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들의 탈영토화된 음악실천과 코즈모폴리턴 문화공간의 생산
- 서양계 이주민 밴드를 중심으로
Living Home Abroad - Deterritorialized Musical Practices of ‘Expats’ and Production of
Cosmopolitan Cultural Space in Korea -

저자
(Authors)

이기웅
Lee, Keewoong

출처
(Source)

대중음악 , (15), 2015.5, 74-92 (19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 (15), 2015.5, 74-92 (1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340479

APA Style 이기웅 (2015). 이주민들의 탈영토화된 음악실천과 코즈모폴리턴 문화공간의
생산. 대중음악, (15), 74-92.

이용정보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
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
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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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Issue/VOIS00237423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Issue/VOIS00237423
http://www.dbpia.co.kr/Publisher/IPRD00013533


74   음악 통권 15호(2015년 상반기)

대중음악
일반논문

이주민들의 탈영토화된 음악실천과 

코즈모폴리턴 문화공간의 생산:

서양계 이주민 밴드를 중심으로*41)

이기웅(성공회 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 서론: 이주자인가, 외국인인가?

2. 재미를 위한 음악

3.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수행

4. 결론

1990년  반 이후 홍  지역은 한국 인디음악의 심지로 치해 왔다. 

그런데 홍  인디 커뮤니티가 창기부터 지역  문화교류의 산물이었다는 

은 종종 간과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 원어민 어 교사 는 강사로 입국한 

어권 서양 이주민들은 처음부터 홍  커뮤니티 형성의 요한 에이 트 역

할을 수행했다. 창기 그들의 역할은 클럽고어, 팬 는 한국인 밴드의 사이

드맨 등 두드러지지 않는 것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이들의 역할은 다양해졌고, 그 활동의 가시성 한 높아졌다. 이주민들로만 

구성되거나 이주민을 리더로 하는 밴드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으며, 이

주민이 운 하는 코드 이블, 라이  공간, 공연 이벤트 회사, 블로그 등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이주민 음악 네

트워크는 새로운 신을 형성하고 홍  지역의 문화 지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왜, 어떻게 발생하 는가,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 이 논문( 서)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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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은 구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각각의 참가자가 수행하는 매개에 을 맞춰서 이에 한 

규명을 시도한다. 이를 통하여 이 은 이러한 변화가 외국 땅에 자기들만의 

정동  공간을 창조하고 확보하기 한 서양계 이주민들의 욕망과 투쟁의 산

물임과 동시에 ‘코즈모폴리턴’ 공간의 발생을 래하는 이 이고 복잡한 

매개의 과정임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 은 지속 으로 변화하는 공간이 

생산하는 새로운 감정, 실천, 그리고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해서도 논의

한다.

백인 이주민 개념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간주된다. 

이주민은 백인으로 연상되는 일이 드물고, 

백인은 좀처럼 이주민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리를 벗어난’ 백인 주체는 여행자, 주재원, 세계를 넘나드는 

문직 종사자 등으로 상상되거나, 

그도 아니면 그  유럽인 는 북미인으로 통용될 뿐이다.

―캐트린 런스트롬, ｢백색 이주｣ 에서

1. 서론: 이주자인가, 외국인인가?

캐트린 런스트롬(Catrin Lunström)의  인용구가 명시하듯, 백인 이

주의 문제는 오랫동안 이주 연구의 맹 으로 존재해 왔다. 이주 연구

가 이주를 유색인종이 삶의 기회를 개선하기 하여 가난한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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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나라로 이동하는 것으로 실질 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경을 

넘는 백인들의 이동을 감지하는 데 무력했기 때문이다. 보통의 이주민

들처럼 일자리를 얻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하기 하여 외국행

을 택하는 백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통상 이주민으

로 지칭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백인 이주에 한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 연구에서 백인의 부재는 

학문 자체를 특정하게 채색하기도 한다. 이주 연구는 차별, 주변화, 

착취 등의 사회악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고통과 불가분의 계를 형성

한다(Clifford, 1994; Knight, 2002). 이는 이주 연구가 주로 서유럽과 북

미에 치한 백인 학자들의 에서 인종 ·민족  타자들의 유입을 

주된 연구 상으로 하는 것으로 치 설정된 학문임을 보여 다.

21세기에 어들면서 이주 연구는 한국에서도 크게 성행하는 학문 

분야가 되었다. 이는 한국 내 비한국인 육체의 가시성이 속하게 증

가한 것과 깊은 연 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주 연구는 서양

의 례를 따라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국에서 온 

재 동포 노동자 등 비백인 이주민들에만 으로 심을 집 했다. 

한국의 도시에서 백인은 유색인종에 비해 훨씬 높은 가시성을 나타

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하다시피 한 실정이

다. 이들에 한 연구는 부분 원어민 어교사/강사에 한 연구에 

집 되어 있는데, 교육학 분야에서 어 학습의 효과에 을 맞춘 

것에 집 되어 있을 뿐, 이들의 삶에 주목한 사회학  는 인류학  

연구는 거의 없다. 문화  근을 취한 연구로는 한국에 한 이들의 

인식  태도에 주목한 것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Park, 2011;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 까지 간과되어 온 이주의 한 부분을 

이주민들의 문화 활동, 특히 음악 활동에 을 맞춰 규명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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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난 2년 동안 소  외국인 뮤직 신(the expat music scene)이 폭발  

성장세를 나타냈다. 외국인들로 구성된 밴드와 솔로 아티스트들이 거

의 매일 새롭게 등장하여 매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

하고 있다. 이들은 최 에 이태원이나 해방  등 외국인 집지역에 

한정되어 활동하 으나, 최근 들어 인디문화의 성지로 불리는 홍 까

지 진출하여 주말마다 한국 인디 밴드들과 나란히 무 에 서서 한국 

청 을 상으로 연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 음악팬의 입장에

서, 이들의 음악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과연 이들의 음악은 

한국 음악일까 아닐까?  세계에서 이들의 음악을 듣고 이들의 공연

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한국뿐이라는 에서 이들의 음악을 한국 음

악으로 분류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이는 분

명 우리가 ‘한국 음악’이라고 할 때 연상되는 그런 음악과는 크게 다

르다. 그 다면 이 음악은 과연 무엇일까?  지구화와 국경을 넘는 

이동성의 시 에 음악에 국 을 부여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성을 지

닐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한 답을 구하기 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4년 

부터 장조사를 실시하 다. 지 까지 18명의 음악가와 신 내부자

들을 면 조사하 고, 이들 밴드의 공연에 찾아가 참여 찰을 수행하

으며, 밴드 멤버  계자들과 사 인 화를 통해서 외국인 신의 

보다 내 한 부분을 들여다보려 했다. 조사의 은 외국인 뮤직 신

에 한 구체  정보를 획득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의미와 목 을 이해하며, ‘제자리를 벗어난(out of place)’ 사람들의 문

화  정체성과 그 효과를 탐구하는 데 놓 다.

본격 인 논의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연구의 상을 구체화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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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이주민 는 이주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이름은 ‘expats’ 는 ‘first world expats’다. expat

이라는 말에 한 한 번역어를 찾기 어려운 계로 이 에서는 

일단 expat을 ‘외국인’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한국에서 ‘외국’이라는 

말을 발화할 때 교환되는 의미는 아직도 서유럽과 북미의 잘사는 나

라들과 연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은 비교  정확히 

단어의 의미를 살리는 것으로 단된다.  하나의 고려는 한국 계

자들이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외국인’이었다는 이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함의를 지닌다. 하나는 이들의 이주가 

자발 이라는 이고 다른 하나는 일시 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서 이들은 일반  ‘이주민’들과 달리 외국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

라 상사 주재원 등으로 견되어 가든지, 모험이나 라이 스타일을 

추구하기 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외국인’들은 경제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에서 취업 망이 그 게 

희망 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사한 외국인들은 다양한 직업

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최  입국은 거의 외 없이 원어민 어교사

의 자격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의 입국 목 은 일자리와 삶의 질인 것

이다. 한국은 원어민 교사에 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입국과 

정착은 다른 이주민들에 비해 단히 용이하다. 면 에 응한 외국인들 

 입국과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편하고 안락한 조건은 이들의 정착을 자극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실제로 상당수는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동

할 계획 없이 한국에서 수년 는 수십 년간 거주하고 있었고,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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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장기 거주를 한 비자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에서 이들은 이주민 는 이주민 노동자의 

범주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름은 

이들에 한 정확한 묘사라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주민’

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제1세계 외국인’이라는 말도 부정확하기는 마

찬가지다. 제1세계에는 흔히 일본이 포함되지만, 이 집단에서 일본인

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반면 일반 으로 제1세계로 분류되지 않는 남

아 리카공화국은 이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에서 이러한 명명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굳이 이주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부르는 것은 

실에서 특정한 효과를 산출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이

들을 구별하고, 이들을 특권  집단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국의 경우 이들이 리는 특권은 런스트롬이 말한 ‘백색자본’(2014: 

13), 즉 인종  특성에 유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에는 아 리

카계 캐나다인, 한국계 미국인, 만계 미국인, 이란계 미국인 등 백인

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비백인에 

한 직장 내/직업  차별은 명백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근할 수 없는 간계  노동  여가 

공간에 한 근권이 주어지며, 그것은 이들이 자신의 생활기회를 

증진하는 발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들을 고려할 때, 한국에

서 ‘외국인’의 특권은 백인이라는 인종자본보다는 어 원어민이고 

어권 국가 출신이라는 언어자본에 더욱 크게 근거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원어민 교사 인정 국가에 한 한국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한국의 이민법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에게 부여되는 E2비자

는 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 리카공화국,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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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7개국으로 한정되어 있다. 필리핀이나 나이지리아 출신은 아무리 

어를 잘한다고 해도 어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이들의 사회경제  지 에도 

향을 미친다. 다른 이주민들의 경우 국경을 넘는 것이 수입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계  지 의 하강이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경우 반 로 월경이 계 의 상승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

물지 않다. 학사학 만 갖고도 학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지 않은 

것이다.  다른 이주민들의 경우 한국어를 못할 경우 다양한 불이익

과 차별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들의 경우는 한국인들이 오히려 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2. 재미를 위한 음악

홍 , 이태원, 해방  등 소  ‘핫’한 는 ‘힙’한 장소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이들이 지닌 특권을 시연(enactment)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소들은 첨단의 세련된 문화  취향을 통해 인

의 출입을 단속하고 규제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들이 지닌 취향은 

어권 이주민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의 내용과 어느 정도 상응한다. 

이러한 으로 인하여 이들은 이 장소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소 내에 자기들만의 공간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이 형성한 공간은 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한국의 

문화, 나아가서 안문화와도 구분되는 특정한 문화  취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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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는다. 특히 언어의 장벽은 이 공간의 출입자를 

외국인과 어에 능통한 한국인(유학이나 이민 등을 통해 미권 도시

의 문화를 흡수한 은이들)으로 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2년여 동안 이 공간은 밴드와 솔로 아티스트 등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련 행 자, 기구  제도들로 채워져 왔다. 외국

인이 운 하는 라이  클럽, 코딩 스튜디오, 이벤트회사, 외국인 사

진작가, 비주얼 아티스트, 블로거, 미디어, 나아가 외국인 페스티벌 등

이 이 등장하면서 외국인 뮤직 신은 빠른 속도로 자족 인 신으

로 성장해 왔다. 재 이 신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음반회

사인데, 이 역시 몇 차례 설립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음악가들은 존재조건에서 비롯되는 근본 인 도

에 일상 으로 직면하곤 한다. 그  가장 요한 것은 이들이 출입국

의 제한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이다. 이는 이들의 음악  야심을 

근본 으로 제약한다. 재 활동 인 음악가들의 부분은 회화 지도

가 목 인 한 E2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비자는 이들이 회화 지도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다른 수단으로 수입을 올릴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으로 이들이 직업  음악 활동을 추구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 나아가서, 출입국 제한은 

이들 밴드의 잦은 멤버 교체와 짧은 수명에도 결정  요인으로 작용

한다. 이 연구의 조사 상인 밴드들  출국으로 인한 멤버 교체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무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분의 밴드들은 음악을 직업이라기보다는 취

미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취미는 종종 직업보다 더 큰 요

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밴드의 수만큼이나 이들이 음악을 하

는 태도는 다양하다. 그 한쪽 극단에는 유즈드 카세츠(Used Cassette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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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은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2014년 한국 음반 이블인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한국 시장에 안착하기 

하여 한국어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TV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다. 

다른 극단에는 스터즈 로니건 익스피리언스(The Studs Lonnigan Experi-

ence)가 있다. 9인조 소울밴드인 이 그룹은 음악과 직업 사이에 명확한 

선을 는다. 이들은 코딩, 작곡, 홍보 등의 활동에 아무런 심을 

갖지 않는다. 그  좋은 공연을 하는 데서 만족을 느낄 뿐이다. 직업 

밴드들과 같은 무 에 서고, 때로는 탁월한 수 의 연주를 들려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를 철 히 아마추어로 규정한다. 다음으로 이 

두 밴드의 간 정도에 뉴 블루 데스(New Blue Death)가 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음악을 부지런히 홍보한다. 

이들의 노래는 아일랜드의 BBC 얼스터 라디오에서 종종 방송되며, 

2014년에는 자신문 코리아 해럴드에도 이들에 한 기사가 크게 

실린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청 에 하여 매우 로벌한 근을 

취한다. 비록 물리  활동 무 는 한국에 국한되지만, 이러한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세계 어디서든 성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고, 혹시

라도 어느 나라에서든 자신들의 음악이 인기를 얻게 되면 언제든 이

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음악 스타일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기 수 을 비 실 으로 높이지 않고, 재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외의 다른 밴드들은 음악  

야심에 있어서 이들 세 밴드 사이의 어디쯤에 자리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밴드가 아마추어 밴드라고 해서 이들의 음악 수 이나 음악

에 한 태도가 아마추어 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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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존재조건으로 인하여 아마추어라는 존재형식을 채택한 것일 

뿐, 거의 부분의 역에서 로페셔  밴드와 동일한 활동 방식을 

보여 다. 물론 이들의 아마추어리즘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국면도 물

론 존재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들이 매년 8월에 외 없이 실천

하는 여름휴가다.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에 이르는 여름휴가 

기간 동안 외국인 밴드 신은 개 휴업 상태에 들어간다. 한국에서 8월

은 페스티벌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기간이다. 조사 과정에서 형 

페스티벌 무 에 오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밴드도 있었지만, 그럼

에도 이들은 여름휴가를 희생하지는 않는다.

이 맥락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제기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음

악을 하는 의미와 목 은 무엇일까? 좀 더 구체 으로, 이들이 로 

밴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로 밴드를 수행하는 이유

는 무엇일까? 외국인 밴드  스터즈 로니건 익스피리언스처럼 단순

히 음악을 연주하는 데만 만족하는 밴드는 드물다. 이들은 음반을 만

들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음반을 평론가에게 평가받고, 뮤

직비디오를 만들고, 화보를 촬 하며, 로고를 만들고, 머천다이즈를 

생산한다. 자신들의 음반이 거의 팔리지 않고, 극소수의 친구들만 자

기들의 뮤직비디오를   것이라는 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한 

설령 음반이 상치 않게 잘 팔린다 해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라는 을 이들은 잘 안다.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당장 

직업 으로 음악활동을 할 처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들은 

왜 이 게 힘들게, 많은 돈과 에 지를 소모해 가면서 이처럼 아무 

소용없는 일에 몰두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이들 스스

로도 자신들이 왜 그러는지 답을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 다. 아마

도 이 모든 것이 록 밴드를 수행하는 일부이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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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록 밴드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뿐 아니

라 앞서 언 된 모든 요소들의 총체인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이것

이 록 밴드의 념에 깊숙이 각인되어서 다른 방식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

3.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수행

코즈모폴리터니즘은 한때 계몽주의의 한 이상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재 그것은 기껏해야 순박한 이상이거나 최악의 경우 공허한 

이데올로기로 간주되고 있다. 라이도티 등(2014)은 최근 작에서 

포퓰리즘 정치의 부상과 융 기의 발발 이래 코즈모폴리터니즘의 

학문  가치가 의문에 부쳐지고, 정치  의미는 의심스러워졌다고 주

장한다. 비록 학문과 정치의 역에서 불신의 상이 되었다고 해도, 

코즈모폴리터니즘은 아직도 특정 사회집단의 담론에서 낭만화의 

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조사에서 다수의 

조사 상자는 코즈모폴리터니즘에 하여 정 인 태도를 나타냈고, 

극 으로 자신을 코즈모폴리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자신을 명확

하게 그러한 용어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자국의 

문화로 정의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유연하고 개방 인 코즈모폴리턴  

정체성을 드러낸 경우도 많았다. 를 들어 “나는 내 자신을 특정하게 

범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나일뿐이다”라고 말한 

피터(가명)나 “나는 좀 더 서구 이기는 하지만 한국 인 것과도 균형

을 맞춰야 한다. 내 생각에 나는 이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을 이룬 존재

인 것 같다”는 캐시(가명)의 주장은 조사 상자들에게서 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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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반응이다.

그러나 자신을 코즈모폴리턴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 게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다면 과연 코즈모폴리턴이란 무엇

인가? 코즈모폴리턴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

가? 조사 상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종종 코즈모폴리턴이라기보다 

그에 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 한국에서 밴드를 만들고 음악을 하

는가라는 질문에 해서 몇몇 응답자들은 “고향에서 하던 로 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밴드 활동은 고향 같은(home-like) 공

간과 일상을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 만드는 실천인 것이다. 밴드

와 음악을 통해 이러한 목 을 달성하는 실천은 한국 내 다른 이주민 

집단들에게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어권 디아스포라들의 독특한 

실천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사 상자들이 한국행과 련하여 

다양한 이유를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그 하나로 언 되

지 않고 있다는 이다. 즉 한국에서 열심히 음악활동을 하는 외국인

들  음악을 하기 해 한국을 찾은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이들 

에는 한국에 오기 까지 한국에 해서 거의 알지 못했던 사람도 

지 않다. 이런 이들이 한국의 음악에 하여 알 리는 만무하다. 

실제로 조사 상자들은 한국의 음악, 나아가 문화에 하여 

거의 알지 못했고, 심도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향

에서 했던 음악을 계속하는 것일 뿐이었다. 울  하네르즈(1996)는 코

즈모폴리터니즘을 “타자와 교류하고자 하는 지향과 의지… 다양한 문

화  경험에 한 지 이고 미학 인 개방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외국인들의 음악에 한 태도, 취향, 실천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이 아니라 편 한 국지주의(parochialism)에 더 가까

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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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국지주의는 특정한 조건에 코즈모폴리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어(Moore, 2014)가 주장한 바와 같이, 코즈

모폴리터니즘은 고정된 원리의 총합이 아니라 개방 이고 지속 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외국인들의 코즈모폴리

턴 수행은 기존의 원리를 실 하는 것이라기보다 국지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물질 으로 매개되는 과정으로 야할 것이다. 한국

의 인디음악은 오랫동안 외국의 향이 강한 음악으로, 심지어 한국인

들이 연주하는 외국 음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국 음악, 미국 

음악, 일본 음악이 한국 인디음악의 삼  향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 음악에 향 받았음을 밝히는 아티스트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숫자는 아직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한국 인디음악에 배어 있는 외국 음악은 그 범 가 매우 좁다. 부분

의 아티스트들이 동일한 음악을 듣고 동일한 퍼런스를 공유한다. 

그 결과 동질 인 음악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여 외국인 

밴드들은  다른 종류의 외국 음악을 들려 으로써, 한국 인디음악

이 연주하는 외국 음악이 실은 그 치가 만들어진 것이며 지역화된 

것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이 은 ‘외국인 뮤직 신’의 일원으로 활동

하는 한국인 밴드들의 음악을 통해서도 웅변 으로 드러난다. 외국인 

밴드들과 가까이서 교류해 온 러 엑스테 오, 웨이스티드 자니스, 

해서 그런지 등의 밴드는 홍  인디밴드의 규범화된 사운드와는 확

연히 다른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이다. 

외국인 밴드들의 코즈모폴리턴 수행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양상

은 이들의 ‘제자리를 벗어난’ 실존에 의하여 조건이 만들어진 실천이

다. 이들 다수는 자국에서 밴드 활동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이들은 어린 시 부터 함께 자라난 동네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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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했다. 그러나 한국으로의 이주는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조사 

상 밴드들은 하나의 외도 없이 모두가 ‘다문화’ 밴드 다. 같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나라 출신 멤버들로 구성된 밴드조차 

하나도 없었다. 한 밴드는 캐나다, 미국, 한국 출신의 멤버로 구성되었

고, 다른 밴드는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출신의 멤버로 이루

어졌다. 이는 이들이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상을 일상 으로 진행해

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의 이  밴드 경험과 비교하여 이러한 

다문화주의가 음악  생산물의 질과 방향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

지에 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에 도달하지 못했다.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 문제는 장소와 음악에 하여  하나의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

한다. 앤디 베넷에 따르면 장소는 오랫동안 음악  진정성의 주된 원

천으로 간주되어 왔다. 뉴올리언스 재즈, 미시시피 델타 블루스, 멤피

스 소울 등 장소는 그 음악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직인과 같은 역할

을 해 왔다. 그 다면 외국인 밴드들이 연주하는 장소 없는 탈 토화

된 음악은 무엇인가? 그들 음악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는가? 

이들의 음악은 진정성이 없는 음악인가? 이 질문들 역시 확실한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잠정 으로 이들의 음악은 여기에도 기

에도 속하지 않는, 새롭게 등장하는 코즈모폴리턴 공간의 음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런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문제들을 낳는다. 그 다면 이러한 음악은 기존의 장소에 기반을 둔 

음악과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연

구를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들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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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에서 우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록 밴드 실천 양상

에 하여 살펴 으로써 이주민과 외국인이라는 호명에 내포된 인종

주의  함의가 어떻게 물질화되며, 언어자본이 어떻게 문화  공간 

자본으로 환 되는지에 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에 하여 이 논문에

서는 한국 인디음악 신의 맥락에서 이주민과 외국인의 구분은 인종자

본보다 언어자본의 효과임을 주장했고, 언어자본은 홍 , 이태원, 해

방  등 문화  첨단지 에 한 근권뿐 아니라 어를 공통의 언

어로 사용하고 특수한 음악  취향을 공유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자신

들만의 특수한 공간을 유할 수 있는 특권을 그 소유자들에게 부여

함을 밝혔다. 

필자가 ‘코즈모폴리턴 공간’이라 이름붙인 이 공간에서 다양한 행

자들은 각자의 조건과 략에 따라 다양한 행 패턴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이 공간의 복잡한 얼개를 공동으로 만들어간다. 특히 이들

이 공통 으로 직면한 정주의 일시성과 불확실성은 이들의 음악활동

이 무정형 이고 탈상업 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공간의 존은 그것을 감싸고 있는 한국 음악에 해서도 

‘가요’ 는 ‘한국 음악’의 의미 규정을 어렵게 만들며, 궁극 으

로 장소에 근거한 문화  형태에 하여 도 을 가한다. 이러한 탈

토  음악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것이 토에 근거한 음악과 어떻게 

다른가는 여 히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러한 

공간의 외연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아직은 음악계

의 주변부에 상 으로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유즈드 

카세츠의 활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류로 흘러넘칠 조짐도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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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이 공간에서 생산되는 음악이 향후 한국 음악에 어

떠한 작용을 가할 것인지에 해 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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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ving Home Abroad: 

Deterritorialized Musical Practices of ‘Expats’ and 

Production of Cosmopolitan Cultural Space in Korea

Lee, Keewoong(IEAS, Sungkonghoe University)

Hongdae, a small neighborhood in western Seoul, has long been the 

epicenter of Korean indie music. However, it has often been neglected 

that, from the very beginning, the Hongdae indie community has been 

a product of translocal cultural exchange. In particular, western expats, 

mostly came to Korea as English teachers, have been important agents 

in the making of the community. At first, their roles were more or less 

confined to the rather muted role of club-goers or supporting roles such 

as sidemen in a Korean-led band or its entourage. Lately, however, they 

began to take on wider roles and become quite active in various 

initiatives. There emerged a host of all-expat or expat-led bands, ex-

pat-run record labels and live venues, expat event organizers, bloggers 

and music crews. This rapidly expanding network is creating a new scene 

and changing cultural geography of the neighborhood.

This paper traces why and how this change came about; what forces 

were in play when it happened; and what effects it has produced focusing 

on the mediations each participant carried out in the process.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this change was an outcome of western expats’ desire 

to create an affective space in which they could ‘feeling at home’ on 

a foreign soil, it always ends up producing more ‘cosmopolita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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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 involves complex mediations of heterogeneous actors. For this reason, 

the space keeps evolving producing new emotions, practices and 

identities. 

Keywords: expats, migration, deterritorialization, linguistic capital, cos-

mopolita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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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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