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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평론

힙합은 여성혐오적인 장르인가요?

김수아(서울 학교 기 교육원)

1. ‘진정한’ 힙합 아이돌이 되기 위한 모험: <쇼미더머니 시즌 3>와 바비의 경우 

2. 진정성의 서사 구성이 불가능했던 자의 펀치라인: <쇼미더머니 시즌 4>와 송민호의

경우

3.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무엇을 왜 알아야 하는 거지

4. ‘힙알못’이 말합니다. “힙합이 원래 그런 거면 레알 쓰레기 장르 인정”

5. “힙합은 왜케 여성혐오적인 노래들이 많을까?”라고 묻는 여성들에게, 어떤 답을

1. ‘진정한’ 힙합 아이돌이 되기 위한 모험: <쇼미더머니 시

즌 3>와 바비의 경우 

Mnet의 리얼리티 오디션 로그램 <쇼미더머니>는 시즌 4에 이르

기까지 해마다 이슈를 양산하면서 한국 힙합 장르의 문화를 바꾸고 

주조하는 에 있다. 특히 시즌 3부터는 이미 다수의 앨범을 낸 경력

이 있는 래퍼, 그리고 형 기획사 출신이거나 연습생 신분인 사람들

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  시즌과는 다른 층 의 논란에 어들게 되

었다. 시즌 3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이돌’의 존재 다. 바비(Bobby)와 

비아이(B.I.)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자 리얼리티 로그램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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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연한 경력이 있지만 공식 인 데뷔는 하지 못한, 한국 아이돌 

시스템의 ‘연습생’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출연이 화제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리얼리티 

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연습생으로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는 에서 Mnet에게는 시청률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 반면 힙합 팬에게는 형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힘을 업고 

상 으로 기회가 제한된 오디션의 한자리를 차지한다는  때문에 

비난의 상이 되었다. 거  기획사는 자연스럽게 방송국과 모종의 

연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이들로 인해 다른 실력 있는 언더

그라운드 래퍼가 가려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게다가 YG가 형식 으로나 미학 으로 미국 힙합 심의 이블

이라고는 해도, 한국의 힙합 팬들이 상상하는 진정성의 담론에 어울리

지는 않았다. 한국 힙합의 진정성 담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성된

다. 그  하나는 산업 주도하의 기획사 심 음악 체제와 달라야 

하며 이것이 ‘진정’하다는 것이다(김수아·홍종윤, 2015). 래퍼 비 리

(B-free)와 오 이션(Okasian)이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힙합 석> 녹

화 자리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무 에 오르기 하여 화장하는 것

을 언 하며 ‘여장’이라고 비꼬거나, 힙합을 좋아하고 원래 언더그라

운드 힙합을 했다고 말하는 슈가가 과거에는 그 노래들로 돈을 벌지 

못했다고 발언하자 “그럼 지  노래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은 아이돌과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진정성이 충돌

하는 지 을 드러낸 일종의 ‘사건’이기도 했다. 진정한 것과 분칠(화장)

한 것, 즉 거짓인 것, 그리고 음악( 술)과 상품이라는 립항은 한국의 

힙합 음악 생산 조건이 만들어 낸 진정성의 담론 구조이다. 

그 다 보니 힙합 음악이 한국 음악의 주요 장르로 부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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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힙합 아이돌을 표방하는 보이그룹의 경우 언더그라운드 경력, 

즉 믹스테이  발매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을 내세우거나, 국

내외 유명 힙합 음악가와 업하면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미국의 힙합 음악 아티스트 워  지(Warren G)와 콜라보

이션을 진행한 랩몬스터(방탄소년단), 블락비로 데뷔하기  믹스테이

 발매 경력을 강조하고 벅와일즈라는 재 한국 힙합 최  크루 소

속이기도 한 지코 등이 표 이다. 평론가 역시 아이돌이 진정성을 

유하기 해 언더그라운드 경력을 드러내거나 <쇼미더머니>에 출

연하게 되는 상을 주목했다.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한다는 것을 진정

성의 키워드로 삼아 작사와 작곡을 강조하는 경향, 언더그라운드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부분 등이 지 되었다(김 , 2014; bluc, 2014; 로보토

미·하박국·아이돌로지 담, 2014). 

미국에서 힙합이 인종성과 계  그리고 지역성이라는 조건들로 구

획된다면, 한국의 경우 언더그라운드는 방송국이나 메이  기획사와

의 계 속에서 진정성이 의미화된다(김수아·홍종윤, 2015). 이런 상황

에서 힙합 오디션 로그램에 진정성과 거리가 먼 아이돌 혹은 기획

사 소속 연습생이 나온다는 것은 힙합 팬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일으

켰다. “(거리에서 사이퍼를 해온 홍  언더그라운드 래퍼인 올티는)와이지 

연습생이라고 까는 게 아니라 보이그룹이면서 리얼 힙합인 척하는 게 

역겨운 거 같은데요.”1)라는 반응은 <쇼미더머니 시즌 3>의 반에 흔

히 보 다.

가사를 자주 잊었던 비아이는 오디션에서 일 감치 탈락했고 기획

사의 ‘인형’에 불과하다고 올티에게 지속 으로 지 당한 바비만 남

1) 힙합엘이(hiphople) 게시 의 댓 (http://hiphople.com/fboard/2423212). 호 안 

내용은 필자의 보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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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바비는 올티가 내놓은 ‘ 는 거리를 모른다’는, 아이돌의 진

정성에 한 비 에 ‘나는 랩을 잘 한다’는 어 난 답을 내놓았다. 이

는 그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는 스스로 ‘아이돌이 아니라고’ 

자신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아이돌이지만 ‘진짜 힙합’

을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을 힙합인 척하지만 사실은 ‘노래

를 못하기 때문에 랩을 하는’ 다른 아이돌로 삼았고, 그 게 바비는 

‘힙합을 하는 아이돌’로 <쇼미더머니 시즌 3>을 통해 진정성의 서사

를 구축해 내고자 했다. 

리얼리티 쇼의 서사는 우연한 계기에 시청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완성된다. 많은 시청자들이 바비의 도 을 ‘도장 깨기’로, 그리고 

체 스토리를 ‘소년 성장 만화’로 읽어 냈는데, 이는 그가 계속해서 

비교  괜찮은 수 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도 이 계속 심사 권한을 쥔 객

들에 의해 부인당할 때, 시청자들은 오히려 아이돌이라는 편견 때문에 

언더그라운드 경력만으로 ‘진정성’을 쥐고 있는 바스코에게 바비가 

부당하게 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의 리얼리티 쇼에서 사람

들은 도덕성을 가진 인간에게 상을 주는 인과 계를 수용자 스스로 

추론하고 구성해 내곤 한다. 그래서 바비는 시청자의 응원을 업고 리

얼리티 쇼의 승자가 되어 ‘힙합을 하는 아이돌’의 치를 성공 으로 

차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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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성의 서사 구성이 불가능했던 자의 펀치라인: <쇼미

더머니 시즌 4>와 송민호의 경우 

명실 공히 서바이벌 로그램의 ‘ ’이자, 그래서 ‘ (winner)’

로 데뷔한 송민호가 <쇼미더머니 시즌 4>에 참가한다고 했을 때, 이는 

더 큰 논란의 고편이었다. 바비의 경우와 달리 이미 팬덤을 확보한, 

음악 방송 1 를 해본 경험이 있는 성공한 아이돌의 참여에 한 부정

인 시선은 물론, 송민호 스스로에게도 과연 좋은 선택인가에 한 

산업과 팬덤 내외부의 의문이 뒤따랐다. 우승을 한다고 해도 그 의미

가 제 로 평가받기 어려울 뿐더러 로그램 내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미지 심의 아이돌 문화에서 그에게 해가 될 것

이라는 우려 다. 그리고 그 우려에 답하는 것처럼 <쇼미더머니 시즌 

4>는 시작부터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라는 이즈에 사로잡혔다. 

<쇼미더머니 시즌 4>가 끝나면 신기루 같은 유리구두만 남을 다른 

언더 출신 래퍼와 달리, 다시 ‘ ’가 될, 돌아갈 안락한 왕좌가 있는 

송민호. 그러므로 송민호는 어차피 ‘ ’이며, <쇼미더머니>와는 상

없이 ‘우승은 송민호’인 상황을 확하게 짚어낸  세 마디에 송민

호는 처음부터 자신만의 진정성 서사를 쓸 자원을 박탈당한 셈이 되

었다.

원래 송민호는 에픽하이의 8집 트랙 <본 헤이터> 피처링에서부터 

아이돌에게 주어지는 기인 욕설을 무기로 하는 펀치라인을 내놓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힙합에 한 ‘진정성’ 투쟁을 해 왔었다. 하지만 

<쇼미더머니 시즌 4>에서는 구나 욕설을 했고, ‘아이돌인데 욕한다

고?’는 바비가 이미 써먹은 서사 요소 다. 이미 ‘힙합 하는 아이돌’은 

지난 시즌에 왕좌에 올랐다가 떠났다. <쇼미더머니 시즌 4>에서는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2(KST)



힙합은 여성 오 인 장르인가요?_ 김수아  129

구나 ‘랩신’이고 다른 이는 ‘페이크’이다. 선 에서 ‘원석’을 몰라본 

자신의  소속사와 그 소속 아이돌들을 비웃는 것으로 시작한 그의 

가사는 오디션 참여자 다른 구나 할 수 있는 서사, 즉 “나는 랩을 

잘하고, 짱이고, 는 병신이다”를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

는 ‘힙합’ 이라고 생각하는 랩 스킬에 집 하고자 했고, 재 한국 

힙합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가사 스킬인 펀치라인으로 강한 인상을 남

기고자 했다. “산부인과에서처럼 벌리”라는 ‘펀치라인’은, 그 게 세

상에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한국 힙합에서 흔한 내용은 아니었다. 한국 힙합은 순수한 사

랑을 노래해 왔고 난 꾼이 되려 하지 않아 왔다. 일리네어가 미국 

상업 힙합의 키워드, “Money, cash, hoes”에서 돈과 차 자랑을 들여왔

지만 여자에 해서는 체로 얼버무리거나 오히려 순정을 말하는 것

처럼 보일 때,2) 어쩌면 송민호가 찾은, 미국 힙합에서는 있지만 한국

에는 없는, 그래서 어쩌면 ‘진정성’의 자원이 될 수도 있는 역이 바

로 이 ‘성  능력에 자신감을 보이는 난 꾼’이었을지도 모른다. 성차

별과 인권에 한 감수성이 반 으로 낮은 한국 사회에서, 이는 송

민호 개인의 인성이나 소양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체화한 가부

장제  성별 고정 념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일리네어의 래퍼 도끼의 2015년 앨범 ≪Multiillionaire≫에서 그는 ‘원하는 건 

다 사  수 있는’ 부자가 되었는데 ‘내 에 네가 없다’는 순정을 노래한다. 

Bitch 등 문제가 될 만한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는 힙합  클리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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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무엇을 왜 알아야 하는 거지

“2015년은 ‘여성 오’3)의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차별과 ‘여

성 오’가 의 화두가 된 이때, 송민호의 한 은 단숨에 ‘여성

오’의 증거가 되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한 논쟁 상이 

되었다. 심지어 산부인과 회에서 비 하는 성명서를 내놓기에 이르

으니 단지 온라인 속의 태풍만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논쟁은 송민호 개인에 한 비 을 넘어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에 

한 논의로 번졌다. 송민호의 라인에 한 비 이 올라오자마자 ‘힙합

은 원래 그래’라는 답변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와 뉴스 댓 에는 ‘힙합은 원래 그런 것’이므로 ‘힙합을 알지도 못하

면서(힙알못)’ 함부로 비 하지 말라는 ‘힙합 구조 ’가 출동했다. 

힙합 사이트로 모여든 힙합 팬과 힙합 장르의 련자들은 송민호와 

련된 의 비 에 해서 네 가지 정도로 반응했다.4) 먼  하나의 

반응 방식은 힙합에 한 의 이해 부족을 한탄하는 것이었다. 그

리고 “미국은 이런 노래와 가사의 수 가 쎄고[쌔고의 오타] 수두룩

한데”5)라며 힙합 장르의 고유한 특성이자 진정성의 일부로 송민호의 

가사를 치 지우고자 했다. 물론 이들이 송민호의 팬이거나 송민호의 

음악을 응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구원하

고자 하는 노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3) misogyny의 번역어로 ‘여성 오’가 통용되고 있어서 이 번역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성 오’는 오라는 감정  차원만이 아닌, 여성에 한 차별과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정서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나, 그 근원이 여성을 더럽거나 불결하다고 

보아 배제하려는 것에 있다는 뜻에서 오라는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4) 힙합엘이와 힙합 이야(hiphopplaya)의 게시 을 참고했다. 

5) 힙합엘이 게시 (http://hiphople.com/kboard/44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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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힙합 장르의 진정성을 ‘미국에서도 그러하다’로 두는 것에 있

었다. ‘에미넴 한국 왔을 때 왜 환호했는가?’라는 질문은 힙합 장르의 

여성 오에 한 재 의 반응을 비웃기 해 동원되었다. ‘(미국, 

즉 진짜) 힙합을 알지도 못하면서’ 좋아하더니 ‘(진짜) 힙합을 알지도 

못하면서’ 태세 환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미국 래퍼와 힙합 장르의 이어들이 보이는 반

응을 그 로 보이는 것이었다. 표 으로 힙합 아티스트 로우디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미국 힙합이 비하하고 있는 여성은 일반 

여성이 아니라 헤  여성, 돈을 노리고 근하는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 기 때문에 일반 여성을 비하하는 송민호의 가사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미국 힙합 음악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

장했다.6) 이는 미국 힙합의 ‘여성 오’ 논쟁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했

던 논리로, “나쁜 여성(bitch)이 정말로 있다”는 주장에 련되어 있다. 

아티스트만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일반 으로 우리가 말

하는 힙합에서의 여성 비하의 축인 ‘ 년들-Bitches’의 이미지는 무엇

인가? 이 남자  남자 다  주다가 성공한 래퍼들에게 얹 서 몸 

팔아 돈다발 만져 볼라는 년들. 그 지만 송민호는 이런 Bitches들에 

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 모든 여성들이 Bitches 같다는 것도 아니

다.”7)라는 힙합엘이(hiphople) 게시물은 로우디가가 작성한 잖은 

SNS 게시물의 평범한 온라인 이용자 버 과도 같다. 그래서 이 반응 

역시 ‘힙합을 (제 로) 알지도 못하면서’로 요약된다. 동시에, 이 주장

은 송민호의 해당 라인을 ‘여성 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기도 한다. ‘여성 오’는 ‘ 오를 받아야 마땅한 여성’들에 한 것

6) http://www.instiz.net/pt/3053287 게시물 참조. 

7) 힙합엘이 게시 (http://hiphople.com/kboard/441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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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8) 송민호의 해당 가사는 그  성  자신감을 표 하는 

일종의 ‘섹드립’에 불과하며, 다만 방송매체의 특성을 생각하지 못했

기에 일종의 실패한 농담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 방식은 ‘ 술과 표 의 자유’를 논하는 것이었다. 표 의 

자유로서 송민호의 표 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술의 

역에 있기 때문에 간섭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기 때문에 설령 

‘여성 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힙합 사이트

의 팬들 사이에서 이 주장은 우세하게 등장했다. 이는 송민호는 물론 

블랙넛과 같은, 힙합 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래퍼들의 과거 가사가 

문제되는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다. 딱히 아이돌인 송민호를 응원하고 

싶지는 않지만 블랙넛을 의 질타로부터 ‘구원’하기 해서는 

술의 자유가 최 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 술로서의) 힙합을 알지도 못하면서’로 요약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술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  합의 기 으로서 

‘약자에 한 오’는 지양되어야 하며 이 경우 표 의 자유는 당연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오’ 가사는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 존

재한다. 여기에는 재 미국의 경우에도 약자에 한 오라는 차원에

서 성차별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 덧붙여진다. 이들의 주장은 

‘힙합(의 변화)을 알지도 못하면서’로 요약될 수 있다. 남성훈은 송민호

의 가사가 ‘여성 오’ 이라는 제하에 미국 힙합의 변화를 주목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 미국 힙합 장르에서도 ‘여성 오’ 가사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을 강조한다. 미국 힙합에 이러한 

8) 이러한 주장을 그 로 이어 받아 여성래퍼 제이스와 키썸은 ‘성에 안 차’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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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송민호의 가사 역시 괜찮다는 논리

는 재 상황에 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9) 이와 같은 주장들

은 여성 온라인 이용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힙합 팬들에 의해서는 비

난을 받았다. “평론가들이나 힙합 팬들이나 좀 는 선 이라고 느

끼는 게, 결과 으로 힙합이 한국의 선비님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쫓겨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힙합 논

란’이 터지면 철 히 일반 의 상식 편에 서서 ‘힙합도 착합니다!’

를 외치고 다닌다는 거”10)와 같은 반응이 그러하다. 

이처럼 송민호를 둘러싼 논란들을 보면 모두 다 ‘힙알못’인 것처럼 

보인다. 평론가들이 보기에는 재 장르 내부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들도, 송민호도, Mnet도 ‘힙알못’이며,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과 

몇몇 무지한 래퍼들이 ‘힙알못’이고 힙합 팬의 입장에서는 이 ‘힙

알못’이다. 그리고 은 기꺼이 ‘힙알못’을 자처하며 힙합 장르는 

무가치하다고 정리해 버렸다. 여 히 차트에서 력을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힙합 음악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허세와 ‘여

성 오’에 든 힙합이 싫다는 반응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다. ‘힙알못’들은, 특히 여성 온라인 이용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에 

답했다. “힙합이 원래 그런 거면 알 쓰 기 장르 인정”이라고 말이

다. 그리고 ‘힙알못’들은 각종 유명한 래퍼의 가사를 뒤져 ‘쓰 기 장

르’인 힙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사들을 찾아냈다. 2014년 가장 인

기 있는 ‘남친형’ 래퍼 던 빈지노는 2015년 여성의 명품 취향을 비웃

9) 남성훈, ｢‘쇼미더머니’ 여성비하 랩 가사 논란, 왜 문제시해야 하는가(2015.7.13)｣

(http://board.rhythmer.net/src/go.php?n=16314&m=view&s=feature&p=2). 2015

년 10월 14일 확인.

10) 힙합엘이 게시 (http://hiphople.com/kboard/44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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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자신은 명품을 고집하는 표  ‘여 ’ 래퍼가 되었다. 

4. ‘힙알못’이 말합니다. “힙합이 원래 그런 거면 레알 쓰레

기 장르 인정”

이 모든 것이 다 힙합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

서 정말 힙합을 알아야 하는지 궁 해지는 순간이다. 미국 힙합 음악

에서 ‘여성 오’ 표 이 발생한 것은 미국 흑인 문화의 맥락 속에 있

기 때문에 이를 이해해야 하지, 단순히 힙합은 여성 오 장르라고 규

정해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주장(김 , 2014)은 일견 수 이 가는 말

이다. 힙합 장르만의 멋과 쾌감이 발생하는 구조에 한 이해가 필요

하며 장르는 원래 수용자와 생산자 간의 약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2010년 를 살아가면서 <쇼

미더머니 시즌 4>를 본 음악 감상자의 입장에서 이 주장은 의아할 

것이다. 지  문제는 컨  스눕독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

라, 송민호가 한국의 Mnet 방송국에서 한국어로 부른 노래를 듣고 놀

란 들이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명확한 ‘여성 오’ 

표 에 해 충격을 받은 여성 시청자들이 왜 미국 힙합의 맥락과 역

사를 알아야 하는 것인가? 미국에서 힙합 음악 아티스트들이 ‘여성

오’ 인 표 을 자주 쓴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의 힙합 음악에 동일하

게 등장하는 것의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는가? 

장르 팬덤 내부에서 한국 힙합의 진정성 규 이 ‘미국 인 것’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상한 의문과 혼란의 핵심일지도 모른다. 한국

에서 힙합을 듣는다고 해도 그 음악을 이해하는 기  혹은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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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 이 가장 미국 인 것에 있다는  말이다. 아이돌과 비되

는 진정성의 맥락 한편으로 강력한 것은 가장 ‘미국 인 것’이 ‘힙합

인 것’이라는 담론이다. 그래서 미국 힙합을 공부하고 알아야 하며, 

미국 힙합을 듣는 것이 우월하다는 생각이 암암리에 힙합 팬들 사이

에 퍼진 정서 구조인 것 같다. 한국에서 힙합 음악의 화 기에 

‘ 희가 힙합을 아느냐’고 묻던 것을 떠올려 보면, 힙합은 그냥 음악

이 아니라 ‘알아야 하는 것’이었다. 

알아야 하는 것은 ‘미국 인 것’인데, 그 ‘미국 인 것’에 장르의 

형식이나 미학이 아니라 정서의 구조, 오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

까? 오가 이해와 공부의 상인가? 기고가 윤 은은 “힙합에서 그 

코어가 설령 ‘라임’일 수는 있어도 ‘여성 오’일 리는 없다.”고 말한

다.11) 이는 단지 힙합 팬들이 한탄하는 ‘한국에서는 안 된다’의 문제

가 아니다. 힙합의 ‘여성 오’가 그 게 ‘미국 ’인 고유의 것이어서 

공부가 필요할 정도로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정도인데, 그것이 역사  

맥락도 상황도 다른 한국에서 재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다면 그 

이유는 한국 힙합은 미국 힙합의 번역이기 때문인가. ‘여성 오’에서 

시작한 논란이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한국 힙합은 무엇인가에 걸치

고야 만다.

한 이 논란은 한국의 경우 ‘여성 오’의 개념이 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커지기도 했다. ‘여성 오’는 사실 학술 인 개념으로 설

명이 필요한 용어이고, 부분의 평범한 수용자에게는 ‘ 오’라는 말 

때문에 성차별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성차별이나 비하

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다. 

11) 힙합 이야 게시 (http://board.hiphopplaya.com/view/1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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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힙합과 ‘여성 오’ 논쟁은 무나 오래된 것이지만 한국 힙합

에서는 제 로 논의가 되었던 이 없었다. 미국의 경우, 힙합과 여성

오는 장르의 수행자들이나 연구자들에게나 모두 요한 주제 다. 

로즈(Rose, 2008)는 힙합에 한 사회  논란을 다룬 책 힙합 쟁

(Hiphop Wars)에서 힙합이 여성폄하와 성차별주의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그에 한 반론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재 미국의 힙합 음악 

가사들이 ‘여성 오’를 드러내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흑인 남

성의 흑인 여성에 한 비하와 폄하로 읽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런데 힙합 음악 장르의 이어들은 실제로 “폄하되어야만 마땅한 

여성들(Bitches and Hoes)”이 있고 그 기 때문에 힙합의 ‘여성 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 으로 문제되어야 할 것도 아니고 성

차별도 아니며 궁극 으로 ‘여성 오’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한 

미국 가부장제 사회의 책임을 흑인 음악이 모두 지는 것 역시 부당하

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로즈는 이러한 반발이 갖는 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 있다고 해도 이들을 구분해 내고 

개념화하면서 이들의 타고난 속성인 것처럼 표 하여 비난하는 것(즉 

hoes와 같은 말)은 문제가 된다. 문제  행 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어떤 

성별의 속성이나 정체성이 될 수 없다. 한 이러한 언어들은 여성이 

성 으로 착취되는 구조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미국 사회에서 많은 

흑인 여성들이 사실상 ‘Bitch&hoe’로서 성 상품화를 통해 생계를 유지

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조건과 문제를 여성 개개

인의 품성 문제로 돌리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는 ‘여성 오’

이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힙합은 명백하게 ‘여성 오’  가사를 

양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마찬가지로 말이다. 물론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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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부장제의 책임을 신 질 수는 없다. 가부장제  성차별은 힙합

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발생한 다른 다양한 ‘사건’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힙합 음악은 뿌리 깊은 여성 오의 정서 구조를 드

러낸 문화의 한 역에 불과하다. 그러나 힙합 음악의 재가 ‘여

성 오 ’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한 ‘여성 오’의 핵심  기제  하나는 ‘ 상화’이다. 상화는 

인간의 인격과 주체  단, 자율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송민호의 가사가 ‘여성 오’가 아니라는 주장은 ‘여성 오’라는 학술

 용어가 담는 내용에 한 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송민호의 라인은 명백히 여성의 성  자율성과 주체  

단을 부인하는 방식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 오’ 이다. 

거기에 어떤 역사  맥락과 조건이 있다고 해도 그 효과가 성차별

이라면 그에 한 문제제기를 지속 으로 하려는 움직임과 목소리

에 해서 단지 ‘힙합을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핀잔하면서 담론 형성

을 막는 것은 문제가 된다. 평론가 강일권은 ‘힙합은 원래 그래’라는 

주장은 오히려 힙합 장르에 한 비하와 멸시만을 불러올 뿐이므로 

미국 힙합 장르 내에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한 미국에서 한다고 한국에서도 한다는 방식의 근을 지양해야 함을 

주장한다.12) 

12) 강일권, ｢힙합과 여성비하 그 오해와 진실｣, 20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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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힙합은 왜케 여성혐오적인 노래들이 많을까?”13)라고 묻

는 여성들에게, 어떤 답을

<쇼미더머니 시즌 4>는 송민호가 우승하지 않는 반  아닌 반 으

로 끝났다. 그리고 그 이 과 이후로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는 “힙합

은 왜  ‘여성 오’ 인 노래들이 많을까”라는 질문이 심심찮게 올라

온다. 하지만 힙합 팬들은 이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사실 ‘힙합은 

원래 그래’라면서 ‘힙합을 알지도 못하는’ 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

론 한국 힙합 팬덤 내에서 오래된 정서이기도 하다. 오히려 이를 기회

로 ‘진정한 힙합 팬’이 아닌 여성 팬들을 걸러내게 되어 기뻐하는 목

소리도 존재한다. “Listener 에도 Real이 있고 Wack이 있지.”14)라는 

말은 힙합의 진정성은 아티스트에게만이 아니라 팬에게도 용됨을 

함의한다. 그리고 그 ‘진정함’ 속에 여성은 체로 포함되지 않아 왔다.

황미요조(2015)는 이 게 여성 소비자의 진정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맥락 역시 ‘여성 오’임을 주장한다. 여성의 지  능력이나 감식력에 

한 무시, 폄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힙합의 경우 여성 팬에 

한 무시는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 오’ 인 부분이 있다. 일리네어

의 여성 팬은 얼빠로 치부되고, ‘힙알못’ 여성들이 몰려와 오로지 지

코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진정한 힙합 팬은 지코가 나오는 공연에 가

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같은 소비자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로부터 가사를 통해 

비하 상이 된 여성들에게 이제 어떤 팬의 즐거움을 릴 수 있을까. 

13) 여성 커뮤니티 외커 게시 (http://www.oeker.net/bbs/board.php?bo_table=gar 

den&wr_id=1816519).

14) 힙합엘이 게시 (http://hiphople.com/kboard/448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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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장르의 팬을 자처했던 여성 팬들은 이제까지의 무분별한 소비를 

반성하면서 ‘여 ’ 아닌 가사를 쓰는 래퍼를 찾아 나서거나, 힙합 팬

을 그만두기를 선언하기도 한다.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 힙합 장르

에 한 비 은 강도가  강해져서, 힙합에 해 화할 때에 항상 

‘나는 얼빠가 아니지만’을 주장해야 했던 빈지노 팬들은 이제 더 이상 

온라인에서 빈지노의 팬임을 밝히기 어려워지고 있다. 여성 힙합 팬의 

정체성과 치는 혼란스러워졌다. 힙합 장르의 팬이 려온 즐거움의 

차원은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힙합의 진정성에 한 담

론 구조는 여성 오를 경유하면서 이처럼 생산과 소비 차원에서 모두 

여성 팬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여 히 여성 소비자가 문화 상품과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 여성 팬덤의 곤란함은 장기 으로 힙합 장르의 산업  변화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 소비, 산업과 맥락은 긴 한 계를 맺고 상호 향을 주고받

는다. 힙합 음악의 생산과 소비 주체 모두가 이번에 불거진 힙합 음악

과 진정성의 맥락, 그리고 여성 오라는 문제에 답을 비해야 한다는 

은 더욱 분명해졌다. ‘미국 인 것’과 한국 힙합의 계, 재 구축

된 장르 진정성의 구조에 해서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이 답을 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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