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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멸시와 비판: 표현의 한계 또는 남성성의 불안

5. 결론

이 에서 필자들은 블랙넛의 가사를 통해, 한국 남성 청년의 남성성 구성

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블랙넛은 인 인기

를 얻고 있는 스타는 아니지만, 힙합 장르 내에서는 특정한 한 수용층과 교감

하며 그 정서를 변한다. 필자들은 블랙넛이 노래해온 곡들이 남성성을 어떻

게 표 하고  구성해내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수용층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

며 받아들이는지를 고찰하 다. 경제 기에 응하는 주체들은 자학이나 

오를 선택한다는 것이 재 온라인 심의 남성 청년 담론에 한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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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남성성, 헤게모니적 남성성, 한국 힙합, 여성 혐오, 진정성

이러한 경향은 한국 힙합 가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블랙넛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질이, 루 로 정체화하는 래퍼들의 가사에서는 극 으로 표

된다. 진정성이라는 추상  개념을 매개로 하나의 단일한 헤게모니  남성

성을 찬양하면서 그에 도달하기 한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의 잘못된 원인

으로 소수자를 지목하는 비-헤게모니  남성성과, 돈과 여성을 자랑하는 헤게

모니  남성성 사이의 비가 존재하는 재 한국 힙합의 남성성 표상은 사실

상 동일 기 의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에서 문제가 된다.

1. 서론

2015년 방 된 <쇼미더머니 4>의 우승은 래퍼 베이식이 차지했지

만, 소  ‘방송의 수혜자’는 블랙넛(Blacknut)이라는 의견이 지배 이

다. 스트뮤직 이블 소속인 블랙넛은 2015년 쇼미더머니에 출연하

고 여러 차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MBC 다큐멘터리 로그램 <랩

스타의 탄생>에 등장해서는 웃는 얼굴로 돈벌어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할 정도가 된 블랙넛은 어도 힙합 수용자에게는 

‘랩스타’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은 블랙넛에 한 남성 팬덤의 지지가 크다는 것이다. 블

랙넛의 이블 스트뮤직의 콘서트는 보통의 힙합 이블 콘서트들

과는 달리 남성 객 비율이 높다. 2016년 2월 13일 악스홀에서 열린 

스트뮤직 이블 콘서트의 매자 분포를 보면 남성이 58.4%, 여성

이 41.6% 비 을 차지한다. 1월 24일 열린 일리네어 콘서트가 남성 

38.7%, 1월 30일 열린 AOMG 콘서트가 남성 17.9% 비율이었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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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면 남성 객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별 

매율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을 알 수 있다. 콘서트 매자  20

 비 은 AOMG의 경우 60%, 일리네어의 경우 46%인데 반해 10

는 각각 13.7%, 23%로 낮다. 그러나 스트뮤직은 10 가 44.5%, 20

가 44%로 10  비 이 상 으로 높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미루어, 

스트뮤직, 그리고 블랙넛의 팬덤은 10  남성이 심을 이루고 있

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1) 

10  남성 팬덤의 지지가 큰 이유에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블랙넛의 일베 련 논란도 그  하나로, 그가 재 10  

남성 이용자가 많은 일간베스트(이하 ‘일베’)를 표하는 래퍼이기 때

문에 블랙넛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그러하다.2) 그런데 스트

뮤직 표 스윙스는 2015년 8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랙넛의 

일베 이용자 논란과 련해, “블랙넛이 왜 인기가 많은  알아? 걔가 

한국 남자 청년의 거울이기 때문이야”라는 내용의 을 올린 바 있다. 

물론 그의 진단이 인 진리일 수 없다. 그런데도 ‘블랙넛’이 한

국 남성의 어떤 부분을 표하거나 표 한다는 은 힙합 팬덤 내에

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필자들은 블랙넛이 비추는 한국 남성 청년의 ‘거울’이 무엇인지에 

심을 갖고 있다. 이를 단지 ‘일베’라는 비정상 인 집단의 비정상  

1) 물론 스트뮤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래퍼는 기리보이이지만, 기리보이는 

콘서트를 열면 80% 이상이 여성층 팬이기 때문에, 스윙스가 출연하지 않은 

당일 콘서트에서 가장 많은 남성 팬덤을 보유한 래퍼는 블랙넛이라고 추론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이다. 

2) 블랙넛, 일베 제국 확장의 최 방에 서다. 오마이뉴스, 2016년 4월 4일자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1

9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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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 타당한지에 해서도 질문하고자 한다.3) 

물론 블랙넛이 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15년 

이후 발표한 곡이 끊임없는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에 블랙넛은  

스타보다는 힙합 수용층의 스타로 보인다. ‘페북 스타’라는 말처럼 특

정한 세 에만 소구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힙합 장르 내에서는 분명

히 특정한 한 수용층과 교감하며 그 정서를 변한다는 것은 분명하

다. 이 은 블랙넛이 노래해온 곡들을 분석하고, 이 곡들이 한국 사회

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남성성 에서 특정한 유형의 남성성을 어떻게 

표 하고  구성해내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수용자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이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힙합과 남성성 

음악 장르 에서도 특히 힙합은 남성성, 그리고 인종과 연결되어 

언 된다. 힙합의 진정성 개념에서 남성성 문화는 핵심을 차지한다. 

남성 사이의 연 , 과장된 남성성의 추구는 힙합 음악의 고유한 정서 

구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상업화된 힙합 음악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한 통 인 을 강화하고, 여성의 성 상품화를 당연

3) 일베는 한국에서 커뮤니티 속자 수로 8 이며 포털을 포함했다는 사실을 감안

하면 지 않은 속자 수를 지닌 형 커뮤니티다. 동시 속자 수가 1만～2만 

명 사이인 커뮤니티가 ‘일부’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베일의 기업 일베  

구냐,” 한겨 , 2015년 5월 15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 society 

_general/6914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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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여성을 열등한 것으로 묘사한다. 

화이트(White, 2002)에 따르면, 힙합은 기본 으로 도시의 은 흑인 

남성의 내러티 를 달하는 것이며, 인종과 남성성의 문제가 교집합 

속에서 존재한다. 힙합은 흑인 남성성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미국 문화 속에서 흑인 남성은 인종화된 타자의 공포와 환상을 

달하는 매체 다. 그리고 흑인 남성들 스스로에게는 흑인의 사회  

문화  조건과 그에 따른 생활양식과 문화, 즉 비행과 범죄 그리고 

‘여성 오’로 특징 지워지는 문화를 향유하고 선언하는 양식으로 여

겨진다. 

힙합의 여성 오에 한 분석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

담스와 풀러(Adams & Fuller, 2006)는 랩 뮤직이 여성을 성  상이자 

학 받는 상으로만 묘사한다고 단언한다. 랩 뮤직에 주요하게 등장

하는 ‘여성 오’  주제에는 여성을 성과 련해 폄하하거나, 여성에 

한 폭력  표 을 포함하거나, 여성이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묘사되는 것이 있다. 웨이쩌와 커빈(Weitzer & Kubrin, 2009) 역시, 403

개의 힙합 음악을 분석한 결과 여성을 모욕하거나, 성  상화하는 

내용, 여성에 한 불신, 여성에 한 폭력의 정당화, 매춘의 합법화 

등이 나타난다고 하 다. 

로즈(Rose, 2008)는 이와 같은 힙합의 특성에 해, 래퍼들이 “이것

이 바로 실재이다”, “실제로 나쁜 여성들이 존재한다”와 같은 답을 

내놓는다고 말한다. 즉, 힙합의 ‘여성 오’가 자신의 삶을 그 로 그

려내는 진실한 랩 음악의 규범과 맞다는 것이다. 거리의 삶을 재 하

는 힙합에서, 성  상이며 ‘bitches & hoes’인 여성의 존재를 그 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삶의 조건에

서 창녀로 폄하당하거나, 어머니로 숭배되는 이분법 속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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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의미화가 거리의 진정성과 흑인 남성성을 연계한다. 흑인 이성

애자 남성성에 한 오랜 기간의 편견은 흑인 가족이 비정상 이라는 

인식을 당연하게 여기게 해 여성 오와 성차별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결과를 낳았다(Chang, 2006). 

2.2. 타자화와 남성성의 구성 

청년 문화의 성격과 주체의 호명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남

성성의 변화와 련된다. 안상욱(2011)은 청년 세 의 루  문화가 분

명하게 남성 인 문화임을 지 했다.4) 은 세 의 남성성 담론이 달

라지는 것은 서구에서도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상이다. 남성성에 한 연구는 1980년  후반에 들어서야 본격화된

다. 이제까지 ‘문제되지 않는 성’으로서, 기 으로서 남성은 여성이

나 성소수자에 비해 연구 상이 되지 않은 까닭이다. 1980년  이후 

남성성 연구가 시작되는데( 를 들어, Connell, 1995; Jeffords, 1994; 

Whitehead, 1999 등), 이는 여성주의의 부흥, 후기 산업사회로 속한 

변화에 따른 남성의 기, 퀴어(queer) 운동의 성공 등이 련된다. 

코넬(Connell, 1995)은 ‘남성성’의 범주는 문화  구성물이며 담론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남성성의 유형을 헤게모니  남성성

4) 물론 이 게 청년 남성성만을 문제시하는 경향의 문제는 분명하다. 윤보라(2015)

는 청년의 기가 남성의 기로만 담론화되어 여성의 문제를 가리는 것에 한 

우려를 표명한다. 남성성의 기 혹은 변화가 격하다는 이유에 의해 계  

분화가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는 이 있지만, 동시에 젠더 정치학 차원에서 청년 

여성의 문제가 지워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다만 이 은 목 상 청년 남성성이 

힙합 장르를 통해 재 되는 방식에 심을 갖고 이 에 해 제한 으로 논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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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emonic masculinity), 종속 (subordinate) 남성성, 주변 (marginalized) 

남성성으로 구분하 다. 특히 요한 것은 헤게모니  남성성인데, 이

는 백인 산층 이성애자 남성의 남성성을 의미한다. 헤게모니  남성

성은 종속 , 주변  남성성을 배제하거나 이에 해 폭력을 행사해 

유지된다(Connell, 1995). 기본 으로 남성성은 결국 자신 외의 것을 

‘타자화’하면서 구성되는 담론  특성을 지닌다. 

그 기 때문에 이 게 타자를 통해서만 구성되는 남성성의 취약성

은 2000년  이후 남성성 연구자들의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페미

니즘 분석은 남성성의 본질  취약 을 타자화의 문제에서 찾는다. 

표 으로 정신분석학자 도로우(Chodorow, 2011)는 상 계 이론

을 개했다. 그는 남성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아의 일부를 자신의 

내부에서 분리해 타자로 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남성은 끊임없는 정신 분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한다. 이 타자는 표 으로 여성이며 여성이라는 타자와 함께 성소

수자 역시 남성의 타자로 존재한다. 킴멜(Kimmel, 1994)은 ｢호모포비

아로서의 남성성｣이라는 논문에서, 남성성과 호모포비아와 련된 두

려움과 수치를 논한다. 호모포비아는 성차별주의나 인종주의와 연결

되는데, 이에 한 두려움과 수치를 벗어나는 것, 즉 이성애  실천이 

남성성의 구성에서 핵심이다. 도로우가 남성성의 폭력이라고 의미

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타자를 배제하기 한 남성성의 실천과 련

된다.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권력 계에서 소외되면 과도한 남성성을 

발 해 이를 보충하려는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Chodorow, 2011). 

한국의 경우는 특히 쟁과 식민의 경험이 남성성의 구성에 큰 

향을 미쳐온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희 정권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성차별 으로 발  개념이 동원되면서 가부장  가족주의가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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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른 쟁 경험의 남성성 상실이 회복되었다(박이은실, 2013). 

하지만 이는 가부장  가족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즉 경제  

성공이 보장될 때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경제 기는 남성성의 기와 

직 으로 련되는 것이다. 게다가 엄기호(2011)에 따르면, 소비주

의 시 에 들어서면서 헤게모니  남성성의 요건에 돈과 외모, 학력과 

지  등 기존과는  다른 소비 자본주의사회의 기 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남성들이 받는 좌 감이나 상실감

은 더욱 커지는 사회  분 기가 형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좌 감은 사회  분 기를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바

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왜곡된 능

력주의가 존재한다. 어떤 주체도 언제든 약자와 필연 으로 계를 

맺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사실상 기득권 지배계 의 

지배 도구가 된다는 것에 해 아무런 비  없이 이를 능력주의 이데

올로기로 받아들인 청년 남성층은 성별 사이의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

지 않으면서 질함을 자처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에 한 오를 정

당화한다(천정환, 2016). 

한편, 나약과 힐리(Nayak & Kehily, 2008)는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특히 은 청년 남성이 경험해야 하는 일자리 변화와 그에 따

른 문제, 즉 통  ‘일’이 아닌 서비스직, 감정 노동직에 한 응 

문제에 주목한다. 지 까지의 남성성의 교육이 ‘서비스’를 하는 것과 

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 정체성, 이를 통해 느끼는 

자존감, 헤게모니  남성성과의 괴리 문제는 차 심각해지고 있다.5) 

5) 물론 이는 재의 감정 노동이 가지는 착취  성격을 정하는 의미는 아니며, 

모두가 감정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통  남성성

의 교육을 받은 남성 입장에서 남성 이지 않은 것으로 비하되어온 일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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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투쟁마  직업과 권리를 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문화와 정서 차원에서 진행된다. 남성성의 기와 이에 따른 갈등은 

차 정서와 문화 차원으로 집 된다. ‘여성 오’ 는 오의 정서

와 타자의 배제를 추동하는 문화의 변화는 이처럼 소  ‘남성성의 

기’와 련된다. 

재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남성은 양극화되어 있다는 주장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6) 상층계 에 속하는 남성은 여 히 헤게모니  남성

성을 체 하고 이를 규범 인 것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이 하층에 속하

는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느끼는 불만과 불안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헤게모니  남성성의 기는 이러

한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여러 사회  요건과 변화에 

따라 이 규 에 개별 남성이 맞추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

한다고 할 수 있다. 

2.3. 청년 세대 담론 ― 잉여, 루저, 흙수저

청년 세 는 흔히 기성세 와 갈등하면서 항 이고 안 인 문

화를 생산하는 주체로 상정되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경제 체계 

아래 한국 경제가 성장 시 에 어든 이후 청년 세 는 주로 기

와 련되어 정의된다. 2008년 융 기 이후 세 , 계 , 불평등은 

요한 화두가 되었다. 88만원 세 , 삼포 세 , 이태백 세  등의 명

칭은 고용 불안, 한국 가족의 구조 변화, 젠더 갈등의 심화 등을 나타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성성의 불안을 지 하려는 것이다. 

6) 를 들어, 우에노 치즈코의 강연에 한 반응이 표 이다(http://pgr21.com/?b 

=8&n=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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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말이다. 

문화 역에서는 잉여, 루  문화 등이 청년 세 의 변화와 

련해 논의되었다. 경쟁 주의 학 입시 교육에서 탈락하거나, 이 때

문에 취업 경쟁에서 탈락하는 청년 세 를 ‘잉여’로 명명하고, 바우만

 의미의 ‘쓰 기’로 의미화하는 시도가 있었다(구미정, 2013). 한편, 

문화 연구자들은 이들 ‘잉여’의 ‘일’이라는 모순 상황에 주목한

다. 잉여는 디지털 미디어 시 , 생산 계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네트

워크상에서 ‘잉여짓’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김상민(2014)은 불

안한 미래에 한 무력감을 지니며, 지 은 즐겁지만 희망이 있는지에 

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잉여의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그

런 에서 창조  유의 방식으로 향유 상의 소유를 지향하는 오

타쿠와는 다르다. 

김수환(2011)은 잉여가 ‘자기비하 ’ 성격을 가지며, 남과 다른 길

을 가는 극 인 의지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정도에서 멀어진 수동

인 상황이라는 을 지 한다. 그는 주변화된 것이라기보다 버려진 

것,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의 잉여가 된 청년 세 가 극 인 ‘잉여

짓’의 수행을 통해 문화 코드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무언

가를 계속해낸다는 에서, 한국 사회의 ‘잉여’에게서 정치  주체성

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무 를 통해 단지 쓸모없는 짓

을 하는 것처럼 보 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잉여’들은 촛불 

시 를 비롯해 다양한 항운동의 주체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임태

훈, 2012).

루 는 잉여와는 약간 다른 의미로 문화의 코드가 되었다. 한

윤형(2013)은 어른들이 시키는 로 다 했고 학벌 사회에서 학벌 자본

을 획득했는데도 취업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열패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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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패감과 부끄러움을 유머라는 틀을 빌려 표 하는 것이 루  문

화라고 하 다. 자기 학 인 냉소가 기본이 되는 루  문화는, ‘엄친

아’들의 세상에 균열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순간에는 정치  각성

의 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다. 2010년  반 장기하를 비롯한 밴드 

음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자발  

루 의 정치  가능성을 표 했다. 최지선(2010)은 이러한 루  문화

가 한편으로는 승자가 되지 못한 두려움을 역설 으로 표 하는 승자 

문화의 일부라는 시각, 세  담론의 과잉으로서 상업  이용이 되는 

루  문화에 한 우려 등 양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 했다. 

한편 한국 화의 경우 루 /약자는 한국 이 열렬히 환호하는 주

인공이라는 도 지 된다. 함춘성(2012)은 변변치 않은 화 주인공, 

즉 루 를 사  의미로 보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계에서도 일과 

련해서도 삶에서도 한 번도 성공 이었던 이 없는 인물”이라는 

에 주목한다. 그리고 일련의 한국 화 흥행작에서 이러한 변변치 

않은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음을 지 한다. 

그런데 안상욱(2011)은 루  문화의 요한 정서가 유머와 해학에 

있고 이는 남성 심 문화의 특성과 련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에서 

루  문화의 특성을 찾는다. 루  남성성은 경제 기로 가시화된 남

성의 기에서 출발하며 가부장  남성성을 패러디하는 양상, 남성 

동성 계에 한 상상의 증가, 이성애 연애 각본에 한 불만과 여성 

오, 사도마도히즘  남성 권력 확보 노력 등을 그 문화  특성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그의 진단에 따르면, 루  문화의 정서는 기본 으

로 남성성의 변화와 련된다. 

성장 사회는 직업의 기를 가시화하고 이는 통 으로 가부장

 사회 내에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치로서 자신의 권 를 구성

연세대학교 | IP: 1.233.215.*** | Accessed 2018/04/06 12:16(KST)



한국 힙합에 나타난 루  남성성 담론과 여성 오: 블랙넛 사례를 심으로_김수아·홍종윤  71

했던 남성성의 기를 낳는다. 2008년 이후로도 계속 지속된 경제 

기는 이러한 남성  루  문화의 유머와 자조를 좀 더 극단 인 방향

으로 어붙이기 시작했다. ‘헬조선’의 문제는 신계 사회로서의 각

자도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에 있고, 이 때문에 끊임없이 부모를 원

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흙수 ’는 자학 인 개념이며 더 이상 

이 사회가 나아지기 어렵다는, 미래 사회에 한 망도 포함한다(오

찬호, 2016). 김상민(2016)은 ‘헬조선’ 담론이 잉여나 루  문화가 가졌

던 어쩌면 정치 일 수 있는 가능성을 무화하고, 주체화되지 못한 채 

벌 처럼 체제의 유지를 해서만 기여하는 재 청년 문화의 변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베’로 표되는 일부 청년들은―비록 일부인

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일베 이용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들과 

다른 정서 구조를 갖는지 역시 논란이 있다고 해도―자신을 주류 문

화로 편입될 수 없는 하  주체로 인식해 자조하지만, 그 실패와 좌

을 소수자, 타자에게 귀인하는 변질된 잉여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헬

조선의 문제는 카리아트(precariat)와 같은 새로운 계  분화들과 

함께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킨다. 김홍 의 진단은 재의 헬조선을 외

치는 청년 세 에게 가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 다. 가난

과 비참을 싸워서 넘어설 수 있는 행 성을 가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래가 이미 산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김홍 , 2016). 따라서 ‘헬조

선’ 아래에서는 ‘죽창’으로 서로를 죽이는 게 답이거나, ‘킹 탈(킹무

성 고 탈조선)’로 표되는, 이 나라가 망해야 한다는 정서로 표출된

다는 에서 이 담론은 단순히 헬조선에서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

다는 다른 인간학(하승우, 2016)과 같은 소박한 기 를 통한 항의 정

치성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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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힙합과 블랙넛이라는 텍스트 

이 에서는 블랙넛이 자신의 랩을 통해 와 같은 루  문화의 

변화와, 청년 세 의 남성성을 힙합의 자기 서사, 즉 진정성 개념을 

매개하면서 어떻게 표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블랙넛은 2015년 

<쇼미더머니>를 통해 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랩 커리어는 상당

히 긴 편이다. 2006년 소울커넥션의 멤버 다고 알려져 있고, 2008년

부터는 ‘김콤비’7)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2009년부터는 힙합 이

야 자작 녹음 게시 에서 ‘MC기형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2012

년 스트뮤직 이블에서 본격 으로 활동하면서 ‘블랙넛’이라는 이

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의 활동 시기는 루  문화가 문화의 

요한 자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 과 맞물리며,8) 최근의 인지도를 

얻게 된 시 은 일베의 사회  인지도가 높아지는 시 과 일치한다. 

블랙넛은 <쇼미더머니 4>에서 이름을 알리면서, 각종 축제에 섭외되

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페이스북 팬 페이지의 좋아요 수

는 18만 정도다. 재 한국 힙합 장르 내에서 인기 있는 이블 일리

네어 코즈의 좋아요 수가 26만, 힙합 장르 씬 내에서는 인기가 있지

만 이지 않은 이블인 비스메이  이블의 좋아요 수가 2만 

정도인 것에 견주어볼 때 블랙넛이 한국 힙합 신 내에서는 비교  잘 

알려지고 팬이 많은 아티스트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작업은 일리네어 코즈가 표방하는 스웨거와 헤게모니  남

성성의 자랑과 다른 주제  특성을 보인다. <표 1>은 블랙넛의 작업물

7) 김좆키와 김폭딸로 구성된 듀오라고 소개된다.

8) 장기하와 얼굴들은 2008년부터, 무한도  시리즈는 2006년에 시작하여 2007년

부터 본격 으로 성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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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시기

자학, 

상처

랩 

실력에 

한 

자신감

‘여성 

오’

성  

타지, 

성  

자신감 

없음

헤이터 

혹은 동료 

래퍼 비

타인에 

한 

폭력

노력과 

희망
효도

성소

수자 

오 

MC 

기형아 

15

(20.5)

10

(13.8)

9

(12.3)

9

(12.3)

6

(8.2)

7

(9.6)

6

(8.2)

5

(6.9)

6

(8.2)

블랙넛
9

(20.9)

8

(18.6)

6

(14.0)

4

(9.3)

5

(11.6)

3

(7.0)

3

(7.0)

4

(9.3)

1

(2.3)

합계 24 18 15 13 11 10 9 9 7

<표 1> 블랙넛 음악의 가사 주제 분류( 호 안은 백분율)

에서 드러나는 주제  특성을 분류한 것이다. 과거 작업물 경우, 특정 

게시 을 통해 공개된 것  재 근 불가능한 것이 있어 MC 기형

아 시 의 작업물로 유튜 나 기타 매체를 통해 공개된 16곡을 상

으로 했다. 한 곡에 여러 주제가 등장할 경우 복으로 표기하 다. 

블랙넛의 경우 음원 사이트에 블랙넛이라는 랩네임으로 등록된 곡을 

상으로 했으며, 피처링 곡 역시 포함해 총 25곡을 분석하 다.9)

그의 랩 네임이 특징 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본 으로 그가 “정상

인 헤게모니  남성성에서의 이탈”을 그의 정체성의 주요 자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키가 작거나, 기형이거나, 성기로 축소되거나 하

는 형식이다. 한 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gaygaykim’이다. ‘남성’

이 되지 못했음을 상징 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업물에

서 가장 지배 인 정서는 ‘자학’이다. 그런데 루  는 잉여 문화의 

특징으로서 자조(우린, 아마 안 될 거야… )보다는, 블랙넛의 작업물에서 

드러나는 정조는 자학 인 특성이 훨씬 더 강하다.

9) 블랙넛이 발표한 25곡  3곡은 쇼미더머니 시즌4 경연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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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의 텍스트는 안상욱(2011)이 ‘루  남성성 텍스트’로 부른 루

 문화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  특성을 갖는다. 그는 헤게모

니  남성성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에 해 망하고 자학하

며, 이를 보충하기 해 폭력 인 형태로 가상 인 을 향해 남성성

을 표출하려 한다. 이성애 연애 각본에서의 실패 역시 자신의 주요 

정체성 자원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여성 오’ 표 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자학이 흔히 타자에 한 폭력으로 이어

지는 것은, 남성성은 항상 스스로를 타자화해 구성하기 때문에, 타자

화되어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들을 외부에 귀속해 그 부정 인 

속성을 멸 시키려 하기 때문이다(Chodorow, 2011).

블랙넛의 가사 주제에 해서 멜로(2015)는 호 성을 키워드로 분

석한 바 있다. 멜로는 그의 삶과 구조  요건에 주목하는데, 블랙넛은 

호남 출신의 고졸 백수이고, 170이 간신히 넘는 키와 깡마른 체격의 

소유자이며, 외모가 특출하지 않고 부모님은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

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랩을 과

격하게 해 주목을 받는 방법뿐이었으며, 이는 빈민가에서 오로지 랩이

나 농구를 통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던 흑인의 운명과 비슷하다고 보

았다. 그는 ‘모쏠아다’를 인터넷 시 에 표출된 비-헤게모니  남성성

의 하나로 보고 블랙넛이 이를 표상한다고 분석한다. 

멜로(2015)의 분석처럼 구조  조건에 한 일종의 자기 구원 노력

으로서 블랙넛의 랩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들은 이 ‘자기 구

원’의 맥락에서 채택된 자학 정서와 비-헤게모니  남성성의 내용과 

구성 과정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블랙넛의 서사는 단순하

지만 다음과 같은 요약이 가능한데, “사회경제  약자의 조건을 가졌

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고통이 자학으로 이어지며, 이 자학은 

연세대학교 | IP: 1.233.215.*** | Accessed 2018/04/06 12:16(KST)



한국 힙합에 나타난 루  남성성 담론과 여성 오: 블랙넛 사례를 심으로_김수아·홍종윤  75

나를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 한 분노나 타인에 한 폭력으로 표

된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성공하고 싶고, 성공을 통해 효도하고 싶다”

이다. 이 서사와 련해 논의되어야 하는 지 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 번째 질문은, 남성성의 구성에서 연애의 실패는 왜 그 게 문제

되는 것인가? 소비 자본주의사회의 연애가 계 과 련된다는 것은 

지 까지의 연애와 사랑 담론의 주요한 분석 결과다. 그러나 모든 계

이며 구조 인 모순이 연애와 사랑으로 축약되거나 환원될 수는 

없다. 그런데 블랙넛의 자학과 질함은 성  자신감이나 사랑과 련

되어 있다는 , 즉 모든 불만과 고통은 사랑과 연애에 집약된다는 

이 재 한국 남성성의 담론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연애의 실패는 남성성의 기의 직 인 원인으로 상상된다. 이

는 기본 으로 가부장  문화와 련되어 있다. 남성이 여성을 획득하

는 것을 정상  규범으로 삼아온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바로 남성의 실패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 에서 연애의 

실패가 남성성의 기가 된다. 

물론 블랙넛이 표 하는 것이 ‘연애’만은 아니다. 어떤 경우 블랙넛

은 짝사랑의 슬픔을 노래하고 계에 한 목마름을 표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그리거나 단순한 성  욕

망을 강조하기도 한다.10) 그러나 이러한 가사 표 은 여 히 그가 ‘아

다’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에서, 여성을 성  욕망의 상으로 격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구원하는 사랑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을 보여주기도 한다. <8만원>의 가사가 표 인데, 그는 성욕을 해소

하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을 생각하며 돌아오고 있다. 

10) …나도 해보고 싶어 여자 손잡고 모텔로…길바닥에…애들은 많은데 내가 

먹을 건 없네(MC 기형아－섹스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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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원히 혼자일 것 같은 불안함에

8만원을 쥐고 갔네 XXX을 향해

잘 생각했어 친구들의 힘찬 응원과 함께

씩씩하게 걸어가 마침내 입구 앞에

심장이 떨리고 설 이네 술기운 탓에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오늘 밤엔

( 략)

속옷만 걸친 채 창문 앞에 앉은 언니

앞에 서니 왜  망설이고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내 욕구를 채우긴 아깝지

발을 돌려, 그래 난 원해 진실한 사랑이

뭐 이런 새끼가.. 하는 표정 짓는 친구들

8만원으로 내가 쏠게, 가서 한 잔 더 해

(블랙넛, 2016년 발표곡 8만원 가사)

불행하게도 이는 ‘여성 오’의 형 인 기반으로서 ‘성녀/창녀’라

는 이분법을 보여 다. 이는 재 한국 사회의 청년 남성성이 습득되

고 구성되는 방식이 어떻게 ‘여성 오’ 논란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에 한 교과서 인 시다. 우에노 치즈코(2010/2012)는 호모소셜

(homosocial, 남성 간의 연 ) 개념을 통해 남성들의 인정만이 남성을 남

성으로 만들고, 그 인정의 기반은 여성을 소유하는 능력에 있으며, 이

때 여성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여성이어야 함을 말했다. 의 가사가 

표 하듯이, 여성을 돈으로 소유하는 것, 성욕의 해소는 호모소셜에 

의해 지지된다. 블랙넛의 친구들이 블랙넛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응원

하고, 못할 경우 비난하는 것은 호모소셜의 한 사례다. 이 노래 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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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딱 블랙넛만 할 수 있는 노래11)라는 반응은 블랙넛의 캐릭터

가 이 게 ‘연애에 실패한 는 시도하지 못한 남성의 질함’을 그리

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한편 블랙넛은  사회의 변화, 감정과 정동이 강조되는 사회  

변화에 따른 남성성의 응 문제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른바 남성의 

기 담론이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 정규직의 몰락, 가장으로서의 

치 불안을 지 하는 한편, 주목해야 하는 ‘남성성의 기’는 가장으

로서 남성성뿐 아니라 통 으로 당연시되는 남성성의 규범 자체를 

흔들고 있다. 앞서 언 한 나약과 힐리(Nayak & Kehily, 2008)의 분석

에 따르면, 문제는 정규직 진입에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 으로 

여성성, 여성의 것으로 여긴 감정 노동과 서비스직을 남성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  변화에 있다. 이제까지 남성성이 아니라고 비하된, 감정

과 돌 이라는 남성성 외부의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다. 특정 방

식으로 규정된 권 주의  남성성의 교육을 받은 남성이 직업과 같은 

공  과정부터 연애와 같은 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응하기 어려워

졌다. 특히 한국의 남성성이 권 주의 이고 군사주의 인 틀 아래에

서 극도로 규범화된 헤게모니  남성성 모델을 제시해왔다는 에서, 

이 차이가 주는 고통은 클 수 있다. 아래의 가사는 블랙넛의 자학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그는 ‘말을 걸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 감정 교환 능력의 부족은 그를 ‘ 질이’로 만

든다. 이를 ‘용기가 없어서’라고 표 하는 것이, 바로 헤게모니  남

성성의 규 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커뮤니 이션이나 의사소통 능

력은 (남성의) 용기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권 주의  남성성의 기  

11) “방  블랙넛 선공개를 듣고 왔습니다”(http://hiphople.com/kboard/67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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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성 인 것, 타자의 것으로 내

버려진 것일 뿐이다. 

나만 빼고 지들끼리 서로 소개시켜  여자들도 있네

야 왜 나는 소개 안 시켜주니?

아무 말도 안하고 걍 웃지 무슨 뜻이니…

처음 몇 마디는 잘 나 다가 갑자기

나만 말이 없어져서 혼자 술잔을 잡지

(여자 사귀고 싶다－MC 기형아) 

블랙넛은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 없어 ‘보이는’ 헤게모니  남성성

을 가진 존재들을 상상하며 그 존재들에게 소유되는 여성을 상상한다. 

이에 따라 블랙넛은 연애의 실패를 ‘외모, ’을 따지는 여성의 탓

으로 돌리는 쉬운 길을 택한다. 헤게모니  남성성의 규범 내에서 

계성에 한 것이 없고 계 맺기와 감정 노동에 서툰 것을 남성성으

로 규정하는 문화 속에서, 자학은 ‘헤게모니  남성성에 이르지 못한 

나의 조건’에 한 것으로 귀결되며 그 책임은 자신이 아닌 그 조건을 

요구하는 타자에게 향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성애 연애 서사의 문제는 

단순히 사  감정의 담론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 오, 여성성의 문제

를 구성하는 핵심 축이다. 

두 번째는 여 히 남성성과 성공이 연결되며, 이는 더 나아가 가족

의 성공으로 환원된다는 이다. 어머니의 치 한 문제인데, 블랙

넛은 ‘엄마는 뭘 하지 말라고 했다’와 ‘엄마가 그랬다’를 자주 사용한

다. 그의 공개된 집안사(쇼미더머니 4)를 고려해볼 때, 성공과 어머니라

는 표상, 한국  가족주의는 요한 그만의 서사 요소이자 한국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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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사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가져야 하는 

부담, 헤게모니  남성성의 규 과 련된다. 한국의 경우 헤게모니  

남성성의 정상  삶의 궤도는 좋은 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를 잇는 것에 있다. 블랙넛은 우선 첫 번째 경로에서 이탈했고, 

두 번째 경로에서 본격 으로 자학을 시작했다. 이 자학의 죄책감이 

어머니를 향하는 것은, 경제 기에 응하는 한국 가족주의 담론의 

변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경제 기에 한 한국 사회의 가족 담론

의 응은, 기는 남성의 문제로 삼고(남성화), 그 극복에 한 책임을 

지는 주체, 는 그 극복을 한 권력이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조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만드는 사 역화의 특성을 

갖는다(박혜경, 2011). 

가설 이지만 일베 이용자를 분석한 김학 (2014)이 평범한 산층 

가정의 남학생을 일베 이용자로 이야기했을 때, 그가 주목한 것은 ‘아

버지의 성공’을 자신도 이루기 원하는 산층 남성 주체 다. 블랙넛

의 서사에서 ‘아버지’가 사라진 것은 이런 에서 상징 이기도 하

다.12) 가계 빚에 시달리는 그에게는 이미 헤게모니  남성성의 모델

이 무 진 상태인 것이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구원자이자 자기

가 구원할 상이 되고, 이미 사라진 헤게모니  남성성 모델을 소망

으로 삼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재가 그게 아니라고 발악하듯 말하는 

것이 그의 서사에는 진실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입장에서 진실한 이 서사가 경제 기의 극

복을 해 일하는 어머니를 연민하는 동시에, 자신이 경험하는 남성성

12)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 <쇼미더머니 4>에서 송민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길을 알려달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헤게모니  남성성의 모델이 있다는 것이

다. 한 아버지는 YG라는 거  기획사로 치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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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를 구원하는 주체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결국 

블랙넛의 텍스트를 여성 오  자학 서사로 만든다는 이다. 남성성

의 기를 여성을 통해 보충하는 것은 이 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성성의 기 극복은 헤게모니  남성

성 모델이 갖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남성성 모델을 재구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통한 것이어야 한다. 남성성의 타자로서 상정된 여성을 소유하

거나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세 번째는 주제 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사회  논란을 

일으킨 비 (beef)13)와 련된 논란들이다. <part2>라는 곡에서 블랙넛

은 자신을 비 하는 래퍼 제리 이, 평론가 집단(리드머와 힙합엘이 필

진)에 한 비난을 담았다.14) 이 곡은 이 에 발표한 <인디고 차일드

(indigo child)>라는 곡에서 MC 메타 등 힙합 1세 를 비 하고, ‘여성 

오’ 이고 소수자 오 인 가사를 썼다고 비 을 받았을 때 자신

을 가장 열심히 비 한 세 사람을 상으로 한다. 타인에 한 공격과 

다른 래퍼에 한 비 이 맞물린 주제 역으로, 특히 기성세 와 기

성 윤리에 한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기성

세 에 한 반감은 실제 10 의 주요 정서이며, 일베와 같은 청소년 

심 사이트의 핵심 공감 이기도 하다. ‘틀딱’15)이나 ‘선비’, ‘꼰 ’

13) 흔히 디스로 표 되는데 다른 래퍼를 비난하거나 비 하는 가사를 담은 곡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4) “XXX 퇴리 이는 딴지를 걸지”, “그래서 는 불 나  미니카 CM송”, “보지

도 않고 혼자 펼치는 뇌내망상”, “그러면서 지는 능 문 래퍼 데 콘이랑 

마리텔 나와서 낄낄거리네”, “ 가 싫어하니 음악좆목질상은 평생 못 받겠

네”, “필요 없어 니들의 쓰 기 feedback XXX같은 개소리 씨부린 bluc도” 등. 

15) 틀니를 딱딱거린다는 말은 단지 노년층을 의미한다는 말은 아니고, 윗 세 를 

포 으로 지칭한다. 40 인 MC메타의 경우에도 틀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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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반감은 한편으로 ‘여성 오’와 한 련을 맺는다. 양성

평등연 는 2012년 선을 앞둔 선언문에서 “여성을 약자로 만들고 

무한하게 지원해  기존 정부”와 그에 투표하기를 독려하는 ‘꼰  세

’를 으로 돌린다. 소  386세 의 정치 과정은 여성가족부 신설

로 축소되어 인식되며, 이는 남성에 한 역차별을 만들어낸 원흉으로 

꼽힌다.16) 이들의 정서와 마음 구조에서 문제는 사회에 무임승차하려

는 여성과 소수자가 책임져야 한다. 평론가 블럭(bluc)이 블랙넛의 소

수자·여성 오를 비 하고,17) 래퍼 제리 이가 강력하게 블랙넛의 

오 문제를 제기했다는 18)에서 이들은 ‘꼰  세 ’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블랙넛의 서사와 텍스트에 한 반응이 힙합 팬덤 내에

서도 갈리는 상황이지만, 블랙넛의 서사는 체로 힙합의 진정성 틀 

내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그의 표 에서 드러나는 과격성이나 

그가 그려내는 실은 인정 는 동일시 상이 되어오고 있다. 멜로

(2016)는 블랙넛이 실제 삶과 결부되어야 하고 언행일치, 솔직함 등을 

강조하는 힙합 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면서, 폭력  표 과 

결부되는 이것이 힙합이라는 장르  특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다음 에서는 힙합 

팬덤의 반응을 정리해 분석하고자 한다. 

16) 남성연  남녀평등 한민국 국민행동 1117(2012.11.12). http://naya7931.tis 

tory.com/644.

17) Bluc. 블랙넛,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2016.1.15). http://ize.co.kr/article 

View.html?no=2016012412277292253.

18) [인터뷰] 제리 이, ‘힙합도 사회의 일부, 변할 건 변해야 한다. 힙합 이야 

매거진(2016.04.04). http://magazine.hiphopplaya.com/magazine/article/view.html? 

category=magazine&category2=&mode=text&page=1&sort=signdate&num=20

083&keyfiel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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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가사 

주제의 

진정성

독창성, 

캐릭터 

인정

오

폭력성 

비

랩

실력

인정

힙합의 

진정성

일베 

비

랩

실력

비

기타

일베 아님

(혹은 문제 

아님)

 수

(%)

56

(24.7)

55

(24.2)

36

(15.8)

28

(12.3)

23

(10.1)

13

(5.7)

6

(2.7)

6

(2.7)

4

(1.8)

<표 2> 블랙넛에 한 게시  의견(주제별)

4. 열광 대 멸시: 루저-남성성 재현과 소비 

이 의 주요 분석 상은 힙합엘이(hiphople.com)의 국내 게시 에 

공개된 게시 이다. 싱  ‘100’이 발표된 이후부터 논란의 피처링 곡 

<인디고 차일드>가 발표된 기간까지(2014.8.8～2016.4.5), 블랙넛이라

는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 에서 분석 상을 선택하 고, 이  단순 

정보 공유를 한 게시 은 제외하 다(음반 정보 제공, 팬 아트, 질문 

등). <표 2>는 최종 분석 상이 된 게시  201건의 주제 분류를 표기

한 것이다.19)

4.1. 진정성 ‘담론’: 주제의 진정성과 힙합의 진정성

장르 음악에서 진정성은 요한 주제이며, 장르의 정체성을 결정하

고 아티스트의 곡과 행보를 해석하는 기 이 된다. 힙합 장르에서 진

19) 본인의 의견 없이 링크만을 제시한 것은 제외하 고, 주요 화제가 블랙넛이 

아닌 경우에도 제외하 다. 련 주제가 두 가지 이상 등장할 때는 복 표기하

다. <쇼미더머니 4>를 기 으로 후 시계열 인 변화가 있고, 댓 을 고려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 둔다. 특히 블랙넛과 련된 게시 에서는 

댓 에서의 입장 차이와 논쟁이 요했기 때문에, 댓 에 한 분석이 추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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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 ‘나의 이야기’라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블랙넛에 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블랙넛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솔직하게 한다

는 것’에 있었다. 

블랙넛만큼 진솔하게 가사쓰는친구없던것같던데 스윙스도 참 안

에있는감정그 로 보여주는데 그것보다 더 한 게 블랙넛이라고 요20)

다른 랩퍼들은 쓰고 싶어도 못쓰는 솔직한 가사가 무 매력있어요 

항상 꾸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ㅋㅋ21)

더 나아가 이들 수용층은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에 자신을 동일시

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질한데, 블랙넛은 그 모습을 솔직하게 드

러내고 특히 랩이라는 형식으로 술화했기 때문에 멋있다는 것이, 

블랙넛의 팬덤이 느끼는 주된 감정이다. 

여튼 나는 천성이 질이라 블랙넛에게 마음이 간다. MC기형아 시

부터 지 까지 쭉 질한 그 모습에도 마음이 간다. 그 게 *나 병*같지

만 자신의 병*력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은 물론 랩할땐 딴 사람이 되서 

당당해 지는 그 모습 역시 *나 멋있다. 내가 생각할땐 내 주변의 사람들 

에도 질이가 *나 많기 때문에, 알고보면 우리는 다 슈퍼 질이기 

때문에 블랙넛이 빨릴 수 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러므로 나는 질이의 

왕, 질이 표 블랙넛을 격 지지하고 응원한다.22)

20) 블랙넛말인데요(http://hiphople.com/2533416) 게시 의 댓 (2014.8.13).

21) 블랙넛 좋네요(http://hiphople.com/2580020) 게시 의 댓 (2014.8.18).

22) 블랙넛은 질이다(http://hiphople.com/4828718) 게시 (20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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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응은 “블랙넛은 우리 청년 남성의 거울”이라는 스윙스의 

말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게시 의 반응은 길거나, 

상세하거나, 설명 이지 않기 때문에 그 ‘ 질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는 명료하게 로 표 되고 있지 않다. 이 정서는 세  문화 인 것으

로 이미 세  내에서는 확인되고 공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블

랙넛의 곡에서 받은 감동을 언 하거나 그 독창성을 칭찬하는 게시

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나나 블랙넛 같은 사람들은 집 방안에서는 강간범 카사노바 정력왕

이지만 바깥 실 세상에 나가면 말 한마디 어버버 제 로 못하는 병신

이다. 그리고 블랙넛은 자기가 병*인걸 노래에 놓고 쓴다.23)

한 고1까지 진짜 센 애들한테 짓 려 살았던 거 같음 존나 멋없게

그 뒤로는 그게 싫어서 운동 시작해서 지 까지 하고 있구요. 집안사

정 안 좋은 것도.. 망할 은행들이 이자를 올려  때마다 빡친 것도 주

에 랩한다고 하면 ‘니가 무슨 랩?’하면 그냥 웃고 집에 와서 혼자 답답하

던 것도  보는 것 같아서 음원으로 들을 때와는  다른 신선한 기분

이었어요.24)

바깥 세상에 나갔을 때 말을 못하고 집안 사정이 안 좋거나, 체격 

조건이 안 좋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팬덤의 반응은 “내가 할 수 

23) 블랙넛이 한 아티스트인 이유(http://hiphople.com/6769183) 게시 (2016. 

3.29).

24) 블랙넛 이번 무  거울 보는 기분(http://hiphople.com/4823904) 게시 (2015. 

8.22).

연세대학교 | IP: 1.233.215.*** | Accessed 2018/04/06 12:16(KST)



한국 힙합에 나타난 루  남성성 담론과 여성 오: 블랙넛 사례를 심으로_김수아·홍종윤  85

있는 건”의 무 를 보고 어느 순간 나도 몰래 울컥하는 감정으로 이어

지기도 한다. 이러한 에서 블랙넛이 재 세 의 남성성의 잉여들, 

루 들을 변하거나 표상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이를 부정 인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컨  아래의 게시

은 ‘일베’를 블랙넛의 표상으로 보고, 일베가 블랙넛에 열 한다는 주

장을 하면서 일베의 이용자를 5포 세  남성으로 규정한다. 

5포세 .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인간 계 - 모든 것을 포기한 세

보*, 김*녀, 민주화 이런 일베용어들을 일상 으로 쓰는게 아무 지 

않은 세 . 정확히 말하면 10 ～20  반까지의 일베하는 남자유

들의 세 . 이 세 가 지  정확하게 블랙넛의 팬층과 겹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죠. 지들하고 같거든. 지들하고 같이 못생겼고 지

들하고 같이 배운거 없고 지들하고 같이 쥐뿔도 없고 지들하고 

같이 아다에다 지들하고 같이 그래서 여자만 보면 김*녀 운운하며 

증오하는 그냥 존나 질하고 학교 다닐때는 힘센애들한테 빵셔*하던 

그 새끼들 바로 그 새끼들이 지  블랙넛이고 그 팬들이고 이들은 존재

으로 서로의 안이자 무조건 인 방패막이가 됩니다, 얘네들은 블랙

넛이 잘 으면 좋겠는거거든 블랙넛처럼 에미** 무개념 최하층 사회

바닥 인생이 잘되는게 지들에게도 희망을 다고 생각하니까25)

이 게 블랙넛이 재의 일정한 세  남성성을 변한다고 보면 이

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과정에서 공격 인 표 을 쓰거나 오를 동

원하는 것 역시 힙합 장르의 진정성의 담론 내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25) 블랙넛에 열 하는 일베 제 이션(http://hiphople.com/6128963) 게시  (201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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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컨  다음의 게시 에서 쓴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해내는 것이 ‘리얼 MC’라고 하며, 특히 이를 곡으로 표 하는 

것을 진정성 있는 MC의 자격으로 뽑는다. 

무슨 느낌 말하고 싶은지도 알겠음. 솔직히 곡 처음 들으면서 좀 어

후… 거북했지만. 블랙넛이 자기 길 곤조있게 지켜나가는 리얼 MC라는 

것은 확실함. 진짜 지독하게도 지독하게도 자기 길 감 단함26)

리얼힙합 ‘인스타’갱스터 mc들은 넷상에서 쎈척 정치질 디스 집에앉

아서 키보드치면서 곡으론왜안하냔 질문에 만들시간이아깝다는 pu**y

같은 지랄병신같은 핑계 는 기집애들보다 블랙넛이 백배천배 낫네요 

암말없이 곡으로 다말해주네요 굳 멋집니다27)

이처럼 자신의 이야기라는 진정성 담론과, 이를 음악으로 내고 자

기가 정한 캐릭터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진정성이 어우러져, 이것이 

블랙넛에 열 하는 이유가 된다. 이 경우 힙합 장르의 진정성이라는 

조건 아래 윤리는 문제되지 않으며 오나 공격 인 표  역시 요

하지 않다. 

블랙넛 싫어해도 되는데 힙합 음악을 듣는데 있어서 음악을 받아들

이는 모양새가 무슨 발라드나 아이돌 음악 평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댓  다는 겁니다. 펀라애비투에 신나래가 나오는 건 설정이잖아요? 신

26) 블랙넛만큼만 해라(http://hiphople.com/6789377) 게시 의 댓 (2016.3.31).

27) 어도 질라이트들은 블랙넛보고 배워야 (http://hiphople.com/6784808) 게

시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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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는 일종의 복선이에요. 트투를 뱉기 한. 트투는 배틀랩입니

다. 들과 싸우는 랩이에요. 이랑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윤리가 

필요한가요? 하다못해 농구나 추구선수들도 트래쉬 토킹하는데 래퍼가 

배틀 뜨는거면 그정도는 해야죠.28)

힙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윤리와 오를 넘어 

블랙넛의 이야기는 진정한 힙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블랙넛 팬덤

의 이야기 속에는 ‘ 질한 남성’이라는 상태에 한 세  공감과 

동일시가 있다. 이에 따라 그가 발화하는 꿈이나 욕망의 문제를 요

하게 생각하거나 이에 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존재

하는 것으로 가정된, 헤게모니 이지 않은 주변화된 은 세 의 남성

성은 연애 실패를 남성 정체성의 가장 요한 실패로 가정하고 성  

욕망을 해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 해소 방법은 ‘진짜 여성’

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등 을 낮춰 자학하는 주체를 통한다. 

블랙넛의 수용 담론에서 문제는 이 ‘비-헤게모니  남성성’을 ‘ 질하

다’는 평가 속에 두면서 결국은 헤게모니  남성성의 이상과 어 나

는 비정상성을 재확인하는 담론  결과를 낳는다는 이다. ‘ 질하

다’는 것이 문제인가?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은 제기되지 않으며 여

히 헤게모니  남성성의 우월성은 도 받지 않는다. 질한 자신의 

상태를 신 표 해주는 그가 고맙든 질한 일베의 우두머리든 상

없이 비정상으로서의 남성성은 주변화된, 모자란, 결여된 것일 뿐이

고, 따라서 그 결여는 손쉽게 폭력으로 그 간극을 메우려는 ‘공격  

남성성’ 는 호 성의 코드로 변환될 수 있다. 

28) 블랙넛은 여기가 한계인가(http://hiphople.com/6824019) 게시 의 댓  (2016.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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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 힙합의 ‘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멋있다’라는 이

해에 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 힙합 수용 담론은, 상당 

부분 미국의 힙합을 기 으로 삼고 몇 가지의 키워드를 모사해 ‘힙합

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소비된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그 

장르의 문법이고 그것이 멋있는 것이다”라는 진술은 얼핏 보기에 장

르의 진정성에 한 팬덤의 당연한 소비 행태 같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 ‘자기 말을 하는 것’에 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을 생

략하고 탈맥락화한 후 이를 장르의 진정성 자원으로 삼는 것은 문제

가 있다. 재 한국 사회에서 발화되는 것, 그 발화와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서를 ‘미국’의 기 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문제다. 

‘ 질한 나의 상태’를 표 하는 것이 힙합이라고 하더라도 상태 묘

사 이후의 발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이에 한 단은 필요하

지 않은가? 는 ‘나의 상태’가 어떻게 사회 문화 으로 구성된 것인

지에 한 질문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맥락에서 제리 이의 

“You’re not a man”은 재의 헤게모니  남성성에 질문을 던진다는 

것(블럭, 2015), 그리고 그가 강력하게 블랙넛의 음악을 비 했고 그래

서 상호 비 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지도 모른다. 남성성의 의

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사실상 ‘ 질한 나’가 어떻게 질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질하다는 말의 의미를 바꿀 수 있을까에 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2. 멸시와 비판: 표현의 한계 또는 남성성의 불안 

블랙넛에 한 비우호 인 반응은 2016년 들어 본격화되었다. 일련

의 디스곡 때문인데, 타이거 JK와 윤미래에 한 언 , 타블로와 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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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언 , 제리 이를 비롯해 MC메타 등 타 래퍼 비 , 평론가에 한 

공격 등 일련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보다 그에게 비우호 인 반응

이 더 커졌다. 그런데 블랙넛에 한 비우호 인 반응과 련해, 힙합

엘이 게시 에서는 비교  차분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편이고 다른 여

타의 일반 게시 처럼 무조건 인 ‘일베충’ 타자화로 가지는 않는다

는 특성이 있다. 일베라는 낙인을 기보다 오 표 이 비윤리 이라

는 측면에서 논의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29) 블랙넛을 비 하는 이들

은 힙합의 팬덤으로서, 블랙넛의 오 표 이나 비윤리성이 힙합의 

본질이 아니라는 을 증명하고자 한다.30) 

근데 사회  법, 윤리를 벗어나는 정도의 표 은  허용될 수 없

는거죠. 왜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거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타인에게 

정도이상의 인격  모독을 듣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

이 따라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남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과 타인의 자유에 한 침범을 

막기 해 존재하는게 법, 윤리, 도덕입니다. 성희롱도 폭력입니다. 내가 

기분나쁘고 화나서 띠꺼운 새끼 흠씬 두들겨 패주면 그게 힙합입니까? 

그냥 양아치 새끼죠. 랩 가사로 구 성희롱하는 것도 다를 바 없어

요.31)

29) 물론 이는 게시 의 경우로 한정해서이고, 댓 들의 반응을 아울러 살피면 

달라질 수 있다. 

30) 질이라거나 더럽다는 등, 비속어를 쓴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는 공  언어 사용에 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1) 엥간하면 번 을 마지막으로 엘이에  안쓸라고 했는데(http://hiphople. 

com/6160134) 게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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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라인 애비 2 끝나고 나래 반응이 나랑 같다. 그냥 무작정 자정

작용 안거치고 씨부리는게 솔직하고 멋있는게 아니다. 키디비나 윤미래

가 성희롱으로 고소했어야되는데 왜 조용한지 모르겠다. 힙합이 자유로

움을 추구한다고 해도 ( 략) 이걸 펀치라인이라고 내뱉는 래퍼를 어떻

게 리스펙 할 수가 있을까32)

흥미로운 은, 여기서 표 의 한계 담론은 철 하게 ‘개인의 권리’

를 주목한다는 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실제 인물에 한 성희

롱, 즉 개인에 한 권리 침해다. ‘김치녀’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경우

는 게 나타나고 있었다. 해당 표 의 문제를 지 하는 경우에도 욕

설이라는 에서의 불쾌감이지, 그것이 갖는 여성 멸시나 ‘여성 오’

인 속성에 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힙합의 ‘여

성 오’  속성은 당연한 힙합의 코드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더 

많다(김수아, 2015). 

따라서 이러한 표 의 한계 담론은 블랙넛의 표 에 한 문제 제

기 폭을 좁힌다. 이는 자유와 권리 담론이 재의 청년 세 에게는 

주요한 인식의 틀이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 때문에 오히려 특

정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포 이거나 암시 인 약자

에 한 오 표 에 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한 

드러내어 다. 

한편 ‘일베충’으로 블랙넛을 타자화하려는 경우는 힙합 장르를 구

원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랙넛이 ‘일베충’이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쓴다고 주장하는 것은, 힙합은 멋있는데 ‘일베충’

32) 블랙넛은 여기가 한계인가(http://hiphople.com/6824019) 게시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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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루 이기 때문에 힙합의 멋을 해치고 따라서 블랙넛은 힙합의 

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힙합이 많이 변했다는게 느끼는게 같으면 블랙넛 같은 빵셔* 병

* 인생들은 힙합 씬 자체에 끼지도 못했음 에는 힙합 = 멋있는 

것, 간지, 잘나가는 형, 잘 노는 친구들, 잘나가는 친구들 이런 느낌이었

고 힙합팬들도 그런걸 추구했는데 이젠 워낙 힙합팬들 자체가 질하고 

아다같은 빵셔* 인생 왕따당하고 맨날 돈뜯기고 여자도 한번 못사귀어

보고 맨날 질거리면서 세상 탓하는 미래 비청년 백수들이 다수인

지라 자기와 동일시되는 공감할 거리가 많은 블랙넛같은 인간쓰 기 

빵셔*을 좋아하는 듯. 일베*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런가.33)

물론 이러한 주장은 체로 동의를 얻지 못한다. 흔히 인터넷 상의 

여타 공간에서 블랙넛은 일베이기 때문에 쓰 기이고 그의 팬이라면 

일베 이용자라고 당연시하는 것이 의 에 드러나고 있지만, 일반

으로 힙합엘이 팬 포럼 자체가 일베 사이트와 그 이용자를 무조건

으로 비난하는 분 기가 아니며, 블랙넛의 경우 일베 이용자인지 아닌

지를 요하게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베 사이트가 문제가 없

다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악과 분리해서 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된다.34) 

블랙넛을 ‘일베’라고 해 타자화하는 것은 헤게모니  남성성의 규

33) 요즘 국힙은 블랙넛 같은 아다 ‘일베충’들이 씬을 가득채운 듯(http://hiphople. 

com/4935521) 게시 (2015.9.1).

34) “일베가 병*들이라는 건 사회 다수가 동의헙니다. 근데 여긴 힙합커뮤니티고 

컨텐츠로 평가하는거죠”(http://hiphople.com/4393809 댓 )와 같은 반응이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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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를 비정상화하는 결과를 낳고, 모든 문제를 

일베로 치환해 일베가 아니라면 윤리 이라는 이분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무조건 ‘일베충’의 음악이라며 도려낼 수 있는 

비정상 인 것을 블랙넛에게 부여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서(혹은 내  

앞에서) 치우면 안 해진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남성성의 기를 

체 하는 그의 음악에 한 열 과 멸시의 상반된 반응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힙합 팬덤이 블랙넛의 가사를 단순한 일베

충의 문제로 타자화하지 않으며, 술 내에서 표 의 한계에 한 문

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의미 있는 담론 진행 과정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의 문제로, 다시 말해 ‘ 오 표 ’이라는 문제로 블랙넛의 음

악을 이 (framing)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은 오 표

과 술의 한계, 는 표 의 자유의 한계라는 차원보다 남성성의 문

제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때 팬덤 사이에서나 평론으로 개된 논의

에서 한 가지 더 논의하여야 할 지 이 있다는 것을 지 하고자 한다. 

블랙넛의 표 이 공격 이거나 호 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상이 

특정한 경우(여성과 성 소수자  자신보다 못한 남성들)로 지정되는 것은 

남성성의 불안과 련된다. 따라서 표 의 윤리나, 인권 존 과 같은 

가치와 담론으로 이 불안을 제거할 수 없다. 블랙넛의 거울 이미지는 

재의 헤게모니  남성성이 개별 남성 주체들에게 부여하는 불안과 

고통을 타인에 한 공격의 형식으로 표출한다. 그러나 이 게 그 상

태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재의 권력 계를 확인하는 것 외에 아

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는 흑인의 랩 음악이 갱스타 랩과 같이 

폭력성의 표 을 통해 그들의 자유와 복성을 드러내는 순간에도 인

종  타자의 환상, 흑인의 비정상성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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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다(White, 2011). 그러므로 블랙넛에 한 

논의는, 재 청년 세 의 남성성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재구성이 

가능한가에 한 질문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 까지 남성성의 규 이 

여성을 성 으로 소유하는 것에 있었다는 ,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는 

을 인식한 다음에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그 계 즉 ‘사

랑’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블랙넛은 어떻게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이는 그 개인의 연애사에 한 질문이 아니라, 데이트 비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 는 않을 것 같은― ‘김치

녀’를 비난하는 재의 청년 남성과 여성에 한 질문이다. 그리고 

‘한국’ 힙합은 어떻게 ‘미국에서 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진정하다’

는 진정성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5. 결론 

힙합은 남성성의 문화로 인식되고 진정성이라는 코드, 즉 자신의 

삶에 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코드가 장르 문법으로 존재한다. 이러

한 장르  특성에 따라 소수자 오와 같은 정서도 자신의 삶에 련

된 것이라는 이유로 장르  정당성을 부여받고 팬덤에 의해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이 에서 필자들은 이러한 힙합 장르의 특성

과 련해, 래퍼 블랙넛을 사례로 한국 힙합에서 남성성이 어떤 식으

로 묘사되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았다. 

잉여와 루 로 표되는 청년 세 에 한 담론은 주로 청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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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으로 개된다. 그 다 보니 경제  기와 가부장제의 기가 

청년 세 의 기로 과하게 표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에 응하는 주체들은 자학이나 오를 선택한다는 것이 재의 온

라인 심 남성 청년 담론들의 진단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힙합 

가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블랙넛과 같이 스스로를 질이, 

루 로 정체화하는 래퍼들의 가사에서는 극 으로 표 된다. 

물론 술에는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삶을 반 하는 가사는 랩의 

가장 요한 특성이다. 어떠한 표 의 정도를 상으로 술의 규제를 

논의하는 것 역시 이르다. 한국 힙합이 한국 사회 남성성의 문제를 

반 하며, 더 나아가 이를 사회 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유통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노래하는 힙합의 문법에서 이상한 일이 아

닐 수도 있다. 하지만 로즈(Rose, 2008)는 힙합이 진정성의 장르이므로 

실을 그 로 그려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해 그 실의 묘

사가 갖는 효과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아직 낭만  이성애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10  남성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블랙넛의 음악은 가

난하고 못생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상상된’ 한국 여성에 한 분노

를 달한다. 재 한국의 ‘여성 오’ 논란이 상당 부분 ‘상상된 한국 

여성’에 한 분노에 기인한다는 논의들을 감안할 때(윤보라, 2015) 블

랙넛의 랩이, 이것이 진정 실을 묘사하는 것인지는 차치하고, 래

하는 효과 자체를 단순하게 바라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 힙합 내에서 이런 재 들이 지배 이라는 에서 문

제가 될 수 있다. 힙합에서 이러한 재 이 사라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요한 것은 다양한 남성성(들)과 여성성(들)이 

재 되는 장르여야 한다는 이다. 진정성이라는 추상  개념을 매개

로 하나의 단일한 헤게모니  남성성을 찬양하면서 그에 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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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의 잘못된 원인으로 소수자를 지목하는 어

떤 비-헤게모니 인 루  남성성과, 돈과 여성을 자랑하는 스웨깅을 

보이는 헤게모니  남성성 사이의 비가 존재하는 재 한국 힙합의 

남성성은 사실상 동일 기 의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다. 헤게모니  

남성성의 규 에 이르지 못할 때 비-헤게모니  남성성이 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항 립  구조는 본질 으로 단일한 기 을 제시하

며, 립 인 두 항이 의미하는 바는 다양성이 아니라 단일성이다. 다

양한 남성성(들)의 문제는 힙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지만, 이

를 사회를 반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루  남성성의 재 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칠 수는 없다. 로즈(2008)의 지 처럼, 사회문

제라는 이유로 술이 이를 반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

는 작품의 효과를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힙합과 ‘여성 오’에 한 논란이 거세지는 시 에서 

‘여성 오’의 표 이 루  남성성의 재 과 련된다는 찰 아래 

이를 래퍼 블랙넛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 으로 진행되었

다. 재 경제 기가 심화된 한국 사회에서 남성성의 기를 표 하

는 방식으로 오 표 이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랩 음악이 자신의 삶

을 그 로 드러낸다는 에서 진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힙합이 시작된 미국에서 장르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 인 진정성 담론과 남성성의 문제가 한국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힙합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연결되는지에 해서는 드러내지 못하

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해서는 한국에 미국 힙합이 착종되는 과정

에서 진정성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생산자와 소비자의 

에서 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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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urses of masculinities and misogyny: 

Focusing Korean-hiphop and ‘Blacknu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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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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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tries to reveal how the masculinity of male Korean youth 

is constructed though the analysis of Blacknut and his music. Blacknut 

is not a popular star but he communicates with certain consumers of 

hip-hop and represents their emotion and sentimen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songs of Black Nut express and construct masculinity and how 

consumers understand and accept it. The fact that those who respond 

to economic crisis in these days choose self-torture or hatred is the diag-

nosis about the current discourse on online-centered male youth. This 

tendency appears similarly in the lyrics of Korean hip-hop and is ex-

pressed dramatically in the lyrics of rappers such as Blacknut, who identi-

fy himself as underdog or loser.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a contrast between the non-hegemonic masculinity that admires a sin-

gular, hegemonic masculinity and points out the pain to gain that and 

the minority as the wrong cause of the pain and the hegemonic masculin-

ity that boasts of money and women, the symbol of masculinity in 

Korean hip-hop has a problem in that it has only one identical standard. 

Keywords: masculinity, hegemonic-masculinity, misogyny, Korean-hi-

phop, 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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