 사

건들을 기억하고 언급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연결과 동물 친화적 공간 만들기는 청년 랜

선집사들의 오프라인 삶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랜선집사들이 

동물 콘텐츠를 시청하고 다양한 정동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동물-

되기’의 실천이라 분석했는데, 랜선집사들이 동물과의 만남과 정동적 

실천을 통해 열린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서 비인간 동물과의 공존에 대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랜선집사들의 동물-되기는 오프라인의 자신의 

삶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 역시 변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청년 랜선집사들이 온라인에서 특정 동물에 대해 가지는 관심

은 오프라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동물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그 동

물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성을 만들어가며 

이는 청년들이 삶을 지속하는 원동력을 준다. 동물권 운동이나 다른 사

회 운동들처럼 특정한 의견을 위해 뭉치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랜

선집사들의 일상의 실천들은 한국 사회의 인간-동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청년 랜선집사들이 ‘공존을 통한 생

존’을 모색하는 이들로 볼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청년 랜선집사들이 온라인에서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한국의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인류학 연구, 인류학에서의 정동 

연구, 그리고 청년 세대 연구라는 세 가지 영역에 기여하고 있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반려 관계에 있거나, 직업

적인 이유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만들어지는 관계를 넘어 일상

의 차원에서 온라인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관계와 인간의 변화에 집중하

여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정 

동물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구독하고 꾸준히 시청하면서, 본 연구에 등장

하는 청년 랜선집사들은 그 동물에게 애착을 갖는 것을 넘어 다른 비인

간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새로운 인간



- 143 -

-동물 관계가 만들어지는, 확장된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언

론을 비롯하여 동물 콘텐츠의 사회적 인기에 대한 논의는 무분별한 동물 

구매나 입양, 수익을 위한 동물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

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스스로를 랜선집사라고 정체화

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동물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거나 동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동물-되기’ 실천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

어나 개별적인 존재인 동물의 존재를 인지하고, 동물과의 공존을 고민하

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었다. 인간-동물 관계가 어떤 대단한 상호작용이 

전제되지 않아도 일상에서 온라인을 매개로 정동됨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고 있음을 살펴본 본 연구는 

동물 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의 인간-동

물 관계 후속 연구에 기반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인류학의 정동 연구의 발전, 특히 온라인 정동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랜선집사들의 온라인 동물 콘텐츠 구독과 시청은 

지금과는 달랐던 과거 한국의 인간-동물 관계를 경험하고 체화된

(embodied) 신체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은 전체 장을 관통하

는 주제이다. Ⅱ장에서 우리는 청년 랜선집사들이 콘텐츠 속 동물의 

‘귀여움’을 통해 정동되어 삶을 이어나갈 힘의 증폭을 경험하고 있음

과 동시에 과거에 소동물을 길렀던 경험들이 트라우마의 정동의 영향에 

놓여있음을 살펴보았다. 제작자가 보여주고자 의도한 내용만을 시청하고 

있다는 불안감은 랜선집사들이 ‘쎄함’이라고 후술하는 몸의 생생한 반

응을 동반한 직감을 만들어내고, 이 직감은 랜선집사들 사이에 공유되

며, 온라인을 동물 친화적으로 만들어가는 정동적 실천을 수행하는 핵심 

조건이 되었다. ‘귀여움’과 ‘쎄함’은 랜선집사들 뿐 아니라 일상에

서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이다. ‘귀여움’의 경우 너무 귀여워서 ‘벽을 

부시고 싶었다’와 함께, 그리고 ‘쎄함’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

다’처럼 어떤 순간적인 신체적인 반응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집중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매개되어 있음에도 랜선집사들이 콘텐츠 시청에 있어 반려인과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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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적 반응에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상 속 반려인의 목소

리, 반려동물의 즉각적인 신체적 반응이나 표정 등에 집중함으로써 쎄하

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댓글이나 SNS에 적극적으로 의구심을 표현하

고 있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개된 동물과의 관계는 오프라인으로 확

장되며 동물과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감각을 랜선집사들의 몸에 새기

고 있었다. 본 연구의 랜선집사들은 오프라인에서 동물과 마주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신체적 반응(두려워하지 않는다, 함부로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둔다, 눈을 깜빡인다)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의 관계

가 촉발제가 되어 비인간 동물과 관계 맺기에 열려있는, 동물 윤리에 민

감한 주체로 랜선집사들이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정동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랜선집사와 동물-의 만

남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신체의 변용을 통한 새로운 관계들이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분석하려는 시도로, 이후 정동 이론을 활용하려는 연구

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

다. 한국 청년들에 대한 담론은 각박한 현실에서 포기하는 존재 혹은 

MZ세대라고 명명되는, 새로운 마케팅과 트렌드의 대상이자 창조자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청년들

을 정의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고용이 불안정하

고 계속해서 안정이 유예되는 삶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힘든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

단 중 하나였던 동물 콘텐츠의 시청이 랜선집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다

른 사회적 연결성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비인간 동물을 비롯한 다른 

존재들과의 공존에 대한 생각을 청년들이 함양하도록 만드는지에 집중하

고자 했다. 생존을 위해 시청을 하는 것을 넘어, 청년 랜선집사들은 콘

텐츠 속 동물의 안전을 위해 개입하고 있었으며, 친족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시청이 동물의 귀여움을 소비하는 것이라 정의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관계를 넘어서 오프라인에서

도 비인간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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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청년 랜선집사들의 동물 콘텐츠 시청은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Ⅳ장에서 살

펴본 클레어와 호두의 예시처럼 부모님을 대표로 하는 기성세대들이 동

물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부

모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처

럼 청년들이 생존주의 세대가 아니라 ‘공존을 통한 생존’을 고민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가 세계는 구할 수 없어도 동물의 

세계는 구할 수 있어”라는 문구가 보여주듯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랜선집사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한 존재의 구원으로 이어

질 수 있다. 큰 공동체를 만들지는 못해도 동물 학대 사건을 잊지 않음

으로써, 입양 홍보글을 내 SNS에 공유함으로써, 주변 이들 및 동물과 새

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와는 다른 인간-동물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천을 분석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청년 세대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본 연구에 등장한 

청년 랜선집사들의 정동적 실천은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관계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나, 동물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관계와는 다를 수 

있다. 랜선집사들의 개입의 정도 역시 직접적으로 동물과 마주하는 이들

과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 트위터에서도 동물권 이슈나 동물 입양 문제

에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는 보호자인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 등장한 청년 랜선집사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못했다. 우선 연구자가 여성이

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성별의 구분이 가시

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유의미한 실천의 차이를 발

견하지 못했다. 심층면담이 가능했던 정보제공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하여 이들과 동물의 관계를 평면화 하는 것은 여성이 자연적인 것과 더 



- 146 -

친연성이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측면은 다

른 연구를 통해 더 깊게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논문

이 마무리되어 갈 때 즈음 연구자는 길고양이 ‘두부 살해 사건’을 비

롯해 남성과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길고양이 학대와 동물을 돌보는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비약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희망적으로 보고자 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인간-동

물 관계가 국지적일지 모르며, 동물 학대와 젠더 이슈에 대해 조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놓쳤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본 연구에 등장한 랜선집사들은 새로운 동물과의 만남을 연

구자에게 자랑하고, 길 고양이를 위해 밥을 준비했으며, 동물 단체에 기

부하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적에서 ‘생

존’이 화두다. 미래는 보장할 수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국 중 하

나임에도 상위 10%가 전체 재산의 58.5% 독차지하고 있다55). 이런 ‘적

자생존’이라는 믿음이 팽배한 사회에서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려는 

이들을 어리석은 존재로 치부된다. 하지만 헤어와 우즈(2021)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서 경쟁이 아닌 사회적 유대를 통해 살아남은 다양

한 종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

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냐로 평가해야 

함을.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2021: 300).” 

 청년 랜선집사들의 동물 콘텐츠 시청은 반드시 앞서 설명한 ‘동물-되

기’의 실천을 동반하거나, 윤리적인 주체로 탄생하려는 노력을 보장하

지 않는다. 하지만 이 청년들이 경험하는 ‘동물-되기’와 온라인과 오

프라인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적 연결성은 동물 뿐 아니라 이들 자신

이 삶을 지탱해 나가는 데, 곧 공존을 통해 생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청년‘랜선집

사’라는 주체와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희망을 보려는 시도이다.

55)『Liberty Korea Post』, "세계불평등연구소 "한국 서유럽만큼 부유하지만
빈부격차 심각" (이화종), 2021.12.09.일자.
http://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1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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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ctices and Affects of Young 
Viewers of Animal Content and 

Changing Human-Animal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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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analyze the practices of young South Koreans who 

watch animal media content online and call themselves ‘LAN-cable 

butlers’ (LAN for Local Area Network). Drawing on ethnographic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I describe their daily routines— 
watching media content, leaving comments, and purchasing merchandise

—and track various affective practices those activities give rise to. 

Although those animal lovers do not physically interact with the animals 

they observe online, their concerns for those animals' well-being lead 

to creating new ethical standards and practical changes in human and 

non-human relations in South Korea. I argue that these youths are 

becoming a generation who are trying to survive in this harsh reality 

through ‘coexistence’.

The young LAN-cable butlers, I show, watch animal media to gain 

relief from their harsh reality, such as exam prepa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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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related stress.  However, they deny that they ‘consume’ the 

cuteness of the animals for their own satisfaction. They are acutely 

aware that those animals' lives are precarious. For some, this 

awareness comes from the trauma from past relationships with their 

companion animals. Others were left disconcerted after some animal 

content creators were discovered to abuse their animals. In the absence 

of substantial regulations or laws on animal media, LAN-cable butlers 

step in to create their own criteria for ‘real’ LAN-cable butlers and 

for ethical standards of animal media. They scrutinize animals' reactions 

in the videos,  evaluate the authenticity of interactions between an 

animal and its guardian, and express their affection for the animals by 

using kinship terms. Even though they are watching animal media on 

profit-driven platforms, such as YouTube,  they call the money they 

donate as ‘pocket money’ (용돈) and emphasize that the money 

should directly be used for the animals. Unafraid to be criticized as 

meddlesome, these young LAN-cable butlers actively police animal 

media and readily interfere if they suspect animal abuse.

Affectively bound by their love for the animals and online 

participation in their lives, LAN-cable butlers act together to make 

online spaces animal-friendly. Specifically, they sound alarm when some 

channels show only pure-bred animals; they expose guardians who 

exploit their animals for profit; they promote animal channels that 

donate their profits to worthy social causes. They also keep alive the 

memories of the past cases of online animal abuse in hopes to prevent 

their recurrence.

Situating my analysis within the anthropology of affect theory and 

anthropology of becoming, I interpret these various practices of 

LAN-cable butlers as ‘becoming-animal’ of human subjects. 

‘Becoming’ is a way of organizing one's body in a new way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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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nters with other bodies, according to Deleuze. These LAN-cable 

butlers, I ague, are becoming ethical subjects who criticize 

anthropocentrism and think about how to coexist with animals. By 

dissolving the existing dichotomy of viewers (consumers) and animals 

online, they are protecting the well-being of individual animals and 

attempting to interpret animals' reactions from the animals’ own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LAN-cable butlers and non-human animals 

based on everyday and virtual connections has the power to change 

the perception of animals of South Koreans' along with the recent 

wide-spreading animal protection movements and veganism movements.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search on the everyday and 

microscopic human-animal relationship in South Korea that has not yet 

been illuminated.

keywords : LAN-cable Butler(Online butler), Animal Media, Youth, 

Affect, Human-animal relationship, Becoming-animal 

Student Number : 2018-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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