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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본 논문은 제3세계 음악으로는 이례 으로 한때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했던 ‘ 게(Reggae)’의 음악  스타일이 한국 음악 시장에 입되는 

시 에서부터 재까지의 명맥을 살펴보는 것에 그 목 을 둔다. 아울러 자메

이카 게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심으로 한국 게 고유의 특성에 

한 추가 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메이카에서 1968~1969년에 발생한 음악인 게는 자메이카 흑인

들의 삶과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라스타 리아니즘(Rastafarianism)’의 이상

을 음악의 주제와 가사를 통해 달하는 데 요한 역할을 했다. 밥 말리(Bob 

Marley)의 향으로 후에 많은 게 뮤지션들이 미국음악 시장에 진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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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레게, 자메이카, 라스타파리아니즘, 밥 말리, 스컬

되었고, 1970~1980년 에 이르러 제3세계 음악  유일하게 국과 미국 

음악 시장에서의 화에 성공한 장르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게가 

세계화되면서 자메이카인들의 이상보다는 상업성에 의한 변질이 문제화되었

고, 이러한 양상은 한국 음악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80년  한국 음악 시장에 게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0년 에 이

르러 그 인기가 정상에 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건모’의 <핑계>가 성공

으로 에게 어필되면서 하나의 유행처럼 ‘ 게리듬’을 차용한 수많은 

히트곡이 쏟아져 나왔으며, 자메이카의 라스타 리아니즘의 상징인 ‘드 드 

록(Dread rock)’ 헤어스타일과 녹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으로 물들인 의상

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2000년  이후 게의 통성을 

강조한 뮤지션들이 거 수면 로 떠오르면서 게를 알리는 데 앞장섰고, 

그들의 음악에 담겨 있는 독창성이 우리나라보다 국외에서 더욱 인정받는 

상이 나타났다. 한 리얼 버라이어티 쇼와 서바이벌 오디션 로그램 등을 

통해 소개된 게가 음악 차트에서 상 권에 링크되는 등 이변을 낳았고, 디

지털 음원 시장의 화에 힘입어 해당 음원 수익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 게의 화’는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게가 한국 음악 시장에 등장하면서 본질  의미보다 독특

한 리듬만을 차용하는 상업성에 을 둔 유행스타일에서 시작되어, ‘청국장 

게’라 일컫는 우리만의 독창 인 스타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내용을 

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 음악계의 주요 특징들 

속에 노출된 게가 보인 성과 이룩한 성과들에 해 알아보고, 같은 범

주 안에서 게의 계보를 정리하는 데에 을 두고 연구하 다. 자메이카 

게의 정의와 범 를 구체화하여 비교 상을 선정하고, ‘한국 게’의 주축

으로 정의한 ‘스컬’과 ‘김 반장’의 게와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게’의 주요 특성에 한 추가 인 이해를 돕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비주류 는 소수 장르에 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어, 변

하는 음악 시장에서 필요한 다양성 부재의 문제 에 본 연구가 작게나마 

자양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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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음악은 과거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각 민족의 삶을 투 하는 

역사  사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한 음악은 발생한 배경

에 따른 사회·정치  흐름과 문제 에 직 인 향을 받으며, 당시

의 시 를 반 하는 표 인 핵심어(keyword)가 되기도 한다. 자메이

카에서 발생한 음악인 ‘ 게’에 내포된 자메이카인의 민족  정

체성과 역사  배경에 한 이해와 자메이카의 음악 산업이 본격 으

로 발생하기 시작한 시 에서부터 게가 서구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에 한 분석은 한국에 유입된 게의 흐름과 특

성에 한 이해를 돕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메이카에서 1968~1969년에 발생한 음악인 게는 자메이

카 흑인들의 삶과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라스타 리아니즘(Rastafaria-

nism)’의 이상을 음악의 주제와 가사를 통해 달하는 데 요한 역할

을 했다. 밥 말리(Bob Marley)의 향으로 후에 많은 게 뮤지션들이 

미국음악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1970~1980년 에 이르러 제3세

계 음악  유일하게 국과 미국 음악 시장에서의 화에 성

공한 장르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게가 세계화되면서 자메이카인

의 이상보다는 상업성에 의한 변질이 문제화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한국 음악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70년  말 한국 음악 시장에 등장한 게는 1990년 에 이

르러 그 인기가 정상에 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건모’의 <핑계>가 

성공 으로 에게 어필되면서 하나의 유행처럼 ‘ 게리듬’을 차용

한 수많은 히트곡이 쏟아져 나왔으며, 자메이카의 라스타 리아니즘

의 상징인 ‘드 드 록(Dread rock)’ 헤어스타일과 녹색, 노란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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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으로 물들인 의상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2000년  이후 게의 통성을 강조한 뮤지션들이 거 수면 로 

떠오르면서 게를 알리는 데 앞장섰고, 그들의 음악에 담겨 있는 독

창성이 우리나라보다 국외에서 더욱 인정받는 상이 나타났다. 한 

리얼 버라이어티 쇼와 서바이벌 오디션 로그램 등을 통해 소개된 

게가 음악 차트에서 상 권에 링크되는 등 이변을 낳았고,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화에 힘입어 해당 음원 수익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 게의 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 은 게가 한국 음악 시장에 등장하면서 본질  의미보다 

독특한 리듬만을 차용하는 상업성에 을 둔 유행스타일에서 시작

되어, ‘청국장 게’라 일컫는 우리만의 독창 인 스타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의 내용을 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2000년  이후 한

국 음악계의 주요 특징들 속에 노출된 게가 보인 성과 이

룩한 성과들에 해 살펴보고, 같은 범주 안에서 게의 계보를 정리

하는 데에 을 두었다. 자메이카 게의 정의와 범 를 구체화하여 

비교 상을 선정하고, ‘한국 게’의 주축으로 정의한 ‘스컬’과 ‘김 

반장’의 게와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게’의 주요 특성에 

한 추가 인 이해를 돕고자 하 다. 

2. 레게의 도입기

한국 음악 시장에 게가 본격 으로 등장하고 도입되던 시기

는 1970년  말부터 1980년  반으로 볼 수 있다. 게가 1980년

에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이 까지 제한  요소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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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군부통치 휘하에 놓인 음악계의 여러 요인이 ‘ 게’의 수용과 

흡수를 더디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1980년  이 에 제3세계 음

악  서구 음악의 다양한 스타일이 본격 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복 이후 등장한 미8군 무 의 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으로 게가 주류 음악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1970년  이

부터 우리나라 음악계에서는 제3세계 음악이 등장하고, 토착화

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게라는 음악 스타일 자체가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시 이 1960년  이후이며, 세계 인 음악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시기 한 1970년  이후이기 때문에 당시 한국 

음악사의 사료에서는 게에 한 언 이 있을 수 없다. 

 세계 으로 게가 그 력을 자랑하던 1970년  이후부터 

그 여 는 뒤늦게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유신정권의 붕괴 이후 여러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고리듬의 명맥을 이으며 10 들을 심으로 ‘디

스코 열풍’이 불기 시작하 고, 당시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보니엠’1)을 통해 간 으로 게리듬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

했다. 1979년 이정선의 <산사람>을 한국 음악에서 게가 직

으로 등장한 그 첫 번째 곡으로 꼽을 수 있다. 이후 1981년에 발표한 

<한 마음으로는>에서도 게리듬을 차용한 음악 스타일을 차용하

으며, 그 내용은 이상 의 ｢모던포크음악이 80년  한국 음악에 

1) 보니엠은 1975년 독일에서 코드 로듀서인 ‘ 랭크 패니언’에 의해 결성된 

그룹으로 자메이카 특유의 게리듬에 유로 디스코를 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탄생시키며  세계를 디스코 열풍으로 몰아넣었다. 1960년  <써니

(sunny)>를 통해 스타가 된 그들은 1985년 <해피송(happy song)>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에서 선풍 인 인기를 끌었는데, 1980년  게

리듬을 도입한 음악 스타일을 구사하는 많은 서구 뮤지션을 탄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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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향에 한 연구｣2)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982년 신인가수 윤미선의 앨범에 실린 기타리스트 엄인호의 자작

곡 <골목길>에서도 게의 음악  요소가 나타난다.3) 그러나 윤미선

의 인터뷰 내용을 미루어볼 때 게의 음악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 목

을 두기보다는 상업  성향이 강한 음악을 선보이는 데 게리듬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엄인호는 작곡가 5명이 모여 만든 

‘장끼들’을 통해 윤미선이 불 던 <골목길>을 직  부른다. 1982년 

4월 28일 자 동아일보에 나타난 “자작곡을 부른 가수가 크게 히트

는 했으나 작곡가들의 편곡이나 창법  노래를 제 로 소화하지 못

해 본연의 감정을 달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 생동감 있는 노래

를 들려주기 한 것”4)을 그 이유로 작곡가 본인이 직  해석하여 

부른 것이다. 아울러 장끼들의 앨범에서는 <골목길>을 비롯해 <별>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서도 게리듬을 차용한 다양한 곡을 선보 다.

펄 시스터즈의 멤버 배인숙 한 같은 해 ‘맨해턴뮤직센터’에서 수

학하며 한 게에 한국의 민요를 도입하는 시도를 한다.5) 배인숙은 

오래 부터 서구 음악에 민요를 도입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당시 게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민요와 게리듬의 결

합이라는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1985년에는 가수 나미의 4번째 앨범 ≪보이네≫에 게리듬이 도

2) 이상 , ｢모던포크음악이 80년  한국 음악에 미친 향에 한 연구｣, 단국

학교 석사학 논문, 2011, 85쪽.

3) 默(묵), ｢新人(신인)가수 尹美線(윤미선)｣, 동아일보, 1982년 05월 26일.

4) ｢국내 첫 본격 보컬그룹 ‘장끼들’ 등장｣, 동아일보, 1982년 04월 28일.

5) 默(묵), ｢多國籍(다국 )가요 시도하는 펄의 輩仁淑(배인숙), 동아일보, 1982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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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다.6) 어린 시 부터 활동하던 미8군 무 를 통해 서구의 

음악 스타일을 폭넓게 해 왔던 그녀의 력은 제3세계 음악인 게

의 리듬을 차용한 <보이네>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해내

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1985년 KBS 10  가수상을 수상하

기에 이른다.

1979년을 시작으로 1980년  반에 이르도록 시도되었던 게의 

도입은 뚜렷한 획을 지 못한 채 침체하 다. 그 배경에는 한국 경제

의 성장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의 증 가 한국 음악 시

장에 다변화를 가져 왔고, 게와 같은 특정 장르의 유입 후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아울러 1980년  반 군부 

정권의 통치와 계획에 따른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에 

국민의 심이 쏠리면서 한국 음악 시장은 반 으로 침체되었

고, 게 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레게의 정착기

3.1. 레게의 흐름과 특징

1990년 에 비로소 게는 서구로부터 완 히 수용되면서 상업  

성공과 함께 한국 음악 시장에 정착하게 된다. 당시 한국 음

악계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 는데, 음악 장르의 다양화

와 음악 산업의 발 이 가장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에서 제3세계 

6) ｢가수 羅美(나미) 네 번째 앨범 유혹…｣, 동아일보, 1985년 06월 06일.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3(KST)



40   음악 통권 13호(2014년 상반기)

음악이라는 고유명사가 본격 으로 거론된 시 이 바로 1990년 에

서부터인데, 매체와 방송을 통해 제3세계 음악이 독립된 카테고리로 

보 , 확산하기 시작하 다. 당시 세계음악 시장도 한국과 같이 제3세

계 음악의 붐이 일기 시작하 고, 미국의 팝 음악이 더는 나아갈 진로

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가운데 이처럼 제3세계 음악이 부상하기 시작

한 것이다. 이러한 여 에 힘입어 한국 음악계에 게가 수용되었

고, 1994년 발표된 김건모의 <핑계>가 선풍 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

국에서는 게가 안 된다는 통념이 무 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핑

계>가 실린 음반은 200만 장 이상 팔리며 단일앨범으로는 사상 최

의 매량7)을 올렸으며, 여세를 몰아 어로 녹음한 버 이 동남아시

아에서도 알려져 홍콩음악 문 TV인 ‘채  V’에서 인기곡으로 주목

을 받기도 했다. 김건모의 인기는 10 뿐만이 아니라 30, 40 의 청장

년층에게까지 이어졌다. 당시 학교에서 음악시간에 ·고등학생들이 

<핑계>를 부르는가 하면, 기존에 유행하던 록카페가 퇴조하는 가운데 

새로운 양식의 ‘ 게 바’가 등장하기도 했다.8)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게는 리듬만을 차용한 스타일을 넘어 

‘김건모’, ‘룰라’ 등이 선보인 ‘ 게 스’와 ‘자메이칸 랩’ 스타일로 

새롭게 융합되며 발 하는가 하면, 당시 주류 음악이었던 ‘랩 

스’, ‘ 스 음악’과 그 맥을 함께했다. 1990년  후반에 이르러 형 

기획사의 철 한 스타시스템에 의해 탄생한 ‘아이돌’이 새로운 스 

음악 열풍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게 스타일을 차용한 

음악은 더 이상 주류 음악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비주류 음악으로 

7) ｢문화계 올 화제의 인물 가요 게노래 <핑계> 선풍 김건모 “알 수 없는 건 

의 마음”｣, 동아일보, 1994년 12월 08일.

8) 강민석, ｢신세  ‘ 게 바’로 몰린다｣, 경향신문, 199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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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게는 미약하게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소극 인 형태로 

남아 있었는데, 부분 이 시기의 게는 정통 게의 색채보다는 ‘

게 하우스’나 타 장르와 융합된 형태로 과 함께했다. 실제로 ‘닥

터 게’ 이후 게의 통성을 추구하는 뮤지션이 등장하는 시기는 

한참 뒤인 2000년  반이었다. 즉 1990년  반부터 2000년  

반까지 게는 그 명맥을 이어가기 한 방책으로 변화와 혼성 인 

형태로 과 함께했던 것이다. 1996년 무렵부터 게뿐만 아니라 

하우스, 웨이 , 정  등 리듬 주의 음악들이 강세를 보인다. 

1998년 데뷔한 ‘SES’의 데뷔곡인 <드림스 컴 트루(dreams come true)>에

서는 게와 힙합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가 하면, 같은 해 ‘주주클럽’

의 3집 앨범 수록곡인 <1:1>에서는 게리듬에 록 인 요소를 믹스한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1999년 힙합 듀오 ‘드 큰 타이거’는 <난  

원해>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단>을 통해 자메이카 게가 진화한 

‘라가’와 ‘힙합’의 요소가 섞인 음악을 선보이며 인기를 얻기도 했다. 

3.2. 레게의 대중화

1990년  반에 김건모와 함께 게의 색채를 띤 다수의 작품이 

등장했는데,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김 기’의 <지난 여름 에세

이>, 이 밖에도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모

노’의 <  언제나>, ‘투투’의 <1과 1/2>,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9)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등 많은 가수가 게를 한두 곡쯤은 부를 

정도 다. 당시 게는 음반 이외에 화와 드라마에서도 등장하기 

9) 신성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가요, 암사, 2008, 383～384쪽.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3(KST)



42   음악 통권 13호(2014년 상반기)

시작하 는데, 1993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KBS-2TV에서 방

된 드라마 <사랑은 못 말려> 드라마에서 삽입곡으로 사용되었던 

‘최연제’의 <사랑은 못 말려>는 창작 게음악이 방송 주제곡으로까

지 역을 넓힌 표 인 경우로 볼 수 있다.10) 1994년에 데뷔한 남녀 

혼성 그룹 ‘룰라’는 게 그룹을 내세우며 게의 뿌리(Roots of reggae)

의 임말을 명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1993년 데뷔 후 1994년 

정규 1집 발매와 함께 본격 인 활동을 시작한 닥터 게는 게만을 

문 으로 연주하기도 했다.

게는 이미 1970~1980년  팝계에서 크게 풍미하여 유명 팝스타

들이 한 번쯤 불 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1990년 에 이르러 샤론 스톤이 출연

한 화 <슬리버>(1993년)에 실린 ‘UB40’의 노래 <캔트 헬  펄링 인 

러 (Can’t Help Falling In Love)>가 한국 방송에서 히트한 이후 게가 

유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4년 우리나라에서 상 되었던 화 <쿨

러닝>의 주제가인 ‘지미 클리 ’의 <아이 캔 씨 클리어리 나우(I Can 

See Clearly Now)>도 게음악에 한 심을 높이는 데 한몫하 으며, 

1993년 빌보드 싱  차트 정상에 올라 7주간 1 를 기록한 캐나다 

출신 뮤지션 ‘스노우(Snow)’의 <인포머(Informer)>가 우리나라에까지 

소개되어 인기를 얻었다. 

3.3. 레게의 양극화

1990년  반에 시작된 게 열풍은 반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10) 박성수, ｢풀죽은 ‘랩’… 게음악 돌풍｣, 경향신문, 1994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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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으며, 음악 이외에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등에서도 많은 유행을 

낳았다. 부분의 당시 음악 평론가들은 비 인 시선으로 이러한 

게 열풍에 해 부정 인 견해를 내비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질  의미보다 서구음악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생

기는 문제 들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결과라는 시선으로 근하는 

정  견해의 평론가들도 더러 있었다.

모든 술  형식에는 그에 걸맞은 내용이 필연 으로 존재하기 마

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과 형식의 결합 상태가 언제까지나 유지되

는 것은 아니다. 게음악이 자메이카라는 실을 떠나서 서구 음악이

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 놓이는 순간, 내용과 형식의 분리는 어느 정도 

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핑계>라는 한국  상황에 새

롭게 놓이는 순간 게의 음악 형식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김건모’의 <핑계>가 게음악의 항 정신을 외면하고 오로

지 형식  측면만을 수용했다고 보는 견해는 부질없는 짓이다.

자메이카에는 자메이카 나름의 게가 있고, 미국에는 미국 나름의 

게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 나름의 게가 있는 것이다.11)

게음악은 강약의 교차가 확실하게 반복되는 리듬 특성이 있다. 그러

나 그런 리듬에 우리 언어를 결합한 음악을 만들 때에는 어느새 문제

이 노출된다. 리듬의 강세와 언어의 강세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리듬

을 살리면 언어와 멜로디의 진행이 이상하게 뒤틀어진다. 결국, 우리 언어

의 운율과 게리듬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국화된  다른 게

11) 이상 ,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휴머니스트, 2006,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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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탄생하여야, 우리나라의 에게 호소력을 갖는 것이다.12)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서구의 음악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도입되

기 해서는 의 입맛에 맞게끔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한국 에게 호소력을 갖기 한 방책으로 우리의 언어를 게와 

혼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이 한국만의 게가 되어 탄

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게의 통성과 항성이 표 되

지 않았다 하여 한국의 게를 부정 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어쩌면 

편견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요한 것은 이러한 평론과 견해 

이 에 이미 게는 1990년  반의 사회  아이콘으로 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3세계 음악이 도입된 이래 결과 으로 가장 

성공한 장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 시 의 시작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인기몰이를 하던 게에 

해 일부 평론가들은 다음과 같은 걱정 어린 부정 인 시각을 내놓기

도 하 다.

가요 문가들은 ‘ 게음악은 본래 사회  이슈를 다루는 메시지가 

강한 음악인데 국내에서는 외양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미를 살린 창

작곡들이 더욱 실하다는 비 론도 제기되고 있다.13)

국내의 게음악은 원래 게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들여왔다고 비 하는 음악평론가들이 많다.14)

12) 이우용, PD 이우용의 우리 음악 읽기, 창공사, 1996, 93쪽.

13) 박성수, ｢풀죽은 ‘랩’… 게음악 돌풍｣, 경향신문, 1994년 02월 18일.

14) 김정곤, ｢ 항음악 ‘ 게’ 한국서 춤곡 변질｣, 한겨 신문, 199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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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유입된 게는 자메이카 게의 정체성과 본질에 한 이

해가 시작되기 이 부터 당시 한국 음악 시장의 흐름에 따라 상

업성과 성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  형태로 발 하 다. 서구로부

터 유입된 한국 게의 시작 한 상업  성향이 강한 ‘ 게 디스코’

의 유행에서 비롯되었으며, 자메이카 게의 향을 직  받아 우리나

라로 유입되었기보다는 서구로 이월되는 과정에서 변질한 음악  스

타일이 바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의 본질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음악 평론가들의 부정  견해는 이미 당시 한국 

음악 시장에서 주류 음악으로 부상하여 인기몰이하던 게에 해 뒤

늦게 문제 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레게의 전통성을 추구한 뮤지션

게는 미국과 국의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에 한 항성과 

‘라스타 리아니즘’을 경쾌한 게리듬에 실어낸 음악이지만, 당시 

한국에서의 게는 흥을 돋우는 춤곡, 여름을 표하는 곡 등의 이미

지가 에게 각인되었다. 실제로 국과 미국 등지에서 게를 주류

로 이끌었던 주인공 밥 말리의 표곡인 <나는 보안 을 쏘았다>와 

같은 노래 제목이나, 당시 최고의 인기그룹이었던 유비포티(UB40)의 

그룹명이 ‘실업자구호카드 40번’의 약자이기도 했던 것처럼 미 

음악계에서는 어느 정도 게의 정신  측면을 표 하고자 노력하

는 뮤지션들도 다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게의 정신을 

에게 어필하고자 등장한 최 의 게 밴드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

로 리더 김장윤을 심으로 데뷔한 ‘닥터 게’이다. 

‘닥터 게’는 김건모와 룰라 등 국내에서 ‘ 게리듬’을 도입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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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인기몰이를 하던 1993년에 ‘진짜 게’를 표방하며 가요계에 등

장했다. 정통 게를 주장하며 나타난 이들은 리더인 김장윤을 심으

로 퍼커션의 양인, 기타의 앤디 서, 드럼의 안철호, 베이스의 최은창, 

키보드의 주성민, 래퍼 바비 킴(Bobby Kim)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밴드 편성을 취하며 좀 더 본류 게에 근 한 곡을 연주하고자 노력

하 고, <어려워 정말>, <아픔 속의 그 > 단 두 곡만을 가지고 10종

류의 믹스를 담은 EP 앨범을 선보 다. 특히 <어려워 정말>의 7가지 

리믹스는 가요계에 선구 인 시도로 볼 수 있다.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EP 앨범이 별다른 히트를 기록하지 못한 가운데 1994년 1집 음반 ≪원 

(One)≫이 발매되었다. 싱 에 실린 곡을 심으로 주로 리더 ‘김장윤’

이 작곡을 맡은 이 음반은 한국 최 의 본격 인 게 음반으로 불린

다. 성의 부재 때문에 시장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지만, 히트 

가요 몇 곡에 의해 왜곡된 게를 바로잡으려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15)

1994년에는 ‘닥터 게’의 첫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들은 게와 성

인가요를 묘하게 혼합시킨 ‘한국형 게’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그

들이 발매한 음반이 30만 장의 매량을 기록하는 등 게의 선두주

자로서 성을 인정받기 시작할 무렵 큰 사건이 터진다. 리더 김장

윤이 1995년 6월 마 와 히로뽕을 투약한 의로 구속되면서 면

인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해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의 

해체 후 1990년 를 기 으로 본 게의 정착단계에서는 게의 통

을 표방하는 그룹이나 뮤지션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15) 네이버 뮤직, ‘닥터 게’ 아티스트 소개, http://music.naver.com/artist/home.nhn? 

artistId=1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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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게의 부흥기

2000년 반 게는 1990년  후반과 별다른 차이  없이 기존의 

가수들의 앨범에 한두 곡 쯤 실리거나, 스타일 변화의 아이콘으로

서 존재했다. 1990년  ‘김건모’의 <핑계> 이후 게가 인기몰이하던 

상황과는 차이가 있으나 아이돌 가수를 비롯한 여러 가수가 앨범에 

한두 곡씩 게리듬을 차용한 음악 스타일을 사용하는 례가 생겼다. 

게리듬을 차용한 뮤지션들은 재즈에서부터 성인가요에 이르기까지 

장르나 주류, 비주류와 상 없이 다양하며, 오래 부터 에게 인식

된 ‘여름 음악의 표 아이콘’으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2001년 일본에

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테크노 트로트가수로 유명세를 떨친 ‘이 박사’

가 인터넷 신바람 이 박사 2집 앨범에서 게를 차용하는가 하면,16) 

1994년 <그냥 걸었어>로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 ‘임종환’은 2008년 

트로트 싱  앨범 사랑이 간다에서 선보인 4곡 부 자메이카의 

통 리듬인 스카와 게리듬을 트로트에 함께 목한 곡으로 구성하

다.17) 2005년 ‘장윤정’의 2집에 수록된 <꽃>은 게리듬 에 국 

악기의 선율을 덧입힌 스타일을 선보이는가 하면, 같은 해 귀순가수 

‘김혜 ’의 3집 앨범 타이틀 곡인 <살짝쿵>도 게를 가미한 퓨  트

로트 곡이다.18) 재즈 하모니카 뮤지션인 ‘ 제덕’의 2004년 발매한 

정규 1집에 수록된 자작곡 <나의 하모니카>에서 게풍의 곡을 선보

16) 이 미, ｢새 앨범 낸 이박사…앗싸 테크노·뽕짝 신세  쉰세  모두 신바람 

날거야｣, 국민일보, 2001년 05월 03일.

17) 이명구·배병철, ｢그냥 걸었어 가수 ‘임종환’ “노래 한 곡으로 16억 벌었다”｣, 

스포츠서울, 2008년 11월 26일.

18) 이경호, ｢귀순가수 김혜 , ‘어머나’ 부럽지만 ‘살짝쿵’ 자신 있다｣, 마이데일

리, 2005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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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2000년  국내 음악의 주요 흐름으로 꼽히는 ‘흑인 음악 열풍’

을 주도하는 가수들 한 게를 차용한 음악을 선보 다. 2005년 ‘거

미’의 <홀릭(holic)>, 2007년 ‘휘성’의 <마이 웨이(My way)>, 여성 힙합 

가수인 ‘ 시’의 <내일 걱정은 내일 해>, 2009년 ‘김범수’의 <슬로 맨

(slow man)> 등에서도 게 스타일이 차용되었다. 인디 뮤지션인 ‘크라

잉넛’의 2006년 <명동콜링>, ‘뜨거운 감자’의 2008년 <미신(흠말 로 

흠마야야 흠말 로 흠마야)>, ‘강산에’가 2008년에 발매한 <나의 기쁨>, 

일본인과 한국인 뮤지션의 조합을 이룬 ‘하 와 TJ’의 앨범 등이 게 

스타일을 차용한 음악들을 선보 다. 그 외 2006년에 발매된 ‘천상지

희’의 <쥬시 러 (juicy love)>, ‘FT 아일랜드’의 2007년 디지털 싱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SS501’의 2008년 <  나의 천국>, 

2009년 발매한 ‘아이유’의 <마주 보기>, 2NE1이 2009년 발표한 <아

이 돈 어(I don’t care)>, ‘동방신기’의 <Seaside 휴게소(Boom Boom)> 

등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도 게 스타일을 차용한 음악을 선보 다. 

4.1. 레게의 전통성을 강조하는 뮤지션의 등장

2000년  게는 1990년  시도되었던 ‘닥터 게’의 통성 강조

와 더불어 ‘덥’, ‘정  리듬’ 등 시 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더욱 발

된 모습을 보이며 등장했다. 서구에 의해 수입된 게에 한국  문화

를 융합하여 역수출해 내는 쾌거를 이루는가 하면, 뮤지션들의 노력으

로 말미암은 실력 향상이 세계 으로 인정받는 성공 인 결과를 도출

19) 홍제성, ｢시각장애 극복, 하모니카 콘서트 여는 제덕｣, 연합뉴스, 2005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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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기도 했다. 2000년  반에 이르러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던 

게 뮤지션들이 거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에게 노출되었다. 

표 인 뮤지션으로 ‘스토니 스컹크’, ‘닥터 게’, ‘ 디시티’, ‘I&I 장

단’, ‘쿤타&뉴올리언스’, ‘소울 스테디 락커스’를 꼽을 수 있는데, 스

토니 스컹크의 멤버인 ‘스컬’과 디시티의 리더 ‘김 반장’을 가장 큰 

축으로 볼 수 있다. ‘스컬’이 형기획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메이

카 통 게에 담긴 흑인 고유의 음악성을 본인의 음악성으로 완벽

하게 소화해내며 미국시장에서 인정받았다면, ‘김 반장’은 통 인 

게와 서구로부터 발달한 다양한 게 스타일에 한국 고유의 색채를 

섞어낸 ‘청국장 게’를 세계화했다. 아울러 ‘스컬’이 주류 뮤지션의 

음악에 피처링과 로듀서로 다수 참여하며 한국 음악 시장에서 

게를 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면, ‘김 반장’은 ‘ 디시티’와 ‘I &

I 장단’에 이어 ‘소울 스테디 락커즈’까지 한국 게의 음악  기반을 

양 으로나 질 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스토니 스컹크는 국내 형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을 통해 본격 인 주류 음악 시장으로 진출을 꽤했으나, 그 생명력은 

그리 길지 못하 다. 그들은 기 발매된 앨범에서 ‘ 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성 부재의 문제 에 직면하면서 

후에 발매되는 앨범에서는  성향을 우선으로 하는 음악 스타일

을 다수 선보 다. 스토니 스컹크가 발매한 음반의 체 인 특성과 

흐름을 살펴보면 ‘ 게’가 형기획사의 시스템에 의해 주류 음악과

의 립 을 찾아가는 과정과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 게의 

본질’과 항성에 한 다양한 시도가 언론 이에 의한 홍보수단

으로 락되었다는 이나 게가 지나치게 상품화되었다는 은 그

들의 음악에 해 ‘정체성 변질’의 문제 을 야기하 다. 그러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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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의 자본력과 매체의 력을 이용한 홍보 략은 ‘ 게’

의 화를 이끌어내는 데 정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디시티는 처음부터 재까지 언더그라운드에 머물며 앨범마다 

자메이카의 통 게에 새로운 발견과 시도를 통해 그들만의 ‘청국

장 게’의 틀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 다. 그들은 자메이카 통 게

뿐만 아니라 서구로 유입되어 발 한 다양한 게 스타일을 도입한 

시험  음악을 선보이는가 하면, 세계 각국의 게 뮤지션들과의 정서

 교류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게 스타일을 연주하 다. 게 속에 

내포된 라스타 리아니즘 정신과 항성을 우선으로 하는 텍스트보

다는, 자연과 우주의 섭리에 따른 인간 본연의 정체성과 민족성  

평화와 희망에 한 메시지 표 을 우선으로 하 다. 디시티의 꾸

한 노력의 결과로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의 음악계에서 

‘청국장 게’의 음악성을 인정받는 결실을 맺었으나, 한국 음악

계에서는 방송매체를 통한 노출이 이루어진 2000년  후반에 이르러

서야 그 음악성이 이슈화되었다.

음악 평론인 김 작가는 “2000년  들어 언더 무 에서 게가 

장르 음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인데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이는 

정 인 상”20)이라고 분석했다. 그들이 다른 음악인들과 음악  역

량을 공유하며 많은 작품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게를 알리고 화

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에 해 정 으로 해석한 것이다. 

게 뮤지션들은 공연장 혹은 페스티벌 등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

의 음악을 소개해왔으나, 2000년  후반부터는 오디션 로그램, 리

얼 버라이어티 쇼 등 다양한 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미디어의 노출 

20) 윤창원, ｢가요계 서서히 고개 드는 ‘ 게 붐’｣, 노컷뉴스,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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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힘입어 에게 폭넓게 다가서고 있다. 아울러 라스타 리아

니즘을 상징하는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선보이는가 하면, 게에 

한 소개와 자메이카의 문화에 해 설명하는 등 본질 인 측면을 

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4.2.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레게

하하는 <무한도 >에서 총 3곡의 게 스타일 음악을 선보 는데, 

 력이 강한 버라이어티의 노출 효과를 통해 ‘ 게’를 알리

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무한도 의 <나름 가수다>에 함께 출연

했던 게뮤지션 스컬은 “13년 동안 게음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의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무한도 >에서 보여  단 3분이었다”

고 말했다.21) 음악은 을 상으로 하고,  매체를 통해 

되는 음악 양식을 총칭하는 만큼 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 

상업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에서 볼 때, 버라이어티를 통해 소개된 

‘ 게’가 주류 음악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시  변화의 속한 흐름 안에서 발 한 버라이어티

를 통해 소개된 음악의 향이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음악에 미

치며 ‘ 게’ 한 다르지 않다는 이다. 확실한 것은 하하가 <무한도

>을 통해 본인의 인지도를 높 으며, ‘하하’를 통해 알려진 ‘ 게’

가  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이다. 따라서 그가 ‘ 게’에 한 

심도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과 음악 범주 안

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 게’의 긴 한 연 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21) 오세훈, ｢스컬, 무한도  3분이 바꾸어놓은 게 음악인생 13년 “될 때까지…”｣, 

스포츠동아, 2012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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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무한도 >을 통해 발표한 총 3곡의 ‘ 게’ 음악은 ‘강변북로 

가요제’에서 발표한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

제’에서 발표한 <찹 떡>, ‘나름 가수다’를 통해 발표한 <바보에게 바

보가>이다. 3곡 모두 방송 혹은 매체를 통해 많은 이슈를 일으키

면서 에게 어필되었는데, 2007년 발표한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는 버라이어티와 음악 사이의 연결 을 만들어낸 최 의 곡이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디지털 싱 ’에 련된 방송 내용  <키 작

은 꼬마 이야기>가 2주일 동안 4천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해 추정 

매출액만 1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보도하기도 했다.22) 버라이어

티의 붐의 선두자 역할을 한 무한도 의 인기에 힘입어 소개된 <키 

작은 꼬마 이야기>가 디지털 싱 이 본격 으로 선보인 2000년  이

후 음악 시장에서 큰 수혜자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리듬이 

차용된 <키 작은 꼬마 이야기>의 텍스트 내용은 ‘ 게’의 본질 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하하’가 게머리를 하고 텔 비 을 통

해 방송된 모습만으로도 에게 ‘ 게’에 한 궁 증을 자아내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

2012년 8월 25일 방송된 <불후의 명곡 시즌 2>에서 ‘ 디시티’의 

등장은 그야말로 주 심사가 되었고, 그들이 선보인 게가 으로 

하여  게에 한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

다. 디시티는 ‘이장희’의 <그건 >를 그들만의 토종 국산 게 

버 인 ‘청국장 게’ 스타일로 편곡하여 선보 고, ‘살풀이’를 연상

 하는 몸동작이나 보컬 스타일이 이목을 집 시키며 3승을 거두는 

등 객들을 매료시켰다. 원곡 가수인 이장희는 “밥 말리의 흥겨운 

22) 김재용, ｢디지털 싱  열풍｣, MBC TV 뉴스데스크, 2007년 09월 06일.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3(KST)



한국 게의 개 과정과 특성에 한 연구_황은지  53

자메이카 음악인데, 이분들은 한마디밖에 못 하겠다. 와우”라고 말하

며 디시티의 공연을 극찬하 다. 경연에서 ‘ 디시티’는 ‘한복’ 차

림에 ‘라스타 리아니즘’을 상징하는 원색의 소품들을 착용하는가 하

면, ‘수묵화’ 스타일의 그림이나 자메이카 열  ‘야자수’ 그림들을 무

 연출에 사용하는 등 그들의 트 이드마크인 ‘청국장 게’를 충분

히 표 해냈다.

<나는 가수다>보다 한발 늦게 시작된 <불후의 명곡>이 가지고 있

던 ‘아류’의 꼬리표를 떼고 로그램만의 독보 인 입지를 구축해내

는 데에는 ‘ 디시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라이벌 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의 로그램 구성과 평가에 한 부

정  여론이 증하면서 일어난 인지도 하락의 여 가 라이벌 로그

램인 <불후의 명곡>에 한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기  묘함

과 함께, 더불어 ‘ 디시티’의 독특한 음악과 의상  무 매  등이 

주는 신선한 충격이 시청자들의 심을 증폭시키는 데 그 역할을 했

다고 볼 수 있다. 리뷰스타의 기사는 ‘ 디시티’가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것에 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천편일률 인 장르에 새로

운 획을 그은 디시티는 <불후의 명곡>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성에 

정확히 부합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었고, 무  체의 리티를 높이는 

역할을 하 다고 평가한다.”23) 창기 ‘아이돌 가수’로만 무 를 채우

겠다는 생각을 벗어나,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고 다양한 뮤지션들을 

출연시키려는 새로운 의도에 ‘ 디시티’의 등장은 그 물꼬를 튼 셈이

나 마찬가지 으며, 실제로 그들의 출연 이후 <불후의 명곡>에서는 

‘스윗 스로우’, ‘피아’, ‘톡식’ 등 다양한 밴드들의 출연이 이어졌다. 

23) 최인경, ｢‘불후의 명곡’, 언제 이 게 컸나｣, 리뷰스타, 201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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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은 한국 인 가락과 맥을 같이하는 민족의 정서가 담긴 

음악이 ‘ 게’라 말하는 ‘ 디시티’의 음악  열정이 과 충분히 

공감 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국내 음악 문 이블 방송인 ‘Mnet’에서 문 음악 장르

를 소개하는 국내 최  뮤직 캠페인 <음악의 발견>을 시작하 다. ‘5

월의 음악’으로 ‘ 게’가 선정되면서, ‘Mnet’의 다양한 로그램을 통

해 게의 설 ‘밥 말리(Bob Marley)’, ‘조니 내쉬(Jonny Nash)’, ‘유비포

티(UB40)’ 등의 세계 인 게 뮤지션을 소개하 다. 아울러 음악을 

소재로 문화 반을 이야기하는 뮤직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M 

Story>를 통해 게의 기원과 역사를 비롯해 종교, 사회, 문화 으로 

게가 미친 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집방송인 < 게 신드롬>을 

통해 게를 소재로 한 뮤직 페이크 다큐멘터리로 음악에 얽힌 재미

있는 이야기와 함께 국내외 인기 게음악들을 소개하기도 하 다. 

<윤도 의 MUST>에서는 게 특집 구성으로 국내 게 뮤지션들

을 청하여 공연하는가 하면, <볼륨텐>에서는 작곡가 ‘유 석’, 음악

평론가 ‘임진모’, 가수 ‘정인’과 ‘ 디’가 게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

기를 하 다. <윤도 의 MUST>에 출연한 ‘ 디시티’는 게에 어울

리는 춤을 선보이며 객 모두와 함께 춤을 추었고, 함께 출연한 ‘쿤

타’와 게에 한 이론과 정체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 다. MUST 

제작진은 “ 게는 시청자들에게 조  생소할 수 있지만, 구나 편하

게 즐길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다. 이번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이 게

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는 제작의도를 밝혔다. Mnet의 캠페인

을 통해 다양하게 소개된 ‘ 게’는 국내 에게 생소한 장르에 쉽게 

근할 수 있는 발 을 마련했다는 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BS의 시사교양 로그램인 <세계테마기행>은 2009년 3월부터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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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김 반장의 자메이카 기행’을 방송하 다. 특히 2부에서는 ‘

게, 밥 말리, 그리고 킹스턴’이라는 주제로 ‘밥 말리’의 흔 을 찾아가

면서 그에 한 업 과 음악을 소개하는가 하면, 자메이카에서 열리는 

‘ 게 페스티벌’과 그 외의 게 뮤지션들을 소개하는 등 게와 라스

타 리아니즘에 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방송에서는 ‘밥 말

리’의 생가와 기타, 자동차 등 생 에 그가 사용하던 물품들을 시해 

놓은 시 에 방문하거나, 자메이카 게 뮤지션들과 함께 공연하고 

그들의 삶 속에 공존하는 ‘ 게’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를 자세히 

보여 다. 그와 더불어 ‘김 반장’의 생각과 의견이 더해지면서 시청자

들이 더욱 다양한 ‘ 게’의 본질에 근하도록 도와주었다. 

5. 한국 레게의 특징

자메이카의 게와 한국 게는 발생한 시 에서부터 재에 이르

기까지 각각 다른 배경과 흐름을 보이며 발 했다. 아 리카 흑인으로

부터 시작된 리듬 주의 음악  형식과 그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

는 자메이카인의 ‘정체성’은 자메이카의 음악인 ‘ 게’를 통해 창

작되고 향유되었으며, 시 와 세 의 흐름에 따른 환경과 배경의 차이

를 넘어서 ‘ 게’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심으로 강조하는 음악  형

식은 한국 게에도 다양한 향을 미치며 동일한 형태로 재까지 

그 맥을 잇는다. 아울러 이러한 특징은 더 나아가 독창 인 한국 게

의 발생을 가능하게 한 거름이 되었다.

자메이카 게와 한국 게의 차이 을 분석하기 해서는 가장 먼

 ‘텍스트에 담긴 메시지의 강조’에 따른 내용을 으로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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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밥 말리’의 게에서 나타난 항성의 

내용이 흑인 노 의 아  역사에서 비롯된 차별과 억압, 자메이카의 

복잡하고 피폐한 사회 ·정치  배경에 따른 강한 메시지를 주로 하는 

만큼 직설 이거나 거친 단어 표 을 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 성경의 내용을 직  인용하여 그 내용을 토 로 항의 색채를 

띤 메시지를 강조하는가 하면, ‘라스타 리아니즘’의 정체성을 내포

한 단어를 텍스트 곳곳에 표 함으로써 종교  이념 한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 게의 항성은 자본주의 시 를 사는 우리의 실 

속 삶을 바탕으로 평화와 자유에 한 갈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은유 이거나 부드러운 단어의 표 이 자주 등장한다. 

아울러 한국 게는 ‘라스타 리’의 교리에서 큰 비 을 차지하는 ‘마

리화나’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메시지나, ‘ 루살렘’, ‘순교자’, ‘신’, 

‘기도’ 정도의 종교  느낌을 살리고 있으며, ‘사바세계’와 같이 동양

의 종교  이념을 투 하는 텍스트나 한국 고유의 ‘사투리’의 차용과 

‘추임새’를 추가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민족성과 통성에서 비롯된 

얼과 흥을 투 하는 새로운 형식을 보인다.

한국 게에 담긴 메시지의 강조는 자메이카 게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지만 그 내용과 구성에는 분명한 차이 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

은 자메이카와 한국 각국의 역사와 사회·정치  배경에서 나타나는 

항성의 강도의 차이가 ‘ 게’에 담긴 텍스트의 내용과 더불어 노랫

말에 표 된 단어의 성질과 의미를 각각 다른 양상으로 표 하게끔 

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서구의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된 ‘라스

타 리아니즘’과 한국의 종교  문화의 차이가 ‘ 게’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질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 은 ‘밥 말리’의 

게로부터 향을 받은 한국 게 뮤지션의 사상이 한국이라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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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발생하는 당연한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게는 ‘밥 말리’의 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무방하다. 한

국 게의 다수 곡에서 ‘밥 말리’에 한 언 이 곳곳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스토니 스컹크’는 ‘밥 말리’의 표곡인 <No woman no cry>를 

직  리메이크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밥 말리의 향은 텍스트

에서 나타나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음악  형식에서 다양하게 나타

난다. ‘ 디 시티’의 게에서 나타나는 ‘Vers’와 ‘Chorus’의 교차 진

행이나, 비교  정확한 ‘Intro’의 구성  다양한 리듬 악기의 도입은 

‘밥 말리’의 게에서 나타나는 주요 음악 형식과 유사하다. 

시 의 흐름과 함께 음악 시장의 속한 발 이 주는 향은 

한국 게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음악 스타일로 나타난다. 1990년

 한국에 유입되어 주류 음악으로 부상한 ‘힙합’과 ‘ 게’의 음악

 형식이 섞이면서 ‘ 게 힙합’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하 고, 

이것은 한국 음악 시장에서 성 부재의 문제 을 안고 언더그

라운드로 물러났던 ‘ 게’의 단 을 보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

다. 게리듬의 틀 에 다양한 리듬 악기의 차용과 더불어 ‘힙합’의 

음악 형식인 ‘샘 링’과 리얼 악기 사운드와는 다른 ‘음원 소스’의 융

합이 ‘밴드 구성’을 주로 하는 ‘ 게’의 틀을 완 히 바꾸어냈으며, 

심 하고 단조로운 기존의 게의 사운드를 다양성과 세련미를 더하

는 음악 스타일로 변화하게끔 하 다.

자메이카 게의 주요 악기구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악기의 유입 

한 한국 게의 색깔과 음악  형식을 새롭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디 리 두’와 같은 호주의 통 악기를 도입하는가 하면 한국 민속 

타악기인 ‘징’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사운드와 한국의 민족성을 강

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 게의 타이틀을 ‘청국장 게’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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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큼 한국 게 곳곳에서 등장하는 한국  멋이 단어의 차용을 넘

어서 악기 편성의 다양성을 통한 음악  형식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6. 맺음말

21세기 한국 음악계는 세계화 시 에 걸맞게 더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향유하는 문화  풍족함과 함께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성과 상업

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한국 음악 시장의 주요 흐름은 소수 장

르에 한 입지를 불투명하게 하 고, 자본의 향력에서 벗어난 음악

 진정성을 축소시켰다. 자메이카 음악으로 시작된 게가 서구

로 이월되어 한국에 유입·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은 

이러한 시  흐름과 맞물려 ‘한국 게’의 다양한 발 을 가능하게 

하 으며, 그것은 상업성과 성을 배제하지 않고 게 본연의 정체

성 한 강조하는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발 하기에 이른다. 

‘제3세계 음악’의 한국 음악 시장으로의 유입과 토착화 과정의 

계보에 한 연구는 여러 편 발표되었으나, 유독 게(reggae)에 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이다. 라스타 리아니즘의 종교  특성  

자메이카 게 뮤지션 ‘밥 말리’의 음악  분석에 한 몇몇 논문만이 

한국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 있는 실정이며, 한국 게의 음

악  흐름과 특성  계보에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이 주류 음악에 집 된 한국 음악 연구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한국 음악계의 더 나은 미래를 해 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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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Reggae

Hwang, Eun Ji(Joong bu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observe the existence of the musical style of 

‘Reggae’, which has once dominated the world’s popular music markets 

as an extraordinary genre of the third world’s music, as examining its 

history from the time of being introduced in Korea’s popular music mar-

ket to the present time. In addition, this dissertation will help further 

understand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Reggae with a focus 

on the several features that appear in Jamaican Reggae.

Reggae, that is, the popular music which has risen between 1968 and 

1969 in Jamaica, had an important role to deliver the mechanism of 

‘Rastafarianism’, which has been spread throughout the life and culture 

of Jamaicans, through the subjects and lyrics of the music genre. Under 

the influence of Bob Marley, a number of following reggae musicians 

advanced to the American music market, and in the 1970s and 1980s, 

Reggae, as the only one genre of the third world’s music, was recognized 

as the successful music genre that was popularized in both the British 

and the American popular music market. However, for the globalization 

of Reggae, its deterioration by commercialization disregarding the spirit 

of Jamaicans came to be problematized, and such aspect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in Korea’s music world.

After Reggae began to emerge in the Korea’s popular musi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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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980s, its popularity successfully reached the peak in 1990s. Kim 

Gun Mo’s song, <Excuse>, made a successful appeal to the public, and 

then, seemingly as one of the music trends, a number of hit songs burst 

out as borrowing so-called ‘reggae rhythm’. This trend of Reggae led 

to a creation of a new culture along with the symbols of Jamaica’s 

Rastafarianism–the hairstyle of ‘Dread rock’ and the garments in green, 

yellow, red, and black colors. Since the 2000s, a large number of the 

musicians who emphasized the originality of Reggae have risen to the 

surface to lead people to the information of Reggae. It appeared that 

the originality of their music was better recognized overseas than in 

Korea. Also, Reggae music, which was introduced through Korea’s tele-

vision’s programs, such as so-called ‘real-variety show’, ‘survival audition 

program’, and so on, was unexpectedly top-ranked in music charts. 

Thanks to the popularity of digital music market, most revenue sources 

of the relevant songs came from the digital music market. As shown 

in this, the ‘popularization of Reggae’ is still continuing.

This paper examines with a focus on the context that after Reggae’s 

emergence in the Korea’s popular music market, it has begun from the 

popular style, which emphasized the commerciality of borrowing the 

unique rhythm only rather than the essential meaning, and later, it was 

finally recreated in Koreans’ own unique style called ‘Cheonggukjang 

(Korean fermented soybeans) Reggae’. Moreover, this dissertation inves-

tigates both Reggae’s popularity, which is exposed in main features of 

Korean popular music world since the 2000s, and its achievements, and 

also, this paper studies in order to mainly organize the genealogy of 

Jamaican Reggae within the same category. By refin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Jamaican Reggae, it selects targets to be compared. Through 

the various comparisons and analyses of ‘Skull’ and ‘Kim Ban Jang’, 

the Korean musicians who are defined as the main figures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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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gae’,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help additional understanding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n Reggae’.

Finally, this paper presents the expectation for various studies about 

underground music or minority music genres, which may be conducted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wish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the 

lack of the variety of music genres, which is needed in popular music 

market that is rapidly changing.

Keywords: Reggae, Jamaica, Rastafarianism, Bob Marley, Skull

* 이 논문은 2014년 4월 3일에 투고되어 4월 27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5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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