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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본 연구는 시 가 ‘트랜스컬처’의 시 라는 사실을 제로 하여 한국

힙합 련 콘텐츠가 본토의 들에게 수용된 사건이 지니는 의미에 

하여 고찰한 것이다. 트랜스컬처란 이문화간의 단순한 동화를 월하여, 

일부는 동화되고 일부는 탈피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3의 문화가 창조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한국힙합의 구성원들이 미국의 힙합

을 능동 으로 수용하고 동화와 탈피의 과정을 거쳐 제3의 문화를 창조하

  * 이 논문은 2019년 6월 8일 한국 음악학회 제25회 정기학술 회에서 발표된 

<트랜스컬처의 으로 본 한국 힙합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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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미국의 들에게 수용되고  다른 의미가 덧 

입 진 채 재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트랜스컬처의 과정으로 간주하

다. 이러한 을 바탕으로 키스 에이 의 <잊지마>와 디피알의 <응

리스타일>을 분석하여 두 작품이 미국의 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았다. 한 재생산된 콘텐츠인 <잊지마 리믹

스>와 <제이슨의 테마>에 내포된 미국 들의 시선을 분석하여 재 

한국 힙합의 문화  치를 가늠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한국힙

합의 세계화와 련한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 다.

핵심어: 한국힙합, 트랜스컬처, 유튜브, It G Ma, 응프리스타일

1. 머리말

2015년 1월 1일 한국의 힙합 이블 하이라이트 코드는 소속 뮤지

션 키스 에이 (Keith ape)의 뮤직비디오 <잊지마(It G Ma)>를 유튜

에 업로드 한다. 당시 한국힙합의 청 들은 키스 에이 의 결과물을 미

국의 최신 트 드를 반 한 작품으로 평가하며, 정 인 시선과 부정

인 시선을 동시에 드러냈다. 주목도에 있어서도 여느 신인 뮤지션들

에게 나타냈던 수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곧 <잊지마>는 유튜

 상에서 해외 청 들의 더 많은 심을 받게 된다. 발표한지 1개월이 

지나는 시 에 미국의 힙합커뮤니티에 ‘한국의 오쥐 마코(OG Maco)1)’

로 소개되었고,2) 이를 기 으로 <잊지마>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등

하기 시작한다. 해외에서의 정 인 반응이 이어지자 키스 에이 는 

 1) 미국의 힙합뮤지션이며 <잊지마>의 오마주 상인 <U Guessed It>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해선 후술하도록 하겠다.

 2) https://www.worldstarhiphop.com/videos/video.php?v=wshhCUAS7igV4hShqb1E

(2015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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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코드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일본계 미국인이 설립한 미국 

지 기획사인 ‘88라이징(88rising)’과 계약하며 본격 인 미국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미국에서 유력한 힙합 뮤지션인 에이셉 퍼그

(A$AP Ferg) 등과 함께 <잊지마 리믹스(It G Ma Remix)>를 발표하는 

등 본토의 여러 뮤지션들과의 활발한 업을 진행하 다. 2018년 10월

에는 미국 진출 후 첫 EP앨범인 <본 어게인(Born again)>을 출시하기도 

하 다. 재 유튜  상에서 <잊지마>의 조회수는 약 6,800만회를 기록 

이다.3) 이는 언더그라운드와 메인스트림을 통틀어 국내 힙합 뮤직비

디오들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편 2016년 7월에 공개된 ‘유튜  뮤직’의 공식 고 상 <Jaysn’s 

theme>의 배경음악으로 한국힙합 음악이 차용되었다. 해당 음악은 한

국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뮤지션인 디피알 라이 (DPR Live), 식 이

(Sik-K), 펀치넬로(Punchnello), 오왼 오바도즈(Owen Ovadoz), 로우 

식(Flowsik)이 함께한 <응 리스타일(Eung freestyle)>이다. <Jaysn’s 

theme>의 공개에 앞서 한국의 힙합 이블 디피알(Dream Perfect 

Regime)은 2016년 4월 19일 <응 리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유튜 에 

공개하 다. 업로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그들의 뮤직비디오

는 유튜  뮤직의 고인 <제이슨의 테마(Jaysn’s Theme)>의 배경음악

으로 채택되면서 미국을 심으로 세계  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미

국의 톱모델이자 방송인인 타이라 뱅크스(Tyra Banks)가 트 터를 통해 

<응 리스타일>을 극찬하고4), 이에 따라 다수의 유튜  크리에이터들

이 <응 리스타일>의 리액션 상을 제작하면서 <응 리스타일의> 조

회수는 증하기 시작하 다. 재 <응 리스타일>의 유튜  조회수는 

약 3,700만회를 기록 이다.5)

 3) 2019년 9월 10일 기 .

 4) http://m.news.zum.com/articles/32928387(201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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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힙합 씬은 이 사건들을 상당히 고무 으로 바라보았다. 국내 

힙합 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이슈들이 한국힙합의 미국 진출 신호탄

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감을 내비치기도 하 다. <응 리스타일>

에 참여한 로우식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힙합의 확장 가능성에 하

여 정 으로 망한 바 있다.6) 이러한 발언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뮤

지션들 역시 수용자 층과 동일한 기 감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 다. 

그러나 이러한 기 와는 다르게, 한국힙합 씬에서는 앞선 두 콘텐츠가 

구축해놓은 한국힙합에 한 집 과 심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키스 에이  역시 2018년 EP를 발매하는 등 미국에서의 활동

을 이어가고 있지만 <잊지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두 콘텐츠가 미국 지의 심을 받은 시 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언론  학계에서는 이에 해 크게 주목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유는 본 이슈가 거 한 상으로까지 확

되지 못하고 단발 인 사건에 그쳤으며,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에 속

한 뮤지션들이 한류와 련된 담론에서 조 은 비껴난 치에 있기 때

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한국 음악계  한국힙합 씬에 유의

미한 시사 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주변문화 던 힙합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지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이 다시 미국의 청 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은 문화 횡단 상과 련된 하나의 양태를 보여 다. 

한 그것이 수용되고 재생산되어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 으로써 재 

세계 음악시장에서 한국 힙합이 지닐 수 있는 상  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 오늘날 방탄소년단을 심으로 형성되는 이팝

 5) 2019년 9월 10일 기 .

 6)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1917451919412(2016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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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의 세계화와 련된 논의와 조 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이팝의 경우 체계 인 육성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아이돌 

그룹을 심으로 략 인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성과를 거둔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본과 기존 국내 팬들

의 극 인 지원 한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논한 한국힙합의 

경우 기획 당시 해외진출을  고려 않았으며, 형 기획사  기존 

팬덤의 지원 없이 온라인 수용자 층을 매개로 하여 인지도를 확장했다

는 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자들이 시

도하 던 한류  이팝의 로벌화 련된 논의와 다른 지향 을 갖

는다. 그러나 본 연구가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한 해외 의 인식 

악을 시도한다는 에서 이팝 담론에도 유효한 참고 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에도 불구하고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의 

사례가 지니고 있는 의의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이 해외의 들에게 수용되고 재생산되

는 과정을 ‘트랜스컬처(transculture)’ 상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트랜스컬처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힙합의 사례와 연

계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3장에서는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의  성공이 지니는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련한 문화사회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볼 것이다. 한 재생

산 콘텐츠인 <잊지마 리믹스>와 <제이슨의 테마>에 내재된 미국의 수

용자들의 시선을 살펴보고 한국힙합의 문화  치를 가늠해볼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힙합의 세계화와 련된 향방을 망해보고

자 한다. 



42   통권 24호 (2019년 하반기)

2. 트랜스컬처와 한국힙합

트랜스컬처 개념은 문화의 혼종성 혹은 혼종문화와 한 계를 

갖는다. 거시 인 에서는 트랜스컬처 역시 혼종문화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다. 혼종문화란 문화가 혼종되는 상을 총체

으로 가리키며, 문화  형식들이 기존의 실천들과 분리되고 새로운 실

천 속에서 새로운 형식들과 결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정⋅
양은경, 2006: 117). 이러한 혼종성은 서로 다른 문화들의 교섭, 긴장, 

갈등 과정을 제하며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한 공간에서 살기 한 략

으로도 볼 수 있다(조윤경, 2010: 11). 혼종문화에 한 담론은 호미 바

바, 칸클리니, 크 이디 등의 향으로 인하여 주로 탈식민주의  개념

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들의 공통된 은 혼종문화가 서구 문화를 

심으로 하는 문화제국주의에 항하여 지배  문화로의 동화를 거부

하고 ‘제3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김성

수, 2018: 8). 그러나 이러한 혼종문화에 한 심은 이미 로벌 자본

주의의 문화 속으로 편입되어 문화산업의 략  일부가 되었다는 지

 한 존재한다(김용규, 2013: 284). 선행된 한류  이팝의 혼종성

과 련된 연구는 주로 이러한 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심두보는 한류에 한 본인의 이 이 임을 밝히며 서구 문

화제국주의에 한 탈 심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정 으로 평가하

는 반면, 과도한 자본주의 스타 시스템의 강화로 인하여 문화 생태계의 

이 될 수 있음을 지 하 다(심두보, 2013: 23-24). 류웅재는 한류에 

한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하며 한류의 혼종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지

지한 바 있다. 그 입장이란, 한류 상을 탈식민주의  문화공동체론을 

목 으로 하는 지역 문화 교류  공존의 계기로 보는 이다(류웅재, 

2008: 8-9). 김두진은 한류의 이팝이 심부의 문화  강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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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통해 혼종성의 과정을 거쳐 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류가 독자

성을 갖추기 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스타일을 참고하여 변형한 측면이 

강하다는 에서 피상  혼종화 내지는 서열화 되어 버린 혼종화에 머

물 수도 있음을 지 한다. 한 동아시아 내 한류의 개 과정이 ‘유사 

문화제국주의’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에 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김두진, 2018).

한편 트랜스컬처 개념은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교차문화, 월

문화, 횡단문화, 탈문화, 소통문화 등 다양한 형태로 번역된 바 있다. 

일 부터 트랜스문화에 천착한 임헌은 ‘트랜스’라는 두어에는 월, 

탈경계, 이, 침투, 넘나듦 등의 의미가 총체 으로 포함되어 있어 

한 역어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논한바 있다(임헌, 2014: 84-85). 본 연

구자 역시 이러한 주장에 따라 ‘트랜스컬처’라는 원어  표 을 사용할 

것이다.

문화의 혼종과 련한 개념어들의 분류  이해를 시도한 김성수의 

논의에 따르면 트랜스컬처란 하나의 문화 내부에서 타문화와의 유사

을 발견하고 타문화를 융합시키며 혼종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융합은 단순한 문화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동화

되고 일부는 탈피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3의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

이다(김성수, 2018: 17-19). 이러한 트랜스컬쳐 개념은 오늘날 문화 간 

횡단  혼종이  지구  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로 한다. 문화

이론 연구자인 김용규 역시 트랜스컬처와 련된 개념들이  문화

연구의 가장 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으며 문화 경 혹은 문

화를 살펴보는데 핵심 인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트

랜스컬처가 진행되는 과정을 문화횡단(transculturation)으로 표 하며 

이에 주목하 다. 문화횡단의 과정에는 문화동화, 문화탈피, 문화창조

의 단계가 포함되며, 기존 문화가 타문화를 그 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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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탈각화, 새로운 의미의 추가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김용규, 2013: 308). 조윤경은 ‘trans’라는 단어가 지닌 

인문학  함의에 하여 고찰한 바, 일방향 이지 않으며, 정착되지 않

는 이동을 가져오고, 역의 이탈과 새로운 생성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트랜스컬처를 문화, 탈문화 등으로 표 하 는데 이러

한 문화의 지향 이 ‘이질성들 간의 화  상호  이해’임을 포착하

다(조윤경, 2010: 11-12). 따라서 트랜스컬처 담론 내에서의  혹은 

청 은 혼종문화론에서 보다 능동 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들의 문화  행 는 권력 계로부터 비교  자유로우며, 탈경계 이

다. 그러한 행  과정에서 문화 간의 월  융합 상이 발생하며 이

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의 반

을 ‘트랜스컬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컬처 개념은 의 

방 인 문화  교차 상들을 체계 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

는 으로 기능할 수 있다(임헌, 2014: 102).

이러한 논의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혼종문화와 트랜스컬처는 매우 

하게 계되어 있으며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는 개념들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의미와 방향성에 있어 차이 이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본고에서 트랜스컬처를 주된 으로 취하고자 하는 이

유는 다음과 같다. 힙합이 국내로 유입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서 공유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본토의 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은 주

변부 문화에 한 심부문화의 침공  형태, 는 심부 문화에 한 

주변부 문화의 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내의 힙합문화 수

용자들은 주도 ⋅선택 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제3의 역에 해당

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능동  성격을 보 다. 그 로 한국에서 힙합 

장르가 형성되던 시 , 수용자들은 거 자본이나 언론의 향력과는 

계없이, 불법 이지만 자체 인 경로를 통하여 힙합과 련한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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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들을 수입하 다. 한 미국 힙합음악에 내재된 인종 , 계층  구조

에 한 항  태도를 한국 청소년들의 실에 한 문제의식에 용

하 다(이규탁, 2011: 71-79). 당시 국내의 힙합문화 수용자들은 힙합음

악에 내재된 항  태도를 수용하여 기성세 들이 제시하는 가치 에 

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김태룡⋅김기덕, 2015: 319). 

그 기 때문에 정치  권력 계를 제하고 있는 혼종문화론과는 달

리, 세계화의 선상에서 문화 상 자체를 교차 이고 소통 으로 바라

보고자 하는 트랜스컬처의 이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의 사례

를 논하기에 더 합할 것으로 단된다. 혼종성의 개념은 외부의 문화

를 유입해 재구축하는 제3세계 아티스트의 행 를 하나의 주체  실천

으로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트랜스컬쳐 개념은, 상호교차

인 로벌 문화구조에서 비서구권 아티스트들의 음악  성취를 보다 

주체 인 문화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힙합 씬의 수용자들이 미국의 힙합을 능동 으로 수용하

고 동화와 탈피의 과정을 거쳐 제 3의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과, 그 결과

물이 미국의 들에게 수용되고  다른 의미가 덧 입 진 채 재생산

되는 일련의 과정을 트랜스컬처 상의 일환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3장

에서는 이러한 을 바탕으로 하여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을 분

석할 것이다. 

3. <잊지마>와 <응프리스타일> 분석을 통해 본 한국힙합의 트랜스

컬처리티

힙합음악과 랩이 국내에 유입된 이래 창작자와 청 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은 이를 ‘한국 ’인 것으로 정착시키기 한 노력을 지속해왔

다. 창기에는 단순한 모방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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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일부는 수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탈각되면서 

재의 독자 인 화법을 갖추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지 이 미국을 포

함한 해외의 들이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를 본토의 것과는 차

별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제로 하여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에는 한국힙합이 지니

고 있는 차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힙합의 트랜스  시도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언어  차원의 시도이다. 근본 으로 보면 

타문화의 가창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랩(Rap)을 한국어에 용하는 

시도 자체가 트랜스 이라고 볼 수 있겠다. 1990년 에 홍서범과 진

, 신해철 등에 의하여 랩이 시도되긴 하 으나, 음악의 체가 랩으로 

구성되고 ‘라임(rhyme)’의 개념을 도입하는 시도는 1990년  후반에 들

어서 이루어졌다. 그 당시 김진표, 가리온, 버벌진트, 피타입 등의 뮤지

션들에 의해 한국어에 최 화된 라임의 사용  리듬 구성들이 본격

으로 연구  시도되기 시작하 고, 후발주자들 역시 독자 인 스타일

을 구축하거나 미국 뮤지션들의 스타일을 모방  참고하며 한국어 랩

을 발 으로 계승해왔다. 재 한국어 랩은 일정 수 의 음악  정합

성을 갖춘 상태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어 랩은 어로 이루

어진 그것과는 구조 인 차이를 지니게 되었다. 한 어  표 을 다

양한 형태로 변용하는 양상 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힙합이 차

별화된 로컬  정체성(박 언, 2015: 122)을 획득하는데 유효하게 작용

하 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하여 한국힙합은 해외의 청 들에게 이질

이고 새로운 제3의 문화소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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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뮤지션 코흐의 파트 <그림 2> 영어랩 파트 배경에 등장하는 한글

<잊지마>의 경우 이러한 언어  차원의 트랜스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잊지마>에는 키스 에이 를 포함하여 

총 5명의 랩퍼가 참여하 는데 그  3명이 한국인이고 2명은 일본인이

다. 그들은 자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잊지마>의 유튜  페이지 댓  

목록에는 ‘이 노래가 3개 국어로 이루어진 것을 다들 모르고 있다, 어, 

한국어, 일본어’라는 내용의 댓 이 1만 3천개 이상의 공감을 얻고 있

다. 해당 댓 의 답 을 통한 반응을 볼 때에 실제로 해외의 청 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어감  차이에서 생성되는 미묘한 혼종성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한 한국 랩퍼의 트에서는 원화의 화폐

기호(￦)가, 일본 랩퍼의 트에서는 엔화의 기호(￥)가 그래픽으로 등

장한다. 일본인 랩퍼 코흐(Kohh)가 등장하는 트에서는 두 기호가 동

시에 등장하기도 한다(그림1). 이는 보는 이로 하여  콘텐츠에 반 된 

국  지향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응 리스타일>의 경우 

<잊지마>에 비해 다양한 언어  혼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텍스트와 어 랩의 병치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림2에 보이

는 것과 같이 ‘응’이라는 자의 서 체 그래픽이 배경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로우식이 등장하여 9할 이상이 문으로 구성된 랩을 선보인

다. 이러한 장치는 해외의 청자로 하여  한국힙합에 내포되어 있는 혼

종 인 맥락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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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도는 청각  차원의 시도이다. 다시 말하여 힙합의 음악  

기본 틀을 유지하되 한국 인 악기나 사운드를 목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모든 한국힙합 음악에 시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힙합에서만 

가능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표 인 로는 소리 창법의 보컬을 

도입한 불한당 크루의 <불한당가>와 통 악기의 음색과 음계를 활

용한 자메즈, 앤덥, 송민호의 <거북선>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물론 

미국에서도 오리엔탈  분 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사운드 상의 시도는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실제 동양인이 자국의 통 인 색채의 사운드

를 활용했을 때는 오리지 리티가 형성된다는 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청각  시도는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에서 비슷한 양상으

로 나타난다. 공통 으로 힙합의 장르  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혹은 오리엔탈  사운드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잊지마>

의 경우, 인트로부터 시작되어 지속 으로 반복되는 멜로디의 음원은 

정체가 불분명하지만 동아시아인들로 구성된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첩되며 동양 인 악기로 인식되어진다. 이러한 사운드의 모호성은 콘

텐츠 반에 걸쳐 흐르는 사이키델릭(Psychedelic)한 이미지와 부합되

어 보다 몽환 인 느낌의 연출로 이어진다. <응 리스타일>의 사운드 

구성에는 동양  발 악기의 소리가 심을 이루고 있음을 어렵지 않

게 알 수 있다. 국내의 들이 ‘국악’에 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가장 

부합되는 음색의 음원을 사용하여 루 를 구성하 다. 반복 으로 울

려 퍼지는 발 악기의 소리와 배경으로 나타나는 한옥의 모습이 조화

되어 형 인 한국  이미지를 형성한다. 

세 번째는 시각  차원의 시도이다. 이는 일반 으로 뮤직비디오를 

통해 이루어진다. 뮤직비디오의 장면에 한국 인 배경이나 소품을 삽

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한국  배경이라 함은 통문화공간

을 활용하는 방식과 이지만 한국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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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표 인 로 딥 로우의 <작두>, 빈

지노의 <January>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소 논외의 경우이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역시 이러한 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콘텐츠로 볼 수 있

으며, 방탄소년단의 <IDOL>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한옥 그래픽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과 으로 힙합이라는 장르가 지니

고 있는 고정 인 기호들과 한국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하는

가가 시각  시도의 요 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3> 뮤직비디오의 주요 공간인 

한옥

<그림 4> 신라면을 먹고 있는 라이브

<그림 5> 막걸리를 마시는 키스 에이프 <그림 6> 국산 맥주를 마시는 코흐

<응 리스타일>은 한국  시각요소들을 긴 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

히 배경이 되는 한옥(그림 3)은 한국  사운드와 맞물려 한국 이면서

도 동시에 혼종 인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한 다양한 소품들

이 등장하는데, 태극기 그래픽이나 마른 오징어, 신라면(그림 4)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한국의 이미지를 담은 기호들을 지속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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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함으로써 해외의 들로 하여  본 콘텐츠가 지닌 교차문화  

요소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잊지마>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랩퍼들은 부분 음주를 하는 모습

으로 나온다. 의 그림과 같이 키스 에이 는 통주인 막걸리를(그림 

5), 코흐는 국산 맥주의 명사 격인 카스를 음용한다(그림 6). 이 게 

한국  주종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의 콘텐츠와 차별성을 두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그들의 패션 코드는 흑인들의 것을 그 로 

차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릴즈(grills)7)나 드 드 등 흑인의 패션 

코드를 극 활용하고 있다. 이 듯 <잊지마>의 뮤직비디오에서는 한

국 문화의 기호와 흑인 문화의 기호가 시각 으로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네 번째는 정서  차원의 시도이다. 앞서 거론하 듯이 한국 힙합 

형성기의 청 들은 능동 으로 힙합의 요소들을 취하여 청년  청소

년들의 실을 반 하 다. 이 듯 곡의 주제의식이나 가사에 한국  

정서 는 한국 사회의 문화코드를 반 하는 것 역시 트랜스  시도라

고 볼 수 있다. 드 큰 타이거의 <8:45>의 경우 한국  한이 반 된 형

태라고 볼 수 있으며, 작년 선풍 인 인기를 끌었던 마미손의 <소년

>는  한국사회의 문화코드를 극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상인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에

는 정서  차원의 시도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작품 모두 

장르  습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음악  능력이나 

재력을 뽐내고, 진정성을 상실한 타 뮤지션의 태도에 한 비 은 국내

외 힙합 장르에서 보편 으로 차용되는 콘셉트라고 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에는 한국힙합이 지니는 트

랜스컬처  특성이 체로 충실히 반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7) 미국의 랩퍼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해 이나 백 으로 주조하여 치아에 

착용하는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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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해외 들의 정 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단된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외 인 요인 한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사실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이 발표되기 이 에도 유사한 매

력을 지닌 콘텐츠들은 다수 존재해왔다. 하지만 2010년  반에 이르

러 해외 특히 미국의 들에게 달될 수 있었던 것은 기타  요소들 

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그 요인을  시 의 사회문화  

변화와 흐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네트워크 자본의 확 이다. ‘네트워크 자본’은 국의 사회학자 

존 어리(John urry)가 제시한 개념으로, 신체의 이동이 가능  하는 수

단, 정보통신 인 라, 통신 장비 등 인간이 타인 는 사회와의 연결을 

가능 하는 모든 수단을 일컫는다. 존 어리는 이러한 네트워크 자본을 

통해 ‘개인화된 네트워크’가 형성 되었고, 이를 통해 장소나 가정이 아니

라 개인이 사회  네트워크의 심이 되어가고 있다고 논한 바 있다(이

희상, 2016: 74-81). 네트워크 자본의 확 를 통해 네트워크가 개인화 

되는 상은 음악의 생산자  수용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상으로 

보인다. 최근 음악을 하는 경로가 단순 음원 사이트에서 상을 수반

한 유튜 로 환되는 양상이 보인다. 한 뮤지션들의 음반 매량 혹

은 음원 다운로드 순 보다 유튜  조회수가 요하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한 시각문화의 확 로 인한 것이다. 이러

한 상황이 한국힙합 씬에 정 으로 작용한 것은, 트랜스컬처의 요소

를 맥락 으로 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음원만으로는 

다양한 문화소의 혼재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각

인 장치와 함께 제공될 때는 표 의 면 이 확 되어 맥락  달이 

가능해진다. 이는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이 유튜 를 심으로 

수용자 층을 넓 나간 것과 긴 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둘째, 미국 

힙합의 트 드가 가사의 내용을 크게 요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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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는 것이다. 키스 에이 가 시도 했던 멈블랩(Mumble rap)은 

국내외에서 <잊지마>가 주목받는데 크게 기여하 다. 멈블랩은 미국의 

힙합 씬에서도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은지 오래 되지 않은 랩 스타일

의 하나로, 고의 으로 발음을 모호하게 하여 독특한 리듬감을 형성하

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이 국내에 활성화되기 이었던 2015년 

당시 키스 에이 가 한국어 버 의 멈블랩을 시도한 것은 미국 힙합과 

한국 힙합이 갖는 교차  지면을 확 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멈블랩은 

차 힙합 씬 내에서 주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가사의 명확성

과 메시지 달의 강조가 과거에 비하여 희미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기

도 한다. 동시에 힙합 곡의 러닝타임이 차 짧아지고 있는 추세 한 

가사의 내용  메시지의 경시 상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미국의 수용자들은 한국어 랩

이 담고 있는 의미에 해서는 크게 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생성되는 

이질  분 기와 독창 인 리듬감에 매력을 느 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앞서 거론하 듯이 두 콘텐츠 모두 

미국 힙합 뮤지션의 작품을 오마주형식으로 참고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잊지마>의 경우 오쥐 마코의 2014년 곡 <U geussed it>의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때

문에 한 때 논란을 빚기도 하 는데, 키스 에이 가 <잊지마>를 제작할 

당시 해외의 반응을 상하지 못하 고 따라서 원작자 격인 오쥐 마코

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단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오쥐 마코는 

키스 에이 가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차용한 것으로 인지하여 그를 

강하게 비 하 다.8) 그러나 키스 에이 가 미국에서 <잊지마>의 리믹

스 버  출시를 앞두고 이에 한 련 수익을 배분할 것을 약속함으로

써 갈등을 해결한 바 있다. <응 리스타일>은 핫 헤즈(Hott headzz)의 

 8) http://board.rhythmer.net/src/go.php?n=15889&m=view&s=news(201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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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작품 <Hmmm>을 오마주한 작품이다. <응 리스타일>이 

<Hmmm>을 오마주한 부분은 콜 앤 리스폰스(call and respones)9) 형식

의 곡 구성이다. 2마디 는 4마디마다 콜이 들려오는 형식은 <Hmmm>

에서 먼  시도되었다. <Hmmm>에서는 ‘응’ 신 ‘흠’이라는 소리로 외

치고 있으며 <응 리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콜에 맞추어 여러 랩퍼들이 

번갈아가며 랩으로 화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음악의 형식

 부분에 치 된 오마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게 본토의 콘텐츠를 오마주하는 방식에는 장단이 따른다. 장

으로는 해외의 팬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콘텐츠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이다. 이 두 콘텐츠가 다른 한국힙합 콘텐

츠보다 특별히 더 많은 심을 받은 배경에는 이러한 오마주 형식의 

기획이 유효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오쥐 마코가 키스 에이 를 비난했을 당시의 표 은 ‘took 

my sauce’ 다. 자신의 소스를 훔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물론 차후에 

상호간의 오해가 해소되긴 하 으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한국 힙

합은 미국의 것을 모방할 뿐인 하 문화로 인식될 수 있다. 한국힙합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창조 인 시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잊지마 리믹스>와 <제이슨의 테마>에 나타나는 미국 대중문화

의 시선

앞선 3장에서는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이 해외에서 심을 받

을 수 있었던 이유가 트랜스컬처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제로, 양 

콘텐츠에 반 된 트랜스컬처의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해보았다. 본 

 9) 이는 흑인음악의 통 인 구성 방식  하나로 선창과 후창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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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앞선 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재생산된 콘텐츠인 <잊지마 

리믹스>와 <제이슨의 테마>에 나타나는 한국힙합에 한 미국 문

화의 시선을 악하고자 한다. 

앞서 2장에서 설명되었듯이 트랜스컬처란 문화가 탈경계, 교차, 횡단

을 거처 융화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힙합은 경

계를 넘어 한국으로 유입되었고, 한국의 수용자들은 그것에 한 동화

와 탈각의 작업을 거쳐 ‘한국 힙합’이라는 주체성을 지닌 제3의 문화로 

재탄생 시켰다. 물론 이를 완료형으로 표 하는 것에는 어색함이 따르

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의 힙합이 독자 인 방향성을 획득해가고 있

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창출된 한국의 힙

합은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을 계기로 미국의 들에게 수용되

었다. 이 한 트랜스컬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미국의 들의 

에서 한국 힙합은 아직 트랜스컬처가 완료되지 않은, 다시 말하여 

아직 경계에 걸쳐있거나 문화교차의 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결론부터 제시하면 <제이슨의 테마>에서는 한국힙합을 주변  정체성

을 지닌 문화로 바라보는 시선이 읽 진다. 한 <잊지마 리믹스>는 

한국 문화에 한 스테 오타입을 드러낸다. 물론 이는 정치  배제의 

시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에서 호미바바가 거론한 식민자

가 피식민자들의 타자성을 구성하기 한 고착화, 정형화의 시도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호미바바, 2012: 1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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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노래방에서 랩을 하는 와카 

플로카

<그림 8> 굿 상 앞의 덤파운데드

<그림 9> 선명한 찜질방 네온사인 <그림 10> 갈비집의 에이셉 퍼그

<잊지마 리믹스>에는 미국 내에서도 인지도 있는 뮤지션인 와카 

로카(Waka Flocka Flame), 덤 운데드(Dumbfoundead), 더(Father), 

에이셉 퍼그(A$AP Ferg)가 피처링으로 참여하 다. 본 뮤직비디오에서

는 <잊지마>의 오리지  버 보다 더 극 으로 한국  요소를 활용

하고 있다. 와카 로카의 트에는 배경으로 한국의 노래방이 등장한

다. 와카 로카는 노래방의 TV 화면 속에서 랩을 하고 있으며, 그의 

가사가 자막으로 흘러나온다. 한국계 힙합 뮤지션 덤 운데드는 굿을 

해 차려진 것으로 보이는 상 앞에서 랩을 한다. 더는 찜질방의 내외

부를 오가며 랩을 하고 있으며, 에이셉 퍼그는 숯불갈비 집에서 갈비와 

소주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다. 이러한 이국  공간의 시는 키스 에

이 가 지닌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킨다. 한 이는 화제성

을 구축하고자 하는 마  차원의 략이 될 수 있다. 본 뮤직비디오는 

필연 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연상시킨다.  세계  메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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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었던 <강남스타일> 역시 <잊지마>와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를 

심으로 들의 심을 집 시킨 바 있다. 익히 알려진 로 <강남스타

일>의 성공에는 아 트 단지 놀이터, 한강 공원, 사우나, 버스, 지

하철 등 한국 사회의  풍경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략이 유효

하게 작용하 다. 이후 <강남스타일>은 한류 련 콘텐츠에 지 한 

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잊지마 리믹스> 역시 강남스타일에서 나

타나는 ‘  한국사회 풍경의 시’를 공식 으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강남스타일>로부터 <잊지마 리믹스>까지 약 3

년의 기간이 존재하지만 두 콘텐츠에 나타나는 한국  이미지의 활용 

양상은 매우 유사하다는 이다. 이러한 모습은 <강남스타일>로 인하

여 구축된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한 하나의 스테 오 타입이 <잊지마 

리믹스>가 발표되는 시 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말해 다. 

 단계에서는 이러한 스테 오 타입이 반드시 한국힙합에 한 인식

을 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화횡단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 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상이 될 것으로 상된다. 

한류 콘텐츠의 이미지 고착화에 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11> 제이슨의 모습 <그림 12> 응프리스타일을 재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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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제이슨을 바라보는 노인 <그림 14> 자세를 고치는 제이슨

<그림 15> 제이슨과 마주치는 한 청년 

무리

<그림 16> 그들과 인사하며 지나가는 

제이슨

한편 <제이슨의 테마>에는 ‘제이슨’이라는 보편 인 미국 남성의 이

름을 지닌 소년이 등장한다. 이 소년의 피부색과 이목구비는 아시아계

와 아 리카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는 미국의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극히 일반 인 힙합 스타일

의 복장을 갖추고 있다. 제이슨은 편안한 자세로 <응 리스타일>의 뮤

직비디오를 재생하고 리듬에 맞추어 고개를 끄떡거린다. 이 때 아시아

계 노인이 의자 머로 제이슨을 응시한다. 제이슨은 시선을 의식한 듯 

자세를 공손하게 고쳐 잡는다. 제이슨은 동양  규범이 내재되어 있는 

인물인 것이다. 열차에서 내린 후 본격 으로 <응 리스타일>의 리듬

을 향유하던 제이슨은 계단 앞에서 한 청년 무리와 맞닥뜨린다. 이 무리

에는 극동아시아계, 동남아시아계, 아 리카계 등 다양한 인종이 뒤섞

여있다. 이들을 마주친 제이슨은 순간 을 느낀 듯 멈칫하지만, 이내 

용기를 갖고 그들의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간다. 이 때 무리의 한 구성원



58   통권 24호 (2019년 하반기)

은 제이슨에게 손을 내 고 제이슨은 이를 받아들이며 유 감을 형성

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고 상은 유튜  뮤직의 다문화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의 문화가 한국힙합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

로 활용하는지 그 양상 한 읽을 수 있다. 상 속 제이슨은 미국에 

살며, 미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인의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

다. 동시에 동양  의규범이 내재화된 존재이기도 하다. 한 다양한 

인종이 혼합되어 있는 그룹과 연 한다. 이러한 혼종 인 치에 놓인 

제이슨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바로 여기에 사용되

는 음악이 바로 <응 리스타일>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문화는 한국힙합을 주변 이고 경계 인 정체성을 지

닌 문화로 조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제 막 미국의 들과 

한 한국힙합이 거쳐야 할 필연 인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힙합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독보 인 장르로 치하기 해서

는, 주변문화 내지는 하 문화  콘텐츠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지 않도

록 반드시 향유자들의 폭을 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 까지 문화연구의 에서 시 가 ‘트랜스컬처’의 시 라는 사

실을 제로 하여 한국힙합 련 콘텐츠가 본토의 들에게 수용된 

사건이 지니는 의미에 하여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잊지마>와 

<응 리스타일>에 한국힙합의 트랜스컬처  특성들이 어떠한 방식으

로 반 되어 있는지 확인하 으며, 이것이 미국을 포함한 해외 들

의 정 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요인이었음을 주장하 다. 

한 재생산된 콘텐츠인 <잊지마 리믹스>와 <제이슨의 테마>에 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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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문화의 한국힙합에 한 시선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아직 

한국힙합은 주변부문화 내지는 경계문화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단

되었으며, 이는 확장  내부로의 진입과정에서 극복해야할 과제임을 

주장하 다. 

본 연구는 잠시나마 세계 청 들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힙합이 그 상

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한 것

이다. 장에 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체 인 실 타개 방안을 

내어놓지 못한 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본 논문이 한국힙합의 세계화

와 련된 발  차원의 논의를 제시했다는 에서 나름의 의의를 지

닌다고 생각된다. 한 한류문화  트랜스컬처와 련한 담론에도 유

의미한 논 을 제공하고 있다고 단된다. 이후 후속연구에서 한국힙

합  한국 음악의 세계화와 련하여 보다 실천 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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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ansion Possibility and Task of Korean Hip Hop 

from Transculture Perspective:
Focused on <It G Ma> and <Eung Freestyle>

Taeryong Kim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looked into the meaning of Korean hip hop-related contents 

being accommodated by the Korean public based on the fact that the modern 

era is a ‘transculture’ age. Transculture refers to the process of Third Culture 

creation after the process of assimilation of some cultures and deviation of 

some other cultures. This study regarded Third Culture creation process after 

the processes of actively accommodating American hip hop and undergoing 

the stages of assimilation and deviation by Korean hip hop members and 

a series of processes of corresponding outcomes being accommodated by 

American public and being reproduced after additional added meaning as 

processes of Transculture.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why <It G Ma> by Keith Ape and <Eung Freestyle> by DPR were 

accommodated by American public.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viewpoint 

of American public implied in <It G Ma Remix> and <Jaysn’s Theme>, 

which are reproduced contents, this study estimated the sociocultural position 

of Korean hip hop.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discourse 

on globalization of Korean hip hop based on such a discussion.

Keywords: Korean Hiphop, Transculture, Youtube, It G Ma, Eung Fre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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