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논픽션

송해민

캣 로 딩 블 들 콩 렘 솜 몽 밍 둥 뤂 욯 률 묙 댄 퐄 수 겴 놐 즨 닩 골 뾰 댕 앶1). 이 기이한 음

절들은 아이돌의 팬들이 써방2)용으로 만든 아이돌의 별명이다. 아이돌 팬덤은 기획사나 아이돌 장본인

이 이름을 검색해보는 일, 소위 ‘아기사슴 사냥’을 극도로 경계하며 아이돌의 이름을 암호화한다. 돌

덕질 중에는 뮤직비디오와 콘서트 무대 위 아이돌들의 서로를 향한 제스처와 눈빛을 프레임 단위로 주

목하며 그들을 시핑(shipping)3)하는 서브컬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은 커서를 미세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이 돌들이 떠먹여주는 일들도 생긴다. 그들은 서로 뽀

뽀하고 껴안는다. 팬들의 카메라를 향한 애교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부리는 애교에 팬들은 열광한다.

비게퍼4)를 포함한 퀴어베이팅 마케팅은 K-POP 팬덤이 수년 간 쌓아온 소비방식이 공급자들에게 영향

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혹독한 써방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그룹에 대한 시핑과 2차 창작물

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포섭으로 인해 아이돌은 이제 관계성을 판매한다.

커플링으로 엮을 만한 관계성이 없는 그룹은 팔리지 않는다. 하지만 의도성이 분명한 스킨십이나 노골

적인 행위는 오히려 더 팔리지 않는다. 때문에 K-POP의 퀴어베이팅은 피학적인 컬처재밍5)의 성격을

갖춘다. 타인이 침범하여 미디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자체가 컨텐츠에 은폐된 사실(이라고 부

르고 싶은 것)을 기입하고, 소비자들의 퀴어링6)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졌다는 사실은 사뭇 주목할 만하다. 팬덤이 선호하는 사

실들은 노골적으로 관계를 주장하는 사실들이 아니라, 모호하고 (그러므로) 사실보다 조금 더 극적인 사

실들이다. 섬세하게 기획된 유사사건(pseudo-event)7)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인기가 많다. 탈진실시대

(post-factual era)에서 중요한 건 대체 내러티브다.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만한 사건이 진

위 여부와 상관없이 각광받는다.8)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 200톤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실제 그

의 재산 보유량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건들은 밈(meme)의 단위로 압축되어 새로운 서사 속에서 번영한다. <CRUMBLE. MOUNTAIN>은

밈 부스러기들의 산이다. 극파편화된 퀴어-유사사건들은 뮤직비디오에서 떨어져 나와 전시된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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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2019년 5월) Mnet에서 방영 중인 「PRODUCE X 101」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써방단어들.

2) 써치(search) 방지.

3) Relationshiping. 아이돌이나 가상인물의 애정 관계를 상정하는 일. 커플링을 엮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4) Business Gay Performance. 무대 위에서 동성의 멤버에게 스킨십을 하는 일종의 팬 서비스

5) 문화 방해. 기존의 매스 미디어를 변혁하려는 무브먼트의 하나이다. 미디어의 물리적인 본연의 자세나 커뮤니케이션
의 방법론은 그대로 이용하지만, 유통하는 컨텐츠나 운영 방침으로 비판 정신을 갖게 하려고 한다.

6) Queer-reading. 이성애규범성에 도전하는 전제 하에 컨텐츠에서 다양한 성지향과 성정체성을 읽어내는 행위

7) Daniel J. Boorstin,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1962

8) Soroush Vosoughi; Deb Roy; Sinan Aral.「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cience

Volume 359, 3/2018(Issue 6380)



너무나 깊이 은폐되어 있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잘게 조각나 있다. 그러나 그 조각난

표면 아래의 불투명한 안개 속에는 언제나 서사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유사사건만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밈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띤 상태로 팬픽션 속에 포획

된다. 이 2차 창작물들은 밈과 하이퍼매개(hypermediacy)9)하며 출처를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모호한 부

스러기들 덕분에 팬픽션-시뮬라크럼 속의 현실은 재현의 논리와는 상관없이 선명하다10). 팬덤과 기획사

가 공여한 피드백 루프는 시뮬라크럼11)을 유사사건으로, 밈으로, 다시 시뮬라크럼으로 쪼개고 뭉치며 결

국에는 최초의 현실이 무엇이었는지 가늠하지 못하게 만든다.

작가가 애정을 담아 수집한 커비 이미지들의 아이러니는 이 밈의 시초가 커비의 카피 능력으로부터 시작

했다는 데 있다. HAL사의 <별의 커비> 게임 시리즈에서 커비는 커다란 입으로 적을 흡입해 적의 능력

을 카피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적대적인 객체의 특질을 복

사하고 본래의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CRUMBLE. MOUNTAIN>에 전시되는 커

비들은 무언가를 먹어치운 듯 새로운 외형을 가지고는 있지만 엉성한 매무새의 불완전한 복사품이다. 이

커비 밈들은 팬들의 포근한 공기방울 안에서 순환할 뿐, 그 너머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없다.

오히려 의심스러운 안개와 산재하는 부스러기 사이에서 부화한 K-POP의 퀴어니스는 커비보다 더 큰

입으로 이성애규범 사회의 부산물을 빨아들이고 기존의 현실을 대체하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뮤직비디

오와 노래 가사 속 깊은 곳에 모호하고 애매한 형태로 은폐되어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사회에서 조용히 규범을 전복할 수 있다12). 당연히 퀴어링 서사를 구축하고 소비하는 이들과 퀴어는 일

치하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의도치 않게 현재의 K-POP 문화가 구축한 대체/대안적인 현실은 퀴어

에게 안전한 귀퉁이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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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라크르는 그 자체로서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 이미지에 의해

서 지배받게 되므로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된다. 결국 시뮬

라크르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며 시뮬라크르는 아울러 어떤 기왕

의 실체 존재하고 있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독자적인 하나의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실제라고 생각하였던 것

들이 바로 이 비현실이라고 하였던 시뮬라크르로부터 나오게 된다. 흉내

내거나 모방할 때는 이미지가 실제 대상을 복사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실제 대상이 가장된 이미지를 따라야 한다.”

장 보드리야르,「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9) 하이퍼매개는 미디어의 매개화 과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중적 표상 행위를 인정하고 미디어를 인식하도
록 하는 것. 제이 데이비드 볼터; 리처드 그루신,「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0) 김상민,「신체, 어펙트, 뉴미디어」, 한국학연구 36, 3/2011(p.5)

11) 현실의 현상을 (컴퓨터 등의 기계장치에 의해) 모방적으로 재현하는 실험

12) Anna T.,「The Opacity of Queer Languages」, e-flux, 12/2014(#60)



물론 그 피난처 또한 임시방편이다. 미디어 속에 재현된 매끄러우면서도 간질간질한 퀴어 서사에는 삶의

투쟁이 없다. 무대 위에 선 아이돌의 경우에는 아주 조그마한 접촉조차 수많은 2차 창작 속의 관계성을

증명해 주지만, 이 땅에 서 있는 성소수자들은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을 증명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거나

또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도 한다. 남성 아이돌 그룹들의 팬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 문화 안에서

는 남성간의 동성연애, 게이 로맨스에 치중하여 팬픽션을 생산하기 때문에 레즈비언이나 다른 형태의 퀴

어 로맨스를 다룬 콘텐츠 생산이 현저히 적다는 사실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수전 팔루디의 <백래시>에

서는 미디어에서 다루는 서사를 ‘취사선택’하는 문제가 어떻게 기성 가부장 권력에 봉사할 수 있는지

다룬다. 예컨대 독립적인 여성 인물이 나오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시대와 가정적인

스텝포드 와이프가 채널을 돌릴 때마다 화사하게 웃고 있는 시대 간의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은 반비례하

며 변화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단순히 게이 팬픽션을 쓴다는 게 여성서사의 결핍으로, 그리고 게이 헤게모니 강화로 이어져서

실제 존재하는 비남성 성소수자의 삶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극적인 비약은 피하고 싶으

나 다만 현 상태로는 K-POP 팬덤의 퀴어링 서사가‘공기방울을 터트리는 밈(bubble-breaking

meme)’13)이 될 수 없다는 말은 하고 싶다. 안에서만 맴돌던 밈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정치적 구심점

으로 작동하다가 어느새 팡! 하고 터져서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폰 액정 밖으로 쏟아지고, 모든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존중되는 대체현실을 넓게 확장시키는 일은, 글쎄, 에프엑스 컴백 콘서트가 열리는

날에만 가능할지도 모른다14). 어쩌면 부스러기의 산을 등반하며 느끼는 욱신욱신한 근육통에는 아주 먼

나중에 찾아올 그 날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K-피로감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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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Geert Lovink,「Overcoming Internet Disillusionment: On the Principles of Meme Design」, e-flux,

6/2017(#83)

14) 이 글을 작성한 2019년 5월에는 에프엑스의 요원한 컴백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 사이에서 컴백 콘서트에 대한 밈이

유행했었다. 많은 퀴어들이 사랑하는 아이돌 그룹이었던 에프엑스를 언급하는 것은 성평등과 성소수자 존중이 이루어지

기를 바라는 이 글에 어울리는 마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에프엑스의 멤버였던 설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수많은 악플과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페미니스트로서 공적 활보에 힘쓴 설리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

게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2020년 1월 전시를 목전에 앞두고 이 글을 고치면서, 이지혜 작가와 상의 끝에 이 문장

을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첫번째로 이 문장이 설리를 추모하는 뜻에 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또 아이돌 팬

덤 문화 앞으로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돌

산업과 케이팝 팬덤은 공급과 수요 모두가 실제 존재하는 개인들을 끊임없이 대상화하고 자본화하며 순환한다. 글에서

는 이러한 시스템이 소비자-일반인-성소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다뤘지만, 동일한 경로로 공급자-피착취

자-아이돌들에게도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