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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학술 회 발표논문

힙합과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소고

양재 (CUNY Graduate Center 인류학과)

1. 들어가며 

2. 아시안 아메리카의 힙합 음악

3. 지역 인디 힙합 신과 범아시안 네트워크

4. 아시안 아메리칸 힙하퍼와 종족 정체성

5. 나오며

미국에서 음악 혹은 문화로서 힙합의 생산과 소비는 더 이상 아 리칸 아

메리칸 흑인들의 유물이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청년집단들

이 힙합 문화의 주체로 활약하고 있음에도 아시안 아메리칸(아시아계 미국인)

들은 여 히 힙합의 주변인으로 간주되는 게 실이다. 이는 주류 언론과 미

디어를 심으로 한 아시안 아메리칸에 한 편견의 탓이 크다. 가령, ‘흑인도 

백인도 아닌’ 애매한 인종  특성과 주류사회에서 구축된 ‘모델 마이 리티

(model minority)’ 이미지 등을 이유로, 아시안 아메리칸은 기존 힙합 문화의 

‘마치스모(machismo)’ 인 태도에 맞지 않는 인종 혹은 종족(ethnic) 집단으로 

단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편견과 부정에도 힙합 음악과 그 문화  표

물들은 미국 내 도시를 심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청년집단의 새로운 문

화  실천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은 이들 새로운 세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특히 주류 음악산업 바깥

에서 힙합 문화와 음악의 실천에 개입하는 과정과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샌

란시스코 베이에리어를 심으로 진행된 필드워크와 리서치를 바탕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청년집단이 하나의 지역 하 문화로서 힙합의 수용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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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정체성 형성, 인종과 종족

에 여하는 과정과 그 실천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힙합의 다양

한 문화  표 물과 이벤트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 유’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복잡한 정체성을 표 하거나 재고하는 과정과 방식도 다루고자 한다. 

힙합 문화와 그 공동체가 일반 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청년집단을 배제해왔

음을 고려할 때, 힙합의 소비 혹은 생산에 개입하는 과정이 아시안 아메리칸 

청년들의 인종, 혹은 종족 정체성 형성과 어떤 연 을 맺는지를 살펴보는 것

은 흥미로운 인류학  주제가 될 것이다.

1. 들어가며

……Wit no participation, yall ain’t part of my nation/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에 속할 수 없어)

Put ya hands up in the sky if you love bein asian/

(아시아인이라는 것에 만족한다면 손을 하늘 높이 치켜들어)

[……]

I’m that grey matter between black and white/ 

(나는 흑백 사이의 회색 종자)

I’m the kind you can’t define right/ 

(제 로 정의하기 힘든 존재)

I’m that kid that you don’t respect/ 

(존 받기 어려운 아이지)

[……]

Yo my people got no power cuz you too damn quiet/

(내 동료들은 무 말이 없어 아무 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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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ready to blow spots, I’m ready to blow shots to the brain of John 

McCain……/

(난 존 매 인의 머리통을 까발리고 공격할 비가 되었어)

−첸(Chan)의 <Part of the Nation> 에서

힙합 문화와 음악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청년집단의 표 문화 

아이콘이자 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흘 지만, 아

시아계 미국인(혹은 아시안 아메리칸) 청년집단은 여 히 미국 힙합 생

산과 소비 지형 내에서 사실상 사각지 에 속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아시아계 이민 집단에 한 미국 주류사회의 지속 인 편견과 

부정  혹은 냉소  이미지가 문화실천의 역에까지 고스란히 반

되어서인 듯하다. 즉, 흑인도 백인도 아닌 인종  특성, 흑인이나 다른 

소수인종·소수민족 집단과의 원활하지 못한 사회  계, ‘모델 마이

리티(model minority)’1)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구축된 아시아계 이민 

집단의 모습은, 어도 음악 ·문화  표 의 주체로서 ‘마치스모

(machismo)’ 흑인이 군림해온 힙합과는 그다지 궁합이 맞진 않는 듯하

다.2) 실제로 주류 미국 힙합 음악 시장과 산업 체를 염두에 둔다면 

1) ‘모델 마이 리티’는 경제 ·사회  성공을 해 주류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와 

도덕규범을 충실히 따르고자 애쓰는 소수인종 혹은 종족 집단을 일반 으로 

지칭한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은 보수  정치제도에 순응하고 고등교육을 

해 노력하며 문직 직업을 열망하는 이미지가 주류 미디어를 통해 구축되면서 

미국 사회의 표 인 모델 마이 리티 집단으로 규정되어왔다. 이는 아 리칸 

아메리칸 흑인이나 라티노 이민 집단의 남성 심 이고 폭력 인 ‘마치스모’ 

이미지, 그리고 주류 사회에 한 공격  반감과는 묘한 조를 이룬다. 따라서 

모델 마이 리티 논의는 아시안 아메리칸과 여타 소수인종 집단 사이의 갈등과 

립을 설명하는 요한 기제가 되기도 한다.

2) Cheng, L. and P. Q. Yang, “Asian: The ‘Model Minority’ Deconstructed” in Ethnic 

Los Angeles. Edited by R. Waldinger and M. Bozorgmehr, New York: Russell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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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아티스트들의 활약상을 목격하기는 여 히 쉽지 않은 게 

실이다.3)

하지만 지역 인디 신으로 고 들어간다면 상황이 그 게 일방 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아시아계 인구가 집되어 있는 미국 동부와 서

부의 메트로폴리탄 일 는 1990년  후반 이후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아티스트들의 양 ·질  성장이 사롭지 않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힙합 음악과 문화의 생산에 직  여하는 뮤지션, 그래피티 아티스

트, 이크 서 혹은 다양한 공연과 음반 작업 종사자들 외에, 지역 

인디 신에 수용자 입장에서 극 이고 집단 으로 참여하는 아시아

계 ‘힙하퍼들(hip-hoppers)’의 성장 역시 목할 만하다는 이다. 어

도 뉴욕, 엘에이(LA), 샌 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지역에만 한정한다

면, 이들 아시안 아메리칸 힙하퍼는 지역 인디 힙합 신의 가장 극

인 수용자 혹은 소비자 집단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해도 무방

할 것이다.

이 은 미국 내에서 인구 비례 아시아계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 지역  하나인 샌 란시스코 베이에리어(Bay Area) 일 의 인

디힙합 신에서 진행되는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아티스트와 힙하퍼들

의 음악 ·문화  실천에 한 짧은 고찰이 하나의 축을 이룬다.4) 한

Foundation, 1996, pp. 305~344; Prashad, V.,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Afro-Asian Connections and the Myth of Cultural Purity, Boston, MA: Beacon Press, 

2001; Shulman, S. Editor.,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African American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2004.

3) 블랙 아이드 피스(Black Eyed Peas), 넵튠스(Neptunes) 같은 인기 힙합 그룹의 

멤버로 활약 인 필리핀계 뮤지션들, 한때 국내에서도 리 알려진 록그룹 링킨 

크(Linkin Park)의 한국계 디제이 등을 제외한다면,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아티

스트를 주류 음반시장에서 찾기는 최근까지도 쉽지 않았다.

4) 캘리포니아는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2004년 재 10%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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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힙합이 이들 아시안 아메리칸 청년들의 종족(ethnic) 혹은 인종

(racial) 정체성의 형성 과정과 어떤 식으로 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피

는 것이  다른 요한 축을 이룰 것이다. 즉,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미국인(아메리칸)으로 규정할지, 아시아계 미국인(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제한할지, 혹은 한국인· 국인·인도인 등과 같은 단일 종족 아시아인

(아시안)으로 단순정의할지 나름 고민의 과정을 진행할 때 과연 힙합 

음악의 문화실천은 어떤 의미와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한정된 지면 때문에 이 은 로컬 힙하퍼 에서도 2세

(second generation)5) 남성 아시아계 미국인 청년들에 국한해 논의하고, 

지역 인디 힙합 신의 생산과 소비 각 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다

양한 문화 실천 에서 종족·인종의 문제와 더욱 직 으로 연 된 

음악 ·문화  실천의 사례들만 발췌해 다루었다.

2. 아시안 아메리카의 힙합 음악

지역 인디 힙합 신으로 들어가기 에, 간략하게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는 게 재의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음악

과 신을 악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힙합이 뉴욕 게토에서 아 리

칸 아메리칸(African American) 흑인을 심으로 1970년  후반에서 

높은 주이다. 베이에리어는 그 에서도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20% 정도로 캘리

포니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USINS 2006).

5) 이민 2세 는 일반 으로 자신의 부모 세 가 새로운 나라로 이주한 뒤 그 나라

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한다. 반면 뒤에 언 하게 되는 1.5세 (1.5 generation)는 

자신의 모국에서 태어난 뒤 10  반을 후한 시기에 재의 나라로 이주한 

이민자들을 지칭하는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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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반 사이에 태동했다는 역사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당시의 배타 이고 유일한 문화 주체로 규정하는 것

은 주류 미디어와 힙합사(史)가들에 의한 일방 인 역사 재구성이나 다

름없다. 그 과정에서 간과된  한 가지 사실은, 거의 같은 시기에 힙합 

음악과 문화가 뉴욕 맨해튼과 롱크스의 클럽과 길거리를 심으로 

백인들, 라틴계 이민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는 이다.6) 물론 힙

합이 시 부터 인종 으로 배타 인 문화  표 물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1990년  반까지 주류 음악 산업과 지역 인디힙합 신 

어느 곳에서도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아티스트들은 유독 소외된 존재

다. 뉴욕, 뉴 지, 샌 란시스코, 시애틀의 학가를 심으로 활동

했던 일군의 아시아계 래퍼와 디제이 들을 제외한다면 더욱 그랬다.7)

이들마 도 부분 직업 인 뮤지션의 길을 포기한 시 인 1990년

 후반, 갑작스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의 존재가 음악매체와 미디

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바로 베이에리어의 필리핀계 디

제이 큐버트(Q-Bert), 필라델피아의 국계 트리오 마운틴 라더스

(Mountain Brothers), 뉴욕 퀸스의 한국계 래퍼 하메즈(Jamez)가 동시다

발 으로 앨범을 발매하면서이다.8) 이들의 앨범이 각기 지닌 가장 큰 

의미는 아마도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음악의 내용과 형식을 이후 10

년간 규정하게 되는 몇 가지 큰 가닥을 잡아줬다는 이다. 첫째, 큐버

6) Chang, J., Can’t Stop Won’t Stop: A History of the Hip-Hop Generation.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2005.

7) 뉴 지 주립 학교의 로우 펄(Yellow Pearl), 워싱턴 학교의 서울 라더스

(Seoul Brothers), 캘리포니아 학교 데이비스의 아시아틱 어 슬(Asiatic Apostles) 

등이 당시 학가의 표 인 아시안 아메리칸 뮤지션들이었다(Tseng 1998).

8) Wang, O., “Asian Americans and Hip-Hop,” AsianWeek November, 1998, pp.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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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음악은 턴테이블리즘(turntablism)9) 혹은 디제이 심의 랩이 배

제된 힙합 음악의 시발 이 되었다. 물론 턴테이블리즘이 아시아계만

의 배타 인 힙합 음악 장르는 아니지만, 턴테이블을 악기로 간주하는 

이 랩 없는 손재주 심의 음악을 새천년 인디 힙합의 요 트 드로 

만든 것은 베이에리어의 필리핀계를 비롯한 아시안 아메리칸 디제이

들이었다.10) 둘째, 마운틴 라더스의 트와 재치로 무장한 고난도 

라임과 재즈 샘 링 비트는 주로 지역 인디 신과 학가를 심으로 

진행되는 ‘백패커(backpacker)’ 힙합의 형을 보여주었다.11) 메이  

이블과 최 로 계약한 아시아계 힙합 뮤지션이었지만 자의반 타의반 

이를 기하고 다시 인디로 돌아온 그들의 경험과 ‘아시아  감성’을 

철 히 배제한 가사에서 보이듯, 마운틴 라더스는 인종 혹은 종족 

9) 턴테이블리즘은 래퍼의 래핑(rapping)과 디제이의 디제잉(DJing)이 균형을 이루

는 기존의 힙합 음악과 달리, 자의 역할이 배제되거나 최소화되고 후자의 역할

이 극단 으로 강조되는 음악을 말한다. 디제이가 다루는 음악장비들, 즉 턴테이

블과 믹서를 이용한 스크래치(scratch), 비트 링(beat juggling)과 같은 고도의 

기법과 샘 링을 심으로 만들어지는 음악이 바로 턴테이블리즘이며, 넓게는 

그러한 음악에 한 태도와 신념 등을 통틀어 칭하는 표 이기도 하다. 이 경우 

턴테이블을 다루는 디제이 혹은 턴테이블리스트가 래퍼 신 음악 생산과 연주

의 주체로 면에 나서게 되는데, 때론 몇몇 턴테이블리스트의 과도한 사운드 

실험으로 인해 음악  정체성에 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령 통 인 

힙합 음악의 생산 기법에 집착하는 뮤지션들은 턴테이블리즘은 힙합이 아니라고 

폄하한다(양재 , 힙합 커넥션: 비트, 라임 그리고 문화, 서울: 한나래, 2001).

10) 양재 , 같은 책.

11) 당시에 마운틴 라더스는 두운과 각운에서 동시에 라임을 진행하는 래핑을 

부분의 노래에서 선보 는데, 이는 미국 주류 힙합 시장은 물론이고 언더그

라운드 신에서도 드문 경우 다. 더욱이 과도한 슬랭을 지양하면서 지 인 단

어를 선택하고 수  높은 라이  기술을 선보 다는 에서 “ 안  힙합”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Wong, D., “Just Being There: Making Asian American 

Space in the Recording Industry” in Speak it Louder, New York, NY: Routledge. 

2004, pp. 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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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드러내는 음악이나 마 을 지양하고 학가의 비흑인 수

용집단에 호소하는 더욱 ‘쿨한’ 인디 힙합을 지향했다. 말하자면 이후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뮤지션들, 특히 디제이가 아닌 엠시(MC) 혹은 

래퍼가 인디 신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인종집단의 뮤지션과 마찬가

지로 ‘기존 지역 인디 시스템에 좀 더 충실한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

는 기본 략을 재확인시켜  셈이다.

자신의 인디 이블을 통해 앨범을 발매했다는 공통 을 제외한다

면, 하메즈의 힙합 음악에 한 근방식과 태도는 마운틴 라더스와

는 사뭇 달랐다. 특히 인종·종족성과 연 된 문화실천으로서의 힙합

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음악은 이후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의  다른 

몇 가지 요한 특징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싱  <F.O.B>12)를 

포함한 그의 데뷔앨범 ≪Z-Bonics≫(1998)는 아시안 디아스포라(diaspora)

를 명백히 재 한 최 의 힙합 음반이었다. 어 랩 간 간 튀어나

오는 한국어 단어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 한 개인  기억의 편린

들을 재구성한 가사, 소리와 같은 통 동양음악의 잦은 샘 링 등

의 기법은 재 아시아계 힙합 뮤지션들이 디아스포라를 표 하기 

해 즐겨 사용하는 모든 공식을 담고 있었다. 한편으로 미국 내 소수 

이민 집단의 고단한 삶과 그 원인을 제공하는 불공평한 미국 사회·정

치 시스템을 까발리는 가사와 라임은, 이후 한층 극 으로 정치  

자세를 견지하는 일군의 아시아계 힙합 뮤지션들을 한 모범답안이 

되었다. 물론 음악  내용뿐 아니라, 뉴욕의 아시아계 문화조직을 바

12) “F.O.B”는 “fresh off the boat”의 약어로, 새롭게 이주한 사회에 아직 응을 

못한 이민자들을 통상 으로 일컫는 단어다. 베트남 난민과 같은 소  “보트 

피 ”을 지칭하는 표 에서 기원했으며, 때로는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 일반을 

비하하는 속어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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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메즈가 벌인 극 인 문화정치 활동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13)

재 미국의 지역 인디 힙합 신에서 활동하는 아시아계 아티스트 

다수는 음악  내용이나 형식에서 이들 세 뮤지션이 제시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하다. 가장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뮤지션

들이 운집해 있는 캘리포니아에만 국한해본다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

다. 가령 동남아 올드 팝음악 샘 과 힙합 비트를 조합하는 베트남계 

턴테이블리스트 온라(Onra), 가벼운 펑크·재즈 힙합과 트 있는 가사

의 결합이 장기인 힙합 밴드 일 어게인(Ill Again), 호 이고 정치 인 

사운드와 랩으로 마이 리티 이민 집단을 옹호하는 필리핀계 그룹 네

이티  건스(Naive Guns)와 라이징 아스테리스크(Rising Asterisk), 한국

어와 어 랩을 뒤섞은 곡을 심심치 않게 연주하는 즉흥 로우(Jeet 

Kune Flow)의 멤버들, 둥어와 어 앨범을 번갈아 내놓으며 홍콩 힙합 

시장을 타진하는 진(Jin) 등 어떠한 형태로든 언 한 세 뮤지션의 음악

 향은 지 의 아시안 아메리칸 인디 힙합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3. 지역 인디 힙합 신과 범아시안 네트워크

미 역의 지역 인디 신에만 국한한다면, 1998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뮤지션과 음악의 양 ·질  성장은 이미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볼 수 있다. 어도 아시아인이라는 게 마  

포인트가 되거나 ‘이국 ’으로 느껴지는 불리한 처지에서 여타의 아

13) Baker, A., “Poongmul, Hip Hop, and Politics: An Interview with Jamez Chang”, 

Yisei 10, 199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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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트와 수용자 집단, 혹은 지역 매체의 별도 심 을 기다려야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다. 가령 ‘ 국인 이미지’ 마  략을 

강요하는 메이  이블과 결별을 고하고 다시 인디 신으로 돌아와야 

했던 마운틴 라더스나 진 등의 경험은 더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엘에이, 뉴욕, 샌 란시스코 베이에리어뿐 아니라, 시애틀, 필라델피

아, 캐나다 밴쿠버 등의 인디 힙합 신에서 다수의 아시안 아메리칸 

뮤지션들을 이제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뮤지션 

＝ 디제이 혹은 턴테이블리스트’라는 공식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고, 

실력 있는 아시아계 래퍼나 로듀서 역시 도처에서 부상하고 있다. 

개는 자연스  지역 인디 신에 녹아들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음악과 활동에 해 지역 클럽과 매체가 ‘피부색’과 ‘악센트’

를 이유로 시비를 거는 일은 드물어졌다.

하지만, 지역 인디 신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뮤지

션들을 지켜보노라면, 그들의 음악  문화실천이 아시아인이라는 인

종  특징과 한국인· 국인·일본인·필리핀인·인도인이라는 종족성

(ethnicity)에서 결코 완 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앞서 언 한 음악의 

내용과 형식에서 간간이 드러나는 ‘동양 인 것’에 한 개별 뮤지션

의 미련은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지역에서 행하는 다양한 활동은 ‘아

시안’ 혹은 ‘아시안 아메리칸’ 정체성에 해 좀 더 직 인 집착을 

드러낸다. 우선, 아시안 아메리칸 아티스트들만으로 구성된 크루(crew) 

혹은 콜 티 (collective)를 지역 인디 힙합 신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

게 되었다. 가령 베이에리어에 한정해본다면, 비트 정키스(Beat Junkies), 

트리  스 트 디제이(Triple Threat DJs) 같은 턴테이블리스트 크루들

이 기에 분 기를 조성한 이후 지 은 아시아계 엠시, 로듀서, 디

제이 등등이 고르게 규합한 디돗(Deedot), 국계 디제이 겸 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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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치펫(Mochipet)이 주도하는 리 시티 코드(Daly City Records) 같은 

콜 티 의 활동이 곳곳에서 에 띈다. 물론 엘에이와 베이에리어를 

넘나드는 형 힙합 콜 티 인 즉흥 로우도 표 인 아시안 아

메리칸 힙합 뮤지션 집단이다. 이들 아시안 아메리칸 크루와 콜 티

의 특징은 부분이 아시아계의 태두리 내에서 다종족·다민족 인 구

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다. 즉, 과거의 필리피노 턴테이블리스트 

크루들과는 달리 다양한 아시아계 종족 출신들이 하나의 크루나 콜

티 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힙합 문화 자체가 처음부터 크루

와 콜 티  심의 집단  문화실천을 특징으로 해왔기에 최근 아시

아계 크루, 콜 티 의 등장이 새로운 트 드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과거 다인종 크루의 일원14)에 만족하거나 기껏해야 필리피노 턴테이

블리스트 크루 이상의 집단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시안 아메리칸 

아티스트들이 이제 같은 아시아계 동료들끼리의 그룹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은 분명 새로운 변화다. 특히 자신의 모국 아티

스트와의 연계,15) 지역을 넘어선 아시아계 크루 간의 공동작업, 아시

아계 이크 서나 그래피티 아티스트와의 공연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아시아계 힙합 아티스트의 문화실천 역이 서로 간의 연 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즉, 이들은 ‘범아시안(pan-Asian)’ 

네트워킹을 요한 활동 략이자 생존 략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

14) 언더그라운드와 인디 힙합 신에만 국한한다면, 1990년  반에 이미 소수의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뮤지션들이 아 리칸 아메리칸 혹은 라티노 뮤지션들과 

함께 크루를 이루며 활동하고 있었다. 베이에리어의 솔사이즈 크루(Solesides 

Crew) 멤버로 활동했던 일본계 래퍼, 리릭스 본(Lyrics Born)이 표 인 경우다

(양재 , 힙합 커넥션: 비트, 라임 그리고 문화).

15) 최근에는 보스톤과 뉴 지를 근거로 활동하던 표 인 아시안 아메리칸 래퍼 

 한 명인 한국계 첸(Chan)이 국내 힙합그룹 업타운의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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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우리가 처음 디돗을 결성할 때, 기본 으로 지역에 상주하는 

일군의 국계 래퍼와 디제이의 모임을 제로 했었다. 클럽을 돌면서 

조  더 많은 국계들을 규합하고자 하던 , 문득 굳이 “ 국인”이라

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곳 베이에는 한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필리핀계 엠시와 디제이들이 려 있고 부분이 친

구들 아닌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디돗 가족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

가? 힙합을 좋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국계, 한국계, 필리핀계 

같은 구분은 무의미한 것 같다. 

―디돗의 네이티  크룩스(Native Krooks)와의 인터뷰 에서

두 번째로, 지역 아시아계 힙합 아티스트의 문화실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역의 다양한 아시아계 이민들을 한 문화

축제(cultural festival)와 이벤트다. 사실 지역의 아시아계 정치 조직 혹

은 사회문화 조직이 주 하는 축제와 행사는 일일이 추 하기 힘들 

정도로 많으며 그 성격과 규모도 굉장히 다양하다. 가령 베이에리어 

일 에서 아시아계 조직들이 주 하는 지역 축제들은 특히 3월에서 

6월 사이의 주말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며 복수의 행사가 도처

에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도 많다. 규모가 큰 행사일수록 음악 공

연은 필수인데, 최근에는 특히 힙합을 비롯한 흑인음악 공연이 주를 

이룬다. 가령 샌 란시스코 아시안 아메리칸 필름 페스티벌(SF Asian 

American Film Festival) 같은 장기 실내 행사, 아시안 헤리티지 스트리트 

셀러 이션(Asian Heritage Street Celebration: AHSC) 같은 규모 거리 

행사는 모두 흑인 음악 공연, 특히 힙합 공연을 얼마나 제 로 조직하

고 진행하느냐에 주안 을 둔다. 이 경우 지역의 혹은 지역 바깥의 

실력 있고 지명도 높은 아시아계 힙합 아티스트를 선별한다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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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시아계 청년들이 행사를 보러 오게 마련이다. 역으로, 상당수 아

시안 아메리칸 힙합 아티스트들 역시 이런 행사에 극 으로 참여하

기를 원한다. 클럽 심의 힙하퍼들과 함께, 아시아계 축제에 동참하

는 은이들을  하나의 요한 수용자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더욱 요한 것은 이들 아티스트가 아시아인으로서 이런 지역 아시아

계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 어떤 ‘의무감’이나 ‘자부심’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다. 즉, ‘아시아인’ 혹은 ‘범아시

아인’ 정체성에 한 집착이 다시 한 번 이들의 생존 략으로 드러나

는 것이다.16)

왜 이런 축제에 참가하는지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이 게 많은 청 을 두고 공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공연을 통해 우리를 노출하고 메이

 계약까지 인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닐지도 모르고, 그 게 

큰 기 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수천 명의 청  앞에서 공연

하는 것…… 이런 기회가 결코 흔한 것은 아니다.

―2008년 AHSC 축제  국계 미국인 뮤지션 디토(Ditto)와의 인터뷰 

에서

4. 아시안 아메리칸 힙하퍼와 종족 정체성

지역 인디 신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아티스트들의 양 ·질  

16) Espiritu, Y. L., Asian American Panethnicity: Bridging Institutions and Identities,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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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은 더 극 인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수용자, 혹은 힙하퍼의 성

장과 병행되게 마련이다. 단순한 힙합 음반이나 패션의 소비에 머무르

지 않고, 지역 인디 신에 직 ·간 으로 연계하고 여하는 극

인 문화실천으로서 힙합 음악과 문화를 수용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들이 최근 수년간 증해왔다. 가령 힙합 클럽이나 학가의 공연, 힙

합 련 행사에 극 으로 참여하고, 때론 음반작업에도 참여하는 

다수의 아시안 아메리칸 힙하퍼들을 베이에리어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례는, 마치 크루나 콜 티 로 활동하는 뮤지

션들처럼, 집단 인 형태로 지역 인디 신에 여하는 힙하퍼들이다. 

여기서는 샌 란시스코 인근 버클리의 학가를 심으로 활동하는 

2세  아시안 아메리칸 힙하퍼 조직, ‘힙합 스튜던트(Hip-Hop Students, 

가명)’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버클리의 한 학교 캠퍼스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친선도

모 모임으로 10여 년  시작된 힙합 스튜던트는 애 에 아시아계 

학생들을 한 배타 인 모임도 아니었고 극 인 그룹 활동을 진행

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2006년 무렵부터 15명 정도 되는 역 

멤버 원이 아시아계 2세  학생들로 채워지게 되었다.17) 그만큼 캘

리포니아의 학들에 등록한 아시아계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아시아

계 힙합 수용자 층이 증했기 때문이다. 그룹 활동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더 조직화되고 규모도 커지면서, 힙합 스튜던트는 지역 인

디 힙합 신에서 가장 향력 있는 수용자 그룹  하나로 성장 이다. 

베이에리어 일 의 인디 아티스트들과 학가의 은이들이 어울려 

공연을 함께 즐기는 블럭 티 형태의 행사를 캠퍼스 내에서 매달 정

17) 2008년 당시 동아시아계 9명, 동남아시아계 4명, 인도계 2명이 힙합 스튜던트의 

역 멤버를 구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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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으로 진행할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힙합 문화 

공연  하나인 ‘힙합 인더 크(Hip-Hop in the Park)’를 조직해 해마다 

5월에 인근 공원에서 개최한다. 지역 인디 신 내의 스타  뮤지션과 

실력은 있지만 지명도가 낮은 뮤지션들  15  정도가 선별되어 정

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 무 에서 공연을 하고, 가령 2007년의 머스

(Murs)처럼 특별 청된 ‘ 국구 인디 스타’가 미를 장식한다. 음악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 설치된 보조 무 에서는 지역 이크 

스 들의 경연,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시연, 지역 내 다양한 사회

운동 조직들이 힙합 패션 소품들을 매하는 장터가 병행된다. 3,000

여 명 이상의 지역 은이들이 하루 종일 공원을 채우며 즐기는 이 

규모 힙합 행사는 아티스트 원이 아무런 출연료 없이 공연에 나

서며, 여타의 행사 비용은 학교나 지역의 사회운동 청년조직들, 그리

고 지역 상인들의 보조로 충당된다.

힙합 스튜던트의 조직 활동은 굳이 아시안 아메리칸 힙하퍼들에 국

한하지 않더라도, 지역 인디 신에서 힙합 수용자들이 가장 극 으로 

문화실천을 진행하는 표 인 사례  하나라 볼 수 있다. 더욱 흥미

로운 것은, 이들이 벌이는 행사나 공연이 기존 아시안 아메리칸 조직

들이 행하는 여타의 축제나 이벤트와 달리 아시안 아메리칸 공동체를 

주 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다. 가령 힙합 인더 크 공연에 참여

하는 아티스트와 객들은 힙합 스튜던트 멤버들의 의도 로 다양한 

인종과 종족의 청년들을 아우른다. 실제로 멤버 원이 아시안 아메리

칸 2세 인데도, 자신들의 문화실천을 그러한 종족 테두리 안에 가두

기를 원치 않는다. 부분 멤버들이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아티스트와 

음악에 어느 정도 심이 있긴 해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미국 힙합’ 

음악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굳이 별도의 애정과 심을 쏟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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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멤버 부분은, 인종  경계를 월했던 1980년  , 반 

뉴욕의 올드 스쿨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가장 이상 인 청년문화라

고 주장하며, 공연과 이벤트를 조직하고 비하는 과정에 그러한 이

상(ideal)을 반 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비아시아계 아티스트들이 여

히 지역 인디 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자신들의 아

시아계 정체성을 드러내는 조직 활동이 불이익을 래하는 상황도 무

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힙합 음악에 한 태도와 조직 활동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직 인 향을 미친다. 실제로 힙합 스튜

던트 멤버들 부분은 한국계· 국계·필리핀계와 같은 종족성이 직

으로 표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기를 꺼린다. 심지

어 ‘범아시안’ 정체성조차 부정하는 멤버들도 있다. 이 경우 이들은 

더욱 노골 으로 아시안 정체성에 집착하는 동년배들, 즉 같은 캠퍼스

에서 무리지어 다니며 어 신 모국어를 쓰는 1.5세  아시아계와 

심한 갈등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아시아계 청년조직 활동을 하는 

2세  아시안 아메리칸들에 해서도 불만을 표시한다. 실제로 멤버 

 반 이상이 자신을 그냥 아메리칸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다른 반은 상황에 따라 자신은 “아메리칸일 수도 있고 아시안 

아메리칸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아시안 아메리칸 정

체성 연구 사례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여 다. 다수 연구에서 아시아

계 미국인들은 여 히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범아시안 정체성과, 한

국계· 국계·필리핀계 아메리칸과 같은 좀 더 직 인 단일 아시안 

정체성 사이에서 자신을 정의하기 해 갈등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이들 아시안 아메리칸 2세  힙하퍼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기존 아시안 아메리칸 정체성 연구에 한 새로운 안  사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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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힙합 스튜던트 멤버들의 사례가 지역 인디 신에 여하는 모

든 아시안 아메리칸 힙하퍼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베이에리어의 다른 아시아계 힙하퍼 집단 멤버들은 

자신의 종족·인종 정체성에 해 이들과 상반된 정의를 내리기도 한

다. 가령 1.5세  아시아계 힙하퍼들로 구성된 한 온라인 모임의 경우, 

멤버들 다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 ‘ 국인’, ‘인도인’과 같

은 단일 종족 아시안으로 정의내리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온·오

라인 활동을 1.5세  아시아계만의 배타  역 내에 제한하고 있

으며, 힙합에 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힙합 스튜던트 멤버들

과는 조 으로 아 리칸 아메리칸 흑인에 한 명백한 인종주의  

견해18)를 보이기도 한다. 즉, 세 ·성장경험과 같은 변수들이 문화실

천의 역에 고들면서 아시안 아메리칸 힙하퍼들은 상황에 따라 각

기 상이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5. 나가며

지  우리 래는 다문화사회와 격히 변하는 로벌시 에 성장한 

2세  혹은 3세  아시안 아메리칸들이다. ‘미국인’이라는 개념이 재정

의되는 것처럼 ‘아시아계 미국인’도 마찬가지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려

18) 1.5세  아시안 아메리칸 힙하퍼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이

들  상당수가 아 리칸 아메리칸 흑인을 육체 으로 우월하고 이질 인 인종

집단으로 묘사한다는 이다. 하지만 정신 인 면이나 지 인 면에서는 오히려 

자신들과 백인보다 열등함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신체  인종주의(physical 

racism)”의 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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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양한 층이 있게 마련인데, 종족성은 그  하나의 변수일 뿐이다. 

어떤 이가 구인지를 규정하는 데는 아마도 종족성 이상의 무언가가 

있게 마련이다. 가령 여기 베이에리어에서는 한국 화 페스티벌, 아시

안 아메리칸 화 페스티벌, 샌 란시스코 국제 화 페스티벌을 동시

에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공동체를 규정하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이

기도 하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페스티벌에 모두 

참가하는 것을 쉽사리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 트 콴 홀(Brent Quan Hall, 아시안 아메리칸 음악공연 이벤트인 

‘사운드 인 디 션(Sound in Direction)’의 기획책임자)과의 인터뷰 에서

아 리칸 아메리칸의 문화  표 물에서 출발해 로벌 문화상품

으로 변모한 힙합 음악을 미국의  다른 마이 리티 집단인 아시안 

아메리칸이 수용하고 문화 으로 재 유(reappropriation)하는 과정은 

여 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시안 아메리칸 청년들의 

문화실천은 힙합이라는 문화  표 물에만 한정하더라도, 그리고 지

역 인디 힙합 신이라는 더욱 소한 공간에 제한을 두더라도 실로 다

양하기 그지없다.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이 주체가 되는 생산의 역, 

그리고 열성 힙하퍼들이 주도하는 소비의 역을 구분해 들어갈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힙합이라는 애 에 인종 으로 구축된 문화

 표 물의 실천, 혹은 문화 상품의 소비가 자기 삶의 요한 축을 

건드리는 이상, 이러한 힙합의 문화실천은 자연스  이들 아시안 아메

리칸 청년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향을 미친다. 그 문화실천의 다

양함만큼, 어쩌면 아시안 아메리칸 청년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 역시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인종·종족

의 역으로 그 공간에 제한을 두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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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계 , 젠더 등  다른, 하지만 분리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교차

하는 순간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19)

앞서 언 했듯이 상당수의 지역 아시안 아메리칸 힙합 아티스트들

에게 ‘아시안’ 혹은 ‘범아시안’ 정체성에 한 집착은 문화실천과 생

존을 한 요한 매개물이었다. 반면에, 힙합 스튜던트 멤버들에게는 

‘아메리칸’ 정체성이 인종과 종족이 주는 한계를 뛰어넘는 안  문

화로서의 힙합을 구 하기 한 제조건이었다. 물론 “힙합은 사랑

하지만 흑인들은 오스럽다”는 기존의 인종주의를 믿으며 자신이 한

국인 혹은 국인이라는 사실에 여 히 자부심을 가지는 아시안 아메

리칸 힙하퍼들도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에게 자신의 정체성

은 태생 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성장 과정의 일부분이자 유동 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이다. 특히 힙합과 같은 문화  표 물의 

실천이 아시안 아메리칸 청년들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 그러한 유동  

정체성(flexible identity) 혹은 상황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은 가시화

되고, 이미 정해진 듯했던 기존의 자기 정체성은 흔들리게 된다. 에 

인용된 국계 미국인 2세  청년 트 콴 홀의 아시안 아메리칸 

정체성에 한 견해는 어쩌면 지  미국에서 살아가는 아시아계 청년

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복잡다단한 순간을 한마디로 요약

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화실천의 공간에 

따라 이들은 미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고 그냥 미국 속의 

아시아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19) Maira, S., “Identitiy Dub: The Paradoxes of an Indian American Youth 

Subculture(New York Mix)”, Cultural Anthropology 14, 1999, pp.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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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p-Hop and Identity Formations of 

Asian-American Youth

Yang, Jae Young (Ph. D Program in Anthropology, CUNY Graduate Center)

It is not surprising that both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ip-hop 

music and culture are no longer confined to African American youth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among those non-African Americans, 

it seems still uncomfortable to relate Asian Americans to hip-hop. 

Mainstream journalism explains that such an oddity is mainly due to 

their race and ethnic identity of “neither White nor Black,” while their 

‘model minority’ image does not fit well with the typical ‘machismo’ 

attitude of hip-hop culture. Regardless of such a preconception, hip-hop 

music and its related cultural expressive forms have developed to be-

come a new way of cultural practice for Asian American youth, partic-

ularly in metropolitan areas where Asian American populations are 

heavily concentrated.

I examine how Asian Americans have been engaged and involved in 

the cultural practice of hip-hop. Based on my fieldwork research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it is focused on what are the meaning and 

the potential of popular music reception and production of this youth 

group as a subculture. I will also explore how, by reappropriating v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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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s cultural expressive forms and events in hip-hop, the younger gen-

eration Asian Americans in the local can express and negotiate their 

complex ident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hip-hop culture’ and its 

community have been dominated by non-Asian American youth, it 

would be interesting to observe the complicated identity formations of 

Asian Americans in terms of race and ethnicity through both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ip-hop.

Keywords: Asian-America, Hip-hop, Identity formations, Race and 

ethn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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