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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슬픈 랩스타”:

머니 스웨거와 진정성의 맥락화

김수아(서울 학교 기 교육원)·홍종윤(서울 학교 ICT 사회정책연구센터)

1. 들어가며

2. 힙합 음악의 진정성 개념과 논쟁: 미국의 경우

3. 한국 힙합 수용의 맥락과 진정성 담론

  3.1. 산업: 기획사 음악 vs. 인디펜던트 음악

  3.2 공간: 방송국 vs. 홍대 혹은 지역(로컬)

  3.3. 주제: (뻔한) 사랑 노래 vs. 자신의 삶에 대한 노래

  3.4. 젠더: 여성적 vs. 남성적 

  3.5. 음악의 정체성: 모방 vs. 독창성 

4. 일리네어 레코즈와 ‘랩스타’의 구성

  4.1. “한국에선 안 된다던 음악”

  4.2. “내가 뭘 사든 니들 술값보단 값지고”

  4.3. “랩스타란 말은 정말 옳은 표현 같아”

  4.4. “1억이 넘는 벤츠 너도 탈 수 있어”

5. 나가며

이 의 목 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힙합 음악의 머니 스웨거가 갖는 

문화  의미를 일리네어 코즈의 음악과 그를 둘러싼 논란들을 통해 알아보

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 주요 분석 상은 첫째는 일리네어 코즈의 음악

이 만들어내는 내러티 이며, 둘째는 힙합 이야  힙합 엘이와 같은 공

개된 힙합 음악 취향 커뮤니티의 게시 과 리뷰에서 드러나는 힙합 소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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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힙합, 진정성, 머니 스웨거, 정서적 평등주의

정서  표 들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머니 스웨거를 진정성과 합시켜 

이해하는 힙합 음악 소비층의 정서는 어떠한 특정을 갖는지를 드러내었다. 

신자유주의의 심화 속에서 이미 불평등한 구조가 굳건한 실에서, 문화

물에서라도 불평등한 치에 있던 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정서는 한편으

로는 성공한 자가 소비를 통해 과 평등한 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

는 데에 한 오와 동 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 일리네어 코즈가 구성하

는 내러티 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정서 구조 맥락 속에서 특정한 힙합 소비

층을 상으로 하는 소구 지 을 만들고 있다고 악된다. 

1. 들어가며

“걍 돈만 많다고 스웩할 수 있는 건 아님” 

그 돈이 떳떳하고 자기가 허슬로 번 돈이어야지

음악으로만 돈 버는 게 진짜 스웩이자 랩스타

－dcinside 힙합갤러리, 2014년 9월 18일 게시

2011년 일리네어 코즈 이블이 설립된 이후 이 이블의 소속 

음악가들은 재 미국에서 유행하는 사우스 계열 혹은 트랩 장르의 

음악을 고집해 왔다. ‘한국에서 안 된다는 음악’을 해왔다고 직  술

회하는 일리네어 코즈의 설립자인 도끼(Dok2)의 가사를 인용한다면 

이 이블에서 생산되는 음악은 이지 않다. 멜론과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이들의 음악에 남겨진 음악평들을 보면 체로 부정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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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힙합 이야(www.hiphopplaya.com), 힙합 엘이(www.hiphople. 

com) 등과 같은 힙합 음악 수용층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의 음악

에 한 지지도가 비교  높다.1) 일리네어 코즈의 소속 음악가는 

설립자인 도끼, 더콰이엇(The Quiett)과 소속 가수로 빈지노(Beenzino)를 

포함하여 3인에 불과하지만, 2014년 엠넷(Mnet)의 능 로그램 <쇼

미더머니>에 심사 원으로 섭외될 당시 힙합 음악 수용층 내에서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재의 한국 힙합 역에서는 주요 

이블 취 을 받고 있다.2)

이들의 음악이 한국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고 할 때 제일 먼  

언 되는 것은 ‘돈 자랑’이다. ‘돈, 여자, 마약’이라고 하는 힙합의 주

요 주제들은 힙합 음악이 시작되고 주로 향유되는 미국 음악 시장에

서도 다양한 맥락에서 논란이 된다. 한국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여, 

마약과 련된 주제는 다루어지기 어렵고 여성과 사랑에 한 주제 

역시 미국 힙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돈이라

는 주제 역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힙합의 발  과정에 한 

연구들은 한국 힙합의 가사들이 주로 음악을 듣는 청취자층 동년배의 

고민을 담아내고, 삶과 사랑에 한 성찰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을 지 했다(김태룡, 2013; 김태한, 2009). 음악가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음악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에서 많은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는 을 인정한 바 있다(백원담·제리 이, 2010). 

하지만 일리네어 코즈의 음악은 기존의 한국 언더그라운드 힙합

1) 객 인 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힙합 이야에서는 자주 자신들이 좋아하

는 MC 쓰기 댓  놀이를 하는데, 2014년 12월 8일 게시 에서도 1, 2, 3 는 

각각 빈지노, 도끼, 더콰이엇(이센스와 동률)이 차지했다.

2) ｢도끼, 더콰이엇 쇼미더머니 로듀서로 합류｣, 텐아시아, 2014년 4월 7일,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23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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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요계에 진출한 힙합 음악의 가사와 궤를 달리했다. 이는 가사의 

특징만이 아니라 힙합 내부의 장르  특징이기도 한데, 선정 이고 

상업주의 이라고 비 을 받기도 한 사우스 장르는 한국 힙합 내에서

는 인기 장르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재의 한국 힙합 장르 내에

서는 이 까지는 이루기 어려웠던 상업 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에

서 장르 신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상업 인 성공의 수 을 

주류 음악계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 2만 원 의 

콘서트 표 가격을 5만 원 로 올리고, 500명 내외의 소규모 홍  인디 

음악 공연장이 아닌 2500석 규모의 악스홀과 같은 형 공연장에서 

평균 1500명 내외로 객을 유치하는 등 기존의 힙합 장르 내부에서 

통상 으로 기 되는 상업  성공 이상을 이루고 있는 것 역시 사실

이다. 한 2010년  이후 힙합 음악이 장르 으로 가요와 결합

하여 성공하면서, 각종 공연과 기획 행사에 힙합 뮤지션들의 수요 

한 높아진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경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리네어 코즈의 표인 도끼는 

‘23살에는 1억 24살에는 2억 그럼 25살엔 더’라는 등의 표 을 통해 

직 으로 ‘돈’을 언 했고, 소울 컴퍼니 창립 멤버이며 감성 인 가

사로 인기를 끌었던 더콰이엇의 연  검색어로 ‘돈 자랑’이 등장했다. 

빈지노의 경우는 일리네어 코즈를 탈퇴하여 이 에 하던 음악을 했

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블로그나 게시 에서 빈지노 련 로 가장 

많이 등록되곤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일리네어 코즈는 장

르 내외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 목 은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일리네어 코즈의 음악과 

그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한국 힙합의 진정성3) 개념 구성을 수용층의 

인식을 통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힙합의 어떤 ‘원형’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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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겠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을 상으로 하는 문화물과 표 들이 어떻게 의 정서 구조와 조

응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려는 목 에서이다. 이를 하여 이 은 먼  

힙합 장르에서 다루는 ‘진정성’의 개념을 알아보고, 한국 힙합의 주요 

수용층이 구성해 온 진정성 개념과 일리네어 코즈의 음악을 수용하

는 방식에서 이 개념이 결합하는 부분에 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 은 게시  자료 분석에 근거한다. 일리네어 코즈의 음악이 

표상하는 바와 이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인식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

고 그 문화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 인 분석 

방법의 장 을 살리고 가설에 따른 분석 작업에 맞게 일종의 ‘이론  

샘 링(theoretical sampling)’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 다.

2. 힙합 음악의 진정성 개념과 논쟁: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힙합 음악이 음악산업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

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힙합 음악은 흑인에게 속한 것으로 인식되

어 왔고, 따라서 장르의 음악  특성이나 가사에 담기는 이야기의 구

조 역시 미국 사회 내 흑인의 삶과 한 련을 맺고 있다. 그러다 

보니 힙합 음악은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  논란의 소재가 되어 왔는

데, 로즈(Rose, 2008)는 힙합 워즈(hiphop wars)라는 책을 통해서 힙합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생기는 표 인 논란들에 해 정리했다. 그 

3) 물론 진정성 개념은 힙합 장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송화숙(2009)은 록 

장르와 련하여 이 개념의 역사  변환을 논의한 바 있다. 부분의 술장르에 

존재하는 논쟁이지만 이 연구는 힙합 분야와 련하여 이 개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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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음악 통권 15호(2015년 상반기)

논란은 첫째, 힙합 음악의 폭력성, 둘째, 힙합 음악에 드러나는 흑인 

게토 문화의 사회  해악, 셋째, 힙합 음악이 흑인 문화 자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 넷째, 힙합 음악이 미국 사회의 가치를 해치고 있다

는 비 , 그리고 마지막으로 힙합 음악의 여성 폄하 이슈들이다. 이런 

이슈들은 특히 상업화된 힙합 음악에 한 것들로, ‘hustler, pimp, ho’

라는 재의 상업  힙합 음악의 세 축에 한 비 과 논란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해 이것이 ‘ 실의 반 ’이며, 컨  여성 폄하

를 시작하거나 선도하는 것이 힙합 음악이라기보다는 여성차별과 성

차별주의의 미국 실을 그 로 담아낸다는 주장들이 맞서 있으며, 

게토 문화를 있는 그 로 드러내는 것이 ‘real’한 것이라는 반론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힙합 음악이 재 하는 은 흑인 문화의 모습들, 즉 총과 

마약, 섹스의 문제는 실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재 의 

정치학 내에서 흑인들의 삶을 게토 문화에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힙합 음악에 한 비 은 단지 보수 , 혹은 백인 문화

의 입장에서 질시를 보내는 것이 아닌 흑인 공동체 내부에서도 제기

되는 부분이다. 

특히 로즈는 힙합 음악이 차로 흑인 사회 내 문제가 되는 맥락을 

계  이동성에서도 찾았다. 랩 음악을 통해 부를 축 하는 것은 후

기 산업사회에 흑인에게 허락된 상  계층으로서의 이동성을 함의한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 에서 힙합 음악이 팔고 있는 콘텐츠, 특히 

갱스터 랩 장르의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 흑인 청소년 문화와 특히 

남성성의 구성에 미치는 힙합 음악의 향을 논하는 연구자들은 갱스

터랩의 주제인 부의 과시, 소비주의  태도, 마약과 섹스 산업 문제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다루는 태도 등을 문제 삼는다(Ros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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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음악의 소비  태도와 물질  과시는 비  맥락에서는 산업

과의 한 연 성 속에 있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뮤직 비디오에 

드러난 각종 상품과 의류, 심지어 도시 그 자체가 힙합 음악 산업의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뮤지션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장착한 장

신구들은 뮤지션의 이블이 련된 상품이거나 아니면 뮤지션들이 

홍보하는 상품들이다. 한 이러한 소비  태도는 여성과의 계를 

재 하는 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남성 뮤지션이 여성들에

게 물질  보상을 안기고 이것이 성 혹은 사랑과 교환되는 것에 한 

여성주의  비 이 다수 존재한다(Fitts, 2005).

이러한 비 들은 결국 진정성의 문제와 련되어 논의된다. 산업과

의 결합 속에 힙합 음악이 차로 상업화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팬

들의 수용 차원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이 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Mcleod, 1999). 그리고 연구자들은 진정성이란 맥락 이고 다양한 형

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 한다. 맥리드(Mcleod, 1999)의 경우 힙합

의 진정성 개념은 사회 심리학 ·인종 ·정치경제학 ·젠더 , 사회

 치, 그리고 문화 인 의미에서 정리한다.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며, ‘진정성 있는 흑인’이어야 하고, 언더그라운드의 정신이 요하며, 

남성 인 태도를 보이고, 거리와 동일시하며 힙합 문화의 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암스트롱(Armstrong, 2004)은 힙합의 진

정성은 세 가지 형태를 갖는데, 첫째는 스스로에게 진실한 것, 지역

인 연 성과 정체성을 갖는 것, 그리고 랩의 근원(역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 다. 물론 미국 힙합에서 진정성의 문제는 인종과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체로 하이퍼-남성성의 재 이나 후

드(흑인남성의 연 ), 그리고 게토와의 련성이 요한 축이 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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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정성의 정의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첫째 진정성의 가장 

요한 원천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연구자들뿐 아니라, 음악가들 스스로도 표상하는 진정성

의 가장 일차 인 기 이다. 를 들어 메소드 맨(Method Man)은 자신

의 음악이 자신을 재 하며 표한다고 표 한다(Mclead, 1999).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진정성의 개념이 상업 이지 않을 것, 즉 

‘selling out’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소드 맨의 표 , 즉 “I’m not gonna calculate my music to en-

tertain the masses”는 진정성 개념이 단지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는 수용층의 담론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미국의 상업  힙합 음악의 주제는 마

약, 섹스, 돈에 편 되어 있으며, 여성 비하 이고 폭력 인 내용을 

주로 묘사한다(Kubrin, 2005; Kitwana, 2002). 이에 따라 수용층은 상업 

힙합을 배척하고 진정성을 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찾으며, 

이를 진정성의 핵심으로 이야기한다(Jeffries, 2011). 진정한 음악, 진짜 

음악(real music)은 수용층이 힙합 음악을 수용할 때 시하는 핵심 가

치이다. 

한편으로 힙합 음악은 흑인의 것이라는 인식이 진정성 논란에서 

요하게 다루어졌다(Baker, 1999). 에미넴 등의 성공한 백인 힙합 음악가

가 나타나면서 힙합 진정성의 하  개념으로서 흑인성이라는 것은 논

란에 휩싸이게 된다. 길로이(Gilroy, 1993)와 같은 경우 흑인이라는 인

종  특성만으로 진정성을 논의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요한 것은 

백인 심의 미국에 의해 상업화되는 것에 한 항을 표 하는 것

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은 상업성과의 비 속에서 진정성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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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 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성공한 힙합 음악가의 표인 제이지(Jay-Z)는 

자신의 음악이 상업  목 을 해 재단된 것은 아니며, 그의 과거가 

증명하는 거리의 진정성이 자신의 치를 진정한 것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한다(“Moment of Clarity”). 즉 상업  성공이 진정성과 역 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를 이용하려는 산업이 진정성과 역 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거리와의 계, 남성 간의 연 는 진

정성 가치에서 핵심 이다. ‘거리’(즉, 게토)의 상징  재 이 힙합 음

악 속에 존재하는 서사를 진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데 요하다.

한편으로 진정성은 아티스트나 뮤지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

용자가 평가하는 것이다. 야콥슨(Jacobson, 2009)에 따르면 랩 음악과 

힙합을 즐기는 수용자들은 산업의 요구나 수용자의 목소리에 흔들리

기보다는 자신이 그들 스스로 진실하다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진정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경우 수용자들은 언

더그라운드의 힙합, 게토의 뿌리를 강조하면서도 이미 상업화되어 성

공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가장 많이 듣고 한 좋아한다는 것이다. 

제 리스는 자신이 인터뷰한 수용자들이 탈립콸리와 같은 아티스트

보다 제이지나 릴웨인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을 밝혔다

(Jeffries, 2011). 그러나 이는 수용자의 진정성에 한 개념이 모순 이

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보다는, 힙합 음악의 진정성이 맥락 이고 구성

인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힙합 음악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가치로서의 상업성은 단지 메인스트

림이나 언더그라운드 간의 립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는 것을 함의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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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힙합 수용의 맥락과 진정성 담론 

인종  정체성, 권력 계, 산업이 얽  있을 뿐 아니라 음악의 

주요 장르로서도 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힙합은 미국에서 학술  

심의 상이 되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음악이 하나의 학문 상이 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힙합 

장르 역시 한국 사회에 등장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는 특성 때문

에 힙합이 학술  연구 상이 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기 으로 힙합(음악)을 연구 상으로 삼은 논문은 15

편 내외이다.4)

그러므로 ‘진정성’이라는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주로 평론 담론이

나 수용 차원에서 다. 특히 한국에서 힙합 장르의 문제를 거론하기 

해서는 평론 담론의 분석이 필수 이다. 다만 한국 힙합 음악의 수

용에 있어 요한 담론 형성자로 활동한 리드머5)의 경우 과거 데이터

베이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힙합 이야6)와 같은 표  사이트들 

역시 서버 용량의 문제로 과거 게시 을 회원이 볼 수 있는 게시  

내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은 2010년  이후, 특히 

아이돌 음악과 같은 음악과 련되면서 힙합 장르가 주류 음

악에 결합 혹은 련되면서 나타나는 진정성과 련된 평론  수용 

4) www.riss.kr의 데이터베이스를 키워드 검색해 스와 패션에 한 논문을 제외한 

것이다. 주요 주제는 정체성, 랩음악의 시학, 음악과 아이돌 음악에서의 장

르 차용 등이다. 

5) www.rhythmer.net. 데이터베이스 리 사이트의 오류로 2009년 이 의 자료가 

소실되었다. 

6) www.hiphopplaya.com. 데이터베이스 용량 문제로 과거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어 

최근 1년 이내 자료만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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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에 제한하여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7) 따라서 이 에서 논의

되는 담론  차원의 진정성 구성은 제한 일 수 있다. 

3.1. 산업: 기획사 음악 vs. 인디펜던트 음악

미국에서도 힙합 음악의 진정성 차원은 메인스트림  언더그라운

드라는 항목으로 비되어 나타나곤 했다. 한국에서도 힙합의 진정성 

차원에서 제일 먼  강조되는 것은 상업성과의 비인데, 이 상업성은 

한국에서는 연 기획사로 표되는 듯하다. 특히 2000년  말부터 기

획사에서 힙합을 표방하는 아이돌 그룹을 다수 제작하면서 기획사 음

악과 힙합의 진정성을 비하는 것은 이제 음악가 수 에서나 수용층

의 차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담론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힙합을 

정체성으로 표방하는 힙합 아이돌은 빅뱅, 블락비, 방탄소년단, 

1punch 등 다수 있으며 최근 한국 음악의 주요 장르  차용 경향

이 힙합 음악에 몰리게 되면서 차로 힙합을 가수와 그룹의 정체성

으로 표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획사에서 연습생 기간을 거쳐 

조합되고, 작곡가의 곡에 작사가의 노랫말이 붙은 곡을 스와 함께 

공연하는 것에 가까운, 아이돌 그룹이 힙합이라는 머리말을 붙일 수 

있는가에 한 논란은 사실 그 유래가 더 깊겠지만, 2013～2014년에

는 더욱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2014년 엠넷이 진행한 서바이벌 경연 

로그램 <쇼미더머니>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바비와 비아이

가 출연하면서 아이돌과 힙합에 한 오래된 논쟁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들 아이돌 그룹들은 언더그라운드 경력을 강조하

7) 따라서 련 평론가의 인터뷰나 과거 수용자층에 한 질  분석을 통해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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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해외 유명 힙합 음악가와 업을 통해 장르 내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해 노력한다. 2015년 랩몬스터(방탄소년단)가 미국의 힙합 

음악 구루  한 사람인 워  지(Warren G)와 콜라보 이션을 내고, 

믹스테이 를 발매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평론가들은 아이돌이 진정성을 유하기 해 언더그라운드 경력

을 강조하거나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는 상에 주목했다. 표 으

로 아이돌로지(idology)는 6회에 걸쳐 한국 음악의 힙합 아이돌 문

제를 집  탐구하 는데, 방탄소년단, 블락비 등의 아이돌 그룹이나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악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한다는 것을 진정성의 키워드로 삼아 작사와 작곡을 강조하는 경

향, 언더그라운드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부분들에 주목하여 서술하

다(김 , 2014; bluc, 2014; 로보토미·하박국·아이돌로지 담, 2014 등). 

이들은 언더그라운드는 ‘경력’이 되어 힙합에 한 아이돌 래퍼의 열

정으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 하 다.

장르 참여자들 가운데에서도 힙합-아이돌의 문제가 자주 다루어졌

다. 평론가 김 이 진행하는 <힙합 석> 공개방송(2013년 11월)에 

출연한 래퍼 비 리(B-free)는 함께 출연한 방탄소년단의 구성원들에게 

메이크업을 하는 아이돌이 왜 힙합을 표방하는지를 물었고, 이에 해 

방탄소년단의 기획자 방시 이 SNS를 통해 비 리를 비난하여 공개 

디스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래퍼 올티가 

공개 경연곡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출연한 바비에게 “ 는 

이쁜 바비 인형”에 불과하다는 가사로 주목을 받은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아이돌이 힙합을 표방하는 데 한 거부감은 수용층 가운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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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어떤 경우 이런 거부감은 ‘힙부심’으로 비아냥의 상이 되

기도 하지만, 힙합 이야나 힙합 엘이8)와 같은 장르 문 커뮤니티

에서 수용자들이 “지코는 블락비 나와야 한다고 니다. 아이돌에 머

무르기는 뭔가 아쉬운…”9), “LE마  아이돌의 향을 받고 있어 지겨

워 죽겠다”는 등 아이돌 음악이나 아이돌 래퍼를 직 으로 힙합(문

화)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이돌 래퍼

들과 미국 유명 힙합 음악가들의 업을 폄하하는 것도 주요 경향이

다. 랩몬스터와 워  지 간의 작업은 “남는 비트 주고 돈 받고 워 지 

개이득” 등으로 표 되기 일쑤이고, 평론가 김 이 랩몬스터의 작

업을 칭찬하는 경우 “방시 으로부터 돈을 받았는가”라고 게시 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음악의 맥락에서 평가하기 이 , 기획사

에 소속된 아이돌의 음악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

하다. 

3.2 공간: 방송국 vs. 홍대 혹은 지역(로컬)

미국의 힙합 진정성 담론에서 사회  치, 즉 거리라는 것이 진정

성의 주요 코드  하나라면, 한국에서는 기획사와 인디펜던트를 이항

립 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 음악이 연주되고 공연이 펼쳐지는 공간

의 성격 역시 진정성의 요한 축이 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 엄격하

게 말해 ‘거리’로서의 신(scene)이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홍  놀

이터는 상징 인 공간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사이퍼나 길거리 공

연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리스타일 래퍼 역시 은 편이다. 

8) 국내 힙합음악과 미국, 국, 일본 등의 해외 힙합음악을 모두 다룬다. 

9) http://hiphople.com/kboard/26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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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리스타일 래퍼들의 진정성이 역으로 강하게 인정받기

도 한다.10) 리스타일이 거리문화만의 것은 아니지만, 재 한국 힙

합 내에서는 리스타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들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거리 문화가 곧 리스타일, 그리고 아마추

어, 순수 등으로 번역되는 문화  번역 과정을 거친다. 

그 기 때문에 방송국을 자신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교  공통 으로 드러난다. 사실 방송국은 공간의 의미보다는 

산업의 의미가 크다. 과거 여의도 심의 문화 구도에서는 물리

·지리  공간의 의미도 강했지만 재는 방송국과 산업을 표하는 

지리  경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송국의 치나, 방송국과 

한 련을 맺은 연  기획사의 지리  치가 일치하지 않고 방

송국 자체도 지상 와 이블을 아울러 흩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라는 지역은 ‘진정성’ 있는 힙합의 장소로서의 상징  지

를 여 히 갖고 있다. 홍 의 소규모 공연장에서 단 10명을 모아 

놓고서라도 공연을 해야 하고, 그것이 힙합이며, 스타가 되기 해 방

송국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힙합이 아니라는 주장11)은 뮤지션과 수용

자를 아우르면서 드러나는 ‘진정성’에 한 주요 담론  하나이다.

이러한 갈등이 드러났던 사례  하나는 <쇼미더머니>에 참가한 

래퍼 올티의 랩과 그에 한 반응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웹진 웨이 
는 특집기사를 통해 올티의 아이돌 비 은 길거리에서 랩을 하며 살

아남은 자신의 치에 한 인정 투쟁의 성격이 있음을 보인 바 있

다.12) 

10) [인터뷰] JJK(힙합 엘이, 2014년 4월 1일, http://hiphople.com/interview/2035246).

11) <래퍼 아이삭스쿼 가 진행하는 매콤한 라디오>, 2014년 12월 4일.

12) [스.압.주.의] ｢‘쇼미더머니3’가 남긴 것들｣, 웨이 ,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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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제: (뻔한) 사랑 노래 vs. 자신의 삶에 대한 노래

미국 힙합의 음악 주제에 한 상업성과 진정성의 립항은 ‘트

드를 따라가는 이야기’, 즉 상업  음악  ‘진짜 자기 이야기’인데

(Mcleod, 1999), 한국의 경우는 (뻔한) 사랑 노래가 트 드를 따라가는 

상업 음악의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먼  평론 담론에서는 상업

으로 성공한 ‘한국형 힙합’은 장르 고유의 멋을 드러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힙합 화라는 맥락에서 옹호받고 있다는 을 비 하

다.13) 물론 사랑 주제인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상업  성공을 한 

특정한 주제와 장르의 특성에 한 변용을 문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냥 사랑이 주제여서가 아니라 ‘한국형 발라드’의 감성을 차용한

다는 에서 문제이다.

표 인 사례는 래퍼 산이(San-E)이다. 그가 으로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힙합 커뮤니티에서 그의 평 은 차로 

나빠지는 이다. 산이는 2014년 재 멜론 기  남성 솔로 가수  

인기 1 를 달리고 있지만, 힙합 음악 커뮤니티에서는 ‘랩병 (랩병신 

질이)’14)로 불린다. 이러한 반응은 그의 음악이 힙합이 아니라는 것, 

즉 힙합의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에 기인한다. 가짜 사랑 노래 혹은 

진정성이 없다는 말로 폄하하려는 힙합 팬들의 목소리는 산이의 음악

이 멜론 차트에 오르기 해, 즉 매되기 좋게 가공된 것이라는 인식

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산이를 힙합 가수가 아니라고 

http://www.weiv.co.kr/archives/19449.

13) http://board.rhythmer.net/src/go.php?n=11965&m=view&s=feature&c=22&p=2.

14) 비 리가 자신의 노래 <My team>에서 쓴 가사 내용이지만 힙합 커뮤니티에서 

산이의 별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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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는 것은 일종의 놀이처럼 존재한다. 산이와 련된 게시 을 

쓸 때 게시 의 말머리에 ‘힙합X’(‘힙합 아님’)을 붙이는 경우처럼 말

이다. 

물론 모든 사랑 노래가 진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사랑 노래는 

사실은 소재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  ‘한국형 힙합’의 사랑 

노래는 표 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택하 을 뿐이지 사랑이 문

제가 아니다. 이것은 성공하기 한 산업과의 타  문제로 해석된다. 

한 주제와 더불어 아이돌과의 업, 멜로디 심의 듣기 쉬운 곡 

구성 역시 동일한 비 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름 있는 아이돌의 후렴

에다 랩 하는 아이디언 체 구껀데(Beenzino, <연결고리> 가사 일

부)”라는 구 이 회자된 후 산이가 “이름 있는 랩퍼 랩에 아이돌 앉

주는 아이디언 내껀데(<쇼유더머니> 가사 일부)”라는 구 을 써 상호 

디스 논란이 일었던 사례처럼, 상업 으로 성공하기 해 아이돌을 

이용하는 것은 타 이자 비난의 상으로 담론화되었다.

한편 진정성에서 ‘진실된’ 자기 이야기라는 담론은 래퍼의 이야기

가 진실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사의 내용이 ‘수용층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래

퍼 제리 이는 한국에서 힙합음악이 특정한 수용층을 형성한 계기가 

같은 나이 래의 유사한 고민을 가진 MC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

기로 받아들인 이 있다는 것을 지 했다(백원담·제리 이, 2010). 진

실된 자기 이야기 담론의 핵심은 가볍지 않은, ‘주제의식이 있는’이라

는 말로 표 이 되곤 한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상업 힙합 음악의 주제

에 한 거부감과도 련되며, 최근 트 드를 좇는 것에 한 반발도 

상당하다.15) 리드머는 2012년 MC에게 진정성이 강요되며 이 진정성

은 ‘가사가 무겁고 진지한’ 것을 의미한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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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해체한 소울 컴퍼니에 

한 다수 힙합 음악 수용층의 향수는 이러한 진정성에의 추구가 가

지는 하나의 방향성이다. 

3.4. 젠더: 여성적 vs. 남성적 

힙합의 진정성 개념에서 미국의 경우는 남성성 문화가 요하게 제

시되곤 한다. 후드(남성 간의 연 )를 포함하여 극도로 과장된 남성성의 

추구는 힙합 음악이 표방하는 고유한 정서 구조의 일환이다. 이 때문

에 여성 차별 이라는 비난의 상이 되기도 하고, 학술 으로는 호모

-소셜한 연 를 한 여성 오의 구조를 드러낸다는 에서 흥미를 

끌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힙합 음악의 가사 면으로 남성성을 드러내는 경우

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선정성 심의가 강화되었던 역사  맥락에서 

성애를 통해 남성성을 표 하는 것은 문화 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던 

탓이다. 그러나 수용 차원에서 성별화는 뚜렷하다. 힙합 엘이에서 진

행된 한 설문조사는 커뮤니티 이용객의 성별을 보여  뿐이지만, 체 

215명  80%가 남성이고, 36%가 10 , 그리고 54%가 20 이며 이

들  30%가 다양한 의미로 음악 창작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17) 이 커뮤니티가 구성하는 담론에서 “여성이 진짜 힙합을 

15) 이러한 정서의 표  시는 다음의 메시지에서 볼 수 있다: 남들 까기 바쁘고 

돈 자랑뿐인 요즘 음악들 못 듣겠다. 새삼 소울컴퍼니 때 가사들이 정말 이쁘다

는 생각 @SaaaaaaangAh.

16) ｢MC에게 가해지는 진정성과 깊이에의 강요, ‘Why So Serious?｣, 리드머, 2012

년 5월 22일, http://m.rhythmer.net/src/magazine/feature/view.php?n=9733.

17) http://hiphople.com/fboard/225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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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는 주장은 흔하게 발견된다.18) 한편 비 리는 자신들의 콘서

트에 ‘남성팬’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이 있으며,19) 진정한 힙

합 팬이라는 이슈에서 성별 이슈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즉, 젠더  

차원에서 ‘진정한’ 힙합은 여성 인 것과 거리가 있다. 

3.5. 음악의 정체성: 모방 vs. 독창성 

한편 힙합 음악의 출발 과 재의 유행이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지

고 있다는 에서, 곡과 가사(랩)의 작법에 한 독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한국 힙합 장르이기도 하다. 이미 K-pop의 역은 해외 작

곡가가 곡 작업을 하고 이를 구매하여 작사를 한국말로 하여 발매하

는 등 로벌한 음악 산업을 지향하는 인데, 힙합의 경우는 작법과 

련하여 미국 주류 힙합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비 이 강하게 제기되

는 것이 실이다. 이러한 에서 ‘진정한’ 힙합은 단순한 모방이 아

닌 독창성의 차원에 있다. 사실 음악의 진정성 차원은 혼종성을 

숙명으로 하는 음악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보다는 수용의 차

원에서 담론화하여 나타나는데, ‘본래의 것과 그 지 않은 것’ ‘진실

한 것과 그 지 않은 것’ ‘오리지 과 복제’ ‘진지함과 그 지 않음’ 

‘독창 인 것과 모방 인 것’ 등의 이항 립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송화숙, 2009). 즉 독창과 모방의 립은 오래된 진정성의 담론  차원

이다. 따라서 이 담론의 구조는 음악의 장르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18) 를 들어, “여자 분들이 힙합을 좋아하는 것에 해서”라는 게시 의 댓 에

는 “랩음악을 좋아하는 걸 수도…”라는 댓 이 달린다.

19) “왜냐면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형들, 동생들은 길거리에 있는

데 사실 그 사람들이 공연장에 오질 않거든요”(http://hiphopplaya.com/magazine 

/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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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 

다만 독창성의 범주에 해서 수용층의 인식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며, 음악가와 평론가 사이에서도 평가가 달리 나타난다. “미국 주

류 힙합을 ctl+c/v한 다음 변형한다”는 평가에서부터 “장르  유사성

인데 제 로 음악을 들을 도 모르면서 분 기만 비슷하면 유사하다

고 몰아간다”는 주장들이 모두 존재한다. 이 게 상반된 이야기가 존

재하는 것에 평론가들은 이를 “수용층의 어린 나이와 해외 힙합 음악

에 한 감상 경험 부족”20)으로 돌리기도 하며, 퍼런스가 분명한 

음악의 경우 평가 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정한 힙합 수용층은 이미 

로벌화한 음악 산업에서 유행하는 음악의 특성이 미국과 한국이 다

를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4. 일리네어 레코즈와 ‘랩스타’의 구성 

에서 설명한 진정성의 담론 구조 내에서, 일리네어 코즈의 수

용 차원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인으로 구분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리네어 코즈 음악은 한국에서 안 된

다는 것, 즉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음악 

특성으로 내세운다는 이다. 둘째는 한국에서 안 된다는 음악으로 성

공하게 되었다는 성공 서사에서 드러나는 특성이다. 셋째는 이들이 스

스로를 칭하는 랩스타라는 개념의 복합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쇼

미더머니> 등을 통한  수용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

20) 리드머 편집장 강일권의 트 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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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1. “한국에선 안 된다던 음악”

“모두가 한국에선 안 된다던 음악 그만두라던 그 말 이젠 다 의미 

없지 부정할 수 있니 가”(<rollie up>, Dok2)

술하 던 바와 같이 일리네어 코즈는 재 한국 힙합에서 독특

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머니 스웨거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논

란이 일지만 미국 힙합의 모방이나 샘 링 문제, 진정성의 이슈 등 

여러 가지 주제에서 일리네어 코즈가 논란의 심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에 해 이들이 답하는 것은 체로 음악을 통해

서이고, 이들의 음악을 옹호하는 혹은 비 하는 수용층의 반응이 조응

하는데, 진정성의 차원에서 이들은 먼  크게 두 가지를 경유한다. 하

나는 기획사 음악에 한 척 으로 ‘인디펜던트한 일리네어 코

즈’를 상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부 

‘진짜’ 자기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담론을 경유하는 

지 에서 머니 스웨거를 도구로 활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흔히 더티 사우스라고 불리는 남부 힙합의 주제와 곡 특성을 꾸

히 가져왔던 래퍼 도끼는 자신이 하는 랩/힙합이 ‘모두가 한국에선 

안 된다던’ 음악이라고 규정한다. ‘안 된다던’에 집 하면, ‘안 된다’

고 했지만 그는 성공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다. 그런데 그는 일

부터 이러한 음악을 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밝히곤 했다. 

다이나믹 듀오와 만든 음악 <서커스>(2005)에서 13살의 도끼는 “난 

할래 난 갈래 형들 말처럼  안 된다고 하는 길 끝까지 갈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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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처럼 도끼 스스로가 그려내는 성공 내러티 는 단순하지만 명료

하다. 서사 구조의 차원에서 도끼의 음악을 구조화한다면 그가 ‘

자’로 구성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획사 심의  음악 

산업이고, 두 번째는 그 음악 산업의 기획에 합하는 동료 음악가(힙

합 음악가)들이다. 기획사 심의 음악 산업에 해 스스로를 척 으

로 설정하는 것은 ‘Mr. Independent’와 같은 시리즈 음악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 음악의 기획사 시스템에 한 반감은 도끼

의 사  경험과 련되어 있지만,21) 동시에 ‘어떤 음악이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에 반 하는 신념의 표 으로 읽힌다. 그러므로 ‘안 된다’

는 것은 그가 지향하던 미국 힙합의 트 드(사우스, 재는 트랩)음악을 

한국에서 하는 것은 상업 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수정·김수아(2014)는 재 한국 가요의 주제가 으로 사

랑에 집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아이돌 음악과 퍼포먼스 일체는 겸손

과 의, 성실과 노력이라는 집단  도덕주의 에토스를 보여 다고 

주장했다. 머니 스웨거 심의 일리네어 음악은 이러한 에서 

일 수가 없다. 겸손과 의라는 차원에서 “내가 가진 차와 돈”을 

자랑하는 것은 한국  정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22) 그러나 일

리네어 코즈 자신은 이러한 의 정서에 심을 갖거나 반응하지

는 않는다. 오히려 그 기 때문에 자신들의 음악이 더 의미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 의미 부여는 음악 차트에 오르는 가요와 자

21) 10 에 올블랙이라는 힙합 그룹으로 데뷔하여 연 기획사 계약을 했던 도끼는 

이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고 이를 갚기 해 수년을 허비했다고 말한다. 

22) “우리 나도 일리네어 쇼미더머니 나오는 거 보고 건방지다고 싫어함”과 같은 

반응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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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음악을 비하면서 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울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23) 그러므로 ‘한국에서 안 된다는’ 음악은 오히려 

이들의 힙합에 한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안 된다는’ 것은 그러나 ‘리얼’하기 때문에 진정하

다. 차트에 오르는 사랑 노래보다 자신의 ‘돈’ 이야기가 더 진실하다

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하다는 

담론과 만나게 된다. 힙합 수용층이 일리네어의 음악을 수용하는 경로

는 체로 이 게 두 가지의 해석  퍼토리를 통해서인데, 첫째로는 

소재 자체가 ‘상업  기획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분명 일리네어가 재 보여주는 행보인 돈 자랑, 섹스 자랑 등은 그

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거죠. 

근데 어도 일리네어는 지가 하고 싶은 돈 자랑 실력 자랑 꾸 히 하면

서 여기까지 온 애들이에요. 힙합 신에 기여한 바도 많죠. 빠순이힙합이

다 뭐다 하지만 얘네는 소  말하는 빠순이들의 마음에 들 만한 달달한 

사랑노래라든가, 네임드 아이돌이 피처링하는 곡을 뽑아내진 않고 지들

이 하고 싶은 리얼힙합 스웨깅하면서 인기 얻은 애들이잖아요.24)

그러나 수용층이 으로 일리네어 코즈의 음악에 해 정

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인 정서와는 다르다는 한편으로 그럼에

23) “주목할 건 타  않고도 꽤 유명한 거”(<we gon’ make it>, 빈지노 가사) / 

2014년 일리네어 코즈 3주년 콘서트에서는 빈지노가 음악 방송에 홍보비를 

쓰지 않고도 음원 차트 1 에 오른 것을 강조했다. 

24) http://hiphople.com/fboard/23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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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여 히 돈 자랑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내비치기도 한

다. 즉 미국 힙합 음악을 들어 본 경험으로 머니 스웨거는 일종의 장르

 특성으로 생각하여 을 향해서는 이를 옹호하면서도, 커뮤니티 

내부 으로는 논란을 벌이기도 한다.25) 한편 힙합 이야 게시 에 

일리네어의 신곡에 한 비  리뷰를 남기면서도 동시에 들이 

돈 자랑 음악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기도 한다.26) 결국 진정성의 맥락에서, 일리네

어 코즈의 소  ‘돈 자랑’은 진정함 속에 있다. 

4.2. “내가 뭘 사든 니들 술값보단 값지고”

‘돈 자랑’ 음악으로 이해되는 일리네어의 음악을 듣는 수용층은 이

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첫째, 이를 힙합식 스웨거로 받아들이

는 것, 그리고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용층이 존재한다. 이들의 주

요 논거는 ‘미국 힙합은 이 게 자신이 이룬 부를 자랑하는 주제가 

일반 이고 이는 힙합 장르의 고유한 문법’이라는 것이다. 즉 힙합의 

맥락 내에서 수용될 것을 주장한다. 두 번째 수용층은 머니 스웨거를 

하기에는 이들의 재 상황이 보잘것없으며, 만약 이것이 단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 게 느낀 힙합 수용층이 어리기 때문이라고 주장

한다.27) 미국에서 머니 스웨거가 통하게 되는 맥락은 그 부가 카타르

25) 그러나 이 논란은 진정성에 한 논란이라기보다는 주로 음악의 질과 련된다. 

26) “일리네어 rocking with the best에 한 이런 반응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될까

요?”(http://hiphopplaya.com/bbs/1056912).

27) “참고로 사회물 어느 정도 먹은 입장에서 보면 벤츠 끌고 다닌다는 스웩 보면 

아무 감흥 없고 미국 힙합퍼들 스웩 스 일하고 비교되서 헛웃음만 나와요. 

이게 요. 10  애들이나 우와~ 하지 이건 뭐”와 같은 반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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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를  만큼 단하기 때문이지만, 재 일리네어 코즈는 그 정

도의 수 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힙합 수용층이라기보다는 

일반 음악 소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면서 도끼와 더콰이엇의 음악이 일반 음악 소비자들에게

도 노출될 기회가 생겼다. 이들의 일차 인 반응은 ‘허세’라고 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게 잘하냐?” 혹은 “힙합 하는 애들

은 원래 이 게 자랑질이 심하냐”는 내용이다.

이러한 수용층의 반응에 해 일리네어 코즈는 한편으로는 자신

의 진정한 이야기라는 맥락으로 진정성 담론을 경유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성공의 맥락화를 통해 진정성의 담론을 구성한다. 2008년 인터

뷰에서 도끼는 자신에 한 편견으로 원래 부유한 것이 아니다, 그리

고 양아치가 아니라는 것을 꼽았다.28) 이후에도 재까지 도끼는 자

신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며,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일리네어 코즈가 구성하는 담론 체계 내에 술과 담배는 불

필요한 소비, 게으름의 은유처럼 작동하고 있다. 바로 이 이유가 일리

네어 코즈가 차와 시계의 소비로 차별성을 구성하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차와 시계는 소비라기보다는 ‘증명’이라고 주장되고, ‘매일 

새 옷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 히 작업실에서 일하는 부지런함’

을 가지고 있다는 을 강조한다. 

난 매일 새 옷의 택을 뗄 수도 있어

28) “ 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궐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웃음) 문신 있고, 학교 안 다닌다고 양아치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최 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오해를 하시면 곤란하거든요”(http://m.hiphopplaya.com/ 

magazine/index.html?cate=3&cate2=&pageID=21&no=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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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m so ambitious. 매순간 있어, 난 작업실에(<11:11>, 빈지노)

내 cash flow는 매듭 풀린 실 

놀고 싶지 근데 스 이 안 비어(<가>, 빈지노)

즉, 이들이 자신의 소비를 정당화하는 가장 요한 키워드는 ‘노력’

이라는 단순한 단어이다. 물론 “came from bottom, to the top”이라는 

건 힙합의 자기 과시 서사의 고유한 주제이다(김 , 2014). 그리고 

이를 ‘허슬’이라는 말로 표 하면서(Hustle real hard－Dok2), 이들의 서

사는 일견 제이지가 상업  성공을 거두면서도 거리의 신뢰와 진정성

을 획득하는 허슬 라이 의 맥락을 이어가는 듯도 하다. 

하지만 도끼의 허슬(Hustle)은 노력이다. 재능이 아닌 노력을 강조한

다는 에서, 그리고 앞서 설명한 ‘불필요한 소비’를 멀리한 결과로 

설명한다는 에서 이들의 노래가 구축하는 담론은 정확하게 자기계

발의 윤리와 일치하며, 한편으로는 집단  도덕주의 에토스 내에 있는 

윤리  태도를 재 하는 것이다. 

거리의 삶과 외형 으로 닮은 것은 오히려 아이언(Iron)이 <쇼미더

머니3>의 결승 에서 부른 노래 가사 “난 돈이 없어 친구 mp3를 

뺐었고 난 돈이 필요해 삥도 *나 뜯었어”에 표 되는 삶의 맥락화에 

더 가깝다. 그러나 이에 한 의 반응은 “일진 짓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윤리  비난이었다. 그에 반해 도끼의 허슬은 윤리

이다. 환락과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고 다작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

를 채워가면서 성공한 것이고, 그 성공의 증거를 소비를 통해 보여주

는 것이기 때문에 “니들 술값보다는 내 롤 스가 값진” 것이 된다. 

제가 도끼랑 나이 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 나이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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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생각을 먹고 성공을 일궈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럽고 단하

게 느껴지네요.29)

이러한 에서 수용층은 이들이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

함이 없다. 이는 단지 랩머니에 한 희망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가치 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된다. 이 지 이 바로 

자기계발의 윤리와 통하는 부분이다. 한기호는 자기계발 윤리의 효과

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공의 필연성을 굳게 믿지 않은 자기 자신에

게 가하도록 만드는 ”을 이야기한 바 있다.30) 실제로 도끼는 항상 

정 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31) 

롤스로이스 실제로 인증해서 그런가…  돈 얘기만 하는데도 진

정성 있고 좋음.

나는 꿈도 없이 이 청춘을 어떻게 보낸 거지 라는 반성도 되고… 그

냥 멘탈을 존경해요.

지샥에서 롤 스, 벤츠에서 롤스로이스 등으로 분명한 소비 지 을 

제시하지만 이것을 인증으로 표 하는, 즉 성공의 증명으로 표 하는 

음악 앞에서 이들의 소비는 그냥 꿈의 증명이 되며, 자기계발의 성공

은 롤모델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는 일리네어가 

29) http://hiphople.com/kboard/3064222.

30) 한기호, ｢아직도 자기계발의 덫에 빠져 계십니까?｣, 경향신문, 2011년 9월 

5일.

31) 뭐든 시간이 되면 다 알아서 되겠지 / 난 내 자릴 지키는 일 빼곤 암 것도 안 

했지 /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 믿음과 노력 없인  잘될 놈도 안돼

(<fly away>, DO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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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맥락으로, 미국 상업 힙합의 물질주의  태도가 헤도니즘 이

라고 비 을 받는 것과는 다르고, 이들이 차와 시계를 사는 행 가 

주는 쾌락의 외연과 내포가 다르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4.3. “랩스타란 말은 정말 옳은 표현 같아”

자기계발에 성공한 일리네어 코즈 구성원은 스스로를 ‘랩스타’라

고 부른다. 역시 미국 힙합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이들이 

사용하면서 이 ‘랩스타’의 개념에는 독특한 변형지 이 발생했다. 사

실 한국에서 “스타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문화 연구자들

로부터 꾸 히 제기되었던 바이다. 단순히 텔 비  문화 심으로 

발 하면서 화식 스타가 아닌 텔 비  셀 리티로 변화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를 들어 홍석경, 2013), 더 요한 것은 한국의 

정서  평등주의의 맥락이다(김수정, 2011). 한국의 정서  평등주의의 

맥락에서, 나와 본질 으로 다른, 재능을 가진 스타라는 것은 존재하

기 어렵다. 그것이 바로 아이돌들이 끊임없이 ‘자신은 음치 다’거나 

혹은 ‘가난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과거’를 강조하는 이유이

다. 시청자와 동일한 출발 을 갖는, 그러나 남다른 노력을 통해 성취

해 나가는 아이돌의 지 는 ‘스타’일 수가 없다.32) 그 기 때문에 우

리는  연 인에게 겸손과 도덕성과 노력의 증명을 요구한다.

일리네어 코즈는 스스로 랩스타라고 칭하고, ‘빈수르’, ‘독수르’

등의 별명을 달고 다니면서 자신의 차와 액세서리를 인스타그램에 

32) 자신은 보잘것없고, 언제고 체될 수 있으며, 이 기회를 잡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력을 통해 이 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버나

드 박의 인터뷰는 이러한 정서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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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한다. 그 다면 이들은 어떤 의미의 ‘스타’일까? 분명히 재 

한국 연 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차원을 이들은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손가락 욕설을 하는 사진을 올려도, 어 욕설을 가사에 포함시

키더라도 힙합이라는 장르의 특성으로 옹호받기도 한다. 일정 정도 

미국 인 스타 개념과도 유사해 보인다. 

그런데 이 지 에서 <쇼미더머니>가 구성한 담론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쇼미더머니>에서 일리네어 코즈가 얻은 인기는 철

한 언더독 서사 구조하에서 다. 이들은 창기 자신들이 힙합 신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주장을 하면서 나타났지만 이건 ‘허세’로 받아들여

졌고, 만담 수 의 농담을 던지는 허술한 사람들로 인식되면서 선을 

통과한 오디션 참가자들의 인기투표에서 꼴등을 해서 탈락 기에 몰

린다.33) 이 게 이들이 스타의 지 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연하게 

허물어졌고 “아직도 왜 이게 만담인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쇼미

더머니> 시청자들은 이들을 랩스타가 아닌 ( 스트뮤직이라는 악의 축

에) ‘밟힌 지 이’로 보고 이들과 연습생 바비가 ‘꿈틀’하여 복수에 

성공하는 드라마로 읽었다.

그래서 “도끼는 자랑을 해도 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은 거라 얄

지가 않아”라는 수용층의 반응이 생겼다. “ 상치 못한 승리에 쇼크 

받았지만 자연스럽게 자뻑으로 넘어가는 도덕이 무 귀엽다”로 표

되는 <쇼미더머니 3>에 한 반응은 일리네어 코즈가 보다 의 

정서 구조에 조응하게 된 것을 보여 다. 이들의 자부심이 망가지고 

33) 힙갤에서 작성한 일리네어 팬픽은 빈지노가 <쇼미더머니>에 나간 도끼와 

더콰이엇에게 어떻게 쌓아올린 이미지인데 <쇼미더머니>에 나가 만담이나 

하면서 망쳐 버렸냐고 화를 내는 내용이며, 더콰이엇은 이에 물을 보이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힙합의 수용층에게도 일리네어의 이러한 이미지가 익숙

하지 않았던 것임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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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 투표에서) 부당한 우를 받은 것이 이들의 수용자와 동일시 지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결 으로 읽혔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정서  

평등주의의 한 맥락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이들

의 성공은 부당한 평가를 받은 자가 노력한 결과이므로 ‘ 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경우, 이들은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고 어떤 경우 겸손하다고 언 된다. 돈 자랑은 음악의 

외형일 뿐이지 이들의 삶이 겸손하다는 평가는 정서  평등주의의 맥

락에서 이해가능하다. “도끼는 랩 해온 만큼 얻은 겁니다. 겸손하기도 

하구요”, “쇼미에서 본 것도 그 고 도덕 둘 다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괜찮은 듯 ㅋㅋ”과 같은 반응이 표 이다. 즉, 랩스타로

서 콘서트 무 에 롤스로이스 차를 시하여 공연하는 ‘범 할 수 없

는 스웩’을 보이면서도, 사람 자체는 순하고 귀여워서 도끼가 아닌 

뿅망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인식이 가능해져서 이들을 

이 수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일리네어에 한 의 반

응에는 “지디만큼이나 벌었냐?”는 비아냥과 “모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 지 않다”는 두 가지 모두가 존재하게 되었다. 

4.4. “1억이 넘는 벤츠 너도 탈 수 있어”

신자유주의  자기 계발의 윤리가 빛나는 부분은 그것이 나의 성공

일 뿐 아니라  역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구성할 때이다. <Show 

Me The 바닥: 힙합의 사회학, 가난도 스펙이 되는 시 를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래퍼 JJK는 “도끼가 컨테이  박스에

서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 음악이 의미가 있다”고 했으

며, 평론가 박 우(bluc)는 힙합은 가난의 극복을 이야기하는 성공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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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 구조를 지닌 이야기와 자신의 생애를 진정성 있게 구술하는 

생애사  성격을 지니는 이야기로 분류할 수 있음을 지 했다.34) 

그런데 성공에 한 이야기가 힙합의 고유한 서사 구조인가와는 별

개로, 그 효과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계발  주체를 생산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 신 증명을, 놀이 신 노력을 

택한 이들의 성공은 신자유주의  통치의 맥락에서 읽 야 한다.35) 

이들의 음악이 주는 효과는 아주 간단하다. “나도 좋던데. 그냥 자기

들 노력해서 바닥부터 올라와서 이 게 부자된 거 노래하는데 나는 

얘네 노래들으면서 나도 노력해서 부자가 되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들

던뎀”이라는 반응은 힙합 수용층 에서 일리네어의 음악을 즐겨 듣

고 옹호하는 수용층의 가장 일반 인 반응이다. 

한편 윤리  차원에서 일리네어의 성공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 

도끼 잘되는 거 보면 진짜 내가 다 뿌듯함”으로 나타나며, 이는 사실 

슈퍼스타K 2시즌에서 허각의 성공을 바라던 공정사회의 담론과 연장

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난하던 자의 성공은 바람직하게 읽히며, 이

것이 특히 노력의 성과일 때 더욱 그러하다. 정의와 공정함은 이들의 

가난했던 과거에 있다. 존박이 아닌 허각이 우승했기 때문에 공정사회

의 허구  충족을 선사했던 것처럼,36) 돈 자랑을 해도 되는 것은 노력

을 통한 공정한 기회에서 승리한 자로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34) ｢Show Me The 바닥: 가난도 스펙이 되는 시 를 말하다｣, http://hiphople.com/ 

lifestyle/2906878.

35)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의 의지, 자신을 돌보고 향상시키려는 의지를 통해 작동

하는 권력, 즉 주권 인 지배자의 모습으로 자신 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훈육과 규율의 규칙과 질서를 통해 규범화의 권력을 부과하는 것도 아닌 새로

운 권력”이 신자유주의  통치이다(서동진, 2005).

36) ｢허각이란 청년을 아십니까?…‘공정사회’ 모델로 부상｣, http://news.donga. 

com/Politics/3/00/20101109/3245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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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주장하는 랩스타는, “힙합만으로 웬만한 연 인보단 돈도 더 

잘 벌고(We all made us, DOK2)”라는 맥락이었지만, 수용층의 수용 과

정은 다른 것으로 읽힌다. 

그러므로 일리네어 코즈의 구성원들이 각종 인터뷰와 음악 가사

에서 “나는 원래 부유하지 않았다”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를 강

조하는 것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익힌 한국 사회의 규범

 정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 히, 한국 사회에서 성공은 

이러한 정서 구조 내에서만 번역되어 읽힐 수 있다.

5. 나가며

일리네어 코즈의 음악이 수용되는 맥락은 그것이 비록 돈 자랑이

라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이다. 

진정성의 핵심을 자기 이야기로 두는 가운데 이들의 소비, 즉 차와 

집 이야기는 ‘나쁜’ 소비와 비되어 성공의 정당성을 함축한다. 노력

의 결과라는 에서 집단 이고 도덕주의 인 에토스와 맞물리기에, 

돈 자랑의 의미는 단순한 부의 과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서  평등주의의 맥락에서 일리네어 코즈의 음악은 상반된 반

응의 경계선을 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리네어 코즈의 성공이 “내

가 다 뿌듯한” 나머지 “ 물도 나는” 수용층의 반응이 있다. 이는 한

국 힙합 장르에서  성공이 어렵다는 제하에 수용층이 보이는 

동일시  태도이지만, 람보르기니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는 ‘스타’

를 ‘기특’해 하는 것은 사실은 기이한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어도 

힙합 음악의 장르  특성에 노출된 힙합 수용층이거나 혹은 <쇼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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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3>의 능  이미지에 근거를 두고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 히 

 정서에는 이들은 “얘네들 사상이 참… 불 하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걸 게 자랑하고 싶을까? 유딩이 딱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쭐 는 거랑 뭐가 다르나”37)라는 반응을 얻는다. 이것은 힙합 고유

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힙합 팬들 혹은 일리네어 팬들과의 이러한 

 정서 간의 논쟁은 보통은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양

쪽 경우에서 모두, 일리네어 코즈의 음악 수용은 스타라는 개념과 

성공의 달에 해서 수용층이 요구하는 한국  맥락을 보여 다. 

한국 사회에서 스타는, “겸손과 노력의 미덕 속에 있어야 하고 성공한 

자는 내가 기특해할 수가 있는, 하늘의 별이 아닌 나와 동일한 치여

야 할 것” 말이다.

37) 네이버뮤직 더 콰이엇 신곡 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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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d Rapstar: Contextualization of 

money-swagger and authenticity in Korea

Kim, Sooah(Seoul National University,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Hong, Jong-Yoon(Seoul National University, ICT Policy Research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money swagger that hiphop music has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through the music of Illionaire Records and controversies around it. What 

are to be analyzed mainly here in this article are first, the narratives that 

Illionaire Records’ music produces, and second, the emotional expressions 

of hiphop consumers found in the posts and reviews of open communities 

oriented to hiphop music like HiphopPlaya or HiphopLE. Through this, 

the research has revealed how hiphop music consumers’ emotion is char-

acterized by combining the money swagger with authenticity. In the real-

ity that the unequal structure firmly exists already within deepened 

neo-liberalism, this emotion expects that those in the unequal position 

can succeed even in public culture. In the meantime, it is like a dou-

ble-sided coin that also shows those successful are not at the equal status 

with the public through consumption. The narratives that Illionaire 

Records forms can be understood that they produce an appealing point 

for certain hiphop consumers within the context of the emotional struc-

ture in this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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