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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수많은 밈(meme, 문화적 유전자)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진짜-가짜 대결’ 밈에 주목하여, 그 원형적 구조를 밝

히고 다양한 전승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민담 <쥐 좆도 모른다>를 분석하여 ‘진짜-가짜 대결’ 밈의 원형

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효과적인 밈일수록 충실도가 뛰어난 ‘장기기억’을 만들어 

내는데, 현재까지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승되고 있는 민담은 그 자체로 ‘성공적

인’ 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담은 사람들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밈의 실체

를 밝히기 위한 최적의 자료가 된다. 분석 결과, ‘진짜-가짜 대결’ 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짜를 진짜로 믿는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소망 내지 욕망’이었다. 또한 가짜에 의해 쫓겨난 진짜가 자신의 자리를 되

찾는 것이 ‘진짜-가짜 대결’ 밈의 원형적 구조에 나타나는 핵심적 특징이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영상매체를 통해 전승되는 ‘진짜-가짜 대결’ 밈의 양상과 특

징을 분석하였다. ‘영상 매체’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밈의 

‘복제 도구’이다.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밈의 전달 수단인 영상 매체를 통해 보존되

고 있는 밈은 높은 생존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매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매체

를 통해 전파되는 다양한 텍스트 가운데서도 한국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TV

프로그램 <히든싱어>에 주목하여 ‘진짜-가짜 대결’ 밈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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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담 <쥐 좆도 모른다>에서 확인된 ‘진짜-가짜 대결’ 밈은 진짜가 자신의 자리로 돌

아가는 것을 큰 축으로 하였으나, 영화 <광해>에서 발견되는 ‘진짜-가짜 대결’ 밈은 

진짜 보다도 더욱 성장한 가짜가 ‘새로운 진짜’가 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히든

싱어>에는 ‘진짜-가짜 대결’ 밈의 다양한 양상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진짜 

가수가 우승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가짜 가수가 새로운 우승자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방향

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가짜가 새로운 진짜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진짜-가짜 대결’ 밈은 진짜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 가는 원형적 구조에서 점차 

나아가 가짜가 새로운 진짜로 거듭나며, 진짜와 가짜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로까지 

변이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밈, ‘진짜-가짜 대결’ 밈, 민담, 영상매체, 전승,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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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밈(meme, 문화적 유전자)은 문화 전달의 단위, 혹은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다.1) 밈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패턴’으로서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가 될 수 있다. 밈은 사

람들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종의 ‘지침’으로, 우리의 마음이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인지주의 철학자 데닛은 

‘인간의 마음 그 자체는 밈이 들어앉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밈이 인간의 뇌를 재구성해 만든 인공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2) 인

간의 뇌 속에 저장되는 문화적 유전자가 인간의 마음과 뇌를 바꾸어 놓았

다는 것이다.

밈은 사람들의 뇌에 저장되며, 모방을 통해 전달된다. 이를 테면 A가 

B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B가 그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C에게 

전달한다면 이는 모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B가 C에게 이야기를 전

달할 때에는 A가 B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의 액션이나 단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 무언가가 모방되고 전달되었다. 

이때의 ‘무언가’는 ‘스토리 요지(gist)’ 또는 이야기의 ‘심층 구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적 유전자(밈, meme)’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밈은 ‘진짜-가짜 대결’ 밈이다. 진짜와 가

짜의 경쟁담, 진짜와 가짜 중에 ‘누가 더 진짜 같은지’를 가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밑바탕에 ‘진짜-가짜 대결’ 밈이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에

1) ‘문화적 유전자’를 뜻하는 ‘밈(meme)’이라는 용어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새로이 등장한 자기 복제자에게도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을 함축

하고 있는 명사의 이름이 필요하다. 모방에 알맞은 그리스어의 어근은 ‘mimeme’라는 것

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gene(유전자)’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한 단음절의 단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그리스어의 어근을 ‘밈meme’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고전학자들의 관용을 바라는 바이다.’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옮김, �이기적 유전

자�, 을유문화사, 1993, 308쪽.)

2) 대니얼 데닛, 유자화 옮김,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 옥당, 2013,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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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선 ‘민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진짜-가짜 대결’ 밈의 원형적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민담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장기기억이 가능한 형태로 뇌에 저장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승되고 있는 민담은 그 자체로 ‘성공적인’ 밈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담은 사람들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밈의 실체

를 밝히기 위한 최적의 자료가 된다.3) 밈은 넓은 의미에서 ‘아이디어’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명백하게 ‘기

억이 가능한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 복잡한 아이디어이다.4) 효과적인 

밈일수록 충실도가 뛰어난 ‘장기기억’을 만들어 내는데,5) ‘민담’이야말

로 ‘장기기억’이 가능한 단위를 형성하는 아이디어의 단위를 가장 구체적

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영상 매체’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밈

의 ‘복제 도구’이다.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밈의 전달 수단인 영상 매체

를 통해 보존되고 있는 밈은 높은 생존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매력’을 가졌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다양한 텍

3) 해외의 여러 연구자들은 민담 연구에 있어서 문화적 유전자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있다. 앞으로 민담 연구와 밈학(memetics)의 연계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담 연구와 밈학(memetics)의 연계를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Pimple, Kenneth D. “The Meme-ing of Folklore”,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1996; Oring, Elliott. “Memetics and Folkloristics: The Theory”, Western Folklore 

73(4), 2014; Oring, Elliott. “Memetics and Folkloristics: the applications”, 

Western Folklore 73(4), 2014; Zipes, Jack. “What makes a repulsive frog so 

appealing: Memetics and fairy tales”,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45(2), 2008; 

Zipes, Jack. “The meaning of fairy tale within the evolution of culture”, Marvels 

& Tales 25(2), 2011. 

4) 데닛은 밈이 ‘그 자체로 명백하게 기억이 가능한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 복잡한 아이디

어’라고 하면서, 밈의 단위를 ‘신뢰성과 생식력을 갖고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요소’라고 보았다. (대니얼 데닛, 유자화 옮김,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 옥당, 2013, 

263~264쪽.) 

5) 수전 블랙모어, 김명남 옮김, �밈-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meme�, 바다출판사, 

1999,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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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의 영화와 TV프로그램에 주목하여 ‘진짜-가

짜 대결’ 밈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6) 영화와 TV프로그램 텍스

트는 민담의 심층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밈의 원형적 구조가 어떠한 

변이를 겪어 왔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는 성공하는 밈의 요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어, 장차 우리 사회에 요구

되는 문화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II. ‘진짜-가짜 대결’ 밈의 원형적 구조

밈(meme, 문화적 유전자)와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한계점으

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밈의 단위를 규정할 수 없다는 문제이다.7) 밈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논의되어 왔지만, 정작 밈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

6)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놓인 연구들이 있다. 먼저 ｢한국 드라마로 이어지는 고전

서사의 전통-드라마 <적도의 남자>(2012)를 중심으로-｣에서는 서사문화의 전통이 문

화적 유전자처럼 작용하여 현대의 드라마로 이어진다는 관점 하에, 드라마 <적도의 남

자>를 중심으로 이 드라마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유입된 <선우태자전> 및 

이를 소설적으로 변용한 <적성의전>과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황혜진, ｢한국 드라마

로 이어지는 고전서사의 전통-드라마 <적도의 남자>(2012)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다음으로 ｢한국의 감성적 문화유전자 ‘정(情)’의 글로벌 

수용가능성에 대한 탐구｣에서는 한국의 감성적 문화유전자인 ‘정(情)’이 한국 드라마에

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가 세계시장에 폭넓게 소비될 수 있도록 ‘정’을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살폈다. (유진희, ｢한국의 감성적 문화유전자 ‘정(情)’의 글

로벌 수용가능성에 대한 탐구｣, �콘텐츠 문화� 6호,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015.)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모두 ‘문화적 유전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고전적인 전통이 현대 

사회의 영상 매체를 통해 전승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참고로 하여, 문화적 유전자의 원형적 구조와 전승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7) 수전 블랙모어, 김명남 옮김, �밈-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meme�, 바다출판사, 

1999, 12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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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에 있어서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8) 문화적 유전자는 

넓은 의미에서 ‘아이디어’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

니라 그 자체로 명백하게 ‘기억이 가능한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 복잡한 

아이디어이다.9) 효과적인 문화적 유전자일수록 충실도가 뛰어난 ‘장기

기억’을 만들어 내는데,10) ‘민담’이야말로 ‘장기기억’이 가능한 단위를 

형성하는 아이디어의 단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다. 

민담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민담의 심층 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문화적 유전

자의 원형적 구조를 밝히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패턴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진짜-가짜 대결’ 밈이 가장 잘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민담은 ‘쥐 둔

갑 설화’ 또는 ‘진가쟁주(眞假爭主)’ 설화로 알려져 있는 <쥐 좆도 모른

다> 이다. <쥐 좆도 모른다>의 간략한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어떤 남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집에 살던 쥐가 남자와 똑같은 모

습으로 변해 남자의 가족들 앞에 나타났다. 

b. 남자가 집에 돌아오자 가족들은 누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

래서 살림살이에 관한 문제를 내어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자 하였다. 

c. 살림살이에 관한 문제를 알 수 없던 진짜는 집에서 쫓겨났다.

8) 문화적 유전자를 뜻하는 ‘밈(meme)’이라는 용어를 확립한 도킨스는 ‘아이디어의 밈’은 

뇌와 뇌 사이에 전달 가능한 실체로서 정의되어 할 것이라고 하였다.(리처드 도킨스, 홍

영남 옮김,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1993, 314쪽.) 문화적 유전자와 관련된 연구

들이 실제로 뇌와 뇌 사이에 전달이 가능한 문화적 유전자의 실체를 밝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9) 데닛은 밈이 ‘그 자체로 명백하게 기억이 가능한 단위를 형성할 수 있는 복잡한 아이디

어’라고 하면서, 밈의 단위를 ‘신뢰성과 생식력을 갖고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요소’라고 보았다. (대니얼 데닛, 유자화 옮김,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 옥당, 2013, 

263-264쪽.) 

10) 수전 블랙모어, 김명남 옮김, �밈-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meme�, 바다출판

사, 1999,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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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진짜는 스승을 만나 고양이를 얻었다. 

e. 고양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진짜는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쥐를 잡아 죽였다. 

f. 진짜의 부모는 진짜의 아내에게 “쥐 좆도 몰랐냐?”라고 했다. 

<쥐 좆도 모른다>는 진짜가 가짜에게 밀려 자신의 자리를 내주었다가 

가짜를 물리칠 만한 무기를 얻은 후에 가짜를 밀어내고 다시 자신의 자리

를 되찾는 구조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애초에 진짜는 왜 가짜

에게 밀려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 

단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b단락은 진짜의 부모와 아내가 진짜와 가짜

를 가리기 위해 집안의 ‘살림살이’에 관한 문제를 내는 대목이다. 진짜의 

가족들은 진짜 자신의 아들, 진짜 자신의 남편이라면 살림살이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진짜는 쥐가 나타나기 전에 ‘집을 비운 상태’로 설정되어 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로 갔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진짜 아들 혹은 

진짜 남편은 오랫동안 집을 비운다. 따라서 정말로 ‘진짜’ 아들 또는 남

편이라면 살림살이에 관해 알 수가 없다. 반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

니던 쥐는 집안 살림살이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다. 결국 가족들은 진짜

는 맞출 수 없고 가짜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낸 것이다. 

왜 가족들은 진짜는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냈을까. 바꿔 말해, 가족들은 

왜 가짜를 진짜라고 믿었을까. 여기에는 가족들이 진짜에게 바라는 소망

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내 아들이었으면, 이런 사

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하는 소망이 반영되어, 살림살이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가짜를 진짜로 믿게 된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11)

11) 이와 관련하여 강미정은 진짜의 축출이라는 사건이 가족내부의 욕망과 실상의 차이에

서 비롯되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강미정의 논지를 따르고 있다. 

(강미정, ｢<쥐 좆도 모른다>의 서사적 특성과 그 문학치료적 효용｣, �고전문학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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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d 단락으로, 집에서 쫓겨난 진짜가 가짜

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는 부분이다. 만약 진짜가 스승에게서 

고양이를 받지 못했다면 진짜는 자신의 자리를 영영 가짜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쥐를 물리칠 수 있는 근본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고양이를 얻는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진짜가 가짜와 겨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종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맥없이 가

족들에 의해 쫓겨났던 진짜는 가족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

해 보여야 한다. 고양이를 얻는 과정은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f 단락에서 진짜의 부모는 진짜의 아내에게 왜 가짜를 알아보지 못했

냐며 책망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부모들조차 진짜 아들을 알아보지 못

했었다. 진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부끄러움 내지 민망함을 며느리에게 

화풀이라도 하듯 내뱉은 말이 “쥐 좆도 모르냐?”이다. 그런데 ‘쥐 좆도 

모르냐’는 다소 성(性)적인 발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짜의 아

내는 진짜의 부모와는 달리 가짜와 한 방을 쓰면서 정을 통했다는 점이

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었던 인물이 바

로 진짜의 아내인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왜 진짜의 아내는 같은 방을 

쓰며 지낸 가짜의 정체를 눈치 채지 못했을까. 아내는 정말로 가짜의 정

체를 몰랐던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아내는 왜 침묵하였나. <쥐 좆도 모

른다>라는 하나의 작품만을 가지고 아내의 입장을 다 파악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 기반하여 한 가지 가설을 상정해 

볼 수는 있다. 그것은 진짜의 아내가 가짜를 진짜보다도 더 마음에 들어 

했을 가능성이다.

‘진짜-가짜 대결’ 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짜를 진짜로 믿는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소망 내지 욕

제1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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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다. 이는 진짜는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낸 가족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애초에 진짜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게 되는 원인, 가짜가 쉽게 

진짜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그러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가짜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쉽게 진짜

를 쫓아내고 가짜를 진짜의 자리에 앉힐 수 있었다. 

진짜 가짜

대립

진짜 가짜

가짜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진짜

진짜 가짜

가짜 퇴치 후

자리를 되찾는 진짜

<그림 1> ‘진짜-가짜 대결’ 밈의 원형적 구조

이렇듯 ‘진짜-가짜 대결’ 밈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식은 “누가 

진짜가 되는가”이다. <쥐 좆도 모른다>에서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이 ‘진짜’의 자리에 앉게 된다. ‘주변 사람들

의 소망 내지 욕망’이 ‘진짜’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진짜의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쪽, 자신들의 

숨겨진 소망 내지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쪽을 ‘진짜’라고 믿게 된다는 것

이다. 하지만 진짜가 가짜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여 스스로 진

짜임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다. 결국에는 진짜가 자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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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되찾는 것이 ‘진짜-가짜 대결’ 밈의 원형적 구조에 나타나는 핵심

적 특징이다. 

III. ‘진짜-가짜 대결’ 밈의 전승 양상과 특징 

밈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다. 특정 밈은 오랫동안 살아남고, 특정 밈은 금방 소멸된다고 할 때, 과

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요건에서 밈이 보존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공하는 밈의 측정 기준 

마련은 기존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12) 본 연구는 영상 매체

를 통한 밈의 전승 양상 분석을 통해 밈의 성공 기준을 파악하는 데 새로

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밈의 복제 수단

이 되는 영상 매체,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영화’ 나 ‘TV 프로그램’은 성공

적인 밈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진짜-가짜 대결’ 밈은 오늘날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연 진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의 자리를 지

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작품 가운데서도 이 절에서는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주목하고자 한다. 밈의 가장 강력한 전달 수단이 되

는 ‘영상 매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작품들 중 영화 <광

해, 왕이 된 남자(2012)>(이하, <광해>)와 TV프로그램 <히든싱어>를 우

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영화 <광해>는 2019년 3월 기준 역대 영화 관객 수 

순위 TOP 10에 기록되었으며, 최근 드라마 <왕이 된 남자>(2019.01.07. 

~ 2019.03.04.)로도 제작되어 인기를 누렸다. TV프로그램 <히든싱어>는 

12) Oring, Elliott. “Memetics and Folkloristics: The Theory”, Western Folklore 

73(4), 2014, p.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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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즌1을 시작으로 2018년 시즌5까지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으로 

곧 시즌6 제작을 앞두고 있다. 예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매 시즌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광해>와 TV프로그램 <히든싱어>의 성공 요인으

로 ‘진짜-가짜 대결’밈에 주목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에서 ‘진짜-가짜 

대결’ 밈의 원형적 구조가 발견되는데 동시에 <쥐 좆도 모른다>에서와는 

달라지는 중요한 차이점 또한 나타난다. 

1) 영화 <광해> 속 ‘진짜-가짜 대결’ 밈 

우선 영화 <광해>의 간략한 줄거리이다. 

a. 진짜 왕이 목숨을 위협받자 신하 허균을 시켜 자신과 똑같이 생긴 

광대를 대신 왕의 자리에 앉게 한다. 

b. 가짜 왕은 처음에는 허균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점차 주변 신하들

과 왕비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커지게 된다. 이에 나름대로 공부하며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c. 점차 진짜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가짜 왕의 모습을 보며 

허균도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 

d. 왕비는 가짜 왕의 정체를 알게 되지만 그의 정체를 숨겨주며 그를 

걱정한다. 

e. 허균은 가짜 왕에게 진짜 왕이 될 것을 권하지만, 가짜 왕은 그 자

리에서 물러난다. 

f. 허균은 진짜 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가짜 왕이 왕의 자리

에 앉아 있는 동안 행했던 일들의 기록을 보여준다. 그 기록에는 가짜 

왕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백성들을 위하며 사랑했는지 나타나 있다. 

g. 가짜 왕은 조선을 떠나고, 허균은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어 그를 전

송(餞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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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해>와 민담 <쥐 좆도 모른다>를 비교해 보면, ‘진짜-가짜 대

결 밈’의 양상과 특징이 보다 뚜렷해진다. 영화 <광해>에서는 왜 진짜의 

주변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믿었는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온다. 가

짜가 진짜보다 훨씬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진짜 왕은 포

악하고 의심이 많으며 신하들과 왕비에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가짜 왕은 따뜻하고 정이 많으며 신하들과 왕비를 진심으로 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쥐 좆도 모른다>에서는 아내가 ‘쥐 좆을 몰라

본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영화 <광해>에서는 왕비가 가짜를 

몰라본 이유, 그러니까 가짜 왕을 감싸주고 지켜주고자 한 이유가 드러

난다. 가짜 왕은 진짜 왕보다도 훨씬 더 남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

문이다. 가짜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왕비를 도와주며 왕비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정다감한 지아비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에 왕비는 진짜 왕과

의 사이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가짜 왕은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모습

을 보이면서, 가짜 왕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던 허균의 마음까지 돌

려놓는다. 허균은 가짜가 진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진정으로 백성들

을 위한 길이라 믿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며, 대신 가짜 

왕의 행적을 기록한 글을 진짜 왕에게 읽게 한다. 여기서 <쥐 좆도 모른

다>와 달라지는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짜에 의해 오히려 진짜

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쥐 좆도 모른다>는 진짜가 가짜를 퇴치하며 일방적인 진짜의 승리로 

끝난다. 한때 주변 사람들의 소망을 충족하며 진짜의 자리에 앉았던 가

짜는 맥없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영화 <광해>에 

나오는 가짜는 오히려 진짜보다 더욱 진짜다운 면모를 갖추면서 주변 사

람들의 마음을 돌려놓는다. 진짜 왕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갖

추게 되면서,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 ‘새로운 진짜’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점이 <쥐 좆도 모른다>가 가짜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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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짜

대립

진짜 가짜

진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짜

진짜 가짜

진짜보다 더욱 진짜다운 

‘새로운 진짜’가 되는 가짜

<그림 2> 영화 <광해>에 나타나는 ‘진짜-가짜 대결’ 밈의 특징

영화 <광해>에 나타나는 ‘진짜-가짜 대결’ 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짜가 

‘새로운 진짜’가 되어 오히려 진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 가짜는 진짜를 대신 하여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겉모습만 왕

이었지 실상은 여전히 광대였다. 진짜 왕의 영향력 아래에서 꼭두각시 노

릇을 하며, 신하에게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미천한 가짜일 뿐이었다. 그

러나 점차 주변 사람들과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왕 

다운’ 자질을 갖추게 된다. 왕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할 핵심적인 속성들

을 스스로 채워나가면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가짜의 존재를 알게 된 왕비나 가짜를 무시하

며 꼭두각시 취급하던 허균의 마음을 얻게 된다. 주변 사람들은 진짜 왕보

다 더 왕다운 모습을 보이는 가짜가 왕이 되기를 바라며, 가짜 왕을 지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짜가 보여준 진짜 왕 다운 모습은 진짜 왕에

게 전달되면서 오히려 진짜 왕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허균은 가짜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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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의 기록을 진짜 왕에게 보여주는데, 그 속에는 

진짜 왕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왕의 자질들이 담겨 있었다. 

민담 <쥐 좆도 모른다>에서 확인된 ‘진짜-가짜 대결’ 밈은 진짜가 자

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큰 축으로 하였으나, 영화 <광해>에서 발견

되는 ‘진짜-가짜 대결’ 밈은 진짜 보다도 더욱 성장한 가짜가 새로운 진

짜가 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진짜-가짜 대결’ 밈의 전승 과정

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이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TV 프로그램 <히든싱어> 속 ‘진짜-가짜 대결’ 밈 

TV 프로그램 <히든싱어>는 진짜 가수와 가짜 가수의 대결을 기본 모토

로 삼고 있는 주말예능이다. 한 시즌 당 총 1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곧 시즌 6이 제작될 예정이다. 드라마도 아닌 예능 프로그램이 시즌제로 오

랫동안 꾸준히 인기를 끌며 성공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

에서는 <히든싱어>가 지속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 원동력이 바로 ‘진짜-가짜 대결’ 밈이라고 보고 있다. 

<히든싱어>의 각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에피소드 마다 진짜 가수 1명과, 그 가수처럼 노래할 수 있는 가짜 

가수 여러 명이 등장한다. 

b. 진짜 가수와 가짜 가수들은 통 속에 들어가 정체를 숨긴 채 노래를 

부른다. 

c. 관객들은 목소리만 듣고 누가 진짜 가수인지 추측해야 한다. 

d. 진짜 가수의 지인들이 등장하여 누구의 목소리가 진짜 가수인지 의

견을 말한다. 그런데 그 의견은 틀리는 경우가 많다. 

e. 매 라운드마다 관객들의 투표에 의해 가장 가짜 같은 사람이 탈락한다. 

f. 최종 라운드에서 관객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우승한다. 

g. 관객들의 투표에 의해 때로는 진짜 가수가 일찍 탈락하며, 가짜 가

수가 끝까지 살아남아 우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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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묘미는 가짜 가수가 진짜 가수보다 더욱 진짜처럼 여겨

지는 순간이다. 진짜 가수의 오랜 지인들과 팬들조차 진짜 가수가 아닌 

가짜 가수를 진짜로 믿는 순간 말이다. 정말 유명한 가수가 너무 일찍 탈

락하면 관객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가수를 이기

고 우승자가 된 가짜 가수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이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가짜 가수들은 진짜 가수처럼 들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설령 진짜 가수가 우승하고 가짜 가수가 탈락한다 하더라도 관객

들은 가짜 가수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묘미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짜가 ‘새로운 진짜’가 되기 위한 엄청난 

노력 그 자체이다.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가짜들의 피나는 노

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점 때문에 진짜 가수 또한 가짜 가수에

게 감동을 받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된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대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의 상생

<그림 3> TV프로그램 <히든싱어>에 나타나는 ‘진짜-가짜 대결’ 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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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마지막에는 <왕중왕전>을 열어 지금까지 참여한 모든 진짜 가수

들과 각 에피소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가짜 가수가 함께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 진짜 가수와 가짜 가수는 같이 노래 연습을 하면서 보다 새

롭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짜의 

영향을 받은 진짜와 진짜의 영향을 받은 가짜가 모두 등장한다. 어느 누

구도 패자라고 보기 어렵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관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히든싱어>에는 ‘진짜-가짜 대결’ 밈의 다양한 양상이 혼합되어 나타

난다. 그것은 진짜 가수가 우승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가짜 가수가 새로

운 우승자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가짜가 

새로운 진짜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

한 특징은, 어떤 경우라도 패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짜-가

짜 대결’ 밈은 기본적으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패자와 승자가 가

려지기 쉽다. 그런데 <히든싱어>에서는 우승자가 가려지기는 하지만, 우

승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다. 우승을 했건 

안했건 간에 모두가 ‘진짜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기에 형식상의 

패자는 남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패자는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로 변이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진짜-가짜 대결’ 밈은 진짜가 자신의 자리

를 되찾아 가는 원형적 구조에서 점차 나아가 가짜가 새로운 진짜로 거듭

나며, 진짜와 가짜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로까지 변이되어 전승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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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수많은 밈(meme, 문화적 유전

자)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진짜-가짜 대결’ 밈에 주목하

여, 그 원형적 구조를 밝히고 다양한 전승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민담 <쥐좆도 모른다>를 분석하여 ‘진짜-가짜 대결’ 

밈의 원형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효과적인 밈일수록 충실도가 뛰어난 

‘장기기억’을 만들어 내는데, 현재까지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승되고 

있는 민담은 그 자체로 ‘성공적인’ 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담은 

사람들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최적의 자료가 

된다. 분석 결과, ‘진짜-가짜 대결’ 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자

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짜를 진짜로 믿는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소망 내지 욕망’이었다. 또한 가짜에 의해 쫓겨난 진짜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진짜-가짜 대결’ 밈의 원형적 구조에 나타나는 핵심적 특

징이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영상매체를 통해 전승되는 ‘진짜-가짜 대결’ 밈

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영상 매체’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밈의 ‘복제 도구’이다.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밈의 

전달 수단인 영상 매체를 통해 보존되고 있는 밈은 높은 생존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심

리적 매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매체를 통해 전

파되는 다양한 텍스트 가운데서도 한국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TV

프로그램 <히든싱어>에 주목하여 ‘진짜-가짜 대결’ 밈의 전승 양상을 살

펴보았다. 민담 <쥐 좆도 모른다>에서 확인된 ‘진짜-가짜 대결’ 밈은 진

짜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큰 축으로 하였으나, 영화 <광해>에

서 발견되는 ‘진짜-가짜 대결’ 밈은 진짜 보다도 더욱 성장한 가짜가 ‘새

로운 진짜’가 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히든싱어>에는 ‘진짜-가짜 대

결’ 밈의 다양한 양상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진짜 가수가 우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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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라는 소망과 가짜 가수가 새로운 우승자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소

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

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가짜가 새로운 진짜로 거듭나는 방향으

로 나아가기도 한다. 

영상매체를 통한 전승 양상을 살펴본 결과, ‘진짜-가짜 대결’ 밈은 진

짜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 가는 원형적 구조에서 점차 나아가 가짜가 새

로운 진짜로 거듭나며, 진짜와 가짜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로까지 변이되

어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담을 통해 문화적 유전자의 원형적 구조를 밝히는 일은 인간의 마음

이 작동하는 원리를 밝히는 일과 깊은 관련성을 맺는다. 또한 영상 매체

를 통해 문화적 유전자의 원형적 구조가 변이되고 보존되는 양상을 살펴

보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기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민담에서 유래된 문화적 유전자의 원형적 구조가 어떠

한 선택과 변이를 겪어서,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진단하고 그 처방 또한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개인과 사회가 보다 건강한 방

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적 유전자’를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유전자의 전승 양상

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문화적 유전자에 대

한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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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ransmission Aspects of ‘Real vs. 

Fake Confrontation’ Meme through Visual Media

Na, Ji-Young

In this study, the prototypical structure of ‘real vs. fake confrontation’ 

meme and its various transmission aspects are analyzed. ‘Real vs. fake 

confrontation’ meme is one of the most socially and culturally successful 

meme. 

In chapter 2, the prototypical structure of ‘real vs. fake confrontation’ 

meme is analyzed through the folktale <Did’t you know the penis of the 

mouse?>. Folktales have been stored in the brain for many years in a form 

that enables long-term memory as they have been passed from mouth to 

mouth. Folktales, which are still carried through various media, are in 

themselves ‘successful’ memes. Therefore, folktales are the best data for 

revealing the true nature of cultural genes stored in people’s brains. The 

important feature that appears in the ‘real vs. fake confrontation’ meme is 

‘people’s hidden desire on real’. And the fact that the real kicked out by the 

fake regains its position is a key feature in the prototypical structure of ‘real 

vs. fake confrontation’ meme. 

In chapter 3, various transmission aspects of ‘real vs. fake confrontation’ 

meme are analyzed focusing on visual media. Visual media is the 

‘replication tool’ of a meme that is most effectively used in modern society. 

Text delivered through visual media such as TV can clearly sho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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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genes from folktales are preserved and passed down in modern 

culture. This ‘real vs. fake confrontation’ meme is found in lots of various 

media text such as the movie <Masquerade>(2012), and the TV show 

<Hidden Singer>. As a result, the ‘real vs. fake confrontation’ meme is able 

to confirm that the fake is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structure where the 

real and the fake coexist together, and the fake is gradually regenerated as a 

new real.

Key Words : Meme, ‘Real ve. Fake Confrontation’ Meme, Folktale, 

Visual Media, Transmission, Tran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