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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힙합이 대중화된 이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

는 젊은 래퍼들이 인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원이 집중된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 대구에서 음악 만들기, 공연하기, 공동체 형성 등의 실천을 시도

해온 역사와 현재를 다룬다. 연구자는 대구에서 살아가는 ‘래퍼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그들과 함께 래핑하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공

동체를 실험하는 과정에 참여관찰한다. 또한, 연구자는 이들 존재가 자본

주의 문화산업의 패권에서 비롯된 것뿐만이 아닌, 자신의 동네에서 20년

이상이 넘도록 이어져 오고 있는 ‘공연의 역사와 상징’에서 비롯되고 있음

을 목격한다.

‘서울공화국’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도시 지형

과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와 같이 스펙터클한 방송의 힘은 고도

로 중앙집권화된 힙합장을 형성해왔다. 그것은 래퍼들에게 성공을 향한

욕망과 경쟁을 추동하는 중력장으로 작동한다. 많은 젊은 래퍼들은 ‘성공’

을 위해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 서울로 향한다. 하지만 몇몇 대구 래퍼들

은 이에 역행하는 선택과 전략을 취한다. 한국 사회는 자신의 동네에서

래핑하는 삶을 녹록지 않은 삶으로 구조화하지만, 래퍼들은 경제적 생존

과 래퍼로서의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존중의 양식’을 새롭게

창조한다.

이렇듯 국지적인 힙합씬의 형성은 비단 대구만의 특수성은 아니다. 한

국에 힙합이 자리 잡아 홍대 앞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이 탄생한 것과 거의

동시에 전국의 광역도시에는 나름의 힙합씬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일

차적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역사와 상징이 살아있는

모습에 주목한다. 2000년도에 탄생한 ‘힙합트레인’ 공연이 대구 랩공연의

전성기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구만의 대형 힙합 축제를 개최하기에 이르

는 역사는 대구 랩/힙합씬의 존재를 밝히는 핵심 근거가 된다. 하지만,

‘쇼미더머니’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과 결합한 대형 축제의 스펙터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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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소규모 힙합공연의 씨를 말려버리는 반작용을 불러왔다. 오늘

날 대구 래퍼들은 힙합씬이 쇠퇴한 현실 속에서 래퍼로 살아가기 위해 대

안의 방식을 도모하고 있다.

대구 랩/힙합씬의 고유한 역사는 젊은 대구 래퍼들에게 공통 서사로 인

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동네에 ‘힙합씬’이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무엇

이 이들로 하여금 랩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하였고, 나아가 여전히 그 속

에서 살아가게끔 하는가?” 그런데도 “무엇이 이들의 ‘래퍼되기’를 불안정

하게 만들며, 공동체적 인식이라 할 수 있는 ‘힙합씬이 존재한다는 감각’

을 불확실하게 만드는가?”

우선, 연구자는 대구 래퍼들의 주요한 세 장소인 공원, 공연장, 작업실

을 따라가면서 이들이 의례적 연행과 음악 만들기 실천을 통해 스스로 택

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속하는 모습을 참여관찰한다. 공원에서의 프리스타

일 싸이퍼, 공연장에서의 다양한 공연 무대, 작업실에서의 음악 만들기와

공연 뒤풀이의 장면들은 대구 랩/힙합씬의 존재양식을 드러낸다. 본 연구

는 주로 텍스트만으로 해석된 ‘랩’이 사실은 현상적으로 발화되고 사라지

는 수많은 ‘래핑’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며, 이로써 래퍼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지속적인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는 문화적 수단을 취할 수 있음

을 주장한다.

하지만, 랩과 래핑이라는 문화적 수단의 효용에도 불구하고 대구 래퍼

들은 대부분은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밥벌이를 해결해야만 한다. 심지

어 랩을 더 잘하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매와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등에 비용을 투자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은 래퍼가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이들은 ‘직업으로서의

래퍼’와 ‘힙합인으로서의 래퍼’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이

는 대구 래퍼들을 하나로 묶어줄 감각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례와 상징이

약해지는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 또한, 생애 단계에 따라 거주, 취업, 군입

대와 같은 생계 문제에 직면한다. 진로의 갈림길에 서게 된 이들에게 ‘랩

머니’라는 표상은 단순히 랩으로 번 돈만이 아닌, ‘랩으로 먹고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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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理想)’ 또는 ‘랩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즉 힙합인 그 이상(以上)’

으로 의미화된다. 이들은 공연을 통해 랩의 가치가 돈으로만 환원되지 않

는 것임을 분명히 느끼지만, 자본주의의 가치체계에 의해 그 감각이 퇴색

되는 현실을 마주한다.

힙합씬에 대해 래퍼 각자가 그리는 미래상은 조금씩 다르다. 대구 래퍼

들이 꿈꾸는 공동의 미래상은 흐트러진 퍼즐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

떤 래퍼에게 랩/힙합은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에 합목적적으로 부합해야

하는 반면, 어떤 래퍼에게는 본질적으로 낭만적이어야 한다. 랩 자체가 자

기 존중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퍼즐의 균열을 가

중시킨다. 매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작업실 정신’이 그 예이다. 작

업실 정신은 래퍼가 스스로에게 끝없는 생산을 강제하면서 작업물을 자기

존중만을 위한 토대로 활용하는 나르시시즘을 의미한다. 이는 솔직함과

폭력성이 양면적으로 구성된 ‘디스’라는 랩과 래핑으로 현현한다. 래퍼들

은 서로의 작업과 래핑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행위를 솔직함과 자기 존

중의 미덕으로 포장하지만, 그와 함께 상호 존중이 가능한 토대를 잃어버

린다.

연구자는 이렇듯 상호 존중이 무너진 현실에서 새로운 공동체적 선순환

을 가능케 할 대안을 ‘사운드브릿지’라는 힙합 프로젝트 집단으로부터 발

견한다. 사운드브릿지는 대구와 부산 출신의 댄서와 래퍼, DJ 등이 합심

하여 만든 단체로서 오프라인, 힙합공연, 로컬리즘에 대한 사적 진정성을

추구하면서도 한국 힙합씬 전반에 대한 공적 관심을 놓지 않는다. ‘소리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의미에 걸맞게 대구와 부산, 나아가 전주에 이르는 다

양한 지방도시 출신의 힙합인을 한데 모아 ‘힙합공연’이라는 의례와 상징

의 재발명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적 실천이 ‘대구 힙합’이라고 하는 지역적 표상의 건

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구만의 무엇이라 할만한 ‘지역성’을 프로젝

트 집단과 힙합공연 내에서 실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 래퍼들은

오히려 이러한 지역성이 배타성을 낳을 것이라고 본다. 덕분에 이들은 더

개방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더 응집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역설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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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지방 힙합공연이라는 꿈의 (불)가능성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대

구 힙합씬의 개방적인 특성은 동시에 더 넓고 상호적인 지방도시의 연행

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

대구 래퍼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화된 작

업실에 고이는 것만이 아니라, 풍부한 도시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

동 작업실을 만들어 그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획과 투사는 소유적 존재양식이 아닌, 탈존적이고 상호적

인 존재양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폐쇄성과 배타성이 아닌, 상호성

과 개방성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이들의 실험은 현시대에 그

자체로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역설한다.

주요어 : 대구 힙합씬, 대구 래퍼, 라이프스타일 집단, 의례, 연행, 상

호 존중

학 번 : 2019-2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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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2년 2월 26일 대구의 라이브 클럽 ‘락왕’에서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래퍼와 힙합 댄서가 함께 기획하고 연출한 공연 ‘메버릭’(Maverick)이 열

렸다:

메버릭은 힙합의 네 가지 하위 장르(디제잉, 랩, 춤, 그래피티)가 어우러진 말

그대로 ‘힙합공연’이었다. 대구 출신의 디제이 2명이 책임지는 힙합 비트 위에

서 총 8명의 대구와 부산 래퍼들이 랩을 뱉었고, 15명 이상의 댄서들이 몸을

맡겼다. 공연이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공연장 안에는 대구에 사는 힙합인과

힙합팬이 모여 이야길 나누고 있었다. 공연장 한켠에서는 사람들이 펜으로 자

신만의 사인과 낙서로 다양한 색깔의 그래피티를 남겼다. 좌석이 놓인 곳 뒤

편의 공터에선 비트에 맞춰 댄서들이 프리스타일 춤을 추었고, 래퍼들과 몇몇

댄서들은 둥글게 모여 프리스타일 랩을 즐겼다.

대구ž부산 출신의 래퍼와 힙합 댄서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룹 ‘사운드브릿

지’(Sound Bridge)의 무대가 시작됐다. 디제이의 손끝이 디스크 판에 닿자 가

슴을 둥둥대는 베이스와 비트가 스피커에서 터져 나왔고, 3명의 댄서가 차례

대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춤을 추며 무대 전면으로 나왔다. 이어서 래퍼들이

마이크를 쥐고 무대로 나와 <We made it>(2022)이란 곡을 선보였다. 곡이

중반에 이르자, 순간 음악이 멈추고 래퍼들은 무대 양옆과 뒤로 비켜서더니

무대 중앙에서 힙합 댄서들이 조명 아래 전면으로 뛰어나왔다. 그와 동시에,

멈췄던 비트는 그 순간 모두의 가슴을 때렸다. 비트에 맞춰 끊어지고 흐르며

튕기는 몸짓과 래핑에 관객들의 고개와 어깨가 반응했다. 랩과 춤, 그리고 디

제이의 비트는 하나의 몸짓과 하나의 목소리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관객들

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며 함성을 내

지르기에 바빴다.

힙합공연 메버릭에 연구자가 관객으로 참여하고 관찰했던 내용을 하나

의 장면으로 구성해본 글이다. 공연의 기획자들은 관객들에게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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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부탁했다. 관객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었다. 공연 당일, 기획측은 다음과 같은 내

용의 문자를 보냈다. “메버릭의 가장 큰 모토 중 하나인 오프라인이라는

취지에 한발짝 더 다가가고자 이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 오랜만에

오프라인을 맘껏 즐겨주세요.” 물론 기획측은 영상팀을 따로 마련해서

당시 공연의 순간을 기록했다. 다만 그들은 ‘기록의 순간’이 관객에게 얼

마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온몸으로

즐기고 싶은 욕구와 그 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물질적 형태로 오래 간직

하고 싶은 욕구 사이의 선택 말이다. 그들은 관객에게 전자의 감각을 선

사하고 싶었다.

<쇼미더머니>와 <고등래퍼> 같은 경연 프로그램의 흥행은 방송과 온

라인이 주 무대가 된 한국 랩/힙합1)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방송 촬영장으로 몰려드는 약 2만 명의 래퍼들은 심사위원 자

격으로 참여한 힙합인(hip-hoppers), 방송 피디, 대중에게 평가받는다. 선

택된 10명 남짓의 래퍼들은 홍대와 전국을 돌며 대학 축제와 대형 축제

에서 랩 공연의 메들리를 선보인다. 대중에게 힙합공연이 ‘랩스타’의 블

록버스터 무대와 수많은 관객으로 증명되는 동안, 대다수 래퍼의 존재와

가치의 증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대중매체의 그림자로 흡수되고 있다.

힙합 팬에게 이것이 주는 이점은 명확하다. 넘쳐나는 이미지와 영상 덕

분에 마음에 드는 래퍼, 음반, 공연을 직접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도 된

다. ‘동네’의 힙합공연이 보이지 않는 이유다.

비평계와 학계에서도 한국의 랩/힙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주로 ‘화면’과

‘홍대’에 머물러 있다. <쇼미더머니> 시리즈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나,

1) 여기서 ‘랩/힙합’이란 표현은 힙합의 네 가지 하위장르 중 ‘랩’을 주된 표현양

식으로 삼는 ‘래퍼들의 집합표상’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랩이 대중
화되며 래퍼들이 대중매체 자본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대안적인 용어인 ‘랩씬’, ‘댄스씬’, ‘디제이씬’, ‘그래피티씬’ 등을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중이 인식하는 ‘한국 힙합’이라는 표상에서 각 씬이
차지하는 ‘지분’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여, ‘랩/힙합’이라는 합성어를 고안했다.
이는 양재영(2001)의 용어 선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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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에 나타나는 사회적 이슈나 특정한 태도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재생산을 해석하는 담론 분석의 연구는, 대체로 한국 힙합의 ‘중심부’에

있는 래퍼들이 생산하는 가사와 이슈에 대한 온라인 반응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힙합’과 ‘한국 힙합장’을 형상화한다. 래퍼의 장소가 매

체 자본에 의해 ‘스펙터클의 형상’으로 재현되고 있는 현실을 비평계와

학계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지방도시 대구에서는 언더그라운드 랩

공연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 심지어 ‘힙합트레인’(Hip Hop Train)2) 공연

은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지역의 상징으로 살아있기까지 하다.

대구의 한 도시공원은 2000년도부터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둥글게 모여

프리스타일 랩을 즐기는 장소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화면도 홍대도

아닌, 대구라는 지방도시에서 꿈틀대는 이 몸짓들은 무얼 의미할까? 왜

이들은 성공도 생존도 보장되지 않는 지방에서의 공연 무대에 전념하는

가? 누가 봐도 명백한 성공과 증명의 장소로 떠나는 여정 대신, 자신이

나고 자란 동네에서 음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힙합에 관한 기

존 연구들의 문제틀로는 이러한 현상들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지방도시의 래퍼에 관한 인류학적 민족지다. 힙합의 지역화

를 말할 때 표상으로 드러나는 ‘한국 힙합’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실재적

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그 방법은 음악을 만들고 연행하는(perform)

래퍼 스스로가 그려온 도시의 음악적 경관(Cohen, 2012), 그것의 생생한

‘현장’에 직접 참여관찰하여 감각적인 ‘장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래퍼는

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것을 찾고 생산하며 소비한다. 작사에

영감이 될만한 재료를 찾고, 음악을 만들기 위한 장비를 구매하며, 음반

2) 힙합트레인(Hip Hop Train)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인디음악씬의 무대
를 지키고 있는 공연장 ‘클럽 헤비’에서 2000년 1월 처음으로 상연된 이래,

최근 2020년 12월 4일까지 상연된 대구의 랩 공연브랜드이다. 서울 홍대를
포함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20년 이상의 역사가 살아있는 랩 공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힙합트레인의 존재는 특수한 의미가 있다. 대구 출
신 래퍼 마이노스(Minos)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2020년 12월까지도 공연이
이어졌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그 이후로는 열리고 있지 않지만, 이는
전국의 모든 공연이 겪고 있는 문제로, 힙합트레인만의 문제로 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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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음향기술자를 찾아 작업을 의뢰하고, 마음이 맞는 동료와 기

획자, 공연에 적절한 장소를 찾는다. 도심 상가에서 귀를 괴롭히는 스피

커 속 랩이 아닌, 래퍼의 목에서 터져 나오는 래핑을 따라 가보자. 음반,

공연, 놀이, 축제 등의 형태로 구성되고 생산되는 랩이 도시에 부여하는

활력을 발견할 수 있다.

래퍼의 삶은 가사, 영상, TV 프로그램 등의 재현되는 ‘텍스트’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물론 랩 가사는 래퍼의 사회적 삶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

다.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는 이미 랩의 형식을 넘쳐흐르는 것이다. 래퍼

는 래퍼이기 위해 자존적인 태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래퍼에겐 음악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다. 모든 예술가는 삶

과 예술의 균형을 유지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예술 안에서 체험하고

이해한 것이 생활에서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바흐친,

2011[1919]: 11-13).

한국 힙합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투 올드 힙합 키드>(2011)는 삶

의 한 지점에서 PC 통신을 통해 처음 만나 래퍼가 되기로 꿈꾸었던 남

성 8명의 역사를 추적한다. 10년이 지나 오직 3명만이 음악을 만들고 있

고, 나머지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힙합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힙합은 래퍼들이 특정 나

이에 도달하거나 금전적 안정을 원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음악에 국한되

지 않는다. 힙합이란 애정과 열정이 있는 힙합인이라면 누구나 체화할

수 있는 심상이자 라이프스타일이다(Song, 2019a: 17). ‘힙합인’과 ‘래퍼’

의 실존적 차이는 여기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래퍼의 라이프스타일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도시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힙합인 ‘이상’(以上)의 삶을 지향하며 랩으로 먹고살

수 있는 ‘이상’(理想)에 다가간다. 랩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역으로

투자하기도 한다. 성공을 위해 서울로 떠났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선배의

존재는, 젊은 래퍼가 스스로 재능을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이렇듯

불안정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래퍼이기 위해선 자신의 ‘랩 재

능’에 대한 확신과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 그 인정과 증명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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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온라인과 도시다. 대구 래퍼들은 여러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래퍼

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해가고, 각자의 선택과 전략으로 장소들에 의미를

채우고 있다. 대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왜

대구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동네에서 랩을 하게 됐고, 어떻게 계속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래퍼로서의 성공과 증명을 향한 열정적인 실천이 온

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그것도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끝없이 일

어나는 이유를 묻는다. 여태껏 지방도시의 래퍼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

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랩/힙합의 급격한 대중화와 함께 사회적 시선에서 어리고

미숙하거나 평가의 대상으로만 재현되었던 래퍼의 실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구성되는지를 조명코자 한다. 특히, 아직 랩만으로는

충분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젊은 래퍼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들이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도사리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대구에서 실천

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살핀다. 이로써 ‘지방도시 래퍼의 삶’과 ‘지방도시

공연의 실천적 가능성’의 사회적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

에서 던지고자 하는 핵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도시에서 래퍼이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갖

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생계의 문제를 래퍼들

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둘째, 이들은 왜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랩을 하며, 어떻게 지방 힙합공

연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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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검토

1) 힙합의 글로컬라제이션

우리는 한국의 지방도시인 대구에서 살아가는 래퍼들에 주목하기에 앞

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지향, 태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힙합 자체의 역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서 탄생한 힙합이 어떻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다른 사회

에서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 되었으며, 그것이 가능했던 조건은 무엇이었

는지 묻고 답했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크게 두 가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을 벗어나 타지역과 타국에 뿌리내린 현상을 ‘글로컬라

제이션’(glocalization)3)이라는 틀을 통해 설명한 연구들이다(Condry,

2006; Pardue, 2008; Weiss, 2009 등). 힙합에서 비롯된 라이프스타일이

미국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에 가닿아 재탄생하는 현상에 주목한 이

연구들은 발상지에서 배태된 사회ž문화적 특성이 새로운 지역에서도 여

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힙합에 대한 분석에 있어

이점이 있는 이 관점은 동시에 약점을 지니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 간

3) 전지구화(globalization)와 로컬라제이션(localization)이 합성된 개념이다
(Robertson, 1995). 힙합과 전지구화의 관계는 198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연결
된 매체와 기술(technology)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인
터넷과 TV를 비롯한 전자 매체의 발달은 시공간의 압축(하비, 1994)과 함께,
지역을 넘어 초 단위로 창작물과 상품을 유통하기 시작했다(아파두라이,
2004). 이로써 여러 사회ž문화생활에 대규모의 표준화와 문화적 동질화가 일어
난다고 보는 관점이 대두했다(Schiller, 1976; Ritzer, 1993). 그에 반해 인류학
자들은 오히려 ‘세계문화’나 ‘세계적 제품’이 지역에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전유하는 현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야퍼ž더코닝, 2019: 205-6).
전지구화에 대한 초기 연구는 전지구의 동질화와 이질화 중 무엇이 더 두
드러지는지에 천착했다. 반면에, 그러한 두 과정이 중첩하는 지대의 역동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한 장소에서 상호침투하는 여러 문화가 혼종적으로 집단을
이루며 다양성을 만드는 현상인 글로컬라제이션을 포착하려고 했다(Hannerz,
2003; Pieterse, 1995; Roberts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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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되면서도 한 지역의 자세한 사회분화와 그 역동

은 자연스레 연구 과정에서 다소 묻힐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힙합의 본류가 흑인성(blackness)에서 나온다는 언어적 분석을

도출하여 힙합의 인종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의미와 역할을

설명한 연구들이다(Gilroy, 1993; Lipitz, 1994; Rose, 1994 등). 가령, 미국

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흑인이 공유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에

관한 경험이나 아프로-아메리칸의 구전전통의 연속성이 힙합을 관통하는

핵심 맥락이라 보는 연구들이 있다(Fischer, 2013; Morgan, 2009; 김경현,

2019; 독고현, 2013; 황영순, 2011). 이들은 힙합을 분석하는 과정에 ‘인종

과 정치의 문제’를 부각하여 음악적 실천과 연행을 추동하는 ‘즐거움’보

다도 더 본질적인 것으로 놓는다.

미국 힙합의 음악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주제로 저술한 양재영(2001)

은, 힙합 안에 특정 인종이 본질적으로 소유하는 핵심이 있다고 보는 담

론에는 미국 백인 주류사회의 정치적인 시선이 깔려있다고 지적한다. 그

에 따르면, 힙합 자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흑인성은 분리해서 이해해

야만 힙합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

면, 힙합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이후 수용된 국민국가 및 지역의 사회

분화 상의 인종 분포와 사회계층화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힙합에 대한

사회문화적 반응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안 콘드리(Condry, 2006)는 일본 힙합을 대상으로 미국 힙합의 글로

컬라제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민족지 연구를 수

행했다. 그는 공연장, 공원, 문화산업 등에 관해 참여관찰하며 대중음악

과 대중문화의 보이지 않는 전지구적 흐름을 가시화하고, 본류가 복잡한

지역적 맥락에 의해 굴절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힙합

에 관한 인종의 정치적 문제는 해소되는 듯하지만, 콘드리가 전제하는

‘미국/비-미국’이라는 정치적 구도는 비-미국의 래퍼를 미국에 대응하는

존재로 둔다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비-미국 래퍼는 미국 문화의 저항이

거나 모방이며, 그로 인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콘드리는 “힙

합이 단순히 미국에서 일본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고”(Cond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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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밝히지만, 그 흐름의 방향과 강도가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미국에

서 벗어나는’ 일본 힙합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4)

미국에서 탄생하여 어느새 한국의 대중음악이 된 랩/힙합을 연구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 그곳을 미국과 한국이 상

호연결되는 통로로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 내 많은 지역에선

대중화된 랩/힙합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국지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랩

/힙합을 배우거나 만들고 공연하기 위해 각자에게 마땅한 장소를 찾아

나서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랩/힙합과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과 교차하고 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포착하고자 한다.

한국 힙합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다룬 선행 연구들은 예술경영, 문

화사, 문화이론, 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다각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중점적으로 검토할 흐름은 세 가닥이다. 첫째로, 한국 대중음악사

의 한 갈래로서 한국 힙합의 역사,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탄생과 발전사,

힙합 레이블(label)의 발전사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한국에서 댄스음악의

한 갈래로 출발했던 ‘힙합’이 어떻게 대중적인 랩음악으로 성공하게 되

고, 언더그라운드 랩/힙합씬이 PC 통신을 통해 홍대 앞으로 자리하게 되

었는지 그 이유를 문화사적으로 보여준다(Song, 2019a; 김영대 외, 2008;

김영대, 2019).5)

둘째로, 하위문화론(subculture theory)을 비판적으로 적용하여 한국 힙

4) 박종현은 한국어 랩에 대한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언어적 ž 

사회문화적 글로컬라제이션 접근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다. 이 연구들의 “분석
에서, 한국어 랩은 영미권의 랩, 다시 말해 상상된 그리고 ‘진정한’ 혹은 ‘권위
있는’ 장르를 향하거나 그에 반하려는 욕망의 연행으로 틀지어졌다”(박종현,
2021: 238). 그는 “소위 ‘전지구적인’ 언어 형태들이 지역적 의미체제에 편입될
때 ‘전지구성(globality)’과 같은 의미를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지역적

지식의 형태화”에 초점을 맞추며, 2000년대부터 10여 년간 한국 언더그라운드
랩/힙합씬에서 이루어졌던 ‘라임 논쟁’과 실험적 실천을 언어인류학적으로 분
석한다(ibid: 238-239).
5) 대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역사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Ⅱ장
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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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문비치, 2009; 이규탁, 2011; 이득재, 2010; 이한

노ž이도협, 2020 등)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위문화론’은 어떤 사회 내

지배 계급이나 주류문화에 반발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젊은이가 모여 형

성되는 여러 하위문화의 저항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이규탁(2011)은 미국 힙합이 한국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

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첨예한

인종과 계층 차이가 힙합의 탄생과 대중화에 불을 붙인 것과는 달리, 한

국에선 서태지와 아이들의 인기와 함께 랩/힙합이 먼저 대중화되었고 그

이후 중산층 이상의 대학생과 재미교포 2세 중심의 ‘언더그라운드 씬’ 형

성으로 한국 힙합의 하위문화적인 요소가 두드려졌다. 즉, 미국에선 힙합

의 성장에 있어 인종차별과 계층 구조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중요하게

작동했던 반면, 한국에서는 상업적 대중화를 통해 알려지고 난 이후 뒤

늦게서야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과 저항성이 중요하게 작동했다.

이한노와 이도협(2020)은 이러한 미국 힙합과 한국 힙합의 차이를 ‘비

주류의 하위문화가 주류문화로 확산하는 상향적 흐름’과 그 반대인 ‘하향

적 흐름’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한다. 이들은 7개의 랩 가사를 사례로 분

석하면서 한국 힙합이 대중화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하위문화적인 특

성, 즉 저항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한다.

하위문화론이 취하는 일련의 관점에는 한국 래퍼를 주목하는 데 있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가령, 하위문화의 ‘모문화’(mother culture)

라고 할 수 있는 상위문화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미국 문화’인지

‘주류 또는 대중문화’인지 아니면 ‘부모 또는 지배 계급의 문화’인지가 명

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랩/힙합이 ‘하위문화’라면 ‘주류문화’에

반발해야만 한다는 전제는, 래퍼의 삶을 오로지 저항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린다. 즉, 힙합에 대한 하위문화론적 분석은 래퍼의 사회적 실존을 주

류에 저항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론적 평가의 도마 위에 올릴 뿐이다.

마지막으로, 담론이나 표상으로서 한국 힙합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김인숙ž하홍규 2020; 김수아ž홍종윤, 2017; 성연주ž김홍중, 2015 등). 성연

주와 김홍중(2015)은 2013년 한국 힙합씬을 뜨겁게 달군 디스전(d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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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6) ‘컨트롤 대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미국의 디스전이 힙합씬

의 반성과 발전이라는 ‘공적 디스’로 마무리된 반면에, 한국에서의 디스

전은 개인 신상을 공격하고 계약 문제를 논하는 ‘사적 디스’의 도구로 활

용된 현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반면에, 김인숙과 하홍규(2020)는 특정 디스전을 사례로, ‘공적 담론’이

등장하고 팬덤 안에서 그에 관해 뜨겁게 소통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힙합플레이야(Hip Hop Playa)’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댓글로 파악된 힙합씬 담론에 관해 4명의 현역 래퍼를 인터뷰했다. 그에

따르면, 래퍼들은 일상 담화에서 사용되는 ‘씬과 진정성’의 개념이 모호

하다고 지적한다. 모호함을 잣대로 서로 구별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지양

해야 한다는 것이다. 래퍼들의 반응에 관한 이 연구의 해석은 “상호 인

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행위자들의 공존이 가능한 생태계로

서의 힙합 공동체”(김인숙ž하홍규, 2020: 227-230)로의 유토피아적 이행을

바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위에서 살펴본 하위문화론 ž 사회학 연구들의 공통점은, 각자 다른 연

구 대상을 두고서도 ‘래퍼가 만든 작품과 그 가사’를 주요분석단위로 삼

는다는 점이다. 가사에 내재한 언어적 특성과 담론의 의미를 분석하여

‘가사를 작성한 래퍼’, ‘래퍼를 포함하는 힙합씬’, ‘힙합씬이 형성된 한국

사회와 대중(하위)문화’로의 분석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존재한다. 물론

가사뿐만 아니라, 기사, 인터뷰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면서 한국 사

회, 힙합 문화, 래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래퍼는 왜, 어떻게 랩을 하

는가”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은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6) 디스(diss)란 ‘디스 리스펙트’(disrespect)의 줄임말로, 힙합 문화 내에서 힙합

인들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옳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상대방에 대해 공

격적으로 실토하는 행위를 뜻한다. 문자 그대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를 의미하면서도, ‘존중받을 수 없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솔직한 발언’을 의미

하기도 한다. 디스에는 솔직함과 공격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다. 디

스전(diss war)은 그러한 태도와 행위들이 마치 하나의 전쟁처럼 벌어지는 일

련의 사건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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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나아가 그들의 경합이 가시화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는 분석대상의 사회적 배경을 ‘담론과 상징’

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설정한 채, 생애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래퍼

의 ‘실존적 위치와 행위’를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

다. 달리 말해, 한국의 랩/힙합을 분석하면서 행위자인 래퍼의 실존을 따

라가지 않는다.

2) 힙합장(field) vs 힙합씬(scene)

한국 힙합은 시작부터 대중매체의 회로를 따라 자리 잡았던 사회문화

적 현상이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분화되었다. 이는

한국 힙합의 태동기인 1990년대 중후반부터 ‘중심과 주변’이 이미 다양한

경로의 매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힙합의 장(field)이 수도권과 지방권역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연결망을 기

반으로 하며, 그러한 한국 ‘힙합장’(김인숙ž하홍규, 2020; 성연주ž김홍중,

2015) 내부에서 나온 논쟁점들은 힙합인 다수의 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쳤을 것이라 전제한다.7)

윌 스트로가 제안한 씬 개념(BennettžPeterson, 2004; Straw 1991,

2015)을 따르되, 본 연구는 ‘한국 힙합장’을 한국 힙합의 상징자본과 관련

된 ‘이미지와 담론’이 무대화되는 배경으로, ‘한국 힙합씬’을 래퍼와 같은

7) 본 연구에서는 ‘힙합장’(hip-hop field)과 ‘힙합씬’(hip-hop scene)의 차이를 다
음과 같이 전제한다. 성연주와 김홍중(2015; KimžSung 2020)은 ‘힙합씬’을 수
사적 표현으로 남기고, ‘힙합장’을 래퍼들이 참여하는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획득한 상징자본의 함수로 재현된 사회공간으로 개념화한다. 반면에, 김인숙
과 하홍규(2020)는 그러한 씬/장이라는 구분과 ‘상징자본의 장’이라는 힙합장

개념을 거부하고, ‘힙합씬’이란 수사적 표현을 주요한 개념으로 격상한다. 김
인숙과 하홍규는 윌 스트로(Straw 1991, 2013, 2014)의 씬 개념과 위르겐 하
버마스(2001)의 공론장 개념에 기대어, 한국 힙합씬을 힙합과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가 사적 경쟁만이 아니라, 공적 담론에 관해 온라인의 여러 경로를 통
하여 소통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여기서 ‘씬’은 자본량에 따른 위계화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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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 의해 한국 힙합이 ‘실천’되고 ‘연행’되는 장소들로 본다. 물론

이 둘은 언제 어디서나 상호연관되어 있다. 베넷과 피터슨이 제시한 ‘음

악 씬(music scene)’ 개념은 지역적, 초지역적, 가상적인 장소성에 기반하

여 일어나는 음악가의 ‘행위들’에 주목한다(Becker 2008; Bennettž

Peterson, 2004에서 재인용). 본 연구 또한, ‘힙합씬’을 힙합인의 (비)언어

적 행위 집합이 발견되는 장소들(또는 장소성)이라고 본다.

힙합장은 (초)지역적 논쟁 속 음악과 문자의 소통을 통해 래퍼들(과

힙합 팬들)의 의식 속에 표상으로 자리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힙합’은

형태를 갖춘다. 한국 힙합을 연구했던 여러 사회학적 작업에 의해 밝혀

졌듯이, 그것의 담론적 형태는 한국 사회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김인숙ž

하홍규, 2020; 김수아ž홍종윤, 2017; 성연주ž김홍중, 2015 등). 가령, 한국

사회에서 랩/힙합은 ‘한국과 미국 문화의 독특한 만남에서 비롯되는 진정

성의 논의’, ‘비속어가 섞인 폭력적인 가사’,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세속적

욕망’, ‘자신과 타자를 향한 온갖 혐오’ 등과 관련하여, 힙합장 안팎으로

한국 힙합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공론장이 형성되어 왔다. 이는 <쇼미더

머니>, <언프리티 랩스타>, <고등래퍼>와 같은 TV 경연 프로그램의

시리즈와 함께 강화ž유지되었고, 한국 힙합은 점점 쉽사리 식지 않는 뜨

거운 감자가 되어갔다.

조일동(2017: 12-13)에 따르면, 음악에 대한 사고방식과 감각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녹음과 재생 매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매

번 대중음악의 형식, 스타일, 청취, 형태 등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우리가 경험해온 대중음악 자체를 “사회극(social drama)의 현장”

(터너, 1996)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의 힙합장을 “특정한

사회 행위를 허용하고 배제하는 규칙의 집합이 생겨나고 확립되는 격돌

의 장”(터너, 2018: 14-21)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는 논쟁과 격돌이 문

화적ž음악적 연행의 국면에 따라 나타나는 과정, 즉 “사회극”을 통해서

힙합인과 힙합팬이 “장르의 주체나 청중이 되는 것을 선택가능하게 만든

다”. 힙합은 터너가 말한 “구체제의 공리나 규범을 전복할 수 있는 여러

‘리미노이드(liminoid)’ 장르”8) 중 하나의 일례로서 굉장히 잘 부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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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ibid.). 힙합이란 형식 또는 장르가 갖는 리미노이드한 성격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라 끝없는 내부적 파괴와 갈등을 낳는

다. 만약, 한국 사회에서 힙합이 오로지 ‘리미널한’ 성격을 띠었다면, 이

처럼 논쟁이 형성되더라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국면을 거친 후에

는 최소한의 어떤 합의나 안정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

힙합장에서 논쟁이 해소되는 과정은 논쟁이 일어나는 과정만큼 비례하질

못한다.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담론의 수면 아래에서 논란은 매체의 힘이 더 광범위하고 세질수록 자

극적인 방송 연출의 쏠쏠한 자원으로서 보존되고 활용된다. 유튜브

(YouTube)와 같은 플랫폼 매체의 콘텐츠 생산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장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인 래퍼들의 존재는 끝없이 지위를 불안정하

게 만드는 만성적인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의 힙합장은 참여자에게 (특

히, 래퍼에게) 사회적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론적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마치, 미셸 푸코가 근대에 이르러 통치 권력이 ‘사회의 공기’에

철저히 스며들어 일상적인 감시의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한 것과 같

8) 터너는 ‘리미널리티(liminality)’가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스포츠와 예술적 연
행과 같은)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리미노이드’ 개념을 제시했다. 요컨
대, 리미널리티란 “주로 부족사회나 초기 농경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계절의 주

기나 의례의 과정에 짜 넣어지면서 시간을 초월하여 공동체적인 체험을 반영
하는 것”(터너, 2015: 231)이다. 리미널리티가 전통적 종교의례에 잘 부합하는
것이라면, 리미노이드는 록 콘서트에 가서 엑스터시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유
동적이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터너, 2018: 14-21).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의 선택성’이 쉽게 발견되는 현상을 터너

(2015: 230-233)는 ‘리미노이드 현상’이라 칭한다. “‘리미노이드 현상’은 집단적
이라 하더라도 대중적 효과를 지니는 ‘개인적 창조’일 수도 있다. 이것들은 어
떤 주기적 순환에 따르지 아니하고 단속하며, 여가 범위 안의 시공간에서 일

어나는 수가 많다. 그리고 ‘리미널 현상’과는 달리, 정치경제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기는 경향이 있다. 그 성질상 복합적이고도 단편적이며,
흔히, 실험적이기조차 하다. (…) 물론, ‘리미노이드’와 ‘리미널’은 그 비율의 차
이는 있을지언정, 언제 어디서나 공존하고 있다. (…) 그러나 ‘리미널’로부터
‘리미노이드’에로의 이행 경향은, ‘지위’에서 ‘계약’으로,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
적’ 연대에로의 이행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이다.”



- 14 -

이, 힙합인과 힙합팬은 서로의 통치자이자 열성의 감시자 혹은 구경꾼이

되었다. 대중매체는 이 상황을 더 광범위하고 선명하게 만든다.

힙합장과 힙합씬의 차이는 대구와 같은 지방도시에서 벌어지는 힙합공

연과 래퍼들에 주목할 때 더 두드러진다. 한국 힙합장에 자신의 칼럼을

기고하는 비평가 중 극히 일부는 지방도시에서 생성되고 있는 ‘로컬 랩/

힙합씬’의 존재를 글의 주제로 다룬 바 있다. 가령, 비평가 윤광은은

2017년도에 한국 힙합을 비평한 글9)에서 ‘로컬 씬’의 존재에 대해 간략하

게 언급한 바 있다:

한국 힙합씬에 로컬적 특색을 더하려 한 시도는 예전부터 드물게 있었 (…)

지만, 이런 간헐적 움직임이 일관된 흐름으로 지속되진 않았다. 로컬 씬의 기

반을 강화하기보다 중심부의 음악에 곁 반찬으로 차려졌다는 것이 아쉬운 점

이다.

그는 에세이에서 대구와 부산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로컬 랩/힙합씬이

‘유의미한 정도’로 존재한 곳이라 보고 있지만(여기서 ‘유의미의 정도’는

‘공식적인 음반 기록과 명성’ 등으로 합산된다), 그의 레이다 망에 나타나

지 않는 나머지 ‘로컬 씬’은 한국 힙합장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그러한 부재는 한국 힙합이 미국 힙합과는 달리 결여한 측면

을 보여주는 ‘사실’이 된다.

반면, 웹진 힙합엘이의 편집자였던 Bluc은 2014년도에 ‘파 프롬 홍대’

라는 연재 시리즈를 기획하여, 대구, 부산, 광주, 군산에 이르는 지방도시

의 랩/힙합씬을 직접 취재했다.10) 그는 윤광은의 한국 힙합장에 대한 관

심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홍대를 간다. (…) 많은 한국 힙합 팬들은 이곳으로

모인다. (…) 그곳에는 팬들과 아티스트들이 모두 모여있다. 한국 힙합의 거주지

9) 칼럼 출처: https://www.huffingtonpost.kr/kwangeun-youn/story_b_1799110

2.html/ 22.06.06. 검색.
10) 취재기 출처: https://hiphople.com/music_feature/1784755?member_srl=41798

&page=4/22.06.0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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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서울 인구 천만. 그러나 전국 인구는 5천만이

다. 한국 내 힙합 팬들을 인구조사로 알아낼 방법은 없지만 (…) 서울 밖에 많

은 퍼센트의 힙합 팬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환경의 변화로 각 지방에

서 힙합에 접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졌다. 대도시 중심이지만 전국투

어를 다니는 레이블이나 크루도 많이 생겼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아티

스트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관심사는 여전히 홍대에 있다.

본 연구는 Bluc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명

명한 힙합장이 강제하는 인식체계에서 벗어나 홍대와 온라인뿐 아니라,

한국 힙합의 ‘사실’이 도출되어야 하는 또 다른 현장에의 접근이 얼마나

필요한지 Bluc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3) 라이프스타일 집단으로서 래퍼

기존 한국 힙합에 관한 연구에서 접근이 부족했던 부분은 래퍼의 랩

이외의 삶과 실존적 위치 변화, 힙합인과 래퍼의 행위상의 차이 등이다.

이는 래퍼들이 하위문화적 정체성을 따르던 과거의 추세에서 랩의 형식

안팎을 넘나들며 다종다양한 음악 및 표현 스타일을 선택하는 양상으로

변해간 현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로버트 스테빈스(Stebbins, 1997)에 따르면, 도시사회학과 도시인류학

분야(Irwin 1977; John and Lofland, 1984: 91-92)에선 ‘라이프스타일’을

민족지 연구에 있어 가치 있는 개념으로 검토한 바 있다.11) 그는 학제적

으로 라이프스타일 개념이 쓰였던 몇몇 연구를 검토하고 종합하여, 다양

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민족지적 탐구를 위해 보다 열려 있는 정의를

제시했다.

라이프스타일은 일관된 이해나 사회적 조건 또는 그 모두로 조직되는 실재

11) 물론, 이마저도 예외적인 경우였다. 스테빈스는 라이프스타일이 대중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만큼의 수준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지하게 다뤄진 적이 거

의 없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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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공유된 특정 패턴이다. 이는 참여자와 관련된 가치, 태도, 지향에 의해

설명되고 정당화되며 그것은 특정 조건들 아래에 있다. 또한, 참여자의 분리

되고 공통된 사회적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Stebbins 1997: 350).

상기한 설명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스테빈스는 하위문화와 라이프스타

일을 비교하면서 라이프스타일 개념이 민족지적 탐구에 더 적실한 이유

를 보충한다. 하위문화는 특별한 규범, 믿음, 가치, 인공물, 언어, 기술,

그리고 행동 패턴을 구성하는 것으로 라이프스타일보다 더 넓고 더 추상

적이며, 라이프스타일의 구성요소와 꼭 관련되지 않는 넓은 집합적 아이

디어를 포괄한다. 나아가 하위문화의 특징적인 인공물(가령, 폭주족 갱단

의 하우스나 환경단체의 집에 있는 달력, 포스터 또는 아마추어 음악가

의 바이올린이나 천문학자의 망원경 등)은 하위문화 구성원의 각 라이프

스타일과 대체로 분리된다(ibid: 351-352).

인류학에서는 문화를 이야기할 때 ‘삶의 방식(way of life)’이라고 부르

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 어떤 인간 집단이 처한 자연적 환경 혹은 역

사 ž 문화적 환경, 인문적 환경 등에 적응하기 위한 그 오랜 삶의 과정에

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인 문화가 각 문화 집단별로 달라진다고 보았다.

가령, 이러한 인류학 전통에서 최초로 도시 빈곤의 하위문화와 그 담지

집단을 언급했던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처

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려는 ‘필연성’에 주목하는 개념이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인 반면, 라이프스타일 개념은 특정한 삶의 방식이 지닌

‘선택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스케이트 보더들이 왜 그리도 스케이트 보딩에

집착하는지(Dupont, 2020), 비건(vegan)들이 어떻게 비건이 되어가는지

(Cherry, 2014), 일본 사회의 보수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고스(Goth) 하위

문화는 어찌 존속하게 되는지(Skutlin, 2016), 터키에서 좌파의 정치적 시

위운동에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반면, 그 선배 세대인 부모는 왜 함구하

는지(D’orsi, 2018)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민족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개념이다.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취하는 선택의 가능

성과 그 범위를 관찰해보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플랫폼 매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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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국 사회에서 독특한 젊은이를 바라보는 시선, 터키의 정치사와 담

론 등이 행위(자)를 제한하는 규준과 경계가 드러나게 된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와 함께 일상생활의 사회학을 정초하였

던 마페졸리(2017)의 신부족(neo-tribe) 개념도 현대사회의 선택적인 측

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라이프스타일 개념과 유사하다. 하지만 선

택의 ‘지속성’과 관련해서, 신부족 개념은 라이프스타일과 궤를 달리한다.

신부족 개념은 일시적으로 응집하고 해산하는 현대사회의 집단적 분화

전반이 내포하는 혼란스러운 특성에 이론적으로 주목하는 동시에 여전히

현대사회에는 오랜 기간 지속하는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덜 주목

한다. 선택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사회집단이 영위하는 삶의 다채로운 양

식을 발견법적(heuristics)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프스타일을 선

택하고 참여하는 ‘그 이유’와 ‘그 이후’ 모두를 함께 구성하는 다소 길다

면 긴 시간적 차원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담론에서 랩/힙합은 주로 10대에서 20대의 젊은이가 향유

하는 문화로 여겨진다. 하지만, 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랩/힙합을 둘러

싼 다양한 연령대의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다. 대구에선 래퍼로 살아가

는 이들의 평균 연령대는 중고등학생부터 스무살 중후반에 이르지만, 한

때 래퍼였던 사람들 또한 래퍼 집단의 연속선 상에 둔다면, 래퍼라는 집

단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훨씬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랩을 위해 돈벌이를 유예하거나 돈벌이를 위해 랩을 유예하는’ 그

유동적 긴장은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조일동(2005)은 기타리스트인 지방 출신 예술가의 생애와 실존을

따라 그 긴장 속에서 형성되는 취향과 사회적 관계들을 중요하게 포착한

다. 그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구술사에 의지하고 있지만, 래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집단적 차원으로 살펴보려면, 그들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장소와 상호작용을 따라가야 한다.

본 연구는 “주직업 이외의 삶의 영역에서의 (일과 여가를 포괄하는)

활동이 개인들의 열정적 참여를 유발할뿐더러 자아정체성의 중요 일부가

될 만큼 개인적 라이프스타일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로서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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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스타일 집단’ 개념을 제안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은 환

경에서 주어지는 필연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영향 아래에

서 나름의 ‘목적이 있는’ 선택을 하는 행위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특정한 활동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연행의 결과

와 그에 필요한 노력을 위해 스스로 ‘자유로운 구속’을 선택한다. 그 과

정에서는 필시 배움과 성취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변별성과 소

속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사회의 접착제 역할을 하고

그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한다.12)

‘라이프스타일 집단’은 소비와 여가만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테

빈스가 제시한 ‘진지한 여가’(Stebbins, 1997) 개념보다 포괄적이다. 일과

여가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문화적 구성물이며, 일과 여가

사이엔 연속선이 존재한다는 허니컷(Hunnicutt, 2006; 채수홍, 2019)의 통

찰은 전통적 맑스주의에서 문화이론 및 수용자 연구에까지 이르는 생산

(일; 창작)과 소비(여가; 수용)의 이분법적 구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한다. 특히, 래퍼와 같은 라이프스타일 집단이 랩을 위해 찾아 나서고 스

스로 만들기도 하는 ‘도시적 장소’를 주목하는 데 있어서, 소비와 여가의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래퍼의 생산자적 측면 중 많은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다.

가령, 도시와 라이프스타일의 관계를 소개하는 도시인류학적 관점에서

조차 “도시적 생활양식과 여가 활동은 패션, 음악, 쇼핑에 대한 선호에서

부터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어울리는가까지 포함한다

(…)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재와 여가 활동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

에 따라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 집합적 형태의 스타일 및 소비로 이해될

수 있다”(야퍼ž더 코닝, 2019: 193)고 설명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을 주로 여

가와 소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가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래퍼 집단’의 경우

에는, 주류에 대한 저항성 등의 선험적 명제나 추상적인 관념이 강조되

는 하위문화 개념보다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들 일상의 가치, 태도,

12) 2020년 황익주 교수의 사회분화론 강의노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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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과 연관되며 필연적인 사회 구조적 영향 아래에서도 스스로 즐거움

과 고난을 선택하는 경향을 포착하는 라이프스타일 개념이 더 타당하다.

이는 도시적 장소 만들기의 측면에 있어서 장소와 스타일을 소비하는 것

만이 아니라, 래퍼 스스로 선택한 스타일을 어떤 방식으로 체화하고 연

행할지 그 기획과 전략에 대한 생산적 고민 또는 실천을 함께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까닭이다.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지역 및 연구의 대상

⑴ 대구광역시 중구, 그 경계의 안팎

그림 1. 대구광역시 중구 안팎의 공연장, 공원, 작업실

(출처: 네이버 지도 ‘대구 중구’ 검색)

대구 랩/힙합씬은 대구 어디에 있을까? 대구 래퍼들이 활동하는 명확

한 경계가 있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을까? 우선 본 연구에서는 행정적으

로 명확히 구획된 연구지역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 같

다. 본 연구는 대구에 거주하는 래퍼들의 이동 패턴에 있어서 사회 ž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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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으로 주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공연장, 공원, 작업실과 같은 여러 현

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그곳들이 주로 대구광역시 ‘중구’에 모여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선 중구 안의 북성로, 동성로, 도시공원들, 그리고

중구 남단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앞의 ‘클럽 헤비’를 비롯한 여러 라이

브 공연장들과 기획사 ‘인디053’에 초점을 맞춘다. 대구 래퍼의 음악 작

업과 연행이 일어나는 곳 또한 대구시 중구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시내’로 불리는”13)

동성로 중심의 독특한 도시구조로 인해, 중구에서 젊은이들의 사교 활동

이 집약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14)

대구광역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도시 중에서 공연과 공연장

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김상현ž장원호, 2016).

이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6ž25 전쟁 이후로 급히 피난을 내려온 서울

13) 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의 동성로를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발췌하였다
(출처: https:// www.jung.daegu.kr/new/culture/pages/visit/page.html?mc=
0025/22.04.03에 검색).

14) 임석회에 따르면, 1990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도시권의 인구학적 군집화 과
정을 분석해본 결과, 대구는 “인구 300만 명 이상의 큰 도시권임에도 불구하
고 단핵구조를 가지고 있다”(임석회, 2018). 또한, 대구의 중심지적 측면을 조
명한 기사들에서도 대구시의 ‘단핵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대구

는 중앙집권적인 옛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대부분 광역대도시들은 시청사를 이전하는 등 다핵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반면에 대구는 단핵집중형의 옛 도시공간구조를 고수한다. 따라서 도심
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구에 형성되어 있다”(김민수, 2007, 경향신문
출처:https://www.khan.co.kr/article/200710251731051/ 22.04.03 검색). “대구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단핵 도심 체제를 유지한 도시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중심지가 분산된 다른 도시와 달리 대구에서 ‘시내’는 동성로 한 곳을 의미한
다.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된 상권은 대규모 유동인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전

통시장, 명품거리, 공구거리, 카페거리, 근대문화 등 다양한 도시 문화의 체험
과 융합을 가능하게 한다. 외부로 수출한 지역 브랜드의 대부분이 동성로에
서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일 도심의 소상공인 집적이 창조적 청년 문화를 형
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모종린, 2017, 영남일보 출처:
h t t p s : / /www . y e o n g n am . c om /w e b / v i ew . p h p ? k e y = 2 0 1 7 0 2 2 7 .
010300819370001/22.04.03 검색하여 확인).



- 21 -

출신의 (온갖 장르를 포괄하는) 예술가들이 대구에 모여 ‘르네상스’를 꽃

피웠던 거시사적 흐름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15) 또는 부분적으로 2018

년도 11월 대구시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손태룡, 2020)라는 의제 하

에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서양 클래식계와 오페라 공연계와 함

께 음악적으로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

겠다.

대구시에서 마련한 문화 ž 예술 관련 정책을 따라 대구의 음악세계를

거칠게 범주화해보면, ‘서구 공연예술문화계’와 그 잔여 범주로서 ‘인디

음악계’로 양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지순, 2001; 이철우, 2019). 반

면, 오페라를 비롯한 서구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공연 중심의 정책 권역

에 미미하게나마 대구의 인디 음악계가 점차 포섭되어가는 중이다. 특히,

이는 대구 민예총(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이나 인디053과 같은

독립문화단체 등의 문화 ž 예술적 풀뿌리 활동 덕분에 가능했다.

본 연구의 주된 문제의식 중 하나는 이처럼 대구 랩/힙합씬 내외부로

사회분화 현상이 일어나는 역동의 기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구

랩/힙합씬은 단순히 랩/힙합공연이 열리는 공연장의 범주에 속하는 공간

의 개수로 측정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힙합 음악을 만들거나 공연

할 장소를 찾아 헤매는 래퍼들과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 등의 다양한 존재가 상호작용하는 집합적이고 분절적인 장소와 행

위에의 참여관찰을 통해 대구 랩/힙합씬은 설명 가능해지는 것이다.

⑵ 장소들: 공연장-공원-작업실-기타 공간

연구자는 2021년 초에 ‘카카오톡 오픈카톡방’을 통해서 도시공원에서

프리스타일 싸이퍼(cypher)16)를 즐기는 래퍼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추

15) 대구 향촌 문화관과 대구 문학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역사를 상
설 전시를 통해 시민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대구 향촌 문화관 공식 홈페
이지 출처: http://www. hyangchon.or.kr/ 대구 문학관 공식 홈페이지 출처:　
http://www.modl.or.kr/contents/ main/main.asp).

16) 싸이퍼(cypher)는 특정한 공간에 여럿이 둥그렇게 모여 랩이나 춤의 즉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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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IRB 승인(IRB No. 2112/002-010)을 통해 연구계획을 준비하고서

본격적으로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

저 오픈카톡방을 통해 알게 된 래퍼들에게 먼저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

으며, 이후로 싸이퍼에 참여하며 형성된 라포를 기반으로 더 많은 래퍼

를 식별할 수 있었다. 그중에 연구자의 인터뷰와 참여관찰에 참여한 래

퍼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대구 래퍼들은 대구 중구 안팎의 곳곳에서 자신의 랩과 힙합을 위한

장소를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이러한 ‘장소화’ 실천이 래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래퍼들은 프리스

타일 랩을 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포함한 여타 ‘공원’에 간

다. 자신의 랩 공연을 기획하고 상연하기 위해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클럽 헤비를 포함한 여타 ‘공연장’에 간다. 자신의 음반을 작업하거나 자

신이 구성하고자 하는 래핑의 스타일과 기술을 위해 연습하는 ‘작업실’에

간다. 이렇듯 각자 떨어진 현장들에서의 실천과 연행17)을 통해, 래퍼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래퍼들은 한 공연장에서 공연만 하거나, 한 공원에서 프리스타일 랩만

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그들은 공연장-공원-작업실-기타 공간들을 끊임

없이 돌아다니며, 작사ž작곡하고 프리스타일로 랩 배틀을 하며 공연에 오

른다. 계속해서 바뀌는 래퍼들의 위치는 단순한 이동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여정의 논리’를 의미한다. 즉, 장소와 장소로 이동하

는 상황에 따른 역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맥락이 존재하는 것이다

(Finnegan, 2007[1989]; Cohen, 2012에서 재인용).

인 프리스타일을 펼치는 행위다.
17) 본 연구에서 실천(practice)과 연행(performance)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
분되진 않는다. 다만, 영국 소도시에서 아마추어 음악가들에 관한 민족지 연
구를 수행한 루스 피네건(Finnegan, 2007[1989])이 음악 작품보다도 ‘음악 행
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행위를 ‘음악 만들기 실천’(music-making
practice)과 ‘음악 공연하기’(music performance)로 구분한 용례를 따르고자
한다.



- 23 -

⑶ 래퍼들

본 연구는 대구 힙합씬 안팎으로 활동하고 있는 래퍼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중 주요정보제공자와는 심층면담이나 초점집단면담을 수행하였

고, 대구에서 래퍼가 기획하고 상연하는 여러 공연에 참여관찰 하였으며,

래퍼의 공연 이외의 활동에도 참여하여 랩 이외 래퍼의 삶이 어떤 식으

로 펼쳐지는지 확인하였다.

주요정보제공자인 래퍼들은 주로 젊은 남성으로, 연령대 분포는 19세

부터 30세 이상에 이르렀다. 래퍼들은 크루(crew)나 레이블(label)과 같은

일정 부분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다공적이고 연속적인 유

동적 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루와 같이 경

계 지워진 범주로 래퍼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표 1. 주요정보제공자로 참여한 래퍼들

본 연구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래퍼는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반

면, 대구 출신이지만 서울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래퍼는 부차적이다. 그럼

에도 예전에 대구에서 오래 활동했거나 서울 홍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곳에서 진행했던 인터뷰나 작품 등을 참고하

였다. 이들의 존재는 가사 속 상징으로 전승될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거

주하며 활동하는 래퍼들과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기도 한

랩 이름 나이 거주지
자신이 부여하는

(현재) 정체성

씬에 참여한

연도

제작 / 참여한

공식 음반
관모 22 대구 래퍼 약 3년 0/1
나태 26 대구 래퍼, 랩 기술자 약 5년 0/2
노지 33 대구 언더그라운드 래퍼 약 15년 0/3
도원 20 대구 래퍼, 문학도 약 4년 0/0
시준 20 대구 래퍼 약 4년 0/0
일일노트 22 대구 (래퍼) 약 5년 0/4
코튼마우스 20 대구 래퍼 약 3년 1/2
탐쓴 30 대구 언더그라운드 래퍼 약 10년 26/4

투머치블랙 23 대구 래퍼, 프로듀서 약 5년 1/1
히피밸 27 부산 언더그라운드 래퍼 약 10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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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그러한 연계망은 홍대나 대구에서의 음악 활동을 통해 생성되고

지속할 수 있다. 대구 바깥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래퍼인 경우 주로

그 지역은 부산, 경산, 창원 등인데, 대구에서 음악 작업이나 공연을 한

다면 예외 없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 집단으로서 래퍼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에 대해 고정적인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래퍼라는 정체

성은 각자에겐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더 유동적

으로 래퍼들의 직업을 연구참여자의 나이와 여건에 따라 학생, 프리랜서,

래퍼, 무직 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러한 여지와 공백은 래퍼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문과 그에 따른 토론에 발견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앞

으로 설명하겠지만, 본 연구는 래퍼가 직업인지 아닌지, 일인지 취미인지

에 대한 래퍼들의 판단이 각기 다르게 그럼에도 일정한 패턴과 유형들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혼란이 씬 전반의 사회적 맥락과 연

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방법과 자료 수집 및 처리

⑴ 분절된 여러 도시공간에의 참여관찰

본 연구에서는 ‘대구 랩/힙합씬’과 ‘대구 래퍼의 현장’을 구분한다. 이는

도시적 공간에 대한 다현장(multi-sited)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자 민족

지의 참여관찰하는 특성을 살리기 위함이다(Marcus, 1986; Harnnez,

2003; Kho, 2017). 이로써 래퍼의 현장들에 초점을 맞추어 래퍼의 사회분

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현장들과 그것의 경로(또는 패턴)가 총체적으

로 그려내는 경관을 이해할 수 있다(Cohen, 2012; Finnegan, 2007).

마커스(Marcus, 1995)는 인류학 전통에서 유지되었던 단일 현장의 민

족지 양식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며 어떻게 하면 복수의 현장에 민족지적

18) 여기에 둘 다 해당하지 않는 대구 출신의 래퍼도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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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현장 민족지는 파편화되고 불연속적

인 움직임의 윤곽, 장소, 관계망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연구대상에 관해

질문을 던진다. 마커스는 ‘사람, 사물, 은유, 이야기(나 우화), 생애(나 전

기), 갈등’을 따라가는 크게 6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Marcus, 1995; Harnnez, 2003). 하지만, 어떤 연구 대상

을 어떻게 따라갈지는 현장과 주제에 따라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마

커스는 따라가는 작업은 초기의 출발선에서 복합적인 사회문화 현상에

부여된 개념적인 정체성이 결국은 우연한 것이었으며, 또 여전히 변형의

여지가 있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라 보았다.

연구자가 분절된 여러 도시공간에 참여관찰하는 데 있어 다현장 방법

은 필수적인 ‘요령’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래퍼들이 움직이는 경로를 하

루종일 따라다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연구자는 현실적으로 시간

의 단절을 겪으면서 분절된 공간에 참여관찰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

어, 연구자가 공원에서의 싸이퍼를 참여관찰하던 날에 싸이퍼가 끝나고

각자의 작업실로 돌아가는 래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특정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했다. 더구나 연구자가 작업실로의 참여관찰을 해야겠다고

특정 래퍼를 선택했을 때에는 그와 연구자 간의 라포(rapport)가 매우 중

요해진다. 작업실은 공원이라는 공공공간과는 달리 사적인 공간이기 때

문이다. 이렇듯 공연장-공원-작업실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의 참여관

찰법이 필요했다.

⑵ 사건에의 개입: 그 한계와 기회

한 장소에서 한 공연이 이루어질 때, 연구자가 위치할 수 있는 시공간

에 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한 사건에의 참여관찰은 특정한 모순을 연

구자에게 던져주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첫째로 연행이 이루어

지는 시공간 내부에서 연구자는 연행에 몰입되면 될수록 좋은 ‘참여의

가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연행자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제3자의

시선에서 살펴야 하는 ‘관찰의 가치’를 확보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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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말해, 연구자는 공연장 내부 어디에서 관람할지 고민하면서 참여와

관찰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둘째로,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연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

행의 시공간 바깥에 대해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 채 공연장 입구 바깥의 도로에서 싸이퍼를 하는

행위자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연행자와 관객이 상호작용하는 공연장

안에서 참여관찰하고 있는 연구자는 그 사건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공연

장 바깥에서의 싸이퍼는 관찰할 수 없게 된다. 즉, 공연이라는 하나의 사

건에 개입되는 순간에 그 공연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동시에 배제

된 존재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워진다. 이는 공연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

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방된 공원에서 일어나는 연행의 한 장면에

서조차도 일종의 ‘부수 현상’처럼 우리의 인식 저변으로 흩어지는 사건의

조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Crapanzano, 2006; Kho, 2017). 그래서

연구자는 하나의 공연에 개입하고 나서 차후에 그 공연을 인지하고 있을

여러 다른 행위자들에게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오로지 ‘공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사건’이란, 일차적으로 대구 랩/힙합씬의 역사적 배경을 설

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 평가하여 선별

하고 나서, 해석과 분석을 시도한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는 래퍼들과 연구자가 면담하며 확보한 개인의 생

애사도 포함된다. 이차적으론 연구자가 대구 랩/힙합씬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여관찰했던 행위들을 의미한다.

⑶ 랩과 래핑: 문자(text)와 연행(performance)

랩/힙합에 관한 연구들은 종종 가사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래퍼

와 힙합씬에 대한 최종적인 분석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래

퍼가 스스로 적은 가사라는 점과 그 가사를 작품화하여 수익을 내고 있

기에 일견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래퍼가 스스로 예술가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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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페르소나를 활용한다고 보았을 때, 래퍼의 가사 자체만으로 래퍼의

정체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회적 현실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또한, 래

퍼들이 가사를 어떻게 적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던

지지 않는다.

래퍼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형태로서 말을 랩의 형식으로 내

뱉을 수 있다. 이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싸이퍼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작업실에서 혼자 주절대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

종의 놀이이자 상호작용으로서 순발력과 유머를 활용하여 공동체적인 연

행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몇 번이고 녹

음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질의 작사 및 작곡을 해내는 것이 주목적이 된

다. 그 과정에서 래퍼가 적어내는 가사들은 작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놓인다.

목소리로 된 말은 인간의 내부에서 생겨나 의식을 가진 내면 즉, 인격

을 소리라는 물리적인 상태로 인간 사이에서 표명하고, 사람들을 굳게

결속하는 집단으로 형성시킨다(옹, 2018[1982]: 133).

어떤 화자(rapper)가 청중에게 말할 때 청중 사이에 그리고 화자와 청

중 사이에는 일체감이 형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학적 텍스트가

아닌 ‘연주’이며, ‘목소리로 된 말’이다. 즉, ‘랩’은 연행(performance)을 통

해 ‘래핑(rapping)’이 된다. 이는 목소리와 숨결이 몸과 목으로부터 파열

음과 함께 터져 나오는 과정이자, 동시에 말하고 싶은 메시지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달하는 ‘문자’를 발화하는 순간이다. 그 ‘문자’는

래핑의 이전부터 작성되어서 존재할 수도 있고, 래핑 이후로 발화된 후

에 작성되어 존재할 수도 있다. 래핑이라는 현상의 이전과 이후로 존재

하는 ‘문자’는 랩의 일부가 된다. 나아가 랩은 래핑을 통해 현시할 수 있

게 된다.

랩을 존재하게 만드는 조건은 (순서가 어찌 되었든) 문자와 연행의 ‘공

존 상태’이다. 공존하는 문자와 연행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나 최소한 래퍼에게 있어서, 랩(text)과 래핑

(performance) 양자는 동등한 가치 차원에 존재치 않을 수 있다. 어떤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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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에게는, 또는 래퍼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는, 이 양자 사이의 가치판단

이 매번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랩에의 인류학적 접근은 양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치의 진동’에 접근하는 것이다.

⑷ 인터뷰, 참여관찰, 문헌 및 인터넷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공식적인 심층 면담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대구 랩/힙합씬

내 다양한 역할의 행위자를 식별하고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을 포착했다. 이외에도 공연장에서 열린 공연에 참여관찰하고, 다양한

플랫폼 매체에 올라온 공연 영상과 래퍼의 가사를 분석하고 해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현장노트, 녹음기로 기록되었다. 심층면담을 위한 설문지

는 반구조적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래퍼들의 특정

장소에 대한 공연의 기록과 감각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에는 면담 과정에

서 래퍼들이 직접 개념적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Cohen, 2012) 대

구 랩/힙합씬의 미시사에 관한 비공식적인 기록을 자료화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대구 랩/힙합씬의 전반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곳곳에 남겨진 (비)공식적인 기록(archive)을 수집했다. 한국에서

랩/힙합씬이 온라인으로부터 시작한 역사는 이러한 수집 배경에 큰 영향

을 미쳤다.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 힙합팬진(fanzine)이라 할 수

있는 ‘힙합플레이야(HipHopPlaya)’나 ‘힙합엘이(HipHopLE)’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개인적인 기록, 래퍼들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가 숨겨져 있었다. 연구자는 인터넷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대구에서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인물이 스스로 남

긴 기록이나 그들에 관해 남겨진 기록을 중심으로 수집했다.

또한, 대구시에는 풀뿌리 활동을 하는 문화 ž 예술 집단에서 지자체와

함께하거나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공식적인 기록물

이 온-오프라인에 걸쳐 생산되었기에, 연구자는 이로부터 활용할만한 자

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19) 대구 랩/힙합씬 바깥의 대구시 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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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음악과 산업의 역사는 래퍼가 놓인 도시적, 음악적 환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대구 랩/힙합씬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한국 힙합의 중심

부가 태동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꿈틀댄 언더그라운드의 역

사적인 움직임을 살펴본다. 홍대와 마찬가지로 대구에서도 PC 통신 모임

을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랩/힙합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시사적 맥락을 파악한다.

3장에서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래퍼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대구 랩/힙합씬의 구성원들에게서 인

정받는 래퍼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어떤 과

정을 통해서 획득되어 ‘래퍼’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지 살펴본다.

4장에서는 래퍼들이 래퍼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을지라도 생의 사

회·문화·경제적 여건 속에서 끝없는 형성과 증명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의 면면을 조명한다. 래퍼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의례와 상징의 약

화, 경제적 생계 문제를 직면하면서 대구 래퍼들은 ‘래퍼’가 되어 간다.

5장에서는 지방 힙합공연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

력하는 실천에 주목한다. ‘사운드브릿지’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한 ‘방주’라는 공동 작업실의 존재를 살핀다. 이들의 시도

는 대구 힙합씬에 대한 인식의 혼란, 작업실 정신의 도래와 생산 강제가

낳는 자폐성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을 표현하고 개방성을

유지하는 일련의 실천에 주목한다.

19) 본 연구에서는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청년문화센터, 인디053,
더 폴락, 대화의 장, 빅나인고고클럽 등에서 제작된 출판물, 온라인 자료 등
을 주요한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했다. 특히, 대구광역시청에서 제작한 ‘대구
예술 시간여행전’(출처: http:// dgartime.com/index.html)과 대구예술발전소에
서 제작한 ‘대구문화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출처: https://dcarchive.daegu.go.k
r/library/)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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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구 랩/힙합씬의 역사적 배경

1. 대구 랩/힙합씬의 탄생: PC 통신에서 공연브랜드까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젊은이 대다수는 현진영,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드렁큰타이거 등의 음악가들이 선보인 공영방송

무대와 작품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들이 힙합 음악을 한국적 맥락에 맞

게 그리고 매혹적으로 번역하는 데 성공한 덕일 테다. 이는 현재 목격할

수 있는 여러 ‘아이돌 팬덤’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특정

음악 장르 자체에 빠져버린 이들이 PC 통신을 활용해 당장 자신과 비슷

한 취향을 공유할 사람을 물색하게 만들었다.

당시 PC 통신의 존재는 초지역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면서도 특정 지역

에 다양한 출신의 젊은이들이 집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줬다. 지방

의 어느 도시든 PC 통신을 통해 서울 홍대 앞의 공연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누구든 교통비와 공연비만 있으면 시간을 내어 홍대에 다녀올

수 있었다.20) 그 예로, 대구에서 26년 동안 대구 인디음악씬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공연장 ‘클럽 헤비’(Club Heavy)의 대표 신은숙은 직장인 시절,

서울에서 경험했던 인디 공연장의 락 공연 무대를 잊지 못하고 대구에서

그와 비슷한 공연장을 운영하게 됐다.21) 이처럼 당시 PC 통신이라는 초

지역적 연결망은 단순히 공연 관객의 수와 그에 비례하는 자본과 상품의

20) 물론 그러한 초지역적 연결의 막후에는 계급적 차이에 따라 그 기회를 누리
기 어려웠던 사람도 많았다. PC 통신이 지역을 넘어 정보를 전달하긴 했지
만, 그렇다고 그 경로에 어떤 방해물도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다. 인터넷
선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돈이 드는 일이었고, PC 통신을 이용하더라도 신뢰
할 만한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은 또 다른 재능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니
초지역적 ‘연결 가능성’과 ‘접근성’은 시대와 매체 발달 그리고 사용자가 누구

냐에 따라 비균질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아야 한다(Kruse, 2010; 김해리,
2018; 조일동, 2005).

21) “대구 B급 인터넷 1인 잡지”인 ‘안분지족’에서 2007년도에 진행한 신은숙 대
표와의 인터뷰(출처: https://blog.naver.com/sododuknim/150133738957/22.
04.0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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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증가하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만 그 영향력이 그치지 않는다. PC

통신을 통해 공연을 경험한 관객에게 수년이 지나도록 그 당시 공연의

소리와 울림, 땀 냄새, 그리고 멋을 온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그러한 경험은 각 주체에게 지역적인 실천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와 자원이 된다는 것을 대구의 클럽 헤비

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 랩/힙합의 맥락에서 SNP(Show and Prove)나 블렉스(Blex) 같은

PC 통신 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김영대 외, 2008). 하지만 대구에서도 나름의 힙합 PC 통신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활발하

게 활동했던 ‘대구힙합동호회’라는 PC 통신 모임은 클럽 헤비에서 20년

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힙합공연브랜드, ‘힙합트레인(Hip Hop Train)’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집단이다. 이들에 관해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료는

많지 않지만, 다행히도 연구자는 과거 회원으로 활동했던 래퍼들의 인터

뷰나 개인적인 기록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부터 대

구 힙합동호회의 회원이었던 DJ 샤이닝스톤(DJ Shining’stone)과의 인터

뷰(2008)22)에 따르면, 힙합 음악에 관심이 많던 몇몇 대구 젊은이들이 붐

박스(카세트 테이프나 시디를 넣고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이동식 스피

커)를 직접 들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하 줄여서 ‘국채보상공원’)23)이

22) 2008년 웹진 ‘힙합플레이야’에서 진행한 DJ 샤이닝스톤의 인터뷰: “처음 조
피디랑 Puff Daddy, 2pac, B.I.G를 듣게 되면서부터 힙합을 알게 되고, ‘힙합
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
닐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구 힙합동호회’라는 걸 찾았죠.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1주일에 한 번
모여서, 대구에 ‘국채보상기념공원’이라고 있는데 매주 그곳에 모여서 조그만
붐박스를 갖다 놓고 랩을 하는 거예요”(출처: https://hiphopplaya.com/
g2/bbs/board.php?bo_table=interview&wr_id=10821/22.03.16. 검색.).

23) 대구광역시는 1990년대 이후 도심부의 녹지확보를 위해 도심의 동인공원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으로 확대 조성하였다. 1907년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인 대구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이름을 변경한 것이었다.
1999년 12월 21일 공원 전체가 준공되어 시민에게 개방되었다(이정연ž정태열,
2013: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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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도시공원에 나와서 다 함께 프리스타일 랩을 뱉으며 어울렸다. 이

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대구에서 열리는 랩/힙합공연에 관객으로 참여하

여 즐긴 뒤 공원에서 다시 모여 함께 프리스타일 랩을 했다. 대구 힙합

동호회의 ‘정모’는 매번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임은 대구에서 많은 래퍼를 배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우선

소개해야 하는 이들이 있는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랩 공연을 열었거나,

랩 공연을 공식적으로 브랜드화했거나, 대구 래퍼들로만 이루어진 컴필

레이션 앨범 <Tha Beatz>(2000)에 참여했던 래퍼들이다. 본 장은 그들

의 역사적 발자국을 따라 서술된다. 그러나 대구의 랩/힙합씬은 그러한

‘주동자’들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연을 열면 공연을 보

러 올 사람들이 필요하다. 대구힙합동호회원 모두가 래퍼는 아니었을지

라도 대부분은 힙합트레인의 공연을 자주 보러 갔다. 동호회에서 배출한

래퍼들이 만들어 낸 새로운 크루들의 공연 또한 보러 갔다. 씬의 활력은

이렇게 래퍼 집단들이 분화하고 그만큼 음악 공연과 실천이 배가하는 과

정을 통해 생성됐다. 이는 현재까지도 많은 젊은 래퍼들이 홍대가 아닌,

자신의 고향이자 동네인 대구에서 랩 음악을 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음

악적, 도시적, 사회적 자원의 원천이기도 하다.

힙합트레인과 클럽 헤비라는 상징은 지금도 많은 대구 래퍼들에게 공

연 무대가 주는 아우라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다. 현재 한국 래퍼 중 언

더그라운드답고 힙합다운 랩을 한다고 알려진 래퍼 이센스(E SENS)24)

가 자신이 대구에서 래퍼가 되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주제로 만든 곡

<Next Level>(2015)에서 몇 구절은 대구에 자리한 언더그라운드 랩/힙

24) <Next Level>이 수록된 이센스의 정규 1집 <The Anecdote>(2015)는 제13
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음반) 부문 수상작이며, 2018년 음원 서
비스사 ‘멜론’에서 발표한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선’에 들었다. 손계명에 따

르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음악 전문가 47명이 모여 반세기 넘는 한국 대중
음악 역사를 총망라하는 리스트에, 그것도 힙합 음반만 올라가는 것도 아닌
데, 발표한 지 겨우 3년이 지난 음반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경악할 일인가”. 이센스는 이 정규 1집을 통해 자신만의 언더그라운드식 성공
을 입증했다(손계명의 에세이 출처: https://temple-resistance.tistory.com/64?
category=787873 / 22.06.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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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역사적 상징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대구 래퍼들에게 굉장히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래퍼하려면 노래방 애들하고 몇 차원 달라야지

대회 열린다니 나가볼까? 열입곱에 첫 도전

(…)

하러 갔더니 (…) 대구 래퍼들의 축하 공연

난 Master Plan 말곤 한국 언더그라운드에 딴 래퍼들 있는 줄 몰랐는데

(…)

결과는 우승, 예

끝나니 누가 불러 아까 공연하던 Virus에 Minos

언제 형네 집에 놀러오라고 갔지 클럽 Heavy에서 힙합공연하니까

한 곡 와서 해봐 그날 밤 난 난리났지

E SENS의 <Next Level>(2015) 중에서

대구에서 개최한 청소년 랩 배틀 대회에서 우승, 이후 서울에서 개최

한 랩 대회에서 우승, 그곳에서 만난 대구 출신 랩 듀오 바이러스(Virus)

와의 만남, 자신의 고향 대구에서 언더그라운드 래퍼들과 함께하게 된

공연. 그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장소가 가사 내용으로 등

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분명 이센스는 이 곡을 통해 래퍼로서 걸어

온 자신의 여정을 서사화 및 역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성공한 한

개인의 잘난 옛 ‘커리어’를 늘어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센스가 대구에서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활동했던 역사가 한국 대중음

악 명반 100선에 든 음반의 수록곡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까? “대구 인디음악을 중심으

로 대구 독립문화 저변의 사람들과 소식을 다루는 독립 미디어/웹진”인

‘빅나인고고클럽’의 전(前) 편집장이었던 손계명에 따르면, 그가 인터뷰한

대구 래퍼 탐쓴(Tomsson)에게도 이센스는 굉장히 뛰어나고 의미 있는

래퍼로 인정받고 있었다. 나아가, 클럽 헤비에서 공연하는 다수의 젊은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은 이센스가 그의 곡에서 언급한 장소로서 클럽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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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의미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5) 즉, 그의 여정은 단순히 자신

의 자랑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에게, 나아가 대구 랩/힙합씬의 ‘공통 서사’로 작동하

고 있는 것이다.

이센스는 언더그라운드를 표방하는 래퍼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

이 거쳐오며 만났던 이들과 사건들에 대해 반추한다. 이는 방송 매체를

통해 스펙터클이 넘쳐나는 한국 힙합씬의 증명 및 평가 체계에 대한 반

박이기도 하다. 이센스에게 ‘증명’이란 ‘언더그라운드식 증명’이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 봐주었던, 함께 랩과 힙합을 맘껏 즐길 수 있었

던 이들 및 그 상호주관적 시공간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

1) 힙합트레인과 <In Da Heavy>(2003)

이센스는 클럽 헤비에서 “난리 난 그날 밤” 이후로 2003년 힙합트레인

의 멤버 중 막내가 되었다. 그때부터 힙합트레인이 정식으로 시작된 건

아니었다. 애초에 클럽 헤비는 랩/힙합을 공연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클

럽 헤비는 1996년도 록밴드들의 공연 장소로 처음 시작된 곳이다. 그러

니까 이센스가 구성원이 되기 약 3년 전인 2000년도 전후, 선배 언더그

라운드 래퍼들의 ‘도전’이 먼저 있었다. 클럽 헤비에서 공연하던 음악가

들에게 “헤비 누나”, “헤비 언니”라고 불리던 대표 신은숙의 증언에 따르

면, 랩 공연을 할 만한 장소를 찾던 젊은 래퍼들이 먼저 클럽 헤비를 찾

아왔다고 한다:

어느 날 힙합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저희 공연장을 찾아왔어요. ‘공연을 열고

25)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래퍼 수환오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구를
비롯하여 광주, 부산, 홍대 신촌, 제주도, 의정부의 ‘로컬 랩/힙합씬’을 취재하
고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게시했다. 대구편 영상 속에서 클럽 헤비에서
랩 공연을 마치고 난 뒤 수환오와 인터뷰를 했던 젊은 래퍼는 ‘이센스-클럽
헤비-대구 래퍼인 자신’이 연결되는 역사적 상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
다(영상 출처: https://youtu.be/yyw0hrPaMKg/22.06.0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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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하면서요. … (저는) 힙합에 대해 잘 알지 못했

어요. 록 음악만 들었던 사람이고 … 그렇기에 ‘록 공연장과 힙합이 맞을까?’

‘과연 관객은 올까?’ 하면서 고민을 했죠. 하지만 (래퍼들에게) 기회를 한 번

주고, 저 스스로도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힙합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없었으니까요.26)

신은숙 대표의 말대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까지 대구에는

래퍼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찾기가 힘들었다. 이센스와 함께 힙합트

레인 공연을 했었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래퍼 마이노스(Minos)도

그렇게 회상하고 있다. “완전 불모지였죠. …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힙

합공연은 내가 내 돈을 내고 서울에 올라와서, 모르는 지하철을 어떻게

어떻게 타고, 디지(Deegie) 형 가사를 힌트 삼아 신촌역 8번 출구가 어디

있나 찾으면서 길 따라 길 따라 묻고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냥

없었죠. 힙합 앨범을 산다는 것도 너무 희귀한 일”이었다.27)

클럽 헤비의 역대 공연기록부28)를 살펴보면, 1999년 12월 24일에 처음

으로 랩 공연이 열렸다. 그때 공연했던 래퍼의 이름은 ‘웨스트 비

엘’(West BL)이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작사한 곡을 공연했던

래퍼로 알려진 그는 대구 힙합동호회의 회원이었다. 그를 필두로 2000년

도부터 힙합트레인 공연이 시작됐는데, 웨스트 비엘을 포함한 여러 래퍼

가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홍대 언더그라운드 랩/힙합씬에서 유행처럼 번

졌던 ‘컴필레이션 앨범’ 만들기의 조류를 따라 대구만의 ‘컴필’ 음반

<Tha Beatz>(2000)을 제작했다. MH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기획사의 지

원과 함께 대구 래퍼들이 공동녹음한 첫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당시에 서울 홍대를 제외하고 지역의 래퍼들이 모여 음반을 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대구 랩/힙합씬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대구

26) 2019년 노컷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
s/5263261/22.3.17. 검색.).

27) 2012년 웹진 힙합엘이에서 진행한 마이노스 인터뷰 출처: https://hiphople
.com/interview/453920/22.06.06. 검색.

28) 클럽 헤비 다음 카페에 있는 역대 공연기록부(출처: https://cafe.daum.net
/clubheavy96/4byj/22.03.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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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한국 힙합씬’에 알린 첫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9) 2000

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힙합트레인 공연은 총 24번 열렸으니, 한 달에

한 번꼴로 공연이 열린 셈이다. 공연을 마무리할 즈음에는 관객들이 무

대 위로 올라와 공연했던 래퍼들과 함께 프리스타일 랩을 하며 직접 참

여하는 시간이 있었다30). 공연이 끝난 후에는 고추장불고기로 뒤풀이 저

녁을 먹거나 국채보상공원에서 프리스타일 랩을 하는 등의 깊은 참여도

를 보였다.

대구 래퍼들과 신은숙 대표의 ‘도전’을 기점으로, 여러 번에 걸친 연행

(performance)에 깊숙이 참여했던 래퍼, 공연기획자, 관객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은 대구에서 랩/힙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씬’이라 부를만한 상징적이고도 물질적인 존재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한 존재감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더 깊은 집단적 몰

입과 소통으로 이어졌다. 2002년 6월부터 힙합트레인은 인터넷 ‘다음카

페’를 운영하면서 관객과 밀접한 공연 체계를 갖췄다. 이 시기는 웨스트

비엘을 필두로 만들어진 힙합트레인 구성원 다수가 군입대 문제로 나가

게 되고, 새로운 구성원(바이러스, 미스아디, 베이비쿨, 로우 플레이바, 이

센스 등)으로 재편됐던 시기다. 당시 힙합트레인 구성원 중 유일한 여성

래퍼였던 미스아디(Miss O.D.D.Y)가 카페지기를 맡으며, 힙합트레인 구

성원들의 여러 공연 소식을 홍보했다. 카페에 남겨진 2년여간의 아카이

브(archive)31)는 2002년 6월 1일, ‘237’이라는 힙합트레인 구성원의 군입

대를 기념하는 힙합트레인 공연 홍보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2004년 1월

29) 2000년 12월 1일에 이들은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구 컴필레이션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당시 힙합트레인 공연 무대에 자주 올랐던
‘사이코 사운드’(웨스트 비엘, 바이러스, 미스아디 등이 함께했던 크루),
‘M.H.IS’ 등의 여러 래퍼가 참여했고, 고교생으로 구성된 힙합 단체와 록밴드
인 ‘815 밴드’와 ‘화염병’ 등이 게스트로 참여했다(매일신문 기사 출처:
http://news.imaeil.com/page/view/2000112314493092108/22.03.17. 검색).

30) 이는 홍대 클럽 마스터플랜의 언더그라운드 랩 공연 중에 매번 열렸던 ‘오
픈 마이크’라는 형식과 같은 것이다.

31) 힙합트레인 다음 카페 주소: https://cafe.daum.net/HEAVYhiphoptrain
/HcSf/22.06.0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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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열렸던 공연 홍보로 끝이 난다. 이후의 카페 활용은 ‘싸이월

드’(cyworld)로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옮겼기에 연구자는 더 이상의 아카

이브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32)

2002년에서 2004년간 힙합트레인 카페는 팬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미스아디는 카페의 주요 카테고리로 힙합트레인

식구 소개, 무료한 일상생활, 공연스케줄과 후기, 가사, 사진 등과 같은

항목을 만들었다. 여기서 ‘공연스케줄과 후기’ 항목에는 공연 후기 및 후

일담 등이 담긴 공연진-관객 간의 쌍방향 소통이 상당수 남아 있어 당시

힙합트레인 공연에 참여했던 래퍼, 기획자, 힙합팬 등의 사람들이 공연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가령, 미스아디가 2003년 8월 28

일에 올린 “힙합트레인?!”이라는 게시물은 당시 대구 랩/힙합씬에서 힙합

트레인 공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힙합트레인 구성원들은 그러

한 시선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힙합트레인에서 공연하려면 인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

습니다. 지금 공연하는 사람 모두는 그전 힙합트레인 피플이 다른 곳에서 공

연이나 랩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때부터 얼마 동안 공연한 곡과 가사를 “각자가 알아서 준비”하고

충분히 연습한 다음 본격적으로 첫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 좁은 대구라는 도시에서 대구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공연진으로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나 알차고 좋은 공연을 선보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점, 그건 여

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공연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건 대구라는 도시에서 힙합이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더욱 교류를 가짐으로써 단지 유행의 흐름 중 하나인 힙합이 아

닌 문화 자체로 지켜나가자는 바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라면 아무것도 못 했을 사람들이 헤비라는 작은 클럽에 모여서 3년 6

개월 이상 빼먹지 않고 계속하며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대구의 힙합공연’ 하면 “힙합트레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조금씩

32) 현재 싸이월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겪고 있는 자료의 손상 문제로 인해,
그나마 조금씩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아이디가 아닌 ‘카페’의 경우라
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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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요. 앞으로도 단순히 힙합음악을 즐기는 공연이 아닌, 힙합을 좋아하는 사

람들이 만나면서 그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

면 좋겠습니다.

미스아디는 해당 게시물에 2003년의 힙합트레인 공연에 대한 타인의

인식과 자신들이 쏟고 있는 노력 사이의 간극에 관해서 일종의 해명을

적었고, 나아가 ‘힙합트레인’을 나름대로 정의 내렸다. 이와 같은 설명은

연구자가 2020년 12월 4일 대구에서 관객으로 참여했던 힙합트레인의 상

황과는 사뭇 달랐다. 현재 힙합트레인 공연을 이끌어가고 있는 래퍼 마

이노스는 서울에서 거주하며 한국 랩/힙합씬 중심에서 실력 있고 뜻있는

래퍼들을 모아 대구에 공연하러 내려오고 있다. 그에 반해, 2003년 당시

의 힙합트레인은 대구에 거주하는 젊은 남녀가 돈이 되지 않는 아마추어

공연 무대에 쏟아붓는 열정과 전념에 의한 것이었던 셈이다.

미스아디의 카페 활용은 전반적으로 힙합트레인에 큰 활력을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 공연이 열릴 때마다 비록 작은 공연장일지라도 소수의

‘단골’이 채우는 경우가 많았고, 참여했던 관객들은 힙합트레인 공연에서

느낀 감동과 매력을 카페 게시판에 적어놓으며, 공연에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래퍼들과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미스아

디를 비롯한 래퍼들은 공연 홍보게시물의 조회수를 통해 잠재적 관객수

를 예상할 수도 있었다.

게시물에서 드러나는 힙합트레인 내부의 상호작용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⑴ 공연진과 팬의 상호작용

첫째는, 공연진과 팬의 상호작용이다. 2002년 7월 6일에 열렸던 공연을

살펴보면 이날은 총 4명의 관객밖에 오질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연진들

은 풀이 죽거나 낙담하지 않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긍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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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노스: 공연이 거의 8시에 시작했는데 더 이상 관객이 오지 않아 허탈감이

들긴 했지만, 당혹스럽거나 하진 않았다. 참 입에 달고 사는 말인데도 잘하기

힘든 게 ‘편한 공연’인데, 오늘은 진짜 편한 공연이었다. 멘트 때도 관객분들

이랑 이야기도 하고 (…)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손들고 다들

즐기고 있는 분위기였던지라, 클럽 안이 할랑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다.

몇 시쯤 공연이 끝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공연이 끝나고는 관객분들도

함께해서 헤비 누나들이랑 같이 고추장불고기 먹으러 갔다. 역시 누나들 짱!!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힙합트레인은 공연자와 관객이 공연을 매개로 해서

얽힌 멀고 먼 사이가 아니라, 오늘처럼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힙합으

로 즐거울 수 있는 날이고 장소이니까 말이다.

미스아디: 재밌었지. 여태까지 했던 공연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될 것 같다. 헤비 언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조촐한 사람들과

함께 공연할 때 제일 행복한 힙합트레인.

비록 4명의 관객 중 누구도 공연 후기를 적지 않았지만, 2003년 힙합

트레인에서 나타났던 공연진-관객의 상호작용은 마이노스의 말대로 “공

연을 매개로 해서 얽힌 멀고 먼 사이가 아니라” 힙합인과 힙합팬이 모여

서 힙합을 뜨겁게 즐기고 식구처럼 밥도 함께 먹는 사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힙합트레인의 구성원들은 공연에서 각자 느꼈을

개인적 유대감을 카페 게시글을 통해 명시적인 ‘사회적 유대’로 생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상의 기록이면서도 힙합트레인의 집합적 고양감

(collective effervescence)을 명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우리’가

경험했던 공연의 기억과 감각이 서로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기록되

고 공유된다.

반면, 2002년 8월 4일의 공연은 미스아디의 후기 제목(“죄송하고 감사

해요”)에서도 나타나듯이, ‘실패한 공연’에 관한 대화가 남겨져 있다:

미스아디: 일단 프리스타일 CD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늦게서야

알게 돼서 일찍 관객 여러분들 돌려 보내버린 게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걸리네

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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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일하는 힙합트레인 식구들 그리고 3000원어치 몸 흔든다고 고생하는 관

객 여러분(이 곧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대 밖에서 고개

흔들어 주는 헤비 언니 다 감사해요.

관객의 후기: 어제 공연은 빵점~

다른 관객의 후기: 어제의 힙합트뤠인 … 마무리는 흐지부지했었지만, 언제나

즐거운 우리의 힙합 기차 칙칙폭폭=33

해당 공연의 실패는 공연진의 무대가 끝나고 난 뒤 마지막 시간에 이

어지는 관객들의 프리스타일 시간에 나타났다. 홍대 언더그라운드 랩 공

연의 ‘오픈 마이크’와 마찬가지로 힙합트레인도 그러한 의례적 연행

(ritual performance)을 상연하고 있었다. 이것은 공연진과 관객 간 규칙

이자 약속이었다. 특히, 프리스타일 시간은 래퍼와 관객이 힙합으로 하나

가 될 수 있기에 더 각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례적 연행은 그

실패와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어떤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

럼에도 실패와 성공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참여자들(나아가 그들

이 속한 사회)이 공연에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나 질적 요구가 클수록,

실패는 참여한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 가령, 장례식이나 결혼

식 또는 5ž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상

징성을 부여하는 의례의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ž심리적 영향은 엄청나다.

하지만, 2003년의 힙합트레인에는 그 정도의 상징성이나 윤리가 들어서

지 않았다. 이들은 아직 상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생성의 존재였지, 상징

이 완성된 표상의 존재가 되질 못 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덕분에 마이

노스의 말대로 “편안한 힙합, 즐기는 힙합”이 될 수 있었다.

⑵ 공연진 간의 상호작용

물론 이들이 ‘되어가는 존재’라고 해서, 이들에게 어떤 규칙이나 규범

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에게도 나름의 윤리가 필요했고

질서가 존재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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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간의 상호작용이다. 가령, 2002년 9월 8일 힙합트레인에서는 마이노스

와 미스아디가 나눈 대화로부터 공연에 관해 래퍼들이 서로 추구하는 가

치의 차이가 드러났다:

관객의 후기: 이번 힙트는 공연진의 당일 펑크로 인하여 ‘바이러스’와 ‘미스아

디’만 공연하게 됐습니다. (…) 좀 더 준비성이 있는 힙합트레인이 될 수 있음

좋겠네요~

마이노스: 힙합트레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책임감’보다는 좀 더

자신의 ‘존재감’을 만끽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객분들이든 공연

자분들이든 ‘오늘은 맛있게 힙합인 날’이기에 그 시간과 공간에서 느끼는 존재

감이란 게 얼마나 달콤한지 알면 항상 ‘힙합트레인’은 멋진 모습으로 꿈결 같

은 ‘칙칙폭폭’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언제나처럼 힙합트레인은 내가 힙합

으로서 나일 수 있는 날이니까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날로 남기자. 결

코, 책임감은 아니다.

미스아디: ‘결코, 책임감은 아니다’라는 말이 좀 거슬려서 (…) 아무리 가족 같

은 분위기의 힙합트레인이지만, 엄연히 관객이 있고 공연진이 있는데 책임감

이 결코 없어서야 되겠나? 과연 관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공연진이 연락 없

이 빠진 걸 이해할 수 있을까? 같은 공연진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데. (…) 공연 전에 연락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미안해서 차마 못

한 걸까?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걸까? 책임감이고 존재감이고 간

에, 힙합으로 모인 사람들 간의 작지만 엄연한 사회이기에 최소한의 에티켓이

라는 건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이노스: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흘흘. 여튼 공연진 모두 힙합트레인을 누구

보다 사랑하고 헤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이야기는 요기까

지만 하자구요.

이들의 대화는 공연에서 연행자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재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힙합트레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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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사실 그리 경합할만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마이노스는 공연의

질서를 부여하는 의례적 측면보다는, 느끼고 흘려보내는 놀이적 측면에

더 의미를 부여한다. 그에 따르면, “공연의 시공간에서 느끼는 달콤한 존

재감의 만끽을 통해 힙합은 맛있어진다.” 이는 1999년 신촌과 홍대에서

MC메타가 라이브 랩 공연의 매력을 강조한 것과 공명한다.33) 화면으로

시청하는 방송 무대론 절대 느낄 수 없는 “달콤함”, 마이노스에게 그건

“내가 힙합으로서 나일 수 있는 존재감”이었다. 그러나 MC메타는 “달콤

함”만으론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했고 약간은 불안해했다. 언

더그라운드 공연에도 질적인 발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스아디 또한,

이를 염려한 것이었다. MC메타와 미스아디의 염려는 공적 차원의 의미

생성을 향하고 있다. 반면, 마이노스의 추구는 사적 차원의 자아실현을

향하고 있다. 상기한 장면은 힙합트레인의 진정성이 이러한 갈등 속에서

비롯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과연 관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등장이다. 하나의 연행적

사건에 개입한 관객과 공연자의 관점이 교차하는 상호주관적 세계는 심

오하다(Crapanzano, 2003).34) 이는 연장자가 자기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공연자를 훈계하기 위해 활용한 수사적 물음이 아니다. 자신의 행위와

존재가 무대에서 어떻게 실체화하는지, 자신의 연행이 초래한 결과가 어

떠한지, 과연 관객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한 것인지 진실로 알고 싶은 욕

망 또는 호기심이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하는 소통으로부터 느끼는

알 수 없는 찜찜함과 불안감, 그리고 그것이 반증하는 소통한 의미의 낙

차들.

33) 한국 힙합과 관련하여 아카이브하고 있는 블로거를 통해 기록된 MC메타의

글(“칼럼: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힙합”)(출처: https://blog.naver.com/raybm77/

221940772981 /22.06.05. 검색).
34) 크라판차노(Crapanzano, 2003)는 의례적 연행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
했던 일련의 인류학 연구들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 의례에 관여한 모든 이가
그 상징적 힘과 의미로 온전하게 몰입하고 있는가? 혹은 현장 연구자의 시선
뒤편에서 잡념에 빠지고 집중하지 않으며 귀찮아하는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
지는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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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공연의 질’과 ‘공연자의 상호주관’에 대한 고민

다음 세 번째 유형의 상호작용은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힙합트레인 래

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바로 ‘공연의 질’에 대해

나누는 진지한 고민이다. 2002년 10월 12일 힙합트레인에선 여러 신곡이

공연됐는데,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무대 위의 실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고백하는 글들을 남

겼다:

베이비쿨: 어제 공연 이후, 어떻게 하면 공연을 잘하는 걸까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게 됐다. 분명 랩을 잘한다는 게 공연을 잘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집중

력과 즐김이 모두 필요하다. 내가 느끼고 여러 관객이 얘기하는 건, 힙합트레

인이라는 공연이 식상하고 섞이기 힘들다는 거다. 공연진이 말하길 그건 힙트

만의 색깔이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좋아하는 관객들도 있다. 근데 그게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거다. 과연 나는 공연을 잘하고 있는 걸까?

2003년 1월 4일 공연에 대해 마이노스가 적은 후기에서도 연행자의 입

장에서 고려하는 ‘공연자의 주관성’과 ‘관객의 객관성’ 사이에 펼쳐진, 미

지의 상호주관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드러났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랜만에 재미있게 즐긴 공연이었던 것 같다. 물론 관객의

입장에서 말이지. (…) 내가 ‘관객의 입장이라면’ 드는 생각을 끄적여대 본 것

이긴 하지만, 정말 지켜봐 주신 분들은 어찌 생각할까? 결코, 나로선 객관적

일 수 없는 ‘바이러스’의 무대가 어땠을지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오

늘도 우리들의 한발 한발이 모두 위대한 한 발자국이길 바란다….

마이노스의 후기는 단순한 감상이나 순진한 꿈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

신의 주관적 행위에 대한 객관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

고 즐거운 공연이 중요했던 그에게 문제시되는 건 ‘관점의 상호성’이 “개

인적”이고 “객관적일 수 없는” 것으로 축소된다는 사실이었다. 마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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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무대가 관객에게 주는 느낌을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없다. 그가 알 수 없는 이유는 관객의 객관적

관점이 너무 추상적이고 순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존재함으로써 객관

적일 뿐 그들의 생각과 느낌의 층위 또한, 그들의 주관이기 때문이다. 그

가 마주한 미지의 세계는 전지구의 모든 연행자가 무대를 기획하며, 준

비하며, 상연하면서 마주하는 심연이다. 결국, 그는 충분한 답을 얻지 못

했을 것이다.

하지만, 눈여겨볼 지점은 그가 자신의 물음을 마무리 짓는 방식이다.

그는 “우리”를 지시한다. 그리고 마치 우주왕복선을 타고 달에 착륙해 인

류 최초로 달의 표면을 밟았던 닐 암스트롱의 역사적인 한발처럼, 힙합

트레인과 관객들이 재미있게 즐긴 공연이 “위대한” 시도였기를 바라고

있다. 비록 그는 연행의 시공이 여는 미지의 틈새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시도가 ‘위대한’ 이유는 ‘이해하지 못함’에 있다. 이제 막

열기를 띠기 시작했던 조그마한 대구의 랩/힙합공연에서 자신들의 행위

에 대해 초월적 의미부여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에겐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미래의 향방을 주시하는 ‘희망의 눈’이 있었다. 그

가 주어로 취한 “우리”는 여기서 마이노스의 희망의 눈을 취한다. 오늘날

까지도 결코, 답을 얻지 못했을 그 무모하고도 희망적인 물음은 힙합트

레인을 한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힙합공연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힙합트레인은 2003년 2월 16일에 <In Da

Heavy>를 발매하고 ‘힙합트레인 전국투어’를 기획했다. 음반이 나오고

난 뒤, 2003년 2월 16일 발매기념으로 열린 공연을 기점으로 2월 23일부

터 3월 23일에 이르는 기간에 대구-광주-전주-경주-서울-안동-부산을

투어했다. 기존에 <Tha Beatz>(2000)라는 대구만의 컴필레이션 음반의

발매 또한 역사적으로 지방도시에서는 최초의 시도였지만, 그것이 수도

권과 긴밀한 연계나 전국 단위의 공연 ‘투어’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힙합

트레인의 전국투어를 통해서 참여한 관객의 수나 벌어들인 금액을 정확

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7개 도시에서의 랩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로써 대구의 ‘언더그라운드’에서 ‘랩/힙합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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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맹아가 꿈틀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꿈틀거림

은 클럽 헤비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림 2. 클럽 헤비의 다음 카페에 게시된 음반 <In Da Heavy>35)의 모습

2) 대구 랩/힙합씬의 경계 넘기

우리는 2000년도 대구 힙합동호회로부터 시작된 힙합트레인의 선로를

따라서 대구 랩/힙합씬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씬의 형성’은 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어떤 기준에 달하는 정량의 조건

이 갖추어지는 과정을 뜻하진 않는다. 물론 경험적으로 2000년대의 대구

지역민 중에는 힙합트레인과 같은 활동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다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아카이브

를 추적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특정한 무리로 세력화된 존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게릴라 전투처럼 흩어질지라도 같은 가치를 지

35) <In Da Heavy>는 힙합트레인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음반이다. 음반의
도입부에서는 클럽 헤비에서 열린 힙합트레인 공연에 입장하는 장면을 그려

낸다. 공연 전 틀어놓은 쿵쿵대는 배경음악과 함께 이센스와 신은숙 대표 등
의 구성원이 공연티켓을 파는 ‘소리의 장면’을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힙합트레인 구성원들에게 공연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
지를 직감할 수 있다. <Anecdote>(2015)의 발매 이후로 이센스에게 독자적
인 팬덤이 형성되고서 이센스가 참여했던 온갖 음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
고, 그에 따라 이 음반에 대한 관심과 가격 또한, 굉장히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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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고 행위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존재들을 향하고 있다. 분절된 움직임

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뭉치진 못했다. 그러나 그 행동의 패턴에 따르면,

공동의 추구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구 랩/힙합씬’이란 여러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들이 집

합되어 나타나는 장소들이다. 그 장소들은 지역, 장르, 공연장으로 구분

된다. 지역과 공연장이 장소인 것은 알겠으나, 장르가 어찌 장소인가? 하

워드 베커(Becker, 2008)가 음악 장르에 따라 생성되는 경계 안의 집합적

행위자들을 특정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장르의 경계는 음악가의

행위와 장소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 종류

의 경계를 넘나드는 래퍼의 행위를 따라가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고양되

는 씬의 존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첫째로, ‘지역의 경계’를 넘는 시도들이 있었다. 우선 음반발매와 이를

기념하는 전국투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힙합트레인이 지역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들었는지 살펴보자. 힙합트레인이 홍대 언더그라운드 씬에도

상당히 알려지게 되면서 홍대의 유명한 래퍼들이 대구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와 함께 더 많은 관객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DJ 샤이닝스톤에 따르면, 2001년 홍대의 힙합클럽 마스터플랜이 문을 닫

고서 홍대의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공연할 장소를 쉽게 구하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전국의 여러 랩 공연장 중 하나였던 클럽 헤비가

홍대 래퍼들에게 무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다.36)

특히, 2000년도에 힙합트레인에 합류했던 랩 듀오 ‘바이러스’(Virus)는

서울(홍대)-대구의 연계망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9년도

고등학생 시절, 대구에서 힙합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은 PC 통신과 좋

아하는 홍대 래퍼의 가사를 단서 삼아 서울에서 언더그라운드 랩을 들을

수 있는 클럽에 갔다. 그들이 즐겨 접속했던 PC 통신은 ‘대구 힙합동호

회’가 아니라 근거지가 서울인 ‘힙합정신’이었고, 이를 통해 서울에서 첫

정기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정기모임에 참여하며 홍대 언더그라

36) 2008년 웹진 힙합플레이야에서 진행했던 DJ 샤이닝스톤과의 인터뷰 (출처:
https:// hiphopplaya.com/g2/bbs/board.php?bo_table=interview&wr_id=10821/22.03.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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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 래퍼들과 유대를 쌓았다. 그리하여 홍대에서 첫 공연을 치르던 중

대구에서도 랩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한다:

마이노스: 대구에도 라이브 클럽이 있고 그 클럽에서도 힙합공연이 있다는 걸

소문으로 알게 됐어요. 구경을 한번 가봤었어요. (…) 서울의 클럽 마스터플랜

에서 그러했듯 공연이 끝나고는 프리스타일 무대가 있었어요. 자유롭게 공연

진과 관객이 함께 랩을 나누는 시간이죠. 관객이라고 해 봤자 저희가 다였는

데 눈치 볼 게 있었겠어요? 나가서 함께 랩하고 놀았죠. 그 모습을 보신 클럽

의 사장 누나가 저희한테 혹시 헤비에서 이 무대가 있는 날 함께 공연할 생

각이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37)

바이러스의 힙합트레인 탑승은 그렇게 시작됐다. 원 구성원들이 군입

대 문제로 힙합트레인을 떠났을 때, 그 빈자리를 재편성된 새 구성원들

이 채웠고 특히, 바이러스는 ‘홍대 언더그라운드 씬’과 ‘대구 클럽 헤비’

사이를 매개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이는 PC 모임 ‘힙합정신’

과 클럽 마스터플랜 등에서 개최한 공연에 바이러스가 참여하고, 거기서

만나 인연이 된 홍대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다시 바이러스를 따라 대구

에 공연하러 내려오는 일련의 궤적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38) 그리고

클럽 헤비가 걸출한 여러 인디 록밴드들의 성지라고 하는 상징성이 힙합

트레인을 뒷받침해준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미래는 어떤 것도 확실치 않았다.

37) 2012년 ‘힙합엘이’에서 진행한 마이노스 인터뷰.
38) 바이러스는 힙합트레인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 힙합레이블인 ‘신의의지’와 인
연을 맺었고, 바이러스의 첫 공식음반 <Pardon Me? EP>(2003)가 그곳에서
발매됐다. <Pardon Me EP>는 발매되자마자 한국 언더그라운드 랩/힙합씬에
서 성공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바이러스의 영향력 덕분에 그들이 군입대로

부재한 상황에도 클럽 헤비에는 힙합트레인 이외의 ‘랩공연’이 꾸준하게 열렸
다. 2003년 이후로 마이노스가 전역하는 2005년이 오기까지 힙합트레인은 좀
처럼 열리지 않았지만, 2003년 11월 15일 마이노스가 군대에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신은숙 대표의 부탁으로 클럽 헤비의 ‘공연장 이전’을 기념하는 힙합
트레인 공연에 가리온과 이센스가 출현했다. 신은숙 대표에 따르면, 그날 “공
연에 240명이 넘는 관객이 와서 공연장이 터질 뻔”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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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들은 군입대 전과는 달라진 힙합 음악의 흐름과 더불어, 자신의 진

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바이러스의 마이노스

는 대구 계명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잠시 휴학을 했다.

그랬던 그는 전역 후 음악 활동을 접고서, 2006년 초에 복학했다.

마이노스의 고민은 대구에만 머물지 않았다. 서울에서 만났던 소울컴

퍼니 출신 래퍼 키비와의 인연은 이루펀트(Eluphant)라는 랩 듀오로 이

어졌고, 그렇게 마이노스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다.

그 이후인 2006년도부터 힙합트레인의 성격은 사뭇 달라졌다. 힙합트

레인은 주로 마이노스가 홍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래퍼를 물색하여

대구로 데리고 내려오는 형식의 공연이 되었다. 마이노스는 대구에서 직

접 플레이어로 활동했던 자신을 대신해서 대구에 랩/힙합씬이 자리 잡게

할만한 대안의 인물이 필요했다. 한때 바이러스가 맡았던 직접적인 가교

역할은 끝이 났지만, 바이러스 해체 후 마이노스는 서울에 거주하고 활

동하면서도 대구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았다. 현재 마이노스는 2020년까

지 힙합트레인을 이어 가면서 대구의 어떤 대안적인 래퍼가 나타나길 기

다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몇몇 대구 래퍼들(리플로, 노지, 탐쓴 등)이 주

요한 인물로 등장해왔다.

물론, 대구라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섰던 시도가 힙합트레인만의 전유

물은 아니었다. 대구 랩/힙합씬에는 주류는 아니었을지라도 많은 래퍼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M.H.IS’라는 랩 그룹은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남부지역에서 생겨난 힙합 음악인 ‘더티 사우스(Dirty

South)’라는 장르를 한국 ‘경상도’에 이식하려고 노력했다. 2008년에 발매

한 이들의 정규음반과 뮤직비디오에는 그런 의도가 물씬 드러난다.39) 이

39)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웹진 힙합플레이야 게시판에서 논

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댓글이 91개가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
웠는데,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어 나타났다: 1) 한국 힙합의 지역화를
처음으로 시도한 실험적인 그룹이다; 2) ‘경상도 힙합’이나 ‘남부 힙합’은 오히
려 지역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게시물 출처: https://
hiphopplaya.com/g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6930/22.06.17.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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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서울을 목표로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지만, 그 시도는 한국

힙합에 남부 힙합이란 장르가 자리 잡을 만큼 성공적이진 않았다. 그럼

에도 이들이 대구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지방도시와 서울에서 공연하며

자신들의 장르를 상품화하고 나아가 ‘경상도 힙합’을 제시하려고 시도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40)

DJ샤이닝스톤은 중학생 시절인 2000년도 초부터 대구에서 힙합트레인

공연에 열성 관객으로 참여하고 대구 힙합동호회원들과 함께 국채보상공

원에서 프리스타일 랩을 즐기면서도 홀로 비트메이킹을 연습했다. 그는

온라인을 통해 점점 한국 힙합장에서 실력 있는 비트메이커로 알려지게

되었고, 홍대에서 활동하는 힙합인과의 교류를 통해 2008년에 상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서울에서의 활동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마이노스처럼 대구와 서울의 가교역할을 도맡았다. 그는 2008년 자신의

1집 <The Hypnotize>(2007)를 발매한 기념으로 웹진 힙합플레이야와 진

행했던 인터뷰에서 ‘광펀치 PJ’라는 대구 랩 듀오를 도와주고 있는 사실

을 밝혔다:

현재(인터뷰 당시론 2008년) 대구에서는 대구 힙합동호회가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힙합을 할 수 있는 다른 집단이 있어야 하

겠죠. 아직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 연습실을 하나 만들었어

요. 작은 건물을 하나 얻어서 녹음실 겸 연습실 겸 잠자는 곳으로 쓰고 있죠.

기본적인 장비들, 컴퓨터랑 마이크 같은 거 갖다 놓고 대구에서 힙합하고 싶

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 친구들을 모아서 연습할 수 있게 도

와주는 거예요. 저는 제 장비 빌려주고 했던 거밖에 없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힙합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속속들이 모이더라고요.41)

DJ샤이닝스톤은 자신이 마련한 대구의 작업실에 모였던 젊은이 중 실

력 있는 래퍼들과 공동 작업을 했다. 이러한 시도는 마이노스와 그가 입

40) 부산일보 기사(출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80703
000628/22.06.06. 검색.).

41) 2008년 웹진 힙합플레이야와 진행했던 DJ샤이닝스톤과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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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기 전 음반 작업을 도와줬던 레이블 ‘신의의지’가 공유하는 문제의식

과 맞닿아 있다. 서로 모여서 대구 랩/힙합씬을 위해 어떠한 공동의 이념

이나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의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들은 모두 씬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

었다. 그것은 힙합트레인이라는 ‘공연브랜드’이기도 했고, <Pardon Me?

EP>라는 ‘공식 음반’이기도 했으며, DJ샤이닝스톤이 마련한 ‘작업실’이기

도 했다.

이들의 실천은 공동의 이해관계로 이어지거나 연속적인 공동체가 되진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하지만, 힙합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

‘자기 자신의 실현’과 ‘대구 씬 전반의 실현’이 중첩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연속적이다. 대구 랩/힙합씬이 미국 힙

합의 경우처럼 지역적으로 가시적이고 분명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진 않

지만,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는 역사에 남은 대구 힙

합인들의 (불)연속적인 실천과 지역 간 경계 넘기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간 경계 넘기는 음반, 공연, 작업실을 매개로 하여 대구 랩/힙

합씬을 다변화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었다.

둘째로, ‘장르의 경계’를 넘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는 2000년도부터 대

구 랩/힙합씬에서 흔하게 발견되던 실천 양상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힙합트레인의 음반 <In Da Heavy>에 참여했던 록 밴드 ‘훌리건’이 있

다. 이들은 록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클럽 헤비와의 인연을 통해 힙합트

레인과 여러 공연을 시도했었다. 그러한 영향은 랩 듀오 바이러스의 마

이노스에게 실험적인 상상력의 토대가 되었다. 마이노스는 훌리건과의

합동 공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공연에서 노래와 랩의 결합을 시도해왔

다.

2021년에 방영했던 <쇼미더머니 10>의 무대 위에서 ‘싱잉랩’(singing

rap)이 자주 등장하는 현상이 한국 힙합장 안에서 논란이 되곤 했지만,42)

42) 관련 기사(출처: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1

12061743001/22.06.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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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0년도부터 주류인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비주류인 ‘대구 언더그

라운드 래퍼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음악가들에 의해 실천되고 있던

‘장르의 경계 넘기’는 어떤 음악씬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

었다. 이는 지방도시의 인디음악씬에서 인디음악가들이 각자의 세계나

영토를 형성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형식을 실험해온 역사의 증거다. 즉, 지방도시의 음악가들은 즐기

고 살아남기 위해 ‘경계’를 넘어선다(Finnegan, 1989[2007]). 인류학자 앤

서니 코헨은 ‘공동체가 공동체임’을 느끼게끔 하는 기제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것은 최소한 두 공동체가 ‘상징적인 경계’를 맞닥뜨린 채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즉, 경계가 가시화될 때에야 비로소

공동체는 감각된다. 하지만, 대구 랩/힙합씬의 경우로 보자면, 그러한 경

계는 역사적으로 더 복잡한 경계 나누기의 과정을 거쳐 수많은 집단으로

분화하는 현상 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음악가에게 있어 음악은 궁극적

으로 이념이 아닌 실천과 연행의 영역에 있고, 삶과 예술은 언제나 ‘그

이상’(more)을 향한다(Simmel, 1923; 바흐친, 2011[1919]). 음악가의 공동

체성은 부족사회의 공동체성과 많은 차원에서 다르다. 래퍼들의 행위는

종종 여러 공동체적 경계를 가로질러 왔다.

셋째로, ‘공연장의 경계’를 넘는 시도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힙합트레인의 경우에 주로 클럽 헤비라는 ‘공연장’ 안에서 이루어진 공연

이었다. 정식 공연이 아닌 프리스타일 싸이퍼는 주로 ‘공원’ 안에서 이루

어졌다. 그렇다면, 대구에서 랩/힙합이 출현하는 도시 공간은 오로지 공

연장과 공원뿐이었을까? 연구자는 힙합트레인의 구성원들이 힙합트레인

공연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공연해왔음을 다음 카페의 아카이브 자료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 래퍼들이 공연할만한 장소는 2000년

도 이후부터 점점 많아졌다. 요컨대, 대구 래퍼들은 공연장의 경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넘나들었다. 하나는 ‘공연장’을 ‘라이브 연주 공연장’ 이외

에도 다양하게 식별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연장의 바깥이라 할 수

있는 ‘거리 공연’으로 나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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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은 클럽 헤비와 같은 ‘라이브 클럽’에만 머물지 않았다. ‘술집’이

나 ‘복합문화공간’ 같은 곳 또한 얼마든지 공연장이 될 수 있었다. 즉, 힙

합의 연행이 이루어지는 폐쇄된 공간이라면 모두 공연장이었다.

대구 힙합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한 블로거는 2007년 ‘안분지족’이

라는 대구 인터넷잡지에 클럽 헤비 이외의 여러 공연 장소와 힙합트레인

이외의 래퍼들을 기억하는 짤막한 글을 게시했다.43) 그는 “HIPHOP

Scene in Daegu 2007.07.12.”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0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동아백화점 앞 시장 골목에 조그마한 힙합바”로, “지방 씬에서 힙합

전용 클럽이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분명 신선한 일”이었던 2000년도의

‘클럽 테디(Club Teddy)’, “대구 힙합동호회 출신들의 정기적인 공연이

간간이 있었”던 ‘집시락(Gypsy Rock)’ “비정기적이긴 했지만, Psycho

S.O.U.N.D, M.H.IS 등의 단독공연이나 대구 힙합동호회의 정기발표회 등

을 볼 수 있었”던 ‘소호 록스페이스(Soho’s Rock Space)’, “Teddy의 자리

를 새롭게 인수해서 오픈한 힙합바”로 “힙합 전용 클럽의 재오픈에 고무

되어 대구에서 활동하는 팀이 거의 다 공연을 희망했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문을 닫고야” 말았던 2002년도의 ‘애플힙(ApleHIP)’ 등이 있

었다. 그는 “돌이켜보면,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얽히고설키며 지지고

볶아대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행착오”였던 행위와 장소

들을 목격했다.

힙합트레인 공연은 클럽 헤비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특수

하다. 이는 공연이 공연장과 완전한 하나의 브랜드로 결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힙합트레인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각자 선택에 따라 다

양한 장소에서 공연했었는데, 이 사실은 미스아디가 운영했던 다음 카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미스아디는 힙합트레인 공연을 제외하고,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이에 ‘애플힙’ 2번, 부산 경성대 근처 재즈클럽 ‘몽크’ 1번, 대구 로데오

거리의 클럽 ‘버블’ 1번, ‘록스페이스’ 1번, ‘집시락’ 2번, 부산 클럽 ‘625’ 1

43) 해당 글이 게시된 블로그 출처: http://akatj.egloos.com/page/6/22.06.10 검색.



- 53 -

번 등의 공연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여러 공연

장에서 공연을 즐겼다. 당시 힙합트레인 입장료는 3000원, 여타 공연장

공연 입장료는 최소 5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공연장에 묶

여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생계 활동이 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양한 공연 장소에서 공연한다고 생계가 해결되는 구조도 아니었다. 이들

의 공연에 대한 추구는 그저 ‘전문적인 공연자’가 되기 위한 것도 그렇다

고 그걸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닌, 공연자와 공연 관객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연행 자체에 대한 추구로 볼 수 있다.

클럽 헤비의 물적이고 사회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힙합트레인의 구성

원들은 힙합트레인 공연으로 ‘중심화’하면서도 자신들 각자의 공연으로

대구, 부산, 서울 등지에서 ‘탈중심화’하였다. 공연장의 범주가 다양해지

고 다각적이게 되는 상황은 2000년대의 대구 랩/힙합씬이 ‘불모지’에서

점점 나름의 ‘개척지’가 되어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00년대

부터 2010년대 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씬의 형성은 깊이와 넓이의 측

면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구 랩/힙합씬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대구시의 문화예술 전반

에서 ‘거리 공연’이 발전하는 과정으로부터 더 많은 근거를 확보한다. 거

리 공연은 벽을 두르고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개방된 도로와 도보

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었다. 물론, 프리스타일 싸이퍼와 같은 연행도 공

적으로는 완전히 개방된 공원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건 제도적으로

‘공식적인 공연’이 아니었다. 반면, 거리 공연은 대체로 공식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것이었다.

2002년 8월 11일 대구에서는 제2회 ‘거리마임축제’가 열렸다. 거리마임

축제는 춘천에서 시작해 인천,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어졌던 전국적인 대

형 축제다. 공공공간에서의 공연이 주된 표현 형식인 이 축제에는 마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예술 종사자가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힙합트레

인 구성원들 또한, 이 축제의 공연자로 초청되었다. 미스아디는 마이노스

와 나누었던 (아마도 온라인 상의) 대화를 축제 공연의 홍보 글로 대체

하여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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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연하는 밴드들이 더 있다고 들었던지라

B: 장소는 중앙파출소 앞 야외무대라고 하면 되나

A: 야외무대는 설치되지 않을 끼고; 그냥 거리 공연이다

B: 그냥 아스팔트에 엠프 꽂아가 하는 기가; 더 재밌겠네

A: 훗훗. 그렇지. 솔직히 그기 마음에 든다.

B: 그래.

미스아디가 게시한 홍보 글이 부족했다고 느꼈던지 마이노스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담긴 홍보 글을 추가했다:

* 2002. 08. 11. (일)

* 시내 중앙파출소 앞 분수대광장

* 당연히 ‘무료’!!

‘2002 거리마임축제’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전국적인 축제입니

다. 작년에는 ‘마임’이라는 부분에 더 집중된 축제의 성격을 띄었으나 금년에

는 ‘거리’에 더 많은 부분을 맞춰보려고 한다는군요. 인라인스케이트랑 스케이

트보드, 그래피티, 비보잉, 밴드공연 등 상당히 멋진 ‘거리 퍼포먼스’가 될 것

같습니다.

거리 공연이 끝나고 난 뒤 당시 관객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공연후기

란’에 글을 올렸다:

후기: 오늘 거리 공연 때 수많은 인파 중 젤 앞에서 비트에 맞춰서 흐느적대

고 있는데 뒤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참 음악 좋다고 극찬을 계속하더군요!

이번 공연으로 바이러스는 대구에서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다가간 거 같아

맘이 뿌듯해 지내요! 제가 아끼는 동생들이라 더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힙

합트레인에 일반인 관객이 조금 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음향장비의

이상인지 공연 중 곡이 중간중간 끊기는 게 좀 있어서 아쉬움도 좀 남지만,

바이러스 정말 열심히 했고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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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공연은 “아스팔트에 엠프를 꽂아가 하는 힙합”의 진정한 장소가

‘거리’라거나 힙합트레인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대구 시민

들에게 대구 래퍼와 랩 공연의 존재를 공적으로 알리는 순간이었다는 점

에서 다양하게 의미화될 여지가 많았다. 래퍼의 목소리로부터 터져 나오

는 래핑이 대구의 거리에서 공식적인 공연으로 상연되었던 순간은 이날

로부터 더 자주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랩/힙합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2002년 제2회 거

리마임축제는 “축제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축제

기획자, 문화예술인, 시민운동가,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작은 토론회”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인 ‘거리문화시민연대’44)가 탄

생하였다. 2008년 거리문화시민연대의 사무국장을 맡았고, 현재는 ‘시간

과 공간연구소’의 이사인 권상구(2008)는 이 단체가 탄생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한다: “한 번의 축제를 통해 경험한 ‘행복함’

과 ‘가능성’이 문화불모의 도시, 대구에서 문화예술영역에서 활동하는 시

민단체 하나를 만들어 낸 것이죠.”

거리문화시민연대는 “그동안 유가(有價)의 공간인 실내공연장, 무대극

장에서만 발전해온 문화예술을 거리, 광장, 골목으로 초대하는” ‘대구거리

문화축제’를 2003년에 개최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300명의 예술가가

퍼포먼스, 춤, 마임, 국악, 락, 보드스포츠 등등의 장르에서 참여했다.” 권

상구는 이 축제 기획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높은 무대, 두꺼운 의상으로 위장되어 활동해 온 문화예술가들이

44) “‘거리문화시민연대’는 2002년 10월 문을 열었다. ‘축제문화연구소’, ‘도란도
우’, ‘조성진 빈탕노리’, ‘거리와 문화’ 등의 시민단체가 통합해 만들어졌다. 문

화·예술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거리문화축제’
같은 창작·축제,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역문화 모니터링, 문화바우처 사업 등
이다. 그중에서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거리문화’와 ‘골목문화’. ‘골목은 살아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 이들은 창립 이전부터 도심 내 골목을 되살리는 작업
을 꾸준하게 이어왔다”(2007년 매일신문 기사 출처: http://news.imaeil
.com/page/view/2007031907173142351/22.06.1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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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라는 공적이고도 소통의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나오면 문화예술의 본

질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자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훈련과 동시에

상가와 상품으로만 가득 찬 거리에 해프닝과 공연이 있으면 시민들은 ‘걷는

행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연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랩공연도 점차 거리로 나가게 되었다. 이

러한 배경과 흐름은 대구 랩/힙합씬 바깥에서 증대하는 예술 세계들 전

반의 활력과 연계되었다. 이는 ‘대구 랩공연의 전성기’와 ‘대형 힙합 축

제’가 도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된다. 대구 랩공연의 전성기를 이

끌던 래퍼들은 거리 캠페인에 관심이 많았고, 랩공연이 대구의 도시 공

간 곳곳에서 출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거리문화로서 랩/힙합은 과연 대

구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갔을까? 나아가 그러한 행위들이 모여서 어떻

게 대구 랩공연의 전성기가 도래할 수 있었고, 힙합 축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2. 대구 랩공연의 전성기와 힙합 축제

1) 거리로 나온 래퍼들

래퍼 리플로(Reflow)는 대구에서 거리 캠페인을 열고 힙합트레인 이외

에 ‘다이나마이크(Dyna’MIC)’라는 대안적인 공연브랜드를 이끌었던 인물

이다. 대구 랩/힙합씬의 전성기에 활동했던 래퍼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2006년부터 국채보상공원에서 싸이퍼를 주최했다:

전에 싸이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있었다면 전에 열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죠. 사실 제가 열었을 때는

그전까지 공백기가 되게 길었어요. 그전에 뭔가 있었더라도 그사이가 되게 길

었기 때문에 전에는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45)

45) 2013년 힙합엘이에서 진행한 리플로 인터뷰(출처: https://hiphople.com
/interview/583294?_filter=search&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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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로의 증언은 2000년도부터 국채보상공원에서 싸이퍼가 시작됐다는

역사적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자신이 경험했던 ‘진실’을 증언했을 뿐

이다. 반면, 당시에 그가 목격하지 못한 이유는 문제가 된다. 달리 말해,

대구에서 싸이퍼의 전통이 연속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의

말대로 한동안 주춤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구 싸이퍼는 리플로를 통해

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리플로는 얼마 안 가 2008년도에 군입대를

했고, (현재는 ‘전방위독립문화단체’ 인디053에서 기획팀장인) 래퍼 신디

(Sin.D)가 싸이퍼 주최를 이어갔다. 그는 ‘래핑인다대구’라는 싸이월드 카

페를 만들어 대구 싸이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소식을 전달했다.

전반적으로 2006년도부터 대구의 랩/힙합씬은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아무리 마이노스나 이센스와 같이 잘 알려진 언더그라운드 래퍼

들이 상경했다 하더라도 힙합트레인 공연은 유지되고 있었다. 2004년 바

이러스 멤버 모두가 입대했을 때는 힙합트레인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

았지만, 2005년과 2006년의 힙합트레인은 꾸준하게 이어왔다. 또한, DJ

샤이닝스톤과 웨스트 비엘 등의 래퍼들이 다시 모여 만든 ‘MIC League’

라는 공연브랜드도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46)

이러한 흐름 속에서 리플로도 새로운 공연브랜드를 만들게 되었다. 리

플로와 신디는 인디053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다이나마이크 공

연을 여는 데 있어 인디053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리플로와 신디 그리

고 인디053의 대표의 역할 분담으로 다이나마이크 공연이 탄생할 수 있

었다: “다이나마이크라는 공연브랜드를 만드는데 전폭적인 후원을 해주

신 인디053 대표 이창원 씨, 기획자인 신동우 씨(Sin.D) 그리고, 섭외나

뮤지션 관리를 맡는 저 이렇게 3명이 주축이에요.”47)

%A6%AC%ED%94%8C%EB%A1%9C/22.06.05 검색.).
46) TJ 블로거 기록 참조 (출처: http://akatj.egloos.com/page/6/22.06.05. 검색)
47) 2013년 힙합엘이에서 진행한 리플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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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07년 12월 8일에 열렸던 제1회 다이나마이크 공연 포스터

여기서 인디053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힙합뿐만 아

니라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대구 인디씬 문화의 토대를 마련해왔고,

거리 공연문화 캠페인에 주요한 행위 주체로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지자

체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여타 아티스트의 음반 작업과 공연 준비를 지

원하고 대구시 안에서 ‘공식적인’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왔다.

인디053은 2007년 ‘거리문화시민연대’에서 대중문화팀장으로 일했던 이

창원과 배두호를 중심으로 탄생했다. 이창원은 대학생 시절 과제 수행을

위해 거리문화시민연대를 취재했던 인연으로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배두호는 대학 선배인 권상구와의 인연을 통해 거리문화시민연대에서 일

하게 되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권 세대 끝물에 대학에 들어온 젊은이

였고, 이념적 투쟁보다도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

고 싶어 했던 예술가이자 기획자들이었다.48)

48) 이러한 특징은 홍대 인디음악씬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
원은 2017년 경북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음악에 몸담고 있는 친구
들끼리 인디053을 조직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80년대 생인 우리 세대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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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부터 인디053은 ‘프리스타일 축제’와 같은 거리 캠페인(그림

4)개최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는 거리문화시민연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

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축제에는 다종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

하였고, 동성로 거리는 ‘차 없는 날’에 시민을 위한 일종의 전시장과 공

연장이 되었다.

그림 4. 프리스타일 축제 포스터

리플로와 신디는 국채보상공원에서 프리스타일 싸이퍼를 하다가 당시

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 인디053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찾아갔

다. 그곳엔 이미 비슷한 래퍼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인디053은 이들에게

‘Tell A Vision’이라는 작업실을 내주었다. DJ샤이닝스톤은 상경하였음에

대 문화를 접한 1세대라고 볼 수 있다. 1996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디 음반

‘Our Nation’이 나왔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나와 친구들은 인디문화
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을 갓 졸업한 26살에 동아리 규모로 음악단체 인디053
을 결성했다. 결성 당시 나는 풋내기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었고 다른 동갑
내기 친구 4명은 음악을 하고 있었다”(해당 기사 출처:https://www.knun.net
/news/article.html?no=18928 /22.06.19. 검색.)라고 답했다. 이러한 특징은 클
럽 헤비의 대표 신은숙의 생애 궤적과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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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구의 젊은 아마추어 래퍼들을 위해 이 공간에 장비를 마련해주었다

(그림 5). 이들은 일정표와 시간표를 짜 자신들의 작품을 위해 규칙적으

로 작업했다. 하지만 자기실현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던 것이, 이 작업

실에서의 작업은 여차하면 인디053의 공공기획에 함께 참여하고 도와야

했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디053은 Tell A Vision을 자신

들 산하의 ‘힙합팀’으로 두며 지원하고 있었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사업 행사를 따내 왔다.

그림 5. Tell A Vision 작업실 전경(출처: 인디053 네이버 카페)

인디053이 네이버 카페 상에 당시의 활동들을 기록하고 공유했던 아카

이브49)를 통해서 연구자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 이상의 활동 일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초반에는 인디 음악가들의 (공연 및 음반 제

작) 활동 지원과 ‘공적 영역에의 예술적 공식화’를 주된 목적으로 활동했

다. 즉, 제도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과 시민으로부터 공식

적으로 인정받는 과정 모두를 통해서 대구의 인디 예술가들은 여러 경계

를 넘나드는 연행 장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공식화 과

정은 ‘인디 정신’과 맞불을 일으키는 상황을 동반하기도 했다.

2007년 8월 26일은 인디053이 국채보상공원을 ‘불법점거’한 날이었다:

인디053과 깨비예술시장은 올해 들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하 ‘국보’)에서

공연과 예술품판매를 통한 소규모 문화행사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 행

49) 인디053의 네이버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indie053 /22.06.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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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인디 음악인들이 공연하면서 자신의 음반을 팔고 옆에서는 예술가들이

손수 만든 예술품을 파는 소규모 시장이 서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보는 공원관리법상 판매행위나 허

가 없는 공연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행사를 수차례 부정

해왔다. 공원 관리사무소의 이러한 처사에 반발한 독립예술인 중 일부가 스쾃

(불법점거 공연)의 형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홍대 앞의 라이브 클럽들에서 주류판매와 공연에 대해 문화

적 이해보다 법적인 잣대를 우선하던 수년 전의 모습과 비슷하다. 부디 이 행

사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생산적인 담론과 문화적인 이해를 낳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상스럽기만한 ‘오페라의 도시’, ‘뮤지컬 도시’라는 수

식에 앞서 인디문화와 프린지문화까지 함께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문화도시

‘대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국채보상공원을 관리하던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공원 안에서 판매행위나

허가 없는 공연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했고, 인디053이 기획하고 주최한

공공행사를 금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민예총과 함께 인디053은 여타의

대구 인디밴드들과 예술가들에게 ‘공원에서 난장 펼 자유’의 요구에 참여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개시했다.50) 이들은 “기존 예술의 상업성과

허구에 대해 회의를 느낀 작가군들이 그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독자적

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인디’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맥

락에서 (…) 독립적인 유통구조 형성을 위해 (…) 대안적인 예술시장을

실험”해왔음을 밝혔다:

인디053은 국보의 ‘문화공간의 공공성과 다양성, 그리고 예술가들의 공공적인

창작공간’ 등 공간을 둘러싼 사회적 공공성과 문화적 권리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합니다. 사실 공원관리법상 판매행위나 허가 없는 공연행위는 불법입니다.

50) 성명서는 인디053 네이버 카페의 “대구민예총소식지 ‘온장’ 에 실린 인디053
기사”라는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https://cafe.naver.com/indie053
/316/22.06.17. 검색). 이 게시물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불법예술점거에 관
한 인디053의 성명서”를 소개하는 대구민예총소식지 ‘온장’의 “공원에서 난장
펼 자유를 허하라!”라는 글이다. ‘온장’의 온라인 사이트 주소는 손실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인디053 네이버 카페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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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들의 문화적인 요구와 더불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퍼포밍에 대

한 갈증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획력이 약한 예술가들은 공

원에서 자유로이 공연할 예술적인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불법을 자행하려 합니다.

공원 혹은 공공재 장소에서 작가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이와 같은 행정절

차와 거쳐야 하고 자기네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방만한 운영

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과 인디뮤지션들은 상

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리해서 시민들은 물론

여러분들과 호흡할 기회가 줄어들어 당신들의 예술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다면 이것이 과연 ‘컬러풀대구’, ‘문화중심도시’, ‘음악이 흐르는 도시’라는 시정

책에 과연 부합하는 것일까요?

그리하여, 저희 인디053의 밴드와 힙합 뮤지션 5팀은 8월 26일 국채보상기

념공원을 대상으로 예술점거(squat)를 실행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2007년도 인디053의 기본적인 태도와 그것의 양면성

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들은 인디음악과 힙합음악을 추구하면서도 대구

시의 공공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구시가 결여하고 있는 ‘거리 문화’의 제 측면을 현실에서 부딪히며 경

험해왔다. 이후에 인디053은 음악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대구의 인디영

화씬, 대구 인근의 시골 지역의 문화재생 등에도 ‘전방위적으로’ 뛰어든

다. 그 과정에서 인디 음악가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초창기와는 다르게, 공식화 과정을 안정적으로 거친 인디053은

점점 대구 지자체와 어떤 맞불을 놓을 필요는 적어졌을 것이다.51) 그러

면서 자연스레 인디053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하 ‘시사업’) 일환의

공연을 기획해왔는데, 어떤 음악가들에겐 여러모로 회의감이 드는 일들

51) 물론, 인디053이 2010년에 최초로 제안하고 기획했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사업이 2017년 중구청의 재정비 사업을 통해 해당 길의 모든 저작물 저
작권이 중구청의 소유가 되었고, 이에 대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온
성과에 공공자금이 투입되고 어느 순간 이것이 민간의 성과가 아닌 행정의
성과가 돼”버리는 상황과 같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경북대 신문의 인터
뷰 기사 출처: https://www.knun.net/news/article.html?no=18928 /22.0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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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기도 했다.

인디053의 중심인물들은 서로 출신이나 전공 분야는 조금 다를지라도

모두 밴드나 힙합을 해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구의 인디음악이란 공

통의 뿌리를 토대로 하며 인디053을 떠났더라도 ‘거리 연행’에 영향을 받

은 활동들을 이어나갔다. 특히 래퍼의 경우, 리플로는 서울에서 프리스타

일로 유명한 크루(crew) ‘ADV’ (Angdreville Fellaz)에 입단하여

‘SRS’(Street Rap Shit)란 전국 순회 프리스타일 대회나 랩 공연에 참여

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래퍼 노지는 인디053에서 나온 뒤로도 대구

에서 거주하며 국채보상공원에서의 프리스타일 싸이퍼를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래퍼다.

대구 래퍼였던 리플로와 신디, 그리고 노지 등은 인디053과 함께하면

서 다양한 시사업 공연에 참여하였고, 그 증거가 온라인 아카이브에 남

아 있다. 이들은 인디053의 활력에 영향을 받아 대구시의 거리와 공원

같은 공공공간에 힙합 문화를 이식하려는 ‘목적 아래’에서 움직였다. 하

지만, 그 목적은 생애와 경험에 따라 굴절되는 개인의 선택들이 고목의

뿌리처럼 얽혀 있는 것이었다. 고목의 뿌리와 가지들은 하나의 몸통으로

부터 솟아났지만, 끊어지고 갈라지며 각자의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싸이퍼와 같은 집단적 행위가 연속적이지 않음에도 계속되는 이유는 여

기에 있다. 그러한 움직임은 한국 랩/힙합씬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

는 랩 공연 힙합트레인 이외의 대안적인 공연브랜드의 탄생으로 이어졌

고, 나아가 대구 래퍼들의 ‘팬덤’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졌다.

2) 랩공연의 전성기

힙합이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힙합은 하나의 문화에요. 힙

합 문화에서 주로 보이는 게 랩이나 춤,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

지만 그래피티도 있고 스트릿패션도 있고 다양해요. 그것들의 공통점은 모든

시작이 ‘길거리’라는 거에요. 힙합음악을 좋아하고 있다면 길거리에서 싸이퍼

도 하고 공연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당시(2006-7년)에 대구가 힙합

으로는 불모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자 하는 생각도 있어서 일부러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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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한 것도 있어요. 장비 챙기고 가서 무작정 거리 공연을 많이 했죠.

동성로 한복판에서도 공연하고 국채보상공원, 2.28 공원, 예전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도 해봤고 두류공원 쪽에 가서도 해봤고, 여러 군데서 했어요.

2007년 8월에 처음으로, 지금은 없어진 ‘버블’이라는 클럽에서 공연했어요.

당시 인디053에서 정식으로 앨범도 내신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 공연의 공

연으로 들어갔어요. 그땐 저 혼자가 아니라 3인조 팀이었어요. 셋이 좁은 무대

에서 공연했죠. (…) 이후 4개월 동안은 길거리 공연만 하다가 12월에 다시

클럽 공연을 했어요. 제가 진정한 첫 공연으로 생각하는 공연이에요. 저희가

직접 기획했거든요. 그게 ‘다이나마이크’에요.52)

리플로는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10년간 다이나마이크 공연을

이어왔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리플로의 말대로 이 공연은 힙합트레인

이라는 “커다란 나무 옆에 새로 자란 나무”가 되어 대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공연브랜드가 되었다. 리플로와 ‘PJQ’라는 래퍼에 따르면, 마이노

스와 이센스가 상경하여 힙합트레인이 대구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을 때,

다이나마이크 공연을 보고서 대구 랩/힙합씬에 참여하게 된 래퍼들이 상

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3) 지역 내 다양한 공연브랜드가 존재할 경

우 발생하는 선순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리플로는 인디053을 통해 국채보상공원에서 작업실로, 그리고 공연장

으로 한발 한발 내딛어왔다. 그에겐 “그 당시에 대구가 힙합으로는 불모

지”였을지라도 공원-공연장-작업실이라는 세 음악적 장소를 선택할 여지

가 있었다. 선택지에는 다음과 같이, 거리에서 공연할 땐 동성로ž도시공

원ž극장 앞 등의 옵션이 포함되었고,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는 여러 공연

장이 옵션으로 포함되었다. 게다가 인디053은 작업실과 함께 리플로에게

공연하고 작업할만한 여러 기획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시사업 공연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이나마이크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클럽 헤비 공연장에 최적

52) 2014년 대구 경북대학생 문화잡지 ‘모디’에서 진행한 리플로와의 인터뷰(출처:
https:// modi.tistory.com/209 /22.06.12. 검색.).

53) 2013년 힙합엘이에서 진행한 리플로 인터뷰.



- 65 -

화된 힙합트레인의 자생적인 흐름과는 다르게,54) ‘거리’에 친숙한 공공문

화 기획자들의 다양한 분야에의 조력이 다이나마이크를 뒷받침하고 있었

다. 물론, 그만큼 래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과 인디053에서 요구하는

것 사이의 갈등도 존재했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

적으로는 인디053의 자체적인 방향타의 흔들림에 기인한 측면이 존재했

다. 인디053은 음악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설립한 단체였음에도 불구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공공프로젝트에 아티스트의 음악을 끼워 넣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디053의 음악 시장을 넓히려고 시도했다:

“아직 음악사업이 제일 지향하는 바인데, 지역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다 깨닫고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55) 인디053의 ‘전방위적인’

기획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역설을 안고 시작했다. 그러한 역설은 인디

053의 선택에 양면성을 부여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시사업에

다수 참여하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예술 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권위 행사에 대한 풀뿌리 저항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공과의 외재적 갈등과 조직 내부적인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소속 래퍼들의 지향은 언제나 인디053의 기획 방향과 정합하지 않

았다. 가령, 소속된 래퍼들에게 제일 기억하기 싫은 공연으로는 ‘내복 공

연’이 있었다:

노지: 전 내복 입고 공연한 적도 있어요. 공연 취지가 ‘내복 입자’여서. 그러니

까 ‘보일러 같은 난방시설보다 내복을 입자’ 했는데, 당시에 좀 간지나게 입으

려고 겉에 잠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입었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흴 그냥 벗겨버리고. 랩을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남기는 거였죠. 그냥 랩 하

는 포즈만 잡고.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저한테 ‘최악의 인생 공연’하면 딱 그

54) 물론 다이나마이크도 주로 ‘라이브인디’라는 공연장에서만 공연했지만, 인디
053과 같은 ‘레이블’이 힙합트레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힙합트레인은 미스

아디가 스스로 밝혔듯이 레이블도 크루도 아닌 공연브랜드였기 때문이다. 이
곳은 공연기획 자체에 대해서는 다이나마이크보다 더 자율적이었다.

55) 안분지족 인터뷰 (출처: https://blog.naver.com/sododuknim/150133167105/

22.0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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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내복 공연.

래퍼 리플로는 2014년 웹진 힙합엘이와의 인터뷰에서 인디053의 소속

된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질문: 지금 소속 회사가 인디053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리플로: 싸이퍼 때문인데, 싸이퍼 때문에 망했어. 인디053에 들어간 게 내 최

고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웃음) 그때 그냥 집에서 하는 거였는데 (웃음) 문

화단체인데, 지향점은 음악사업을 하는 문화단체. 그러니까 기업의 행사나 개

인적인 행사 같은 건 안 하고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하면서도 레이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좀 복

잡해요.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러한 갈등들과 함께, 대구 랩/힙합

씬의 면모가 도시의 공간 곳곳에 나타났다. 클럽 헤비에서는 힙합트레인

이 꾸준하게 열렸고, 라이브 인디에서는 다이나마이크가 열렸다. 그리고

대구 랩/힙합씬에서 여러 (비)공식 음반들이 발매되었는데, 음반을 낸 래

퍼들은 그 곡들로 자신의 공연 레퍼토리를 채웠다. 특히, 2012년은 전국

적인 힙합의 대중화를 일으키고 있는 <쇼미더머니>가 첫 방영을 했던

해였는데, 그 이후부터 대구의 랩 공연의 수는 점점 불어났고, 공연의 주

체인 래퍼들과 그 래퍼들이 무리를 이룬 크루 또는 레이블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57)

56) 2013년 힙합엘이에서 진행한 리플로 인터뷰.
57) Bluc은 2014년도에 대구를 방문하여 대구 랩/힙합씬을 취재했다. 그에 따르
면, 공연 다이나마이크를 이끄는 느와르 뮤직이 인디053 산하의 레이블로 있

었고, 스탠딩 우드 쇼라는 자체 공연을 만든 스테이우드, 파프리카, 053크루,
빌리언즈, 디타운크루, 버뮤다뮤직 등의 크루가 있었다. 특히, 래퍼 PJQ의 파
프리카 쇼는 단독공연 때 관객이 80-90명이 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들
은 대구에서 가장 큰 축제인 동성로 축제의 무대에도 메인으로 올랐다. PJQ
는 자신의 랩 레슨생이 설 무대를 위한 ‘뉴클래스메이트’라는 쇼도 만들었으
며, 이는 ‘라우더’라는 공연으로 이어졌다: “제가 레슨하기 시작하면서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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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래퍼레이드, 핫스트리트, 라우더 등의 거리 캠페인이 이어졌

고, 주최측은 ‘트위터’(Twitter)를 활용하여 관련 소식을 홍보했다. ‘핫스

트리트’를 만들었던 래퍼 ‘4-tential’은 싸이퍼에 청춘을 바치던 래퍼였다:

올해(2012년) 21살, 대구대학교 금융보험학과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

다. 하지만 밥을 굶어가며 모은 돈으로 산 6kg짜리 앰프를 어깨에 메고 거리

에 서는 순간 그는 ‘달콤한 음악’을 하는 래퍼가 된다. 그가 본격적으로 랩을

접하게 된 건 수능을 친 후 대학 입학까지 남은 공백기 동안이었다. 고등학교

를 경기도에서 졸업한 그는 지난해 1월 2일 처음으로 경기도 구리에서 있었

던 프리스타일 랩 싸이퍼에 참석했다. 그가 이렇게까지 랩을 좋아하게 된 건

처음 참석한 싸이퍼 덕분이었다. 힙합, 랩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으레

거칠고 딱딱한 분위기라 생각했지만, 처음 참석한 그를 기존의 멤버들은 반갑

게 맞아주었고, 살뜰하게 챙겨주었다. “정이 느껴졌어요. 금방 형, 동생이 되었

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프리스타일 랩

이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가사를 좀 적어 갔었거든

요. 다 알면서도 예쁘게 봐주고 챙겨줬었죠.” 좋아하는 음악을, 잘한다는 칭찬

을 들으며 할 수 있어 그는 행복했다.58)

그는 리플로가 군입대를 한 2008년에 그 공백을 메꾸며 싸이퍼를 개최

했던 래퍼다. 최대 30명까지 함께 나와서 즐기자, 그는 대구만의 프리스

타일 랩 ‘진지’(陣地)가 필요하다 느끼고 ‘핫스트리트’라는 인터넷 클럽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의 래퍼, 프리스타일 랩을 좋아하는 이들

을 모아내고 싸이퍼를 지속”했다. 이후에 그는 “‘래퍼레이드’라고 연속 공

연을 준비하게 됐어요. 일명 ‘방구석 MC’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

각했죠.”

이는 당시 대구 래퍼들에게 거리 캠페인의 의미가 어떠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시사업과는 다른 의미의 공연들이었다. 물론 시사업 공연의 범

게, 레슨생들이 설 무대가 없는 거예요. 파프리카 쇼는 크루의 쇼고, 다이나
마이크는 진입 장벽이 높고.”

58) 뉴스민에서 진행한 4-tential의 인터뷰 기사(출처: http://newsdg.jinbo.net/
detail.php?number=947&thread=14r01r01/22.06.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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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는 거리 공연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래핑인다대구의 신디, 핫스트리

트의 4-tential과 같이 싸이퍼 문화를 향유하려는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

었다:

싸이퍼가 좋은 게, 마이크만 있으면 관객이든 래퍼든 같은 눈높이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싸이퍼 문화를 잘 알든 모르든, 페이(pay)랑,

돈이랑 상관없이 랩 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즐길 수 있죠. 누구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재, 가슴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랩을 하면 되는 거죠. 매

력적이잖아요.59)

‘래퍼레이드’ 공연에는 래핑인다대구, 핫스트리트, 느와르뮤직, 인디053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는데(그림 6 참조),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서 실시간으로 공연 일정을 홍보하고 실황을 중계하면서 대구 랩/힙합씬

의 ‘명시적인’ 연결망이 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기간까지만

활발히 운영되었던 이 ‘트위터 연계망’에는 많은 래퍼가 참여했다. 싸이

퍼는 점점 놀이나 연습의 차원이 아닌, 공연의 차원으로 들어서게 되었

다. 이는 대구 랩/힙합씬의 가시성을 넓히는 데도 큰 몫을 했다. 다음은

2012년 8월 18일 제4회 래퍼레이드에 관객으로 참여했던 한 힙합팬의 후

기 글이다:

원래 힙합공연에 관심이 많은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

연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트위터를 통해 래퍼레이드라는 공연을 접

하게 되었고, 장소와 시간만 안 채로 한번 놀러 가 봐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

으로 공연을 보러 가게 되었다. (…) 대구가 서울 다음으로 부산보다 자체적

인 힙합공연이 많이 열리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부족

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

리에서 힙합 무대를 꾸민다는 것은 힙합에 무지한 사람들의 관심까지도 유도

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다. 무심코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이 이 공연

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몰입하여 함께 끝까지 즐기는 것, 그래서 대구 힙합

이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 래퍼레이드의 기획

59) 뉴스민에서 진행한 4-tential의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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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아닐까 한다.60)

그림 6. 래퍼레이드(Rapperade) 포스터:

2013년 당시의 거리 캠페인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우측 하단에 적혀 있다.

대구 랩공연은 다양한 공연 기획과 장소, 그리고 행위 주체로 채워졌

으며, 그러한 활동들은 대구 랩/힙합씬을 가시화했다. 이는 인디053과 같

은 기획자들, 공연장 소유주들, 래퍼들, 힙합팬들의 집합적인 결합으로

가능했다(BennettžPeterson, 2003). 그럼에도 참여한 래퍼들에게 돌아가는

적절한 수익은 거의 없었다. 래퍼레이드와 같은 거리 캠페인은 래퍼들

스스로 돈을 투자하여 참가하는 구조였고, 다이나마이크를 비롯한 각종

의 시사업 공연들도 래퍼들에게 유의미한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

직, 리플로, PJQ, 마일로, 제이비토, 노지 등과 같이 대구 랩/힙합씬 내에

서 인기를 얻은 래퍼들만이 “용돈벌이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힙합엘이: 여러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익은 좀 얻는 편인가요?

리플로: 대구에서 (래퍼 중에) 음악이라는 범주 내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많

이 없을 거예요. 저 말고는. 딱 랩으로만 다 하잖아요. 물론 공연기획하는 것

60) 후기가 달린 블로그 출처: https://blog.naver.com/rapperade_dg/50150088
413/22.06.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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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레슨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 다 랩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전 용돈벌

이 정도는 하니까..61)

<노지와의 면담>

노지: 공연하면 힙트 측에서는 페이가 없었고, 인디053쪽에서는 ‘문화공연’ 아

니면 ‘다이나마이크’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다이나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페이

가 없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연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들. 같이 오는 뮤지션

한테 페이를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사람 누구를 부르

면 그 사람한테 페이를 줘야 하는 상황이고. … 수입 같은 경우에는 … 솔직

히 한 번 공연하면 뭐 10에서 20 주는데 뭐 한 달에 공연 몇 번 하겠어요. 두

번 한 번 이러니까 뭐 당연히 일을 따로 했죠.

하지만, 대구 랩/힙합씬에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씬의 규모는 커졌고,

많은 대구 래퍼들이 씬에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Bluc은 취재 당

시 2014년도의 대구 랩/힙합씬에서 활동하고 있던 래퍼 PJQ로부터 씬과

팬들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PJQ: 다른 곳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구 팬들은 의리가 있어요. 17, 18살

일 때 처음 본 애가 지금 22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공연도 자주 보러 와주고.

예전에는 관객도 무뚝뚝하고 플레이어도 무뚝뚝한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

이 바뀌었어요.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손들어주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공연이 많이 생기니까 관객층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관객이 많아진

게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게스트 보러 왔다가 다른 신인들이 마음에 들어서

공연 오기 시작한 팬들도 많아요. 저나 리플로, 제이비토도 한몫했고. 랩하는

애들도 3, 4배가량 많아졌죠. 제가 모르는 크루도 있을 거예요. 그런 크루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씬이 발전하고 나름의 경쟁 아닌 경쟁도 되거든요. 플

레이어가 늘어나도 관객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 관심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

요하죠. 노출이 많이 될수록 좋은 것 같아요.62)

61) 2013년 힙합엘이에서 진행한 리플로 인터뷰.
62) Bluc이 2014년에 연재한 시리즈 ‘파 프롬 홍대’.



- 71 -

Bluc은 2014년도 대구에서 랩/힙합공연을 즐겨 다녔던 팬들의 이야기

를 취재하기도 했다:

대구 팬들이 처음 공연을 접하게 된 경로는 힙합트레인과 다이나마이크가 많

았다. 그 외에도 트위터, 페이스북을 포함하여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 공연 수가 많아질수록 팬들이 공연을 찾는 횟수가 잦아진다는

것을 보았을 때도 관심과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었다.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아쉽다는 이야기, 나의 동네에서 이러한 활동이 이

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는 이야기, 아티스트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보나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도 씬의 확장이나 부흥에 관하여 고민한

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활동하고 있

는 아티스트들을 정말로 좋아했고, 각자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서로 다 달

라서 내심 안도했다. 특정 래퍼 한 명에게 표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

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63)

그럼에도 불구하고 Bluc은 대구 랩/힙합씬의 부족한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취재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홍대 아티스트들의

전국투어 장소 목록에 대구가 포함되고는 있지만, 대구와 홍대의 교류는

부족”하며, “리플로를 포함한 몇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하지만, 대구 밖

의 사람들은 대구 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물론, “내실을 잘 다져 놓

았”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배출하고, 그 신인들은 빠

르게 성장”하며, “공연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씬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력이 많았”음에도 “그만큼 알려지지 않

아” 아쉽다고 평했다.

하지만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이 역사적인 흐름의 전반을 놓고 보면,

이때만큼 씬의 규모와 활력이 높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예견이 되었다. Bluc은 대구의 랩/힙합씬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세상 밖으로” 알려지고 더 커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64) 그가 목격한 씬의 풍경은 2021년 연구자와의 면담 중

63) Bluc이 2014년에 연재한 시리즈 ‘파 프롬 홍대’.
64) Bluc이 2014년에 연재한 시리즈 ‘파 프롬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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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성기를 회고하던 노지의 말대로 “공연의 끝물”이던 시기였다.

2012년 이후로 <쇼미더머니>의 인기는 날로 늘어만 갔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대구에도 대형 힙합 축제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대형

힙합 축제의 출현은 Bluc의 예상처럼 대구 랩/힙합씬에 큰 전환점이 되

어 홍대에 견줄 만큼의 활력과 큰 규모의 씬이 형성될 것이라 기대하게

끔 만든다. 하지만, 대형 힙합 축제와 함께 씬의 쇠퇴는 가속화되었다.

왜 축제와 씬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반비례적인 양상

을 보였을까?

3) 대형 힙합 축제 그리고 씬의 쇠퇴

“대구만의 힙합 축제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래퍼 신디는 래

퍼에서 문화기획자로 라이프스타일을 전환하면서도 그 원대하고 순수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65) 하지만, 그 꿈을 이룬 주체들은 ‘소셜런투유’라

는 소셜벤처기업이었다. 이들은 2012년부터 방영한 <쇼미더머니> 이후,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랩 공연의 양적이고 질적인 측면과 수요 모두가

증대하는 흐름을 타, 2013년도부터 ‘독도수호 힙합 페스티벌’이란 대형

규모의 힙합 축제를 개최했다. 이전까지 대구에서 힙합 축제는 동성로

축제나,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의 내부 이벤트였다면, 이젠 랩/힙합만의

고유한 축제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는 대구시의 정치적인 기획이 숨어

있었다. 대구시는 청년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통계로 불거지자,

‘청년도시 대구’라는 아젠다를 설정했다. 그것이 2015년 ‘청년 대구로 청

춘 힙합 페스티벌’까지 이어지면서 한해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열리는 대규모 연례행사가 마련되었다.

기획사 측은 축제에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힙합’이라는 대중문

65) 신디가 2011년 TEDxDongsungro에서 발표한 자료(출처: https://youtu.
be/sHWMgo1 Ah9I/22.06.20 검색.)와 신디가 게스트로 출연한 2014년 지역
라디오 방송 유튜브 채널(출처: https:// youtu.be/836b1aJ8adk/ 22.06.20. 검
색.) 참조. TEDxDongsungro는 TED.com의 독립적인 모임인 TEDx에서 비
롯된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대구 지역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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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장르를 통해 독도를 알리고 사랑”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형

공연문화 컨텐츠를 지방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거품 없는 저렴한 티켓가

격과 공연문화의 재분에도 앞장서는” 축제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사회적 기업임을 자처했는데, 이에 대해 “티켓가

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수익보다는 관객과 하는 ‘약속’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비, 운영비, 섭외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일정 수익금

을 산정하여 페스티벌 종료 후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66)

저렴한 티켓값과 <쇼미더머니>의 인기와 맞물린 스펙터클한 랩 공연

은 지역 언론과 지자체로부터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 예

로, 2016년에 열린 청년 대구로 청춘 힙합 페스티벌은 “한낮 35℃를 웃

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1만 6천여 명의 청년 관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고, “관객들은 작열하는 태양 아래 무려 7시간 동안 스탠딩으로 진

행된 야외 공연임에도 불구, 공연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춤과 떼창 등

을 통해 뮤지션들과 호흡하며” 축제를 즐겼다. “국내 인기 뮤지션 45명이

출동”하자 “온라인 예매 하루 만에 매진.” “이틀 전부터 밤샘 노숙하는”

관객들은 “티켓 예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은 대구·경북, 나머지

절반은 타지에서 온 관객들”이었기에 “부수적인 관광 효과는 ‘덤’”이었다.

당시 티켓값은 1만 8천원이었는데, “상당수의 힙합 팬들이 티켓을 구하

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3~4배 정도 가격의 암표가 나돌기도” 했

다.67)

전국적인 힙합 축제의 인기 상승은 다른 대중음악 장르의 축제마저도

공연을 취소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68) 박준흠(2009: 66)은 대중

음악축제의 의미를 도시 브랜드파워,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적 기능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 대중음악계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66) 양파 TV 뉴스 기사(출처: http://www.yangpatv.kr/news/articleView.html?
idxno=2989/22.06.20. 검색.).

67) 영남일보 기사(출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60
808.0101007 40520001/22.06.20 검색.).

68) 오늘의 한국 기사(출처: http://www.k-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
no=3214/22.06.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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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물론, 그의 말대로 “축제는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높인다.

선진국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행사 지원에 나서는 것

은 축제를 단순히 축제가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러 비판이 이루어져 왔다. 그중 하나는 대구시가

청년 정책에 쏟아붓는 세금 중 허울만 좋은 축제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

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는 1995년 이후 21년

째 인구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순유

출 인구의 연령 분포 중 2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다:

대구시는 그동안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

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 대구시가 내세운 ‘청년 정책’ 중 납득

하기 힘든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청년 대구로 청춘힙합페스티벌’이다. 2만 원

대의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것은 대구시 비가 3억 5천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

이다.

과연 1년에 한 번 힙합 행사 여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대구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청년들이 정든 부모 형제를 두고 대구를 떠나는 이유가

힙합페스티벌(이하 힙페)이 없어서는 아닐 것이다. 힙페 한 번 관람했다고 타

도시의 청년들이 대구에 관심 갖고, 이곳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올해 대구에서 ‘청년 정책’으로 배정된 예산은 고작 13억 2천 134만

원이다. 이 중 ‘청춘 힙페’와 ‘대구 청년주간’ 등 축제성 예산이 5억 5천만 원

으로 41.6%를 차지한다.69)

분명 이러한 비판은 축제의 취지와 그 효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기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도시-청년-축

제와 같은 ‘대주제’들은 무언가 실제적인 문제를 지시하진 않는다. 사실

상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는 논쟁은 마땅한 답이 없는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케일을 좁혀보면, 대형 축제가 지

69) 매일 신문 기사(출처: http://mnews.imaeil.com/page/view/2017062300024921
438/22.06.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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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도시의 여러 하위문화와 라이프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대구 랩/힙합씬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대구 랩 공연’과 ‘대형 힙합 축제’의 기능이 반비

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축제의 입장료와 공연의 입장료가 서로 상충하

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형 축제의 입장권 가격이 싸면 쌀수록 대구 래퍼

들의 소규모 공연이 타격을 받았다:

<나태와의 면담>

나태: (2017년) 21살 때 제가 공연을 처음 열었거든요. 그때 예매 5천 원, 현

매 7천 원 받았어요. 당시에 가격 설정이 왜 그렇게 됐나면요. 옆 동네 쭉 가

면은 영남대학교에 그 당시 ‘독도수호 힙합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티켓값이 1

만 8천 원이었어요. 힙합이 인기를 얻으면서 크게 열리다 보니까 로컬에서 진

행되는 공연들은 그 정도 퀄리티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잖아요. 프로급의

사람들 다 데려와서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반값 이하로 하자 했죠.

그때 힙합씬의 시장이 다 망가졌었거든요. 그게 대구 힙합씬을 부수는 데도

한몫해요. 대구 힙합이 엄청나게 인기 많았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인기 많았

어요. ‘로컬 팬덤’이 엄청 크게 있었고, 그 팬덤이랑 저랑 다 친구가 돼서 저

를 알아주기 시작했는데. 딱 제 세대에서 다 끝난 거죠. 팬덤까지도.

예를 들면, 처음으로 공연을 보게 되고 그걸 자기 취향으로 설정하는 경우

는, 보통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루어져요. 고등학생 내지는 중학

생 때. 그래서 당시 팬들도 대부분이 그 세대였죠. 근데 걔네가 이제는 어디

갑니까? 더욱더 많은 자본을 쏟은, 홍보를 쏟은 거기에 가서 보죠. 그리고서

그걸 자기들은 봤다고 친구들한테 으스대고 자랑하고 있는데, 로컬 공연에 못

가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독도 수호 축제할 때 “개새끼들 이거 X까자” 해

서 우리가 어떤 행동도 했냐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페스티벌 앞줄에 들어

가려고 밤새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거기 앰프 들고 가서 싸이퍼 열었어요. ‘우

리 대구에 이런 거 있다. 로컬에 있다. 이 축제는 다른 데서 오는 거지만, 이

건 우리 로컬에서 한다.’

분명, 대구의 젊은 소비층에게 힙합은 점점 대중화되고 쇼미더머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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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극장에 나온 매력적인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해짐과 동시에 대구

에서 공연하는 래퍼들의 캐릭터에 대한 관심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형 축제에서 대구의 ‘아마추어’ 래퍼들은 가장 초반의 무대에

서만 잠깐 서고 나머지 중요한 시간대의 공연은 대부분 홍대에서 활동하

는 래퍼들이나 <쇼미더머니>에서 활약한 래퍼들의 무대였다. 아마도 대

구 래퍼의 팬들은 반가우면서도 꺼림직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방송과

대형 축제의 흥행은 많은 사람에게 한국 힙합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장이

었지만, 동시에 지방 랩/힙합공연의 수요와는 반비례하는 장이기도 했다.

즉, 대구 랩/힙합씬의 선순환이 되지 못했다.

지방 공연의 자체적인 문제점도 존재했다. 공연의 기획 단계에서 선정

되는 공연 라인업, 래퍼에게 지불되는 금액, 공연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공연에 참여하는 래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가령, 래퍼

일일노트는 씬의 존속에 있어서 ‘공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

는 공연이 있어야만 지역 안에서 나름의 팬덤이 형성되며 여타 예술가

간의 교류가 형성되고 그러한 연결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

구에서의 연결과 순환에 문제가 발생했다. 팬(덤)은 어떤 이유에선지 점

차 약화되어 갔다.70)

나아가 공연의 경제성 때문에 기회 배분의 차등화가 심화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일노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설명했다. 공연의 경제

성은 공연장을 제공한 사람의 수익성을 의미한다. 즉 공연장 주(venue)

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연 무대에 오를 기회가 달리 분배되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특정 래퍼에게 공연의 기회가 몰리는 현상

이 나타났다. 그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연 자체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공연이 열리기 전인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내가 공연기획자라면, 좀 더 기회를 ‘뉴비’(신성 래퍼)에

게 분배할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마 나도 경제적인 이유로 ‘네임드’(이

70) 물론 연구자와 일일노트는 방송 <쇼미더머니>의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치부’하기엔 각자의 부족함

이 여전히 남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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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잘 알려진 래퍼)를 위주로 공연 라인업을 짤 것 같아요.”

대구 래퍼들은 씬에서 제일 중요한 ‘공연’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치경

제적 독점 구조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일일노트가

경험해왔듯이 대규모 축제의 기획 단계와 소규모 지방 공연의 기획 단계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랩/힙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김지영(2012)은 대구시가 ‘공연문화중심도시’라는 아젠다를 설

정했을 당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등의 국제 공연 축제를 개최”

하며, 모종의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대구 자체에서 만들어진 창작공연

은 별로 없어” “공연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공연의 기초

라 할 수 있는 연극보다 뮤지컬이 훨씬 많이 공연되고 있어 소극장을 중

심으로 한 연극공연”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대형 힙합 축제가 대구 래퍼들을 의도적으로 라인업에서 제외한 것인

지 아닌지는 분명히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연의 라인업 대부분은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래퍼들이었다. 물론, 대형 축제의 기획측은

“대구를 공연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계획 속에 “많은 음악인이 꿈을

찾아 서울로 올라가곤 하는데, 인재가 유출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이 들었다. 대구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언젠가

서울에서 지역으로 몰려들도록 하고” 싶은 희망을 담고 있었다.71) 이들

은 축제와 함께 여러 로컬 이벤트를 추진했다. 부가적인 랩 대회를 열기

도 하고,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래퍼들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분명

히 대구 래퍼들에게 대형 무대를 경험할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영상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대규모 스펙터클이 저렴한 가격

으로 공연이 되면서 그러한 부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 랩/힙합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즐겼던 팬들은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일일

노트에 따르면, 그 이후로 대구에서 이름을 날렸던 래퍼들이 소위 ‘듣보

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노지는 스마트폰과 플랫

폼 매체의 등장 전후로, 지방 랩 공연에 대한 팬덤의 반응이 많이 바뀌

71) 대구 한국 일보 기사(출처: http://www.dghankooki.com/news/articleVie
w.html?idxno=9440/ 22.06.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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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체감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직감만은 아니다.

김해리(2018)는 1995년도부터 2015년까지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매체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

적으로 유사한 매체 이용 행위 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을 나누면서,

매체 이용이 사람의 행위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집단적 분화

양상을 코호트 분석으로 연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0대 형성기에 어

떠한 매체 환경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집단별로 나뉘는 양상이 있고, 스

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매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매체 이용 시간

의 다수를 차지하는 식민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했다.

즉, 모바일 매체를 중심으로 전체 매체 이용 패턴이 구조화되고 일상

생활 리듬이 변화하거나, 관계망 구조, 정치 참여 등이 그 이용의 정도를

기준으로 집단적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지적했다(김해리, 2018). 이

를 통해, 대구 랩/힙합씬만의 문제가 아닌, 모바일 매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방도시 음악씬이 처해있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형 축제의 좋은 취지와 기획 의도에도

불구하고, 대구 랩/힙합씬의 생태계에는 여러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책임 소재를 묻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방송매체의 스펙

터클화와 대중화 등이 대구의 사회 전반적인 현상과 결부되어 씬의 공간

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 오제(1991)는 영상 매체 기술의 발달

로 ‘이미지’가 현대인의 지각의 중요한 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고 있는

지금, 현대인이 어떻게 세계와 자신의 공간을 반비례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지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는 영상을 이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표상의 공간이 확장되면서도, 그러한 영상적 공간의 과다 소비

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의 엄청난 축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가령,

이농 현상, 도시의 팽창, 인구 증가와 이동 등은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할

공간의 위축 현상을 가져왔다. “표상된 공간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로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은 점점 더 좁아져 이들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져

가는 것이다”(ibid: 131-132).

전지구적인 현상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이지만, 오제가 말하는 ‘역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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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랩/힙합씬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두고 보았을 때 의미심장하다. 세

상에 대한 공간적 인식이 넓어지는 와중에 한 개인이 살아가는 공간과

그 주변에 대해서는 무관심, 무감각해지며 나중에 관심이 생겨 느껴보려

해도 느껴지지 않는 현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산출되는 이미지

와 담론장은 그 어떤 동네 공연과 동네 래퍼보다도 더 선명하고 더 확실

하게 인식된다. ‘힙합장’이 한국 힙합을 바라보는 주요한 렌즈였던 이유

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확히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힙합장은

대구 랩/힙합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파악할 수 없었다. 힙

합씬은 도시 공간, 정책, 매체 기술의 발달과 그것의 효과, 래퍼들의 개

인적이고 집단적인 가치추구와 지향, 그리고 태도를 이루는 라이프스타

일과 연행 등이 총체적으로 관여된 맥락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힙합트레인이 도달한 오아시스는 어느새 메말라 가고 있었

다. 역사적으로 다채로운 맥락을 품어왔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대구 랩/

힙합씬의 생태는 위태롭다.

인디053의 대표인 이창원은 대구 음악 생태계 전반의 생동을 목격해왔

던 인물이다. 그는 2014년의 인터뷰에서 대구 음악씬에서 일어나는 당시

의 활동들에 대한 질문에 ‘흐름들’과 ‘임계점’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다음

과 같이 답했다:

질문: 헤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장도 많이 있고 버스킹도 활발하게 진행되

는데, 과거보다 지역 음악씬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고 보십니까?

이창원: 대구에도 80년대 캠퍼스 중심으로 해서 록 음악이 풍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씬이라기보단 활동 인구가 풍성했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 90년대 중반에 홍대 인디씬이 만들어지면서 대구도 그 영향을

받아 2000년대 초반에 ‘씬’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정도로 융성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침체기였다가, 최근 3년간 다시 부흥하려고 하고

있는데 (…) 씬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조직되어서 나가기보다는, 대구에서는

꾸준하게 시도하는 ‘흐름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커다

란 판을 만들기까지는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기반으로 시도를 하려는 뮤지션, 기획 등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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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떤 ‘임계점’을 뛰어넘은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도

전하는 상황이죠.72)

그의 말대로, 대구 랩/힙합씬에는 나름의 상징적인 장소와 공연브랜드

가 형성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그 장소성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이 특정한 인물에 의해 전승되거나 상속되는 방식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구 래퍼들의 (불)연속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었음은 분명하

다. ‘흐름들’은 말 그대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흐름이다. 하지만 분

명히 존재해 왔고, 존재하고 있는 실체들을 지시하는 단어다.

본 연구는 이제부터 이 식별하기 힘든 미시적 흐름들에 관여하고 있는

대구의 젊은 래퍼들 곁으로 다가간다. 그 위치는 어떠한 이념이나 이론

적으로 추측된 곳이 아니라, 대구 래퍼들이 출현하는 엄연한 도시 공간

이다. 연구자는 그들과 함께 래핑하면서 그 흐름들에 개입하게 되었다.

마이노스가 계속되기를 바랐던 이 몸짓들, 꿈틀댐, 흐름들이 남기는 흔적

을 따라가 보면, 상속자 없는 위대한 유산을 저마다의 길목에서 찾아내

고 있는 래퍼들의 뒷모습이 아득히 보인다. 다음 장부터는 이들을 마주

보며 나누었던 비공식적인 대화록들이다.

72) 2014년 음악 웹진 ‘weiv’에서 진행했던 인디053 대표 인터뷰(출처:https://

www.weiv. co.kr/archives/18650/22.06.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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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구 래퍼의 라이프스타일 선택과 동기

그림 7. 22년 1월 23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의 프리스타일 싸이퍼. 부산 래

퍼 히피밸(Hipibell)이 촬영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생들 낭만 넘치노”

라는 코멘트를 달아 게시했다.

21년 3월 7일. 나는 오픈카톡방을 통해 대구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싸이퍼

(freestyle cypher)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장소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동성로

인근에 있는 ‘국채보상공원’이었다. 공원이 생각보다 넓어서 놀랐다. 공원에는

벤치가 정말 많았는데 나는 무섭게 생긴 젊은이들이 둥글게 모여서 서로 침

튀겨 가며 적나라하게 언어적 공격을 주고받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벤치를 떠올리며 걷고 있었다.

때마침 5명이 벤치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벤치에 유일

하게 앉아 있던 이는 래퍼 노지(Noji)였다. 그는 둥근 초록색 스피커를 옆에

두고서 래핑하고 있었고, 나머지 래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랩을 듣고

있었다. 어떻게 인사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그들과의 거리는 더 고민할 새도

없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슬쩍 보거나 고개

를 가볍게 끄덕이는 정도로 날 반겼고, 곧 스피커에 나오는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 프리스타일 랩에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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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예상과는 달리 이들의 프리스타일 랩은 서로에게 공격적이지 않았다. 자

신의 삶에 대한 토로와 불만, 후회와 반성 같은 것이 뒤엉킨 이야기들이었다.

이 자리가 아니고는 어디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그들의 현재 삶에서 오는 고난과 그럼에도 살아가는 래퍼 자신의 진솔한 이

야기는 어느새 그들의 삶 속으로 나를 초대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묻어 나오

는 삶의 면면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도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랩으로

말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내가 처음 예상했던 ‘랩 배틀’

보다 더 당혹스러웠던 것 같다. (2021년 3월 7일 필드노트 중)

대구에서 프리스타일 싸이퍼는 래퍼가 힙합과 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이곳은 공연도 연습도 아닌, 그 사이의 장소다. 싸이

퍼 개최를 책임지기로 마음먹었던 몇몇 래퍼를 제외하고는, 어떤 래퍼도

의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각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나오고 싶은 래

퍼가 나온다.

래퍼 노지(Noji)는 고등학교 2학년 말인 2007년도 겨울에 동성로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어 남은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던

중 한창 프리스타일 싸이퍼를 즐기던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간

국채보상공원에서 처음으로 힙합 음악과 랩을 들었다. 그때 힙합의 매력

에 제대로 빠져 지금까지도 래퍼로 살아가고 있다. 그에게 싸이퍼는 ‘놀

이터’다. 2016년부터 노지로부터 스피커를 물려받아 5년을 넘게 개최했었

던 래퍼 나태(Natae)는 싸이퍼를 ‘마중물’이라고 표현했다. 싸이퍼에 나온

다른 래퍼들에게서 받는 자극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 랩을 더 연습하고

다져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장소는 과거부터 래퍼가 되고 싶은 어

린 친구들이 형들의 랩과 힙합 문화를 보고 배우는 학습의 자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싸이퍼가 처음 랩을 접하는 곳이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래퍼 관모(Gwanmo)와 코튼마우스

(Cottonmouth) 그리고 시준(Sijun)은 싸이퍼에 참여하기 전부터 온라인

과 학교에서 랩을 향한 관심과 열정을 심화했기 때문이다.

랩을 접하는 상황과 장소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구

래퍼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의 사실이 있다. 바로 래퍼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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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선 어떤 경로로든 랩을 접하고 매력을 느껴야 하며, 나아가 열정의

동기부여가 지속하게끔 하는 ‘의미 있는 대상과 타인’을 만나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래퍼는 방구석에서 모니터 화면만 쳐다보는 개인화된

온라인 매체 사용자가 아니라, 의미와 타인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적

절한 장소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행위자다.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의 ‘고독한 근대적 정신’이 등장함을 거의 최초로 고찰했던 게오르그 짐

멜 또한 “인간은 참으로 찾는 존재”(Simmel, 1923)라 보았듯이 말이다.

Ⅱ장에서는 대구 랩/힙합씬의 역사적 형상을 그리면서, 래퍼가 지방도

시에서 살아가며 비공식적으로 남겨 놓은 사회문화적 의미와 여러 가능

성의 단초를 살펴보았다. 본 Ⅲ장부터는 연구자가 2021년도부터 2022년

5월까지 수행했던 현장연구를 토대로, 현재 대구 랩/힙합씬의 구성요인과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공원, 공연장, 작

업실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대구 래퍼가 의미 있는 타인에게 래퍼로 인

정받으며 고양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며 래퍼의 음악적 조건에 대해 고

찰하고, 이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삶의 여건에는 어떤 면면이 있는지

파악한다.

1. 랩을 선택한 이유

랩은 음악이다. ‘서구 클래식주의자’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말일 수도

있다. 심지어 대구 음악계에는 그러한 순수주의를 추구하는 패권

(hegemony)이 자리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분명 랩에는 음악적 요소

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음악 형식의 역사와 그 변동을 살펴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직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래퍼들에게

는 각자만의 분명한 ‘음악적 사건’(데노라, 2012)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

목하는 것이다. 음악은 우리의 어떤 마음과 감정을 유발한다. 나아가, 음

악적 경험은 행위자에게 중요한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음악의 장르가 클래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음악 장르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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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듣기 전까지 행위자에게 일어난 의미 있는 모든 역사, 음악을 듣고

느끼는 과정, 그 이후라는 시공간적 차원이 더 중요하다(ibid.). 래퍼들은

각자가 랩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음악적 사

건을 밝히어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활용하는 경

우가 많았다. 이는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스스로 래

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동기를 촉발하는 것일 수 있

다.

엘리자베스 체리(Cherry, 2014)는 미국 남동부 대학가에 거주하는 이들

의 비건 라이프스타일과 펑크 하위문화의 관계를 살피면서, 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새롭게 전환될 때 주요 동기를 부여하는 “촉매적 경험

(catalytic experiences)”(McDonald, 2000; Cherry, 2014에서 재인용)의 중

요성을 다룬 바 있다. 비건 라이프스타일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예를

들어, 동물 학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 깨닫거나, 대학에서 들은

티베트 수도사의 동양 종교철학 강의에 감명을 받고서 비건주의를 자신

의 도덕적 정체성으로 삼게 되거나, 비건인 펑크 밴드의 음악(과 음반 및

해설)을 통해서 동물권을 이해하게 되는 나름의 “깨달음의 순간”(ibid: 9)

으로 촉발되는 것이다.

대구 래퍼 나태와 부산 래퍼 히피밸은 ‘개인적 음악 청취’로부터 힙합

과 랩의 매력을 느낀 이들이다. 히피밸은 <쇼미더머니>의 영향으로 인

해 많은 래퍼의 음악 색깔이 다 비슷해지고 소비하기 쉬운 ‘인스턴트 음

악’이 되어가는 현상을 한탄하며, 자신이 중학생 시절에 즐겨 들었던 소

울컴퍼니(Soul Company)의 감성적이고 삶의 내밀한 면이 살아나는 랩73)

이 좋았다고 한다. 히피밸은 자신이 듣던 랩 음악으로부터 낭만적인 면

을 인상 깊게 느꼈다. “힙합이랑 랩은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였어

요. 내 뭔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

73) 히피밸은 소울컴퍼니의 한 멤버였던 키비(Keebee)의 <소년을 위로해
줘>(2005)라는 곡을 그 예로 들었다: “옛날에 소울컴퍼니가 젊고 낭만적으로
했던 것들이죠. 키비의 <소년을 위로해줘>를 들어보면, 자기 사춘기 때 이야
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위로받고 싶다고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
게 다 그런 걸 느끼는지 공감할 수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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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는 연구자와 나눈 비공식적인 대화(21년 11월 8일)를 통해 자신이

랩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주었다. 그는 보다 강렬한 음악적 사건

과 촉매적 경험을 말해주었다:

나태는 어렸을 때부터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 대구에서 땅값과 교육열이

제일 높은 지역인 수성구에서 살던 나태는 많은 학원을 다녔다. 집안 방바닥

서부터 천장에 닿을 만큼의 많은 책을 읽으면, 그에 대한 선물로 레고 박스를

받을 수 있었다. 나태는 학교에서 상위 0.1%에 들 정도로 시험을 잘 보았지

만,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문제가 있었다. 그는 내성적인 아이였고,

어떨 때는 왕따도 당했었다. 그런 그는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됐고 점차

공부가 아닌 다른 길로 빠지게 되었는데, 그건 당시에도 어른들이 즐기던 사

행성 게임이었다. 그는 게임에 중독되어 온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게 되

어 일상생활이 망가졌고, 결국 가족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중학교 1

학년 때 점수가 상위권이었던 이 모범생은 중학교 3학년에 이르러 하위

8~90%의 학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 인문

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학교생활과 학업에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린

나태는 일상에서 재미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종종 죽음을 떠올렸고,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할지, 만약 죽었을 때 슬퍼해 줄 사람은 누구일지를

생각하자니 즐거웠다고 한다.

그런 하루들을 보내고 있던 고등학생 나태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자신의

심장에 올려놓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서 힙합 음악을 들었다. 그 순간 자신의

방안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통, 감정, 쓰레기, 찌꺼기 같은 것들을 막 뱉어내는 게 팔리는 시장

이 있다고?” 그는 랩 가사의 주제가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

다. 이 신선한 충격은 새로운 숨결로 불어왔다. 그는 이후로 자신이 느껴왔던

것들을 가사로 끊임없이 적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위해 담임 선생님이 계신 교무실에 찾아갔고, 퇴학하지 않을 만

큼 학교에 다니면서도 수강이 아닌 다른 걸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진심을

알아준 담임 선생님 덕분에 나태는 자유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는 매일

같이 동성로의 중앙무대 인근에 놓인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군중의 모습을

관찰했다. 지난 세월 동안 자기 안에 갇혀 지내며 세상의 다양함을 전혀 모르

고 살아왔음을 깨달은 그는 ‘이대로 죽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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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가 랩을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극적이다. 자신의 정신적인 변화

에 대한 설명도 그러하다. 이러한 설명을 연구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

였을 때 객관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나아가 그 의심

대로 나태가 그때의 경험을 너무 강렬하게 느꼈기에 과장하거나 더 강하

게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가 듣는 이로 하여금 공

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생애사를 발화한다는 사실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에게 압축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충분히 반증한다.

그의 경험이 지닌 진릿값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은 여기서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음악적 사건’의 매개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경험과 변

화를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삶이 그 자체로

자원이 되어서 그가 예술적인 생산, 창작, 연행을 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자기 삶에 대한 감정적인 증언은 의미를 지닌다. 김홍중과 성연주(Kimž

Sung, 2020: 1370)는 홍대의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에게서도 “랩/힙합이 그

들이 살아온 경험을 말로 표현하고 추방된 목소리를 증폭할 힘을 줄 정

도로 거의 실존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힙합 음악을 통

해 래퍼들은 “존재의 변형”을 가능케 하는 여러 실천 전략을 구성할 수

있다.

반면, 래퍼 탐쓴(Tomsson)은 자신의 친누나가 즐겨 듣던 미국의 백인

래퍼 에미넴(Eminem)의 곡을 통해 랩을 처음 접했고, 이후로 랩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키워갔다. 래퍼 코튼마우스(Cottonmouth)는 2016년에 방

영된 <쇼미더머니 5>에 나온 비와이(BewhY)의 인기로 한창 떠들썩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랩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다고 한다. 래퍼 관모(Gwanmo)는 자신이 즐겨 다니던 헬

스장의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힙합 음악에 대한 관심이 비롯됐다. 래퍼

노지(Noji)도 랩을 좋아했던 친구를 따라 프리스타일 싸이퍼를 접하고는

래퍼의 길에 들어섰다. 이들 모두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랩 음악을 접

하고 시도하는 경우였다. 이는 랩의 청취와 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항

상 온전히 개인적이거나 내적으로 강렬한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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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이 랩을 선택한 이후로도 랩을 향한 열정이 꾸준히 지속하

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론 충분치 않다. 체

리(Cherry, 2014)는 젊은 비건주의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참여의

동기’와 ‘지속의 동기’에는 기제 상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그 차이가 함의

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가령, 비건이 아닌 친구들이나 가

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건으로 살아가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

문이다. 가족과 공동생활을 하다가 비건이 된 많은 참여자는 가족과 떨

어져 살 때까지 비건이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은 특정 라이프스타일

에로의 참여와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에, 이들의 선택과 그것에

지속성을 부여할 충분한 “문화적 수단”이 필요하다. 비건주의를 지향하는

집단 내에는 “서로에게 비건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potluck)이나 비건과

관련된 펑크 음악감상, 해설 읽기, 밴드 연주, 잡지 만들기 등의 활동이

“선순환” 역할을 하면서 참여자가 라이프스타일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했다(ibid: 10-15).

이와 마찬가지로 래퍼들 또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랩에 빠지고 스스

로 래퍼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열정이 생긴 이후로, 그것

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각자 다른 실천 양상을 보여왔다. 과연, 대구 래퍼

의 라이프스타일이 지속하기 위해선 어떠한 ‘문화적 수단’과 ‘선순환’이

필요할까? 래퍼들은 그것을 어떻게 획득할까? 다음 절에서는 래퍼가 느

끼는 랩의 매력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를 파악한다. 래퍼마다 보이는 약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생각을 솔직하고 즐겁

게 뱉는 것”에서 랩의 매력을 느꼈다. 그러한 매력을 지닌 랩은 대구의

젊은 래퍼가 처한 일련의 문제적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2. 지속적인 열정의 동기

숨 쉬고 싶어 그래 해소하고 싶어

삶을 갈망하며 느끼는 갈증으로부터

히피밸의 <숨 쉬고 싶어>(2020)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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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2001)은 랩/힙합의 정치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심각

한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쾌락을 동반한 흥겨움의 형식으로” 이해해

보자 요청한다(ibid: 23). 그는 “랩 음악의 본원적인 미학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배제된 채, 주류사회의 담론을 통해 하나의 정치적 실천 형태로 왜

곡되고 재규정된 랩 음악과 힙합 문화”가 아닌, “‘진정성’, ‘순수성’과 같

은 단어들만을 통해 고정화될 수는 없는, 구체적인 과정으로서의 문

화”(ibid: 98-99)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힙합의 창조

성, 언어적 실험성, 그들의 걸음걸이, 말투, 스타일이 드러내는 즐거움의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랩 음악의 가사와 노래 제목, 몇몇 흑인 래퍼들

의 과장된 언사를 통해 흑인 사회와 문화를 규정해 온 경향과 편견들에

대한 의심이 필요”(ibid.)하다는 것이다.

양재영의 설명은 한국 사회에서 평균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에 속하

는 젊은 래퍼들이 지속적으로 랩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비롯한) 노력

과 그 열정적인 가치지향을 이해해볼 수 있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

다. 여기서 연구자가 ‘대안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한국 힙합

장에서 랩/힙합의 실천 양상은 대체로 미국의 그것에 대한 어설픈 모방

으로만 읽히는 (또는 그래야만 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

국 힙합이라는 ‘이데아’는 한국 래퍼의 실재를 ‘그림자’의 형태로 환원한

다. 물론 양재영의 비판은 ‘미국 사회’의 현실을 향하고 있지만, 그의 비

판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랩/힙합에 대한 인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 래퍼의 행위와 의미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살펴

보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는가?

연구자는 대구에서 만난 래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답하

고자 한다. 이들이 랩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들은 진정한

저항성, 흑인성, 폭력성, 자수성가 등의 이념 가치나 자극적인 주제가 아

니었다. 우선 대구 래퍼들이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래퍼 이센스가 말하

는 ‘랩의 매력’을 살펴보자.

이센스는 2007년 ‘힙합플레이야’와 진행했던 인터뷰74)에서 ‘평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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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을 랩 자체로 즐기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재미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자기가 재밌어하지 않으면, 그거는 고역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아 나도 심오한 걸 담아야 해’하면서 머리 싸

메고 하면 재미없거든요. (…) 자기가 랩을 하거나 죽이는 랩을 들었을 때, 어

떤 정신적인 쾌감이 없는 사람은 음악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신적인 쾌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거지, 재미가 없는데 왜 해요.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심오하게 뱉어야 해’라는 생각보다는 그거를 툭툭 계

속 뱉어보세요. 툭툭 뱉고 즐기고 하면 늘 거예요. (…) 비트랑 놀면 돼요.

이센스의 대답을 요약하자면, ‘랩은 즐거워야 하고, 즐겁기에 계속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사실이 된다. 하지만, 이를 현실에서 가능케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정신적인 쾌감”은 래퍼 개

인에게 있어 생각보다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쾌감에 이

르는 왕도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래퍼들은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

신의 랩 실력에 대한 불안은 되려 래핑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을 막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떻겠는가.

연구자가 대구에서 현장연구를 수행한 바에 따르면, 대구 래퍼들에게

주요한 동기가 되게끔 하는 랩의 매력은 세 요소에서 비롯됐다. 즐거움,

솔직함, 뱉기. 이는 단순히 대구 래퍼들이 이센스를 존경하는 마음에 그

와 유사한 생각을 그대로 따라 체화하고 있는 현상은 아니었다.

이센스는 2008년에 ‘리드머’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선 ‘즐거운 뱉기’에 더

하여, ‘솔직함’을 랩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

2019년에 또다시 ‘리드머’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그때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재차 묻자 그는 “당시엔 ‘래퍼=나=강민호’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건 래퍼로서가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은 래퍼

한테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자기 이야기를 하지

74) 2007년 10월 16일 힙합플레이야에서 진행했던 이센스의 인터뷰(출처:
https:// hiphopplaya.com/g2/bbs/board.php?bo_table=interview&wr_id=11419
/22.0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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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음악이 멋지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엔터테인먼트니까요

(…) 물론, 신념을 강조하는 것도 멋있죠”라는 과거와는 달리 수정된 대

답을 내놓았다.75)

연구자가 만났던 대부분의 대구 래퍼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는 것으로부터 랩을 시작했고, 대구(를 포함한 인근 지방도시)에서 공연

한 경력이 꽤 있는 래퍼라도 여전히 솔직함의 매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도 이는 연구자가 만난 래퍼들이 추구하는 ‘랩 장르

의 특성’에 따른 경향성 때문일 수 있다. 가령, 트랩(trap)이라는 랩 장르

는 ‘마약 세계’에서 살아가는 래퍼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 한국 젊은이

들이 자기 삶으로 흡수하기가 어렵기에 ‘솔직하지 않은’ 가사 표현이 종

종 등장하는 편이다.

반면, 붐뱁(boombap)이라는 랩 장르는 뉴욕과 같이 ‘차가운’ 도시의 삶

에서 마주하는 소외, 차별, 또는 폭력 등을 수반하는 상황을 재현하고 있

어, 그에 상응하는 한국 사회의 무엇을 자기 삶으로 표현하기가 상대적

으로 어렵지 않기에 ‘솔직한’ 가사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연구자가 대구

에서 만난 래퍼들 다수는 붐뱁이란 장르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경향성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래퍼는 트랩으로 솔직함을 추구하고,

어떤 래퍼는 붐뱁으로 즐거움을 개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은 엄연한 사

실이다.76) 또한, 장르에 따라 래퍼가 분류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지만, 그

것이 가치판단이 기준에 있어 지배적이진 않았다.

래퍼에게 있어서 랩의 매력을 구성하는 주된 필수요소는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고, 자신이 처한 삶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다

르게 정당화될 수 있다. 이주영(Jooyoung, 2016)은 LA 언더그라운드 래

75) 2008년 리드머가 진행했던 이센스 인터뷰(출처: http://board.rhythmer
.net/src/go.php?n=16412&m=view&s=interview/22.06.13. 검색.)와 2019년 리

드머가 진행했던 이센스 인터뷰(출처:https://hiphopplaya.com/g2/bbs
/board.php?bo_table=freetalk&wr_id=271958 /22.06.13. 검색.).

76) 본 문단의 논의에서는 ‘흑인성’을 제외하고서 랩의 장르적 특성의 차이와 그
에 따른 래퍼들의 가치지향을 구분했다. 흑인성에 관해서는 1절 ‘솔직한 뱉
기’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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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들과 5년여간을 함께하면서 래퍼들이 랩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이는 다

양한 변화를 민족지 연구로 포착했다. 이를 유념하여 본 절에서는 대구

래퍼들에게 ‘솔직하고 즐겁게 뱉기’가 어떻게 매력적이고도 중요한 행위

가 되고, 래퍼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자기 생각을 뱉고자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는 래퍼들 개개인의 ‘문화적 수단’으

로 작용하느냐의 문제로만 해석될 것이 아니라, 대구 랩/힙합씬이라는 공

동체적인 측면에서 ‘선순환’으로 작용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 솔직하고 즐거운 뱉기

‘뱉기’를 ‘표현’이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깊숙한 곳

에 숨어 있는 감정과 생각, 아직 언어화되지 못한 언어를 세계 앞으로

끄집어내는 행위, 그렇게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고 ‘나와 너’를 인식하고

마주하여 이해하는 행위로서의 뱉기. 어쩌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심리적

으로 겪는 ‘자기표현의 결여’가 뱉기의 매력으로 빠지게 하는 주요한 원

인이 된 것이지 않을까? 대구의 젊은 래퍼들은 연구자에게 랩과 자기표

현의 깊은 연관에 대해 말했다. 이들은 살면서 어떠한 자기표현의 결여

를 겪는 것인가?

연구자는 2021년 10월 31일 월요일 한적한 오후, 카페에서 나태와 히

피밸, 그리고 대구 댄서 발커와 진행했던 초점집단 면담에서 이와 관련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태: 한국은 보통 우울증 걸린 애들이 랩해요. 새롭게 태어나려고.

연구자: 미국관 다르잖아요. 한국 도시의 상황은 그렇게 폭력적인 범죄의 환

경은 아닌데.

나태: 그러면 다른 쪽으로 폭력이 있겠죠. 일단 적어도 하나를 뽑을 수 있다

면, 일단 교육이고요. 교육에서 누구나 탁월할 수도 특출할 수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대신 1, 2, 3, 4, 5등이 나뉘어야 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허락받던 애

들이 다음 날 되면 네 꿈이 뭔지 적어야 하는 거. 그런 아카데미즘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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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교육 과정에서 우린 커요. 억압들이 쌓여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경

쟁하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죠.

나태는 한국 사회(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 관습이 젊은이에게 폭력적

인 구조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모든 공부가 점수따기로 환

원되다 보니 그 본질을 망각하고 편차치에 집착”(2018: 75)하는 한국의

교육체계를 비판한 김찬호의 주장과 공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태는 그

러한 환경에 처했음에도 “어디다 말할 데가 없던” 젊은이들에게 랩이 자

기표현의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나태 본인이 겪

었던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변에서 힘들어했던 동료들의 문제이기

도 했다. 나태는 랩이 그러한 자기표현을 포함하여 다양한 것을 “결여”하

는 젊은이가 (히피밸이 말한 대로)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

음을 스스로 경험해왔다.

김홍중과 성연주(KimžSung, 2020)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사회

의 급속한 신자유주의화를 통해 도래한 한국 사회의 청년 담론에 새겨진

‘N포 세대’에 대한 ‘반례’로서 한국 언더그라운드 래퍼를 소개하고, 그들

의 실천을 분석한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며 생존 문제에

대해 생겨난 집단적 심리의 집착”은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미래를 “점점 더 비관적이고 환멸을 느끼는 방

식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더그라운

드 랩/힙합씬에서는 젊은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낙관적인 비전을 의도

적으로 결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ibid: 1366).

한국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은 미국의 흑인들이 처한 열악한 도시적ž사

회적 환경을 한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여, 자신의 미래를 투

사할 자원으로 활용한다. 김홍중과 성연주(KimžSung, 2020)는 이들의 실

천 속에서 젊은 긍정성이 꿈틀대는 광경을 발견한다. 한국 힙합장 전반

에서는 흑인의 사회적 위치를 전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발화하는

방식의 강도나 종류가 래퍼(의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르고, 게토를 발명

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구의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의 경우에

는 이 두 가지 실천 논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제3의 길을 찾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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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았다.

그 예로, 래퍼 노지는 자신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미국 흑인 래퍼 나

스(Nas)에 관해 말해주면서, 자신이 어떤 랩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

게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가 좋아하는 랩은 내가 얼마나 잘났고

너희들은 못났는지 까발리는 자랑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의 맥락은

이렇고 거기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어왔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뱉는 ‘이

야기꾼의 고백’ 같은 것이었다. 그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미국 래

퍼의 영어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던 웹진 힙합엘이가 생기기 전까지

는 나스의 가사가 무얼 의미하는지 몰랐다. 나중에 번역된 가사를 보고

서 그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던 나스의 랩이 “대구에서 싸이퍼 할 때

마다 꼴 보기 싫어했던 자기 자랑 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

졌다. 즉, 뉴욕의 주류 래퍼들의 뮤직비디오나 음악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도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실상 가사 내용은 랩 기술에 대한

찬양으로 점철되었다는 걸 깨닫고, 자기만의 랩 스타일을 고민하고 연구

하게 됐다. 그에게 있어서 힙합의 실천 논리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랩 기술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노지에게

게토의 발명과 흑인성의 전용이 랩 가사를 떠올릴 때 필요할 경우가 간

혹 있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하게 뱉어내는 것이

그에겐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반면에, 래퍼 도원은 랩이 솔직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걸 보여주었

다. 그는 연구자와 나누었던 여러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이 싸이

퍼에 오랜 기간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슴 안에

쌓인 화’를 표출하는 데 있어 랩이 좋은 수단이 되었다고 밝혔다. 랩이

래퍼에게 부여하는 도덕적 형식인 솔직함은 싸이퍼에서의 연행을 통해

도원에게 정신적 쾌감이 부여되는 기제를 구성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연구자에게 자신이 작사할 때마다 느끼는 어려움을 고백했다. ‘화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래핑하는 것’과 ‘그 뜨거운 감정을 정제하여 랩으로

작사하는 것’은 온도 차가 큰 행위들이었다. 더더구나 도원은 문학에 관

심이 많은 젊은이였다. 그런 그에게 ‘작사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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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눈덩이처럼 랩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켰고, 그는 앞으로 래퍼로서 살

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재고했다.

연구자와 도원은 대구의 시인 장정일의 시집 『눈 속의 구조대』

(2019)에 관해서 종종 대화를 나눴다. 연구자는 장정일의 시집 속 ⌜양계
장 힙합⌟(2019)이란 시를 도원에게 소개했고, 그것을 시작으로 랩과 문

학 장르의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했다.77) 도원은 장정일이

구사하는 ‘시로 쓰는 랩’ 또는 ‘시로서의 힙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

기가 가졌던 화와 분노를 이렇듯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도원은 자신이 랩에 참여하게 된 최초의 동

기였던 ‘솔직함’을 문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하려고 하면서부터, 솔직함

그 자체로는 부족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에게 랩이라는 수단은

점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의 도원은 랩과 문학이라는

기로에 섰다.

랩이라는 표현 형식이 래퍼의 표현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

우를 연구자는 래퍼 일일노트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일노트는 연구자에게 스스로 랩의 형식을 벗어날 수도 있고 ‘지나친’

규칙성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와의 싸이퍼에

서 랩의 ‘솔직한 뱉기’가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를 지적했다:

21년 3월 7일 목요일 싸이퍼에서 연구자와 처음으로 만났던 일일노트는 21년

6월 20일 오후 5시 50분경 싸이퍼에서는 단둘이 만나게 되었다. 당일 싸이퍼

에 나오기로 했던 래퍼들이 모두 개인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연구자가 가져온 스피커로 비트를 틀고 함께 프리스타일 랩을 주고받았

다. 연구자는 당시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

77)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한 장정일은 198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시집

「햄버거에 대한 명상」으로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대로 꺼릴 것 없는 작품세계를 추구한다.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는 우리 사

회의 위악성을 폭로하면서, 독자들에게 의도적인 불편함을 조성하고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던 전면적인 자기 폭로의 길을 걸어온 것이 장정일 문학의 특이함이요

특출함”(권영민, 2004)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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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랩을 했다. 이에 사뭇 당황한 일일노트는 프리

스타일의 전체적인 주제를 솔직한 삶의 이야기에서 예술 전반에 관한 것으로

능숙하게 옮겨 갔다. 덕분에 연구자는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우리는 싸이퍼를 끝내고 잠깐 대화를 나눴다. 일일노트는 싸이퍼에서 주로

등장하는 랩 스타일에 맞추기가 어렵고 어색하며, 그런 스타일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다고 했다. 연구자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싸이퍼에서 그는 일부러 느

긋하고 신나는(chill) 랩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싸이퍼 특유의 흐름과 질

서를 바꾸려고 연행한 것이었다. 그와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 나는 그저 싸이

퍼의 장소에선 다양한 스타일이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으나,

사실 그는 싸이퍼에 ‘자리잡힌’ 일종의 패권과는 다르게 랩을 하려고 노력한

셈이었다. (21년 6월 20일 필드노트 중)

일일노트는 솔직한 뱉기가 중심이 되는 싸이퍼에 자주 나가지 않고 있

다. 그에겐 랩의 형식을 벗어날지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래퍼에게 주어지는 ‘형식적 편견’에 도전

하는 캐릭터다. 랩에서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솔직함은 그에게 있어서 한

때 자신이 추구했던 ‘빛바랜 초상’에 불과하다. 갓 랩을 시작했던 고등학

생 시절 그는 싸이퍼에 자주 나오는 래퍼였고, 프리스타일 랩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순수(pure) 프리스타일 랩(미리 준비한 어떤 가사도 없이

완전히 즉흥적인 상태에서 뱉는 랩)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솔직함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 즉흥성을 최고로 중요한 변수로 포함한

다면, 순수 프리스타일이 가장 솔직한 래핑이라는 평가는 합당하다. 하지

만, 그의 생각은 점차 변해갔다. 그에 따르면, 훌륭한 음악적 작품은 그

러한 평가에 발 묶인 채로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다양한 장르와 랩을 접목하고 있는데, 특히 재즈 예술

가인 쳇 베이커(Chat Baker)는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되었다.

일일노트가 싸이퍼의 솔직함이 강하게 요구되는 일종의 패권을 거부하

고 싸이퍼에 자주 나오지 않는 현상이 노지와 도원의 입장에선 쉽게 이

해될 수 없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 꽤 흥미로운 지점이다. 노지와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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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솔직함이라는 ‘싸이퍼 헤게모니’ 속에서도 충분한 즐거움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노지는 싸이퍼의 즐거움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이 엄연히 ‘놀

이’임을 재차 강조했다. 연구자는 여러 차례 싸이퍼에 참여하면서 래퍼들

이 랩을 주고받다 감정이 고조될 때 노지가 능숙하게 중재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는 싸이퍼의 성격상 하나의 솔직함과 또 다른 솔직함의 맞

붙음이 초래하는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걸 중재하면서 싸이퍼를

놀이로 만들어 갈 줄 알았다.

도원은 되려 싸이퍼의 맞붙는 성격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도원은 좀

더 공격적인 랩 배틀에도 스스럼이 없었고, 적극성이 부족한 상대방과

싸이퍼를 하는 경우 공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극하는 랩을 하길 좋아했

다. 분명, 공격자에게 즐거운 솔직함은 싸이퍼 과정에 활기를 불어넣었

다. 하지만, 공격대상자에게도 그러한 솔직함이 즐겁게 받아들여질지는

매번 미지수였다.

솔직함과 즐거움에 대한 래퍼들의 추구는 래퍼마다 명확히 구분되는

가치지향이라고 할 순 없다. 어떤 래퍼든 둘 중 하나를 더 추구할 수도

모두를 추구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래퍼는 문화적 수단으로서 랩의

기능을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거나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인

간에게 정신과 몸이 그러하듯이 래퍼에게 랩은 ‘미지의 세계’다. 스스로

잘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나의 정신과 몸이 나를 둘러싼 환

경이나 타인의 그것과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언제나 예측가능한

결과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랩은 못을 박기 위해 둥글

게 고정하고 있는 손가락을 언제 어떻게 때릴지 모르는 ‘망치’와 유사하

게 의식 속에서든 무의식 속에서든 종종 ‘불확실한 수단’이 된다.

솔직함이 즐거움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일노트와 도

원(은 싸이퍼가 아닌 랩 작사의 경우)의 사례는 이센스가 자신의 10대,

20대 시절과는 달리 “랩은 결국, 엔터테인먼트”라고 회고했던 것과 연결

된다. 자기표현에 있어서 래퍼에겐 즐거움이 솔직함보다 중요한 것일까?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은 래퍼들이

랩에 드리운 불확실한 세계로부터 어떻게 일정하게 파악이 가능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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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세계로 들어서는가 하는 큰 물음과도 관련이 있다.

시준과 투머치블랙은 <병신둘 (컨셉: 라디오) freestyle>(2022)이라는

곡을 작업하면서 삶에서 오는 답답함을 시원하게 날려버렸다. 이 곡은

라디오 방송이라는 컨셉 하에 서로 프리스타일 랩을 주고받으며 녹음한

곡이다. 진지하게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는 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

만 둘은 앞뒤 말이 잘 맞지 않을 정도로 날 것의 프리스타일을 녹음했음

에도, 자신의 사운드클라우드 채널에 곡을 게시했다. ‘병신둘’이라는 제목

에서 드러나는 비하는 혐오의 의미라기보단 ‘상호성’의 의미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함께 즐겁게 뱉었던 래핑의 시공간을 기록하여 공적으

로 밝힌 것이다.

시준, 투머치블랙, 일일노트가 참여한 <DOMINO!>(2022)에서도 그러

한 상호적 즐거운 뱉기가 잘 드러난다. 이들의 뱉기는 솔직함과는 큰 관

련이 없다. 자신에게 무분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가상의 대상을 ‘도미

노’로 비유하여 자신들의 ‘씹을 거리’로 만들어 버릴 뿐이다. 그 대상엔

바로 옆에서 함께 작업하며 놀고 있는 래퍼들까지도 포함된다. 투머치블

랙과 시준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일노트가 중얼거리던 ‘도미노’란 단어

가 작업의 우연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1절: 시준>

여긴 존나 이상한 곳이야. 시간 가는지 몰라. 올 거 같아 공황. 내 옆에 두

명 다 또라이. (…) 여기 형들 다 꼰대. 귀를 닫고 장전하지 gun it.

 노트 찢어버림. 2much 검은색. 안 들지 철이.  

걍 내 유튜브 구독이나 fuck it.

 일일노트, 2mucblack, 22살에 23. 형이라 부르기도 그래.

나보다 병신. 형들 쓰러트려 like a Domino.

SIJUN, 2muchblack, 일일노트의 <Domino!>(2022) 中

시준은 형들인 투머치블랙과 일일노트를 ‘건방지게’ 디스하고, 투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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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은 자신의 작업실에 나가질 않는 ‘한량 같은’ 두 명을 디스한다. 일

일노트는 다 같이 모여 진지한 작업만을 하는 게 아니라, ‘렌트카로 밤

운전을 위험하게 하다 사고가 날 것처럼’ 래핑이 즐거워야 함을 강조한

다: “자정 12시에 렌트카. 우린 가야 해 drive. 끽 펑 ~☆ 사고 나버려.

그냥 하는 거지 랩도. 우리 돈이 없지 정이 없냐 여긴 게토. 더 흥얼거려

춤춰 밟아버려 스텝도. 이러다 왔다 갔다 넘어져도 탱고.”

투머치블랙의 작업실에 셋이 모여 즐긴 이 독특한 놀이는 사적이면서

도 공적인 그 경계가 모호한 온라인 공간에 게시되었다. 이 곡은 가위바

위보를 통해 그 주인이 될 사람이 정해졌다. 가위바위보를 하는 과정이

곡의 도입부에서 녹음된 채 직접 재현된다: “진 사람 싸클에 올리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김시준 싸클에 올라간다!” 놀이의 과정

에서 탄생한 곡인 만큼 그 과정을 모르는 청자에겐 당혹스러울 정도로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곡은 ‘사운드클라우드’(Sound

Cloud)라는 온라인 매체를 래퍼들이 얼마나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운드클라우드는 비공식적인 공간이지만 엄연히 공적이다. 래퍼들은

이곳에 올린 음원 자체로 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다. 이곳은 습

작의 공간이자 자기표현의 공간이다. 물론 아무리 비공식적인 습작을 올

린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자기 홍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 비

트메이커가 자신의 습작을 토대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엔,

상품화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재미로 만들긴 했지만, 여전

히 ‘부끄러운’ 이 작품을 게시하는 행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한 ‘가위바위

보’ 놀이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사운드클라우드에 게시된 래퍼의 음원

은 나름의 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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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OMINO!>(2022)의 표지

여기서 랩은 정확히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 된다. 우리는 이들의 즐거

운 래핑을 통해서 점점 돈독해지는 세 명의 사회적 관계망을 보면서 즐

거움이 래퍼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파악해볼 수 있다. 이러한 즐거움은

이센스가 말하는 “정신적인 쾌감”에 가까운 것들이다. 랩을 하는 자체가

즐거운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랩을 지속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반면, 앞선 두 곡처럼 녹음하고 공적으로 게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함께 뱉기’만으로도 그 쾌감에 이를 수 있지만, ‘자신의 작업’에서 드러

나는 성장을 다른 래퍼들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에서도 이를 수 있다. 시

준은 래퍼 관모와 함께 만든 <Delusion>(2022)이라는 곡을 나태의 작업

실에 모인 (연구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반응을 보고 피

드백을 받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 더 다양한 장르도 곧잘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늘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했고, 곡을 들은 많은 이들

은 좋은 반응을 보였다.78) 그는 그러한 과정에서 쾌감을 얻었다.

78) 연구자는 래퍼들이 인정을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이나 사
운드클라우드와 같은 매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작업실과 같이 면대면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를 복합적으로 포착하고자 노력했다. 인스타그램
과 사운드클라우드는 상호 연동되어 래퍼 간의 인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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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의 실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자는 대구 래퍼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 연구자가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동

시에 곧바로 물어보지 못하는 것을 종종 목격했다. 또한, 낌새를 눈치챈

연구자도 충분한 근거 없이 마냥 좋다는 식으로 피드백할 순 없다고 생

각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성장’에 관한 이야기는 대화의 주변으로 비껴

갔다.79)

즐거운 뱉기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더 큰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기인

하기도 했다. 가령, 도원은 연구자와 나눈 비공식적인 전화 통화에서 자

신이 “실력 있는” 래퍼가 되어가는 과정이 부정되는 듯하다고 느꼈던 경

험에 대해 말해주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삶과 예술을 병행하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제로 대화했다. 나아가 매체에선 실력의 유무만

으로 판정되며, 그렇게 미디어에 노출된 경우만이 대중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설명되는 래퍼의 노력을 이야기했다:

실력이 없다는 것도 없다는 건데.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 돼가는 과정을

부정해요. 가사를 쓰려면, 그 과정에서 드는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

가 랩을 하는 사람이고 가사를 써요. 카페에 가만히 앉아서 3시간을 고민해

요. 휴대폰 하나를 들고. 그 과정 자체를 노는 걸로 보잖아.

나의 통로가 되었다. 가령, 어떤 비트메이커가 자신이 밤새 작업한 곡을 사운
드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면, 서로 팔로우하는
힙합인들이 듣고 ‘좋을 경우’에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홍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좋지 않은 데도 단지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홍보를 해준 적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부족하
고 별로인 곡을 홍보하는 것만큼 힙합인으로서 본인의 문화자본을 깎아내리
기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Dupont, 2020 참고).

79) 실력-평가-반영의 ‘피드백 순환’(또는 일종의 ‘선물 교환’)은 여러 맥락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라이프스타일에의 참여와
지속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씬 전반의 활력, 지속, 발
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래퍼들의 ‘인정 과정’이라고 부를 만한 서로의
‘재능’에 대한 유동적인 인식-평가 과정은 궁극적으로 ‘존중의 가능성’이란 문
제에 가닿는다(세넷,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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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를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3시간을 때우는 거

란 말이에요. 그 고뇌를 몰라요. 회사에 처박혀서 키보드 두드리고 있는 걸 일

이라고 생각해요. 카페에 앉아서 3시간 고민하는 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

요. 그 사람한테는. 가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멜로디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아

니면 플로우와 라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미술로 친다면 이쪽에는 어떤

색채를 쓰고, 아니면 이쪽에는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화가 같이 써야 할

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이면, 이쪽에는 어떤 문체로 어

떤 단어를 사용해서, 아니면 이쪽 배열과 저쪽 배열을 바꿔서 사용하면 좀 더

전달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엄청나게 스트레

스받는 일이거든요.

도원의 다소 예민한 반응을 아직 사회 세계에 ‘제대로’ 발을 내딛어보

지 못한 젊은이의 투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가 느끼고 있는 시선은

현재 한국 사회가 ‘아마추어’를 바라보는 냉담한 그것이기도 하다. 그의

말대로 한국 사회의 래퍼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 돼가는

과정을 부정”하는 결과론적 평가 체계에 처해있다. ‘인생 선배’가 조언하

면서 흔히 ‘사회는 정글’이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그것이다.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잡아먹히느냐 잡아

먹느냐가 현실의 생존 조건이 된다. 이러한 생존주의에 입각한 한국 사

회의 직업 시장에서 매번 요구되는 ‘경력직’이라는 지표는 젊은 래퍼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래퍼가 되어가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누군가의 시선

에 의해서 긍정되고 부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센스의 말대로 ‘스스로가

그 자체로 즐거워야 하는 것’이다. 여러 젊은 래퍼는 자신이 처한 각박하

고 모순적인 현실로부터 가사의 자원을 캐내야 하면서도, 현실이 부과하

는 부정성을 넘어서서 종국에는 즐겁게 긍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극단적

으로 말해서 ‘죽지 못해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즐거

울 수 있을까?

이 난제는 도원이 프리스타일 싸이퍼를 즐겨 했던 이유에 부분적인 답

을 제공한다. 그에게, 싸이퍼는 (자기를 포함하여) 서로를 희화화하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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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받으면서도 실력에 대한 집착과 즐거움의 묘미가 적절하게 뒤섞

이며 해소되는 놀이였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분노나 화를 ‘가사’로 표현

하는 데 있어서 ‘실력에의 집착’과 ‘즐거움의 묘미’는 쉽게 뒤섞이지 못했

다. 종종 전자가 후자를 잡아먹었다. 도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자

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 그는 랩보다는 문학 공부에 좀 더

집중했다. 그럼에도 그에게 래핑이 주는 즐거움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이후에도 싸이퍼에 참여했다.

2) 공연에의 몰입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래퍼들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랩을

하거나 놀이로 즐기려고 시도해왔다. 초기에 래퍼가 되어야겠다는 마음

과 더불어 ‘솔직하고 즐거운 뱉기’가 없이는 그 열정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함과 즐거움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이

들은 또 다른 난관에 처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랩만으로 즐거울 수 있는

놀이가 필요했다. 반면, 사회는 래퍼에게 직업 활동에 준하는 열정과 비

용 그리고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즉, 아마추어 래퍼들은 언제든지 프

로가 될 노력을 해야만 했다. 래퍼에게 즐겁고 솔직하게 뱉기의 지속 가

능성은 이 복잡한 조건 속에 놓여있다.

나태-히피밸-발커와의 초점집단 면담(21.10.31.)에서 나태는 한국 사회

에 힙합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젊은이가 급증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상

기했듯이 해당 면담의 참여자들은 미국 힙합과 한국 힙합의 전반적인 차

이에 관해 논하면서 ‘폭력적인 환경에 처한 래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래퍼는 미국과는 다른 폭력적인 조건에 처해있지 않은가 하는 문

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나태는 한국만의 구조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폭력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그것에

서 ‘벗어나려는 도구로서만’ 랩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태: (미국 힙합의) 삶적인 것이 파생되어 한국에 왔을 때는, 그 생활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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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정신적인 면만을 가져왔다고 봐야 해. 정신적인 면이 와서 생활을

파생시켰다고 봐야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힙합은, 뭐 미국에도 그런

역할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부적인 경향’이 훨씬 커요.

(연구자: 부적이요?) 난 원래 안 솔직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힙

합 문화를 접하고 힙합이라는 개념을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힙합이니까, 좀 더 솔직 할래’하고 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부적인 측면’

이 훨씬 더 크게 자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건 그게

많이 필요했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도시가 주체성을 결여시키는 와중에 좀

더 나답게 되는 데 있어서 “be yourself”라고 대놓고 말하는 문화가 힙합이었

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빌보드에도 한국에도 힙합이 이렇게 떠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대화는 한국 힙합의 현황에서 ‘진정성 있게’ 또는 ‘진지하게’ 랩/힙합에

파고드는 사람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요컨대, 나태는 솔직한 뱉기든, 즐거운 뱉기든 랩을 자신의 ‘존

재 변형’의 수단으로 삼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멈춰 서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랩을 선택하는 경로로서 정신적인 문제를 해소하

려는 맥락은 용인이 되지만, ‘래퍼다운 래퍼가 되는 길’에서의 해소는 더

이상 힙합을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실 수 있는 갈증’이 아니라는 것

이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뱉는 매력은 젊은이를 랩으로 이끌지만,

랩은 예술적으로 점점 고양(高揚)되어야 하고 래퍼는 더욱 깊이가 있어

야 한다. 이와 함께 랩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삶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또한, 대구 래퍼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것은 부분

적으로 ‘랩으로 먹고사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힙합장과 힙합

씬 안에서 중요한 상징자본에 대한 경쟁이기도 했다.

나태, 히피밸, 발커와 연구자가 진행했던 초점집단 면담의 그 바로 전

날(21년 10월 30일)에는 북성로에 위치한 ‘대화의 장’이란 복합문화공간

에서 공연이 열렸었다. 나태, 히피밸, 발커는 ‘신도시’라는 펑크 밴드의

발매기념 공연의 라인업으로 참여했다. 해당 공연은 본 논의에서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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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래퍼들이 진지하게 랩의 고양을 추구하면

서도 해소(즐겁고 솔직하게 뱉기)하는 ‘종합적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 때문이다. 히피밸은 자신의 무대가 시작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자

신을 소개했다:

히피밸: 하나둘셋 마이크 첵. 예예예! 안녕하세요. 항상 제가 올 때마다 사랑

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얻어 가는 대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하나 메거진 크루(Ohana Magazine Crew)’의 수장 히피밸이라고

합니다. 와썹!!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해요.

북성로를 지나가던 한 노인이 ‘대화의 장’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좀 해라

임마!”라고 외쳤다. 관객들과 래퍼들은 어색한 웃음으로 그 순간을 무마했다.

히피밸: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곡

을 들고 왔는데,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 해줬으면 좋겠어요.

‘숨 쉬고 싶어! 나는 숨 쉬고 싶어!’

그림 9. 북성로의 복합문화공간 ‘대화의 장’80)에서의 공연 장면(연구자 촬영)

80) 공연이 이뤄졌던 장소인 ‘북성로’ 안의 ‘대화의 장’에 대해서 간략한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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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피밸과 친한 예술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객은 그가 가져온 곡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뱉은 구절은 따라 외치

기 어렵지 않은 간단명료한 문장이었다. 연구자 또한, 그의 곡을 전혀 모

르는 상황이었음에도 주변의 관객들과 함께 히피밸의 목소릴 뒤따라 외

쳤다: “나는 숨 쉬고 싶어!”

내게 필요한 건 숨, 혹은 목을 적실 물,

또는 지친 머릴 위로받을 가족들의 품

지금 내 모습은 담벼락의 갈라진 틈,

차가운 시멘트 같으면서도 자라길 원하지 민들레꽃

아직 맘 한켠 남아 있어 최소한의 낭만

돌아보면 의미 없는 일들은 없던 것 같아

히피밸의 <숨 쉬고 싶어>(2020) 中

공연 중 히피밸이 말했던 바와 같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동안 생활

나태의 설명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공연 다음 날 그에게 공연 중에
불쑥 찾아왔던 노인의 존재와 북성로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는 연구자에게
북성로의 “신기한” 역사를 소개해주었다:

박정희가 북성로를 제2의 동성로로 만들려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북성로는 원

래 어떤 곳이었냐면, 6.25때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쟁하고 남기고 간 폐

고물, 철판들.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맥가이버’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골목을

만들고 그 폐고물로 시내버스를 만들었어요. 어떤 곳이었는지 알겠죠? 그 역사

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유흥이나 이런 것들로 제대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박정희는 개발 계획을 틀죠. 동성로에 대한 투자 쪽으로 바뀌

어서 (북성로는) 애매하게 부상한 곳이에요. 이태원이 지금은 유명하지만, 이태

원 근처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계속 새로운 것이 뜨고 또 뜨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향촌동의 콜라텍에 다니시는 할아버지들은 (젊었던) 그 당시

에 “야 동성로? 거긴 사람들 다 가는 곳이지만, 우리는 젊고 힙하고 새로우니

까 북성로로 가자” 해서 생긴 게 (젊은) 우리의 클럽과 같은 지금의 콜라텍인

거예요. 근데 땅값이 싸고 건물이 낙후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들을 국가 소유로

매입해서 값싸게 문화단체나 지자체에게 임대하면서 ‘대화의 장’ 같은 공간이

생길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공연 날,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힙합공연하는데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야. 신기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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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관객들은 좁은 골목길이 교차하며 생기는 마당과

같은 ‘대화의 장’에서 ‘최소한의 낭만’을 만끽했다. 그리고 히피밸이 부산

에 살면서 느꼈던 소외감 속에서 탄생한 <숨 쉬고 싶어>는 대구의 힙합

공연에 참여한 이들에게 ‘필요한 숨’, ‘목을 적실 물’, ‘위로받을 품’을 제

공했다.

해당 공연은 대구의 힙합인과 부산의 힙합인이 합심하여 결성한 ‘사운

드브릿지’(Sound Bridge)의 첫 공연이었다. 대화의 장 측과 인연이 있던

나태의 기획으로 록 밴드의 발매 기념공연과 함께할 수 있었고, 그 덕분

에 공연에는 약 30명이 넘는 관객이 참여할 수 있었다.

공연 다음 날 이루어졌던 초점면담에서 나태, 히피밸, 발커는 자신드르

이 공연에 충분히 만족한 상태였다. 나아가 앞으로 자신들이 이어갈 ‘지

방 힙합공연’에 관한 기획에 대해서도 상기된 채로 이야기했다:

발커: 저는 나태랑 히피밸이랑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를 스무 살 때부터 했었거든요. 서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너

무 따로 떨어져 있으면,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나는 댄서들이 사람들끼리 뭉

치니까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래퍼들 그런 게 없더라고요. 각자

알바하면서 랩하고. 악으로 깡으로 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여

졌으면’ 좋겠어요.

히피밸: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공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

면,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전국 팔도 통틀어서 래퍼들이랑 댄서들이

공연할지도 모르죠. 각자가 공연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공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변화를 추구하

려고 하죠.

연구자는 이들의 공연이 ‘솔직하고 즐거운 뱉기’와 함께, ‘래퍼와 댄서

의 동등한 조화’를 형식적으로 실험하여 예술적이고 문화적 가치의 고양

을 취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이는 ‘의례적 연행’으로부터 기인하는 의미

생성의 순간이었고, 그로부터 집단적 가치가 가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형

성되었다. 연구자는 기획측에서 촬영한 영상과 연구자가 촬영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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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분석하면서 연행자들인 래퍼와 댄서가 거의 동등하게 파트를 주고

받으며 조화로운 힙합공연을 상연하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

었다. 이는 연행자와 관객이 공연에 대해 말하는 언어와 의미, 그리고 감

정으로부터 드러났다.

그것은 연행 중 터져 나오는 래핑에의 몰입과 위아래로 흔들리는 몸짓

으로 들썩이는 순간이나 다음 곡을 준비하는 틈새에 래퍼가 자신의 곡을

설명하는 순간에서부터, 공연이 끝난 후 공연장 바깥 북성로 골목길에서

연행자와 관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인사를 나누고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 당시 연구자는 참석하지 못했던 작업실에서의 공연 뒤풀

이, 그리고 다음 날 연구자와 나눴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날 공연의 성공적인 분위기는 히피밸의 음반발매를 기념하는 다음

공연으로 이어졌다. 대화의 장 측에서도 공연의 성과를 인정한 것이다.

연구자와 동행하여 공연에 관객으로 참여했던 도원은 문학 공부에 몰두

하느라 잠시 한 발 떼고 있던 래핑의 세계에 대한 향수를 고백했다. 그

는 나태와 히피밸 그리고 댄서들의 실력과 퍼포먼스에 감탄하고 인정하

였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공연이 도원의 말대로 “진짜 힙합공연”이었

기 때문이다. 댄서와 래퍼가 좁은 공간에서 하나의 비트 위에 서로 얽히

고설키며 뿜어내는 힘은, ‘래퍼의 들러리처럼 서 있는 댄서’로 연출되는

화면 앞의 그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것이지만, 사운드브릿지가 형성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상징화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나태, 히피

밸, 발커는 아직까지 지방에서 제대로 된 힙합공연이 이뤄진 적이 없었

음을 각자 힙합인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이것은 이들에게 스스로 시

도해볼 만한 새로운 가능성 중 하나가 되었다. 다만, 함께할 동료로서 서

로를 충분히 인정하고 배울만한 존재로 인식해야 했는데, 그 과정을 거

쳐서 지금의 사운드브릿지가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이때의 공연을 기점

으로 이러한 실험적 결합에서 생성될 가치가 어떠할지 가늠하면서 동기

부여되고 있었다.81)

81) 사운드브릿지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상상하며 현재에서 어떤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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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대구에서 래퍼의 열정이 실재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일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동기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개인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랩이 ‘힙합공연’이라는 문화적 수단

으로 종합되어 대화의 장에서 연구자가 목격한 것과 같은 ‘씬’의 형성으

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대구와 부산의 힙합인들의 힙합공연은 ‘솔직하고 즐겁게 뱉기’가 최종

적으로 도착해야 하는 장소를 알려준다. 공연에서 래퍼들은 랩이란 형식

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되, 자신의 목소릴 듣는 이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래퍼로서의 실력이 점점 쌓여

가는 사회문화적 총체성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는 랩과 래핑의 차이를

부각한다. 래퍼들은 자신의 행동 속에서 랩과 래핑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출하고 있었다.

3) 내면의 서사화와 작품 만들기

랩과 래핑은 어떻게 다른가? 그 미묘한 차이는 래퍼가 설명하는 가사

의 의미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나 사건 따위를 시간

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행위의 변화 과정에 따라 재조직하여 서술하

는 행위인 ‘서사화’는 일순간 흩어지는 ‘뱉기’로는 담을 수 없는 의미를

‘작품’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래퍼들은 자기 생각을 소설처럼 또는 영화처럼 파노라마식으로

펼치는 랩의 서사적인 특성에서도 매력을 느꼈다. 즉, 입으로 뱉어대는

것과 더불어, 뱉을 것을 문학적으로 다듬는 과정인 ‘쓰기’를 통해서도 여

타 장르와는 다른 매력을 랩에서 느꼈다. 이는 송명선이 한국 힙합의 문

화사를 다룬 연구에서 발견했듯이, 래퍼들에겐 ‘이야기하는 방식’과 ‘이야

기할 내용’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Song, 2019a).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쉽게 꺼내지 못한 말을 가사의 형태로 적는 것은

을 하고 있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부족한 것들에 대처하
는 방식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Ⅴ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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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을 멋진 노래로 만드는 일과도 같은, 즉 자신의 내면을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대구 래퍼들이 자신의 내면을 서사화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

다. 첫째로, 음반이라는 형식, 즉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 래퍼 탐쓴(Tomsson)은 작품양식에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고 눈에 띄

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 래

퍼다.

그는 2017년에 <Pulp Fiction>, 2019년엔 <Meta Fiction>, 2021년엔

<Non-Fiction>이라는 정규음반 삼부작을 만들어냈다. 스스로 ‘픽션’ 삼

부작(fiction trilogy)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정규음반은 하나의 서사구조

로 통합될 수 있다. 그가 첫 정규음반을 만들고부터 다음의 음반과의 연

결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느끼게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탐쓴의 “작가주의”82) 픽션 시리즈는 그 시작부터 문학과 영화에서 많

은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정규 2집을 소개하는 짧은 글에

서 영화나 책처럼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지는 서사 순서

(sequence)를 따라 자신의 음악을 들어달라 요청하고 있다. “첫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처럼 만든 앨범입니다. 영화를 볼

때처럼, 트랙 순서에 집중해 앨범 전체를 순서대로 돌려 들어주세요.”

탐쓴은 대구의 독립문화를 소개하는 ‘빅나인고고클럽’ 전 편집장 손계

명과의 정규 2집 발매기념 인터뷰에서, 음반 제목을 ‘Meta Fiction’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랩 가사로 내면을 서사화하는 행위가 자신

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고 있다:

정규 2집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었어요. (몇몇) 트랙들은 지난 정규 1

집에서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 내가 그때 느낀 감정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고 들끓고 있는

데, 그걸 표출하지 않는 건 가짜잖아요. 저는 진짜가 되고 싶거든요. (…) 전

82) 2018년 탐쓴을 인터뷰한 스포츠Q 기사에서 사용한 표현이다(출처:
http://www.sportsq .co.kr/22.06.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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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는 저 자신을 잘 꺼내

는 사람이고 싶어요. (…) 그렇다면, 이전에 해본 적은 없지만 새로운 스타일

을 도입해보자. (…)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3자 입장이 되어서 비평, 비

판해보는 거죠.

탐쓴의 작품양식은 ‘풀뿌리 비평’과의 만남을 통해 대구 인디음악씬의

공식적인 음반 목록에 ‘힙합 서사’를 업데이트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음악 에세이스트 손계명은 탐쓴을 통해 대구 랩/힙합의 매력에 빠졌고,

이후로 그의 공식 음반에 대한 두 편의 에세이를 남겼다.83) 탐쓴이 추구

하는 작품적 완결성은 그의 가사를 대구 랩/힙합씬 안팎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노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다작주의’는 대구에서

활동하면서도 서울 대형기획사로부터 콜라보 제의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

졌고, 그는 아이유(IU)의 <Into the I-LAND>(2020)라는 곡에 작사로 참

여했다.

탐쓴 또한, 솔직하고 즐거운 뱉기를 추구하는 래퍼다. 다만 그는 무엇

보다도 정규음반 제작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재 음악 수용의 트렌드는

소비자의 맘에 드는 음원을 하나씩 찾아 듣는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여

러 곡이 하나의 주제로 묶이는 음반의 표현 형식을 중시했다. “제가 좋

아했던 음악가들은 다 그렇게 했던걸요.” 그는 음반의 전체적인 분위기

와 가사 표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청자에게 더 자세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정규음반을 발매할 때

마다 ‘음감회’를 열어 더 정확하게 자신의 작품 서사를 알리고 싶어 했

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인 성취감에만 머물지 않고, 대구의 인디053과

의 협업으로 이어졌다. 인디053과 함께 탐쓴은 새로운 대구 랩 공연 <랩

다이브(Rap Dive)>를 기획하게 되었다.

다른 사례로는 부산 래퍼 히피밸이 있다. 그는 부산 언더그라운드 씬

83) 손계명이 탐쓴에 관해 남긴 두 편의 에세이 출처: “탐쓴(Tomsson) -

META FICTION”(https://temple-resistance.tistory.com/63)와 “탐쓴(Tomsson)

- NON-FICTION”(https://temple-resistance.tistory.com/100/22.08.0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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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연을 정말 잘하는 래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나태와의 인연을 통

해 부산과 대구를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다. 사운드브릿지 안에서뿐만 아

니라, 대구 래퍼들에게도 “라이브에 특화된” 래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

에도 히피밸은 정규음반 <스토리빌(Storyville)>(2021)에서 자기 삶의 서

사화를 시도했다:

나 히피벨(Hipibell)은 9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서대신동 위생병원에서 태

어났다. 나는 부산의 하단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놀기도 했고, 16살에 힙

합에 빠져 어린 나이에 클럽에서 공연을 해왔다.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을 기

반으로 어릴 적 치기 어리고 반항적인 가사들을 휘갈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곳이기도 하다. (…) 하단이란 동네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흔히

말하는 유흥업소와 양아치가 즐비한 거리인 동시에 언덕 너머에는 대학생들

이 청춘을 즐기는 대학가가 위치해 있다. 어릴 땐 몰랐지만 20대가 되고 난

후에 마주한 내 눈에는 아주 기형적인 동네였다. (…)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이 동네를 노래하려 한다. 이 앨범을 들은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하며 언제나

사랑과 평화 자유가 가득하길 바란다.

“외면받던 삶에서 내면적인 삶으로 흘러가야 하는 내 인생이 너무 아

까워.” 그의 곡 <취중진담>의 가사 중 한 구절이다. 히피밸은 이 음반을

만들기 전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연구자는 나태에게

히피밸과 어떻게 음악적 동료가 되었는지 물었던 대화에서 이러한 사실

을 듣게 되었다:

연구자: 히피밸과 나태는 어떻게 하다 서로의 마음에 들게 됐나요?

나태: 어떤 면에서 형(연구자)이랑 저랑 만나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 형

(히피밸)은 부산에서 아는 형이었는데. 건너건너 그 형이 하는 음악들, 활동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원래 그 형이 공연을 뒤지게 잘해요. 속으로 존경하고 있

었죠. 존경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가서 배울 게 있겠다’ 싶

어서 많이 찾아갔죠.

로컬 인디아티스트한테 찾아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보통 경

제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돈이 있을 때, 한 몇백만 원 정도 있을 때, 그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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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제주도 가자 그래서 갔죠. 한 60

만 원 썼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작업이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유대는

두 번째로 놔둬도, 작업물이 나오더라고요.

공식 음반은 아니지만, 삶의 여러 문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해 공허해

진 자신과 함께해준 나태의 도움으로,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히피밸의 이야기는 <나태와 히피밸>(2021)이라는 곡에 묻어 나

온다. 나태는 종종 비공식적인 습작을 사운드클라우드에 게시하여 자신

과 함께 힘든 시기를 겪고 이겨낸 친구들과 극복과 성장을 기념한다. 이

는 공식적인 작품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한 래퍼들의 공통 서사가 녹아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래퍼는 자

신을 서사화하는 방식에 있어 여러 실천을 시도하고 있고, 이는 개인의

목적 추구와 달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씬 안팎에 존재하는 비평가,

래퍼 등의 사람들과 유대와 관계망을 형성하는 기점이 되기도 한다.

물론, 내면의 서사화가 어떤 래퍼든지 쉽사리 도전하고 스스로 만족할

만큼 성취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이센스조차도 내면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진정성과 관련하여 마찰이 심했

던 소속사에 속해있을 때 만들었던 <독>(2012)이란 곡을 좋아하지 않았

다. 그 곡은 대중과 팬, 그리고 비평계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은 곡이

었지만,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가사였기 때문이다. 그 갈등은 성

연주와 김홍중(2015)이 분석한 ‘컨트롤 대란’ 디스전에서 폭발했다. 반면,

2004년에 처음으로 음반을 낸 지 15년이 흘러 대마초 사건으로 들어갔던

옥중에서야 가까스로 발매했던 정규 1집 <Anecdote>(2015)는 자신의 내

밀한 삶의 면면을 예술적으로 승화하였다고 평가받는 음반이었으며, 스

스로도 자신이 원하는 서사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의 정규 1집을 학수

고대했던 팬들은 작품을 통한 내면의 서사화가 어떤 복잡하고 지난한 과

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짐작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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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수단으로서 랩과 래핑

대구에서 래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랩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자신

의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 예로, 솔직하고 즐겁게 뱉기가, 공연에의 몰입

이, 작품 만들기로 자신의 내면과 삶을 서사화하기가 어떻게 “정신적 쾌

감”에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랩은 래퍼들에게 주요한 문화적 수단이 된다. 하지만 래퍼들의 성향에

따라 랩의 도구적 기능은 불안정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랩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만 머물러서는 래퍼가 예술적ž문화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종국에 가서 래퍼는 “부적으로서 힙합”이 아닌, ‘힙합다운 힙합’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들의 노력은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선택과 동기로부터 공

동체적인 것을 향해가고 있다. 무엇이 랩답고 힙합다운 것인지는 그것을

확인할 사회적 인정의 장소에 도달해야 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탐쓴

과 손계명, 나태와 히피밸의 관계는 그 장소로 향하는 여정에서 발견한

만남으로 이루어진 인연이다. 래퍼들은 랩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랩 바

깥의 세계와의 접점에서 조우하는 존재와의 상호작용에 자기 자신을 개

방한다.

본 연구는 한국 래퍼에 대해 수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 다수가 공유하

는 전제, 즉 ‘뱉기’라는 파롤(parole)과 ‘내면의 텍스트화’라는 랑그

(langue)를 구분하고서 랑그로부터 나타나는 ‘의미의 차이’만이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고 보는 전제를 거부한다. 부르디외(2014: 19-23)는 정확하

게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소쉬르는 “‘외적 언어학’과 ‘내적 언

어학’을 분리하고, 후자에게만 언어학이라 불릴 자격을 인정하면서, 언어

를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문화나 역사와 관련시키는 연구들이나 그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의 지리와 관련시키는 연구들을, 그것들이 언어 자

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부르디외

는 소쉬르와 그 모방자들이 강력하게 억압했던, ‘언어에서 사회적인 불균

일성은 본질적’이라는 사실이 함축하는 바를 온전히 끌어내야 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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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 물론 부르디외는 이를 권력과 자본의 차이에 의한 계급 불평등

의 공간으로 끌어냈지만, 본 연구는 언어 안에서 행위와 의미를 생산하

는 ‘목소리’의 공간을 도출한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참여관찰하며 목격한 현실은 이렇다. ‘래퍼에게’ 랩

이란 언어는 순수하게 추출되는 기호들이어서 도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

는 텍스트일 뿐이 아니라, 행위의 세계로 들어서는 문(화)과 같은 것이

다. 그 세계에서는 래퍼의 언어를 다양한 형태로 조직한다. 그것은 텍스

트가 아닌 ‘목소리’라는 원료로 조직되는 것이다. 단지, 텍스트로 물화되

는 경우 우리는 이를 대체로 ‘랩’이라 인식할 뿐이다. 랩의 ‘발원지’는 문

자를 읽는 우리의 눈의 표면도, 문자를 쓰는 손끝도 아닌 목소리다 –

연구자는 이를 표현하는 대안적 용어로 ‘래핑’을 사용한다. 랩은 래퍼의

언어(목소리) 내면과 외면 모두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로 하여 래

퍼가 일정 부분 랩으로부터 구속되더라도 의미가 넘치는 행위(다양한 형

태의 목소리 표현)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랩(과 래핑)

의 의미는 텍스트 자체로 환원되지 않고, 그것이 소리로 울리는 ‘목의 공

간’으로 퍼져나간다. 즉, ‘솔직하고 즐겁게 뱉기’, ‘공연에의 몰입’, ‘내면의

서사화’라고 연구자가 이름 붙인 래퍼들의 행위들은 모두 랩의 바깥, 래

퍼의 삶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원료이지, 랩에 쓰인 문자 자체가 아니다.

양재영(2001: 98)은 ‘스토리 자체’와 ‘스토리텔링’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는 “힙합을 투쟁을 위한 단순한 정치적 텍스트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는 있지만, 다음의 설명은 한국 사회, 더 들어가 대구 랩/

힙합씬에서 래퍼가 랩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지어 살펴볼 만하다. 그에

따르면, “초창기부터 랩 음악에서의 가사는 (…) 어떻게 하면 마이크를

제대로 로킹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스토리 자체보다는 스

토리텔링이 중요하고, 따라서 마이크를 통해 드러나는 MC의 구어적 표

현 능력, 창조적이고 즐거운 말장난, 메타포, 스타일의 복합적 발현이야

말로 랩 음악의 핵심”이며, “언어 자체의 즐거운 사용”이 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나태는 스스로를 “언어에 갇혀 있지만, ‘마이크’라는 발언권 하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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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존재”라고 설명한다. 이들에게 랩은 구조언어학의 인식론대로 이분

화되는 세계가 아닌, 무대 위에서 존재론적으로 발언하고 행위하는 생성

의 세계이다. 하지만 ‘마이크’라는 이미지는 묘한 ‘고독’을 암시하고 있다.

어떤 MC도 자신의 마이크를 함부로 남에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마

이크를 손에 쥔 다음부터 그것은 그 래퍼만의 것이 된다. 한 래퍼에게는

자신을 생성하는 하나의 마이크만이 주어질 뿐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몫’은 래퍼의 목소리가 래퍼 자신을 우선할 수밖

에 없는 이유를 암시한다. 사실 힙합의 ‘원형’에서 래퍼의 목소리는 DJ의

비트 위에서 춤추는 댄서들을 위해서 말로 리듬을 더해 흥을 돋우던 역

할이었다. 그에 비해 현재의 모습은 다소 외롭고 고독하다.

지그문트 바우만(2018: 20-24)은 전지구적으로 ‘개인화된 사회’에서 ‘말

로 표현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모두 이래저래 끊임없이 관여하고 있는 행위이다. 말로 표현하는 행위가

없이는 어떤 삶의 경험도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없다. 말로 표현하는 행위가

가장 큰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는 ‘일생’을 이야기로 말할 때이다. (…) [그러

나] 말로 표현하는 행위는 어떤 가능성들은 열어주고 또 어떤 가능성들은 닫

아버린다. 우리 시대에 말로 표현되는 이야기들의 두드러진 특성은 사회가 작

동하는 방식 및 수단과 개인의 운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들을 추적하기 어려

운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하고 싶어 못 견

뎌하는 성향이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찾

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바우만은 현대사회에서 말로 표현하는 행위를 양가적으로 바라보고 있

다. 우선, 삶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은

더 고립될 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관여하고 행위하기 위해 삶을 이야

기해야 한다. 반면에, 너무도 많은 삶의 ‘중얼거림’은 정작 사회의 구조적

이고 결정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더구나 개인화 현상은

나 자신의 이야기가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믿게끔 만든

다. 그럼에도 바우만(2018: 27-28)은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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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애쓰는, ‘점점 더 개인화되어가는 개인들’이 처해있는 여건이 바뀔

때마다 이를 다시 말로 표현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현재 상황에서 (…)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추구할만

한 가치가 있는 가능성들을 선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들이 배

제되고 몰수되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바우만은 그러한 “임무”의 수행을 ‘사회학자의 소명’에서 찾고 있지만,

놀랍게도 연구자는 대구에서 래퍼들로부터 그 임무의 의도치 않은 수행

을 목격하고 있다. 래퍼들은 각자 삶의 이야기가 굉굉 울리는 소음 더미

속에서 대립하고 연대한다. 이 와중에 아무도 듣지 않을 것만 같은 사회

에 대고 자신의 이야기를 래핑한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들의 삶

의 이야기와 목소리는 기록되고 사회적으로 공명하면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대구 래퍼의 라이프스타일 선택과 지속은 개인적인 동기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일종의 ‘자유로운 구속’이라고 볼 수 있는 래퍼의 열정

은 자신을 일정 부분 구조화하면서도 자신에게 다른 대안의 선택지를 제

공하기도 한다. 그 가능성은 연행으로서의 랩, 즉 래핑하는 이들 간의 사

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다. 나아가 래퍼가 아닌 사람조차도 랩 세

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랩 세계는 래퍼가 아닌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랩 세계를 포함하는 힙합씬은 힙합장을 실제 장소에서 실현화한다. 달

리 말해,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선명한 힙합장은 다시 우리의 인식 바깥이

자 동시에 우리의 몸과 목소리가 공명하며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연행으

로 현시한다. 연행은 현장을 소환한다. 아무리 기술복제 매체로 그 이미

지를 걸러내도 실존을 준거점으로 둔 연행의 시공간은 잔존한다. 랩과

래핑의 문화적 결합은 이 연행의 시공간을 원천으로 두고 있다.

래퍼의 개인적 동기는 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환을 거치면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고 나아가 ‘래퍼다운 래퍼’, ‘힙합다운 힙합’이라는

불분명한 상징을 향해 내딛는 힘을 얻는다. 이처럼 라이프스타일 집단으

로서의 래퍼는 ‘개인화된 래퍼’의 표상을 한참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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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래퍼다운 래퍼는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일까? 안타깝

게도 그렇지 않다. 대구 래퍼의 ‘래퍼되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정체성 혼란, 의례와 상징의 소멸, 생계 문제 등과 같은 위

기를 겪는다. 위기들은 래퍼를 내적으로 단단하게 만들면서도 사회적으

로 경직되게 만든다. 대구 래퍼는 래퍼가 되기 위해 여러 사회ž문화ž경제

적 여건을 통과하며,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래핑의 공간에 새

로운 숨결을 부여할 대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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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구 래퍼되기의 사회·문화·경제적 여건

상식선에서 래퍼는 랩을 하는 사람이다. 랩은 형식적으로만 보았을 때,

‘리듬과 박자’에 맞춰 ‘운율과 각운’이 갖춰진 말을 ‘소리를 내어 뱉는’ 행

위다. 이 정의에 따르면, 랩을 하는 사람은 리듬과 박자, 운율과 각운, 소

리를 내어 뱉기라는 세 가지 ‘표현’을 익힌 사람이다. 악기를 다루거나

음정을 다뤄야 하는 여타 음악 장르에서 요구하는 실기시험의 기준을 떠

올려 보면, 랩이 요구하는 기준은 박자 감각이 있거나 말을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래퍼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나

학위를 제공하는 ‘유일한’ 경로로서 어떠한 권위적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84)

무엇이 래퍼를 래퍼답게 만드는 걸까? 상기한 세 가지 표현에 따라 랩

을 (못하고 잘)한다고 해서 래퍼가 되는 게 아니라면, 래퍼는 어떻게 래

퍼가 되는 것일까? 공식 음반을 낸 래퍼만이 래퍼라면, 어떤 음반도 공

식적으로 발매하지 못한 채 공연만을 즐기는 래퍼는 래퍼가 아닌 걸까?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들은 래퍼가 ‘랩을 통해’ 듣고, 보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 장소로 우리를 초대한다. 래퍼와 래퍼가 아닌 사람 사이의 틈. 이

모호한 차이에는 전 세계의 젊은이를 사로잡은 랩과 힙합 문화의 심오한

매력이 도사리고 있다.

1. 래퍼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

내 생애 최고의 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탐구영역 시험지 위에 쓰였다. 나

도 3번 문제까지는 내게 없는 것을 끌어내려는 헛된 노력을 해보았다. 그리고

84) 물론, 서울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형태를 띠는 ‘랩레슨’이 존재한다. 대구를
포함한 지방도시의 랩/힙합씬에도 사교육 형태의 랩레슨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유일한 제도화의 경로로 존재하지는 않고, 현재까지도 힙합장 내에서
레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은 논란이 있다. 즉, 시험을 통하여
래퍼의 자격을 권위적으로 인정하는 교육 제도는 현재로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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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시간엔 전념을 다해 시를 다듬었다. 아름다운 걸작이었다. ⌜너의 정

체(正體)는 정체(停滯)되었다!⌟ (…) 종이 울리자마자 시험 감독관의 두꺼운

손등이 기습적으로 내 시험지를 낚아챘다. 시를 미처 다른 종이에 옮겨 적기

도 전이었다. (…) 다른 시험지들 사이에 섞여 고사장 교탁 위에 놓였다. (…)

그 후 (…) 교육부 청사 어딘가 놓인 문서 분쇄기로 빨려 들어가 영원히 흩어

졌다. (…) 삶이 답안지의 하얀 바탕을 채색하여 쟁취하는 것이 되었을 때, 나

는 내 삶의 통제권을 손에서 놓아버렸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너의 정체(正

體)는 정체(停滯)되었다!⌟의 주제이기도 하다. 나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다

(손아람, 2018: 14-15).

작가 손아람은 자신의 자전적 소설『진실이 말소된 페이지』(2018)에

서 한 언더그라운드 래퍼의 고등학생 시절과 성인이 된 직후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시대 배경은 이제 막 홍대에 언더그라운드 랩/힙합씬이 자리

잡았던 2000년대 전후반이다. 운이 좋게도 그는 힙합 음악을 좋아하던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함께 팀을 구성한다. 그들이 음반사를 만나 계약

하고 녹음 작업에 이르기까지의 서사를 따라가며 저자는 2000년대 뜨거

웠던 홍대의 언더그라운드 랩/힙합의 하위문화적 장면을 묘사한다.

길게 내려 입던 통 넓은 청바지와 나이키 운동화, 학교 운동장 뒷벽에

그래피티를 그리기 위한 도색용 스프레이, 창작에 있어 기교와 의미 사

이의 선택과 고민, 작곡에 있어 ‘샘플링 기법’과 ‘라이브 악기 연주’ 사이

의 가치판단과 토론, 공연을 통해 새롭게 만나게 된 인연과 모험 그리고

갈등에서 나타나는 열정적이고 젊은 래퍼들의 모습을 소설은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정체된 것만 같은 자신의 정체성’에 힙합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불어 넣었다.

랩/힙합이 지닌 매력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유혹하기 충분했다. 젊은

이들은 랩이라는 간편한 수단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

았다.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어떻게든 자신과 같이 랩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타인을 만났고 뜻을 함께했다. 그것의 발현은 인종, 젠더, 세대 등

의 구분을 경유하면서 드러났고,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랩/힙합이 대중

적인 장르가 되기도 했다.



- 120 -

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

히 이들에게 ‘래퍼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선 의문으로 남았다.

대구의 래퍼를 연구하겠다고 찾아온 ‘연구자’라는 정체성은 이들에게 자

기 자신을 래퍼로 소개하는 것에 대한 주저와 고민을 자극했고, 초점집

단 면접의 경우에는 래퍼들의 ‘래퍼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토론으

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들에게 ‘래퍼’란 규정은 다소 불편하고

불확실한 것이었는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였다:

1) 랩의 형식을 벗어나는 래퍼 자신의 스타일

2) 프로와 아마추어와 같은 직업적 구분에 부합하지 않는 래퍼 자신의 상황

3) 공식 음반이 없이도 래퍼로 살아온 사람들

이러한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났던 건 시준과 나태 그리고 연구자가 함

께한 초점면담(21년 4월 20일)에서였다:

연구자: 시준 씨는 랩한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안 밝히고 혼자서 한 건가요?

시준: 밝히진 않았죠. 혼자 가사 쓰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래도 랩이 다르니

까 노래방 가면 티가 나잖아요. 그냥 랩 잘하는 친구였죠.

연구자: 당시엔 래퍼는 아니었다? 지금은 스스로 래퍼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시준: 절 소개할 때 ‘대구에서 랩하고 있는 시준입니다.’ 이러지만, 스스로 래

퍼라고 생각 안 해요. 음원이나 음반 한 장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앨범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저한테 명함이잖아요. 사운드클라우드의 곡은 많

지만, 그걸로 래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연구자: 노지는 앨범 하나 없잖아요. 여기서 다들 노지가 래퍼냐고 물어보면,

래퍼라고 하지 않을까요?

시준: 당연하죠. 그렇겠죠.

연구자: 왜 그럴까요?

시준: 딱히 나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랩하면 래퍼지만, 본업으로 삼아

야 래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림을 취미로 그린다 해서 화가라고

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모순적이긴 한데 노지형이 랩하는 형이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래퍼’라고는 못 말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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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시준이 랩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싸이퍼를 통해 형들을 만나

게 되며 더욱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에 몰입하게 되는 과정을 주제로 나아

가던 중에 ‘자신을 래퍼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주제로 틀어졌다. 시준은

자신이 현재 래퍼로 살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간에 음원이나

음반의 존재유무로 따졌을 때, 자신은 ‘래퍼’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즉,

시준은 ‘자신이 랩을 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래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그 구분에는 ‘본업’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자리하고 있

었다.

시준과의 면담은 갑작스럽게 나태까지 포함한 초점면담이 되었다. 시

준과 연구자는 나태의 작업실에서 면담하고 있었는데, 나태가 중간에 참

여했다:

시준: 저는 아직까지 제가 래퍼라고 생각하진 않고, 랩을 하는 사람...

나태: 뭔 차이인데?

시준: 차이 별로 없긴 한데, 지금은 당당하게 래퍼라고 말 못 하겠어요. 앨범

내면 달라질 수도 있겠네.

나태: 넌 래퍼의 자격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

시준: 네.

나태: 그게 뭔데? ‘실력’이야?

시준: 그건 무조건 뒷받침돼야 하는 거고.

나태: 나는 증명 없어도, 실력이나 자기 예술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옛날

에 앨범 한 장 없는 래퍼들 많았어. 한국 힙합 현주소가 홍대의 ‘마스터플랜’

이었을 때, 힙합은 장르가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형태였단 말이야. 우린 현재

에도 그들이 래퍼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해. 그때는 문화적인 걸로 인정받는

거니까 앨범 한 장 없어도 래퍼고, 이젠 시대가 바뀌어서 앨범 한 장도 없으

면 래퍼가 아니다?

시준과 나태의 대화에서는 몇 가지 다른 문제가 추가되었다. 나태는

음원과 음반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기 증명이 아닌, ‘문화적인 상호 인

정’으로 살아갔던 래퍼들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시대의

기준이 달라진 걸까? 과거 하위문화적 정체성이 래퍼의 정신을 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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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때로부터 다소 달라진 지금, 이제 래퍼는 음원과 음반이라는 ‘명함’

을 몸 안에 품고서 음반과 공연의 정기적인 수입으로 먹고사는 ‘직업’이

되지 않으면 래퍼가 아닌가?

김봉현(2020)은 한국 힙합장 중심부에 있는 래퍼들에게 ‘직업으로서 래

퍼’에 관해 인터뷰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래퍼마다 조금씩 달랐다. MC

메타의 경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래퍼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

다고 보냐는 질문에 “직업으로 가는 과정”이며, “래퍼로 데뷔할 수 있는

구조”가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신의 보험 설계사가 자신의 팬임에

도 불구하고 직업란에 MC메타를 래퍼가 아닌, 대학교수라고 적는 일화

를 소개하면서, “아직 래퍼를 직업으로 안 보는” 사회의 분위기가 만연하

다는 사실을 강조했다(ibid: 48). 레이블 대표이기도 한 래퍼 팔로알토는

“아무리 랩을 잘해도 돈을 못 버는 래퍼”가 씬에 많으며, “그래서 더 자

기만족이 중요”하다고 했다(ibid: 75). 래퍼 화나는 래퍼를 직업이라고 처

음 느낀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소울컴퍼니 활동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이 공연에 찾아오고 연일 공연이 매진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내

가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아마추어는 아니구나’라고 느꼈죠”

라고 답했다(ibid: 143).

래퍼이자 작가인 박하재홍은 직업 및 정체성과 관련한 질문에 일종의

쐐기를 박는 대답을 했다(ibid: 304):

전 어떤 사람이 항상 랩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그 사람을 래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음악적 성과가 있어야만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질문: 일종의 생활 체육 같은 개념인가요? ‘생활 래퍼’처럼요.

그렇죠. 기준은 모호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랩을 했을 때 멋있어 보

이고 캐릭터도 살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도 준다면, 그 정도만 돼도 래

퍼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평범한 래퍼도 ‘나처

럼 살면 힙합이고 래퍼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는 자신을 래퍼라고 생각하

거든요. 매일 랩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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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래퍼를 직업/비-직업으로 나누는 질문들에 대한 쐐기이기도 하지

만, 한국 사회의 시선에 의해 읽히는 래퍼가 아닌, 힙합 문화 안에서의

래퍼라면 직업 정체성이 무슨 의미냐 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

하재홍을 제외한 다른 래퍼들은 스스로 래퍼를 직업으로 삼으며 살아간

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의식 속에서 내놓은 대답 이면엔 프로와 아

마추어의 경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래퍼의 정체성에 있어, ‘직

업’을 축으로 ‘프로/아마추어’의 경계가 작동하는 영역과 ‘힙합 문화’를 축

으로 ‘랩다운/답지 않은 랩’의 경계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나뉘고 있다. 나

태와 박하재홍은 정확히 후자에 서 있다.

홍대 마스터플랜의 좁은 공연장으로부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눈

씻고 찾아봐도 ‘아마추어’밖에 없었지만 그럼으로 모두가 ‘프로’이기도 했

던 때, 래퍼의 하위문화적 정체성은 대중화의 물결을 따라 각자의 경제

활동, 가치관심, 지위나 위신에 대한 열망 등에 의해 선택된 혼종적 정체

성으로 분화되었다. 이는 한국 힙합이 태동한 지 20여 년 만에 경제적으

로 성공한 래퍼들이 꽤 생겨났고, 래퍼들을 대상으로 직업 정체성을 묻

는 인터뷰가 2020년에 이뤄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현

상이다. 한국의 인디음악 중 이러한 경제적 상승을 이룩한 건 힙합뿐이

다. 래퍼 스윙스는 한국 인구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많은 래퍼가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ibid.).

이 지점에서 대구 래퍼들은 래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쉽

사리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래퍼 노지의 경우에는 자신을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소개하면서도 자

신은 마치 유명한 BJ ‘침착맨’ 경우처럼 놀면서 돈을 버는 경지에 다다르

고 싶다고 했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취미’로 언더그라운드 랩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반면, 탐쓴에게 랩은 자신이 ‘본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이면서도, 스스로 음반에 쏟아붓는 투자금에 대

한 자부심을 보였다. 그 또한, 어떤 외적인 투자와 압력을 눈치 보지 않

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언더독” 래퍼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둘 다 자신

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래퍼를 취미와 직업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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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구 랩/힙합씬의 한 구성원임에도

이들에겐 일/여가의 구분에 있어서 하나로 합의되는 래퍼에 대한 정의가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나태는 직업에 한정될 것만 같던 ‘래퍼란 누구인가?’ 하는 대화 주제를

‘라이프스타일’과 가짜/진짜가 문제시되는 ‘진정성’, 그리고 ‘문화적 차이’

로 뻗쳤다:

나태: 한국 사회의 인식관이 (힙합) 문화가 자리 잡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됐

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선 ‘그래서 넌 뭐 하니? 옆집 걔는 뭐 한다니? 직

업이 뭐라니? 돈은 얼마 번다니? 꿈이 뭐니?’ 하면, 사람들 ‘직업’을 말하는 거

잖아요. 힙합은 라이프스타일이니까, ‘나는 래퍼예요’에서 ‘나는 랩하고 살고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어’로 대화가 이뤄져야 하죠. 그런데 랩으로 돈을

못 벌면, 래퍼가 아닌 줄 아는 거야.

‘난 래퍼예요’ 하면 돌아오는 질문 뭔지 알아? ‘<쇼미더머니> 안 나가요?’

‘돈 얼마 벌어요?’ ‘유명해요?’ 나 오늘도 또 들었어! 이게 라이프스타일이란

걸 모르는 거지. TV 안에선 못 보는 곳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듣고 사는 이

런 삶이 있는 건데. 그게 힙합이라고 불리든 말든 내가 래퍼라고 불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난 그냥 힙합 좋아하고 랩하는 거 사랑해요. 그런데 남이 볼 때는

그걸 규정하려 하는 거죠.

나태는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듯이 이야기했다.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쏟아냈지만, 한국과 미국의 사회문화를 비교하는 부분만 빼고 간추리자

면 다음과 같다. ‘랩/힙합의 세계 안에서 래퍼의 정체와 그 세계 바깥에

서 래퍼의 정체는 다르다.’ 랩 세계 안에서 래퍼는 ‘동일률’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상호 인정의 관계 속에서 실력과 진정성을 비교하며 끊

임없이 존재가치가 협상되는 존재이다. 그가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

이 없고, 자기다우며, 멋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는 2000년도 대구 랩/힙

합씬을 탄생시켰던 대구힙합동호회와 힙합트레인에겐 당연하게 인식되던

사회적 논리였다.

하지만, 현재 대구 랩/힙합씬에서 래퍼들이 겪는 혼란은, 나태가 말한

것과 같은 세계상을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은 현상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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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가 말하는 “나다움”과 “리얼함”은 힙합 안에서 빛을 발한다. 여기서

‘힙합’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미의 공간이다. 이는 분명 서로의 존

재를 인정해주고 “리스펙”받을 만한 행동을 보면 그에 걸맞는 존중을 표

현하는 도덕 공동체를 표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대구 래퍼들은 모두

이 ‘힙합’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나태는 설문지를 보다가 연구자에게 이렇

게 되물은 적이 있었다.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단어가 웃겨요.

‘랩/힙합’이잖아요. 이게 요새 붙어 있을 수 있나? (웃음) 그러니까 요새

랩이 힙합적이냐?”

나태의 되물음은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이 개인적이냐 사회적이냐 하는

질문을 포괄한다. ‘랩’은 래퍼의 표현 형식이라면, ‘힙합’은 그 표현이 인

정되고 존중되는 사회다. 나태에 따르면, “요즘 래퍼”는 ‘힙합 안에서의

랩’을 하지 않고 힙합과 상관없는 랩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직업으로서의 랩’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태가 보기에 그것을 추구하는

건 진정한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다.

스테빈스(Stebbins, 1997: 351)는 라이프스타일과 사회적 정체성의 연

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몇몇 라이프스타일은 그들의 참여자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제공한다. 달리 말

해서, 참여자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에 따라 더 큰 공동체의

적어도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는 사람들이라는 넓은 범주의 구성원이다. 매춘

부들, 해변 거주자들, 여행하는 행상인들, 그리고 제도화된 성인들은 많은 사

회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특징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식별가능하다. (…) 몇몇

라이프스타일은 더 큰 공동체에서 인지가 안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여자 자기 자신들 속에서도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 그들은 하나의 사

회적 정체성을 거의 제공할 수 없다.

스테빈스는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은 참여자 본인에게 의미 있는 행동으

로, 즉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정체성을 제공하지

않는 문제만을 논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래퍼의 상황은 스스로 가치 있

는 행위라 여기는 라이프스타일 안에서조차도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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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이 도출되지 않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달리 말해, 더 큰 공

동체(힙합 문화)에서 인식되었던 라이프스타일이 오늘날 그렇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더 이상 참여자들이 더 큰 공동체를 인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또는 힙합 문화보다 큰 한국 사회를 더욱 의식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래퍼라는 라이프스타일 집단 내부에서 정체성

을 인식하는 방식에는 어떤 단절과 분절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정체성의 문제는 어떤 직업이든,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든 간에 언

제나 ‘형성 중’에 있다. 아마추어 권투선수나 프로 축구선수조차도 자신

의 사회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 끝없는 변형 과정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들에겐 자신의 몸을 걸고 연행에 임하는 희생 의례와 같은 상징적이고

공동체적인 측면이 강하게 남아 있다(신문규, 2015; 홍성훈, 2017). 반면

에, 래퍼들에겐 오늘날 그 정도의 상징적인 의례를 경험해보는 것 자체

가 문제로 남는다. 래퍼들은 어떻게 자기 정체성의 사회적 체현을 경험

할까? 아무리 그들이 상징과 의례가 빈약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

에 의문을 지닌다고 할지라도, 래핑하고 성장하며 ‘몸’으로 경험하게 되

는 래퍼로서의 감각은 있기 마련이다(Csordas, 1990; 이수유, 2018:

241-252에서 재인용).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단순히 래퍼의 정체성이 직업이냐 아니냐 하

는 ‘규정’의 문제를 떠나서, 더 큰 사회적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성연주와 김홍중(2015)이 발견한 한국 힙합장의 ‘상징자본의 빈곤 현상’

의 영향력이 지방도시의 랩/힙합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다들

각자의 기준에 따라 ‘랩과 힙합’을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로 공명하

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다.

2. 약해진 의례와 상징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구 랩/힙합씬 내에 래퍼들이 래

퍼다움을 느낄만한 집단적 의례가 약화하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의례가 사라지고 있다니? 아무리 현대사회의 젊은이 문화가 온라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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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화되었다는 인상을 준대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젊은 래

퍼에게 래퍼가 되어가는 과정이 의례로 자리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한병철(2018)은 현대사회에서 의례가 상품화 및 디지털화에 의해 강화

된 자기 가치에의 도취(나르시시즘적 자존감)로부터 밀려나고 있음을 지

적한다. 그는 신자유주의, 상품화, 디지털 소통매체의 기술 등이 탈상징

화와 탈의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연대의 매체로 기능하

는 상징은 오늘날 점점 더 사라져간다. (…) 상징의 소멸은 점점 더 심해

지는 사회의 원자화와 짝을 이룬다”(ibid: 15-16). 메리 더글라스는 일찍

이 이를 경고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공통의 상

징을 통한 결합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다”(더글라스, 2016: 51; ibid: 15

에서 재인용).

리처드 세넷(2013: 31-32)은 현대사회에서의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하면서, “사람들이 협력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탈숙련화’(de-

skilling)”되어왔음을 지적한다. ‘탈숙련화’는 “산업 생산에서 복잡한 기계

가 장인 노동을 대체하는, 즉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현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조업에서나 서비스업에서 값비싼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

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탈숙련화는 사회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일어

나고 있다.” 세넷은 사람들의 불평등, 유동적인 단기 노동 등의 여건이

타자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하여 “사회적 접촉을 더 피상적으로 만들고”

종국엔 사람들이 “복잡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협

력의 기술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비판한다. 대구 랩/힙합씬, 나아가 한국

힙합장에서는 ‘공통의 상징을 통해 결합하거나’ ‘의례를 기획하고 연행하

는 기술’을 잃어버리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징후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대구 랩/힙합씬에서 일

어나고 있었다:

1) 래퍼들의 라이프스타일-정체성의 약한 연관

2) 프리스타일 싸이퍼의 의례적 기능 약화

3) 지방 랩 공연의 (양적인 의미에서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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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퍼의 의례적 기능은 어떻게 약화되었을까? 현재 대구에서 싸이퍼

를 의식적으로 개최하려고 노력하는 래퍼는 노지와 도원뿐이다. 싸이퍼

는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나름의 ‘전통’이 있는 놀이다. 전통은 불연속

적으로 전승되었고, 끊어질 때마다 맥을 이어갈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

긴 했지만, 운이 좋게도 누군가가 제때 등장해 맥을 이어왔고 그것이 노

지까지 내려왔다.

노지에게 스피커를 이어받고 5년간 열심히 개최해왔지만, 지금은 손을

뗀 나태에 따르면, 2010년대의 싸이퍼는 “그 문화 자체에서 만나고 랩을

하는 게 ‘등용문’이 될 수도” 있었다. 한때 “대구의 랩/힙합씬은 싸이퍼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나태: 지금은 옛날만큼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댄서처럼 “연습해야지, 수업해

야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겐 없으니까. 우린 싸이퍼가 다인 데, 모인 애들이

그리 진지하지도 않고. 지들끼리 음악 작업실에서 멋진 척하고 미성년인데도

담배 피우고 녹음하고 하는 게, 싸이퍼 나와서 랩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달라졌어요. 개인한테 맡겨야 하는 일이 됐어요. 씬이 이끌

어줄 힘 같은 거는 없어요. 재미없고 안 어울리면 그 사람이 떠나요. 어차피

재미있는 거 많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싸이퍼는 어차피 못

먹고 사니까. 난 그런 걸 교육할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지도 못

하니 역할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고, 노지형이랑 내린 결론은 프리스타일 랩 좀

할 줄 아는 애들이 노는 ‘놀이터’다.

나태의 증언에 따르면, 대구 싸이퍼는 대구 랩/힙합씬에서 나름의 ‘교

육의 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노지의 생각엔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나태의 생각엔 <쇼미더머니>의 등장 이후로 참여자들이 점점 어려지고

그들의 태도 또한, 싸이퍼 문화 내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경우가 많았

다. 스마트폰, TV 경연 프로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 효과는 세대 간 문

화적 차이를 키웠고, 상호 이해의 간극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

교육 형태로 제도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랩레슨 체계와 전국적으로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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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경제를 활용하는 사교육 형태의 랩레슨 또한, 싸이퍼의 교육 기능

을 더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례로는 공연을 빼놓을 수 없다. 랩공연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기에 공연 자체가 소멸하고 있다 할 순 없다. 다만, 대부분의

랩공연이 상징적인 의례로 상연되진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오늘날

그 정도로 관객을 고조시키고 흥분시킬 수 있는 래퍼들은 많지 않고, 관

객 자체가 거의 없다. 대체로 많은 대구 랩공연이 공연자들만을 위한 공

연인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래퍼 자신이 대구의 중요한 공연장인 클

럽 헤비나 락왕과 같은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획하고 연행하며 인정을

주고받는 공연은 의례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다. 이런 의례적

연행들은 주로, 대학 랩/힙합 동아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싸이퍼와 랩공연의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구의 랩공연 전성기라 할 수 있는 2010

년대와 비교해보면, 당시엔 길거리 캠페인과 대구 이름을 걸고 하는 랩

공연에 관객이 많았다. 오늘날 랩공연의 축소는 대구 랩/힙합씬을 구성하

는 래퍼 개개인에게 인식되고 감각되는 중대한 현상이다.

김찬호(2019: 41-43)에 따르면, “근대 이후 사회가 급속하게 변모하면

서 인간의 생애 경로가 불안정”해졌다. 변화가 급할수록 방향은 혼란스

러워진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젊은이들의 불안은 증대한다. 그

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세속적 의례’라고 할만한 신입생 환영회, 생

일 파티, 졸업식 등과 같이 자기들만의 의례를 즐기면서 결속을 다지고

그들만의 “편안한 사회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런

데, 거기에서 형성되는 사회는 어떤 성격을 띠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김찬호는 조지프 캠벨을 인용하며, “젊은이들 사이에 행해지는 의례들이

전체 사회와의 접점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캠벨(2002: 35;

ibid.에서 재인용)은 뉴욕시의 곳곳에 그래피티를 그리는 젊은이들에게

나름의 불문율, 입문 의례, 도덕률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은 도시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본다. “이들은 나름의 입문 의례를 치르

지만, 이들이 입문하는 곳은 우리 사회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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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와 캠벨이 상정하는 젊은이들의 의례는 꽤 폐쇄적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이루어, 거기에 들어가는 통과의례를 만

들고 내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다. (…) 캠벨의 견해에 따르면, 많

은 경우 그들은 자기들만의 고립된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지, 사회 일반

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응집력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사회로

부터 격리되고, 더 나아가 반사회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ibid: 43).

김찬호의 이러한 지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상징자본이 빈곤한 상황에서

새로운 의례 발명에 필요한 대구 래퍼가 참고할만한 세부사항을 일러 준

다. 그러나, 대구 래퍼들은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할 대로 경험하여

‘폐쇄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싸이퍼는 공원이라는 장소에서 열리

는 만큼 개방적이다. 나태는 싸이퍼를 “열린 문화”라고 칭한다. 길을 지

나가는 사람 누구나, 싸이퍼를 개최한다는 공지를 확인한 사람이면 누구

든지 참여할 수 있다.

싸이퍼의 교육적 기능은 싸이퍼가 하나의 의례가 될 수 있게끔 지탱하

는 문화적 축 중 하나였다. 그것이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

게 싸이퍼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걸까? 오로지 래퍼 노지의 노력 때

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의도적인 교육의 목적이 없

어졌다 하더라도, 싸이퍼의 ‘연행’ 자체가 굉장히 의례적이며, 여전히 그

것에서 뭔가를 얻어 가는 래퍼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코튼마우스는 대

구 래퍼 마일로에게 랩레슨을 받았지만, 마일로는 그에게 싸이퍼에 나가

서 노지라는 래퍼를 만나보라고 권유했다. 그의 음악 스타일이 거리의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이었다. 마일로와 친분이 있는 노지는 “음악의 결

로 따졌을 때, 마일로는 굳이 싸이퍼를 나가거나 할 필요가 없는 느낌의

스타일의 음악을 한다면, 코튼마우스는 ‘거리 음악’에 가까운 랩을 하니

까 싸이퍼가 얘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마일로는 판단했고. 그래서 저

를 소개해줬죠”라고 말했다. 코튼마우스에게 싸이퍼 연행은 래핑할 때

발생하는 긴장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됐다.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대구 싸이퍼의 의례적 측

면이 돋보이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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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스타일 래핑에의 몰입

2) 1-2시간 정도 진행한 후 약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 대체로 물을 마시고

흡연하기

3) 싸이퍼가 끝나고 난 후, 동성로의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하기

4) 서로 마음에 맞으면, 래퍼의 작업실이나 힙합클럽에 놀러 가기

과거에 비교하면 규모도 열기도 줄었지만, 전통을 고수하려는 몇몇 래

퍼들(싸이퍼가 열리면 주로 정기적인 참여도를 보이는 노지, 도원, 투머

치블랙, 시준 등) 덕분에 싸이퍼의 의례적 연행은 앞으로 더 유지될 가능

성이 있다. 공원-국밥집-작업실로 이동하는 여정에서 그 끈끈한 연대가

형성되고 누적되기도 한다.

래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캠벨이 지적한 것과 같이 사회 전반으로부

터 폐쇄적이고 잘 녹아들지 못하는 래퍼들은 오히려 싸이퍼의 검열 대상

이 되기도 한다. 싸이퍼는 열린 문화지만, 동시에 조금이라도 허세가 심

하거나 공격적이다는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디스(diss)의 대상이 된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반기며, 사회와의 접점도 반긴다. 대구 싸이퍼에서

는 사회 일반에서 요구하는 도덕과 예의가 여전히 중요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솔직하게 래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래핑의

과정에서 멋이 없는 존재는 가차 없이 비판받는다. 열린 문화이지만 동

시에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은 보이지 않는 도덕적 기준치를 현장에서의

래핑을 통해 뚫어내고 관계 맺기에 성공한 사람들만이 싸이퍼에 오랜 기

간 참여할 수 있다.

랩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한 사례인 이센스, 노지, 탐쓴, 코튼마우스, 시

준 등, 이들은 대구 랩/힙합씬에서 랩대회의 경력으로 자신의 실력을 뒷

받침하는 래퍼다. 이센스는 두 번의 연이은 랩대회 우승으로 곧바로 힙

합트레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노지 또한, 동성로 축제와 함께 열린

랩배틀 대회의 우승 경력으로 힙합트레인의 무대에 오르게 된다. 탐쓴은

2021년 제2회 전태일힙합음악제에서 우승했다. 코튼마우스는 ‘2020년

ROOKIES OF KAC 시즌7’(이하 ROK 대회)에 나가 우승했다.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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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금 및 KAC(한국예술원) 입학 시 장학금을 받는 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그는 현재 서울에 올라가 KAC를 다니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입증’

은 힙합 프로젝트 ‘사운드브릿지’의 참여로 이어졌고, 이후 여러 공연에

오르게 되었다. 시준도 ROK 대회에서 참가하여 10위 안에 드는 성적을

거두었다. 사운드브릿지는 코튼마우스와 시준을 무대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랩대회 경력은 대학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구 랩/힙합

씬 내에서 랩 재능을 인정받는 공적이고 공식적인 상징이 된다. 연구자

가 싸이퍼에 참여했을 때, 코튼마우스는 프리스타일 랩배틀에서 종종 친

근한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래핑이 버벅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래퍼들은 그의 랩실력을 인정했다. 그의 작사(written)

랩은 씬 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강렬한 의례 형식은 ‘공연 뒤풀이’다. 연구자는

총 5회의 공연 뒤풀이를 참여관찰했다. 공연과 뒤풀이는 상호 불가결한

의례다. 다만, 그 연관이 얼마나 강한가의 문제가 있다. 어떤 공연 뒤풀

이는 소위 ‘의례하는’ 형식 위주의 것이 되기도 한다. 반면, 어떤 공연 뒤

풀이는 ‘삶의 내용’으로 넘쳐흐른다. 술과 안주, 가슴을 울리는 스피커 속

비트와 몸짓들, 기타 연주와 ‘떼창’ 등이 복합적으로 어울리는 시공간은

그 무대가 작업실일 때도 클럽일 때도 길거리일 때도 있지만, 서로가 예

술적 호기심과 표출 욕망으로 얽히고설키면서 사적 감정과 공적 감정이

접합한다는 점에서 같은 시공간의 범주에 머문다. 이러한 형식의 공연

뒤풀이는 일정한 혼돈과 마음의 정착을 동시에 가져온다.85)

그것이 벌려 놓는 래퍼들 간, 예술가들 간의 틈새에는 복합적이고 진

솔하며 실패하기 쉽고, 하찮고 가벼워서 즐거운, 그리하여 ‘낭만이 있는’

소통들이 여기저기에서 정신없이 오간다. 가령, 어떤 래퍼는 자신이 참여

한 음반의 프로듀서와 또 다른 음반 제작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블루스’

라는 장르와 ‘랩’의 결합에 관해 이야길 나누고, 어떤 프로듀서는 연구자

85) 이것이 대구 랩/힙합씬 전반에 미치는 공동체적, 선순환적인 영향은 Ⅴ장에
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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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살아온 삶의 궤적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어떤 댄서는 래퍼들

에게 가장 간단하고 멋있게 출 수 있는 춤을 알려주고, 어떤 래퍼는 소

주병을 공연 포스터 통에 꽂아 들고 다니면서 마치 와인처럼 빈 소주잔

에 술을 따라주고, 어떤 래퍼와 댄서는 함께 즐길 음악 리스트를 인터넷

으로 찾아 트는 DJ 역할을 자청한다. 작업실 내 어떤 방에서는 기타를

치면서 떼창을 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장소

를 생성하는 것이 공연 뒤풀이 의례다. 여기서 래퍼들은 자신이 왜 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얻어 간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한 래퍼들

의 존재를 모두가 함께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사

실 자체로 그들은 존중받는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에 대한 연관은 약

하지만, 그만큼 사회 일반과의 연관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도모하고 있

다. 현재 대구 래퍼들은 단순히 ‘래퍼’라고만 설명하기에 다채로운 일들

을 병행하고 있다. 가령, 나태는 공연기획과 문화기획 쪽에서 굉장한 실

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랩 실력은 5년간의 싸이퍼, 사운드클라우드,

공연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의 작업실 식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예술가 친구는 그의 랩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래퍼’에만 머물지 않

고, 랩공연을 열만한 장소를 찾아 도시를 돌아다닌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는 래퍼가 어떻게 ‘래퍼’가 되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 래퍼들의 인식 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

구 래퍼되기의 사회ž문화적 여건은 래퍼의 의례가 소멸하는 과정과 함께,

미약하게나마 연결되는 전통 그리고 세속적 의례가 유지되는 형태를 띠

고 있다.

3. 생애 단계에 따라 직면하는 래퍼의 생계 문제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생리적인 연명을 넘어 의미를

빚어내는 것이 삶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을 창조한다. 인간은 역사를 만

드는 동물이다(김찬호,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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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가 된다고 해서 래퍼로 살아가는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젊은

래퍼들은 자신의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생계의 문제를 마주한다. 어떤

래퍼는 ‘거주’와 관련하여 고통을 겪고 극복해낸다.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발생

하는 문제들, 반복되는 탈위(displacement)와 정착, 극도의 빈곤을 경험한

다. 이 경우엔 정착을 위한 거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공동생활을 하거나, 여러 사람과 작업실을 공유한다. 반면,

독립하지 않은 고등학생의 경우나 성인의 경우에는 직업의 문제가 중요

하다. 래퍼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랩을 한다. 어떤 래퍼는 랩으로 먹고사

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래퍼는 랩을 취미로라도 계속하는 꿈을 꾸기

도 한다. 분명 래퍼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방어할 수단으로 랩을

충분히 활용하지만, 현재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랩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존적 문제는 대체로 래퍼가 아닌 우리 모두가 겪는 일반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래퍼들은 이를 랩으로 승화한다 – 또는 그러지 못한

다. 랩은 이들에게 정신적이면서도 물질적인 극복(또는 절망)의 수단이

된다. 특히, 가사와 공연을 통해서 이러한 지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는 래퍼 나태의 생애사를 따라가면서 지방도시에서 래퍼가 생존

문제의 극단까지 몰렸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기억에 대한 회

고와 현재와의 연결성을 따지다 보면, 한 예술가의 음악적 삶을 경유하

여 대구의 음악적이고 도시적인 ‘지금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가 기

억한 일련의 사건들은 시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가 마련해 준 경험적

‘기억 기계’(Auge, 2002: 4; Cohen, 2012: 138에서 재인용)를 활용하여 우

리는 시공간적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

1) 탈위와 정착의 여정

나태는 래퍼로 살아가면서 한동안 정착하지 못했다. 물론 그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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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인 스스로 들어섰던 이유는 더 많은 자유를 위해서였다. 그는 고

등학생 시절에 집을 나온 것을 기점으로 하여, 계속되는 정착-이주 형태

로 자신의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두 가지 ‘바닥’을 찍

었던 경험을 토대로 당시의 ‘유목적인’ 삶을 설명했다.

첫째는, 우울했던 학창시절에 랩을 통해서 벗어나게 된 바닥이었다. 당

시에 그는 가정에서의 “갈등”과 자기표현의 “갈증”을 겪고 있었다. 그러

던 그는 힙합 음악을 접하고, 처음으로 국채보상공원에서의 싸이퍼에 참

여하게 되었다.

이후로 나태는 랩이라는 표현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주체성을 뒤집고

새롭게 구성해갔으며, 그걸 온전히 하기 위해 자기만의 물질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는 3평짜리 오래된 방을 구해 자신의 작업실로 썼고,

국채보상공원에서 열렸던 싸이퍼에 본격적으로 참가했다. 그러다가도 친

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생활했다. 이후에 지금은 문을 닫은 ‘벨브’(velv)라

는 클럽에서 만난 밴드 아티스트를 알게 되어 그의 집에서 한달 여를 지

내게 됐다. 하지만, 그는 정신적인 문제로 처방받은 항정신성 약물에 과

하게 노출된 상황이었고, 나태는 그와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자 그 집을 떠나 ‘완지하’ 방으로 옮기게 된다.

그 이후로 그가 처음으로 기획하고 연행한 공연에서 그는 “인생의 바

닥”을 찍는다:

관객 한 80명 왔거든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기획할 줄도 몰랐고, 누군

가가 의견을 내고 노력해주는 거에 있어 합리적일 줄도 몰랐어요. “내 방향성

대로 돼야 하는데 이 사람이 왜 개입하지?”라고 생각했었죠. 날 도와주겠다고

붙은 나머지 두 명이 “쟤 안 되겠다. 우리끼리 진행하자” 해서 기획팀을 짜서

아트워크도 만들고, 심지어 영상팀도 섭외해서 영상도 찍었죠. 아직도 기억나

요. 다 끝나고 관객들 나가고 있는데, 도와줬던 형이 개빡쳐서 저한테 “돈

도!”하는 거예요. “나 지금 돈 받아야겠다. 이거 때문에 개지랄했다. 돈 도!”

진짜 개 쏘아보듯이. 얼떨결에 그 형한테 20만 원인가 줬지. 내가 당시에 희

망을 느꼈던 것, 이 사람들과 뭔가 해봐야겠다고 자아 주체성을 찾을 수 있었

던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 모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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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천히 무너지는 시기를 겪는 게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때 인생에서

바닥을 찍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라드’(Rads)라는 공연장에서 있었던 일 이후 그는 부모님 집

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재차 불거진 갈등으로 다시 집을 나섰다. 친구네

작업실 또는 인디053 작업실에서 신세를 지다가, 결국은 2018년부터 현

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공평로 작업실’을 마련했다.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위해 신세 지기도 했던 이 작업실은 여러 힙합인이 공동생활하는 안락한

아지트다.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서 극도의 빈곤을 경험했던 그에겐 작업

실과 생활공간 공유와 같은 정착을 위한 거주 전략이 굉장히 중요했다:

너무 힘든 환경이었어요. 먼지 날리는 방음제가 온 방에 둘러싸여 있었죠. 언

제나 밤이에요. 그런 데서 지내다 보면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죠. 이때는 집에

서 가출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갈등이 더 심화해 있었어요. 인디053에서

방 빼고 공백기 동안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공연 때문에 처음으로 해보고

싶었던 타투를 했지 싶어요. 엄마가 그때 망치로 내가 잠근 방문을 부수었어

요. 문 열라고.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당시엔 형제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 작업실도 1층 지하였는데, 거기

는 그래도 사람이 좀 지낼 수 있을만 했거든요. 계명대 남산 캠퍼스 뒤쪽에

‘비상 국수’라고 있는데, 거기 지하 1층이었어요. 16계단을 내려가야 문이 나왔

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거기에 방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신세를 졌어요.

이는 지방도시에 사는 아마추어 래퍼가 처할 수 있는 생존과 거주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생애는 더 일반적

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래퍼 개인의 생애는 마치

‘여정’을 떠나듯이 대구시 곳곳에 흔적들을 남긴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을 뿐, 그의 기억 속에서는 중요한 경험

과 감각으로 각인되고 보존되어 있다. 이 기억들은 사라져 버린 공연장

(‘Rads’)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Auge, 2002; Coh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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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나태가 자신의 여정을 스스로 의미화하는

과정이다. 나태는 생애 과정에서 랩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처음 그의 랩에 대한 열정은 싸이퍼 문화와 연행, 무대 공연으로 이어져

갔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랩 세계의 한계를 맛본다. 한국 사회에서의

힙합 문화에 내재하는 상징의 빈곤이 초래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나

태 본인의 특수함이 강했을 수도 있다. 랩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 나태는

인디053을 매개로 밴드 씬과 같이 더 다양한 음악 세계와 접촉하고 경계

를 넘는 경로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그는 점차 대구 랩/힙합씬 바깥

의 음악 세계를 향해 자신의 랩 세계의 역량을 넓혀 갔다.

나태의 사례는 대구 래퍼들이 장르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삶적인 의

미’에서 어떠한 ‘언더그라운드’를 거쳐 지상으로 올라오는지 처절하게 보

여주고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마련하여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작업실은,

앞으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대구 랩/힙합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독특한 공간이다. 나태는 타인으로부터 여러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평로 작업실을 열린 문화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마치, 작업

실이 그 자체로 싸이퍼가 된 것 같은 곳이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정신

적 안식처가, 누군가에게는 영감의 장소가, 또 누군가에겐 가족이 있는

품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에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본인만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이 없다. 하지만, 이 탈위-정착이 혼종된 형태는 다른 이들에게

몇 배의 시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86)

2) 진로의 갈림길

본 절에선 대구 래퍼들이 생애 단계에 따라 직면하는 삶의 문제 중 대

표적인 선택의 기로에 초점을 맞춘다. 바로, ‘성인이 되는 전환기’이면서

도 ‘인생의 중대한 진로의 갈림길’인 ‘고등학교 3학년’(19세) 젊은 남성

래퍼들의 경우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 안 가서 고민해야만 하

86)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Ⅴ장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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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입대 문제가 대구 랩/힙합씬에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도 살펴본다.

이들은 한국의 젊은 래퍼 중 사회적으로 가장 큰 전환기에 놓인 이들

이라 할 수 있다. 취업/진학/랩이라는 세 길목에서 미래를 놓고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을 ‘협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 전환기

에 놓인 젊은이들은 여러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인

남성이 되면서부터 라이프스타일의 미래에 진로, 직업, 군대의 문제가 개

입한다.

요컨대, 대구 랩/힙합씬에서는 가족의 지대한 영향 아래에서 라이프스

타일 협상이 일어났는데, 그 주요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

다. 랩이 래퍼 자신에게 어떠한 수단인가(즉, 랩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가)? 랩에 투자할 금전적인 상태는 어떠한가(즉, 계급적 조건)? 진학과

취업 관련하여 어떠한 선택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조건에서 삶의

선택을 협상하는 과정 전체가 랩의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

연구자가 참여했던 싸이퍼에 가장 자주 나온 세 명의 19살 래퍼들은

자신이 취업 준비를 하는 와중에 나와서 랩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가

족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주제로 래핑했다. 또 다른 주제로는 대학 진학

에 있어 랩과 다른 분야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래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거두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이 전환기를 거침으로써 성인이 되고서도 래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래퍼 본인에게 특정한 형태로 의미화된다. 하지만, 이 선택의

기로를 지나갔다고 해서 실존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은 더 많은 삶의 풍파를 견뎌내며 래퍼 자신만의 고

유한 것으로 자리 잡아가게 된다.

또한,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군입대 문제다. 하지만 래퍼들에게 군입

대 문제가 의미화되는 양상은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놓인 문제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2003년 4월 20일 클럽 헤비에서 열렸던 힙합트레인 공연에는 군입대

문제로 힙합트레인에서 나갔던 래퍼 웨스트비엘이 관객으로 참여했다.

그에 미스아디가 다음과 같은 짧은 공연후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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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끝난 뒤 프리스타일 하면서 오랜만에 보는 웨스트비엘의 랩을 들어서

너무 행복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지금도 재밌지만, 옛날에도 참 즐

거웠었는데. 같이 공연하던 승환이 업빠, 종규 업빠 다들 잘 지내겠지. 남자들

한테 있어서 군대가 뭔지. 만약에 몇년 뒤까지 힙합트레인에서 랩을 하고 있

다면, 또 그때는 지금 함께 공연했던 바이러스 생각을 하고 있겠지? 바이러스

앨범 열심히 준비해라.

미스아디는 군입대 문제로 힙합트레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웨스트

비엘을 반겼다. 그녀는 한국 남성들의 군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질문은 한국 사회의 남성성보다는 그들이 ‘부재하는 순간’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 랩/힙합씬에서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부재’이다. 한

국 힙합장의 렌즈를 벗어보자면, 대구 씬에서 래퍼의 다수를 이루는 남

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부재하게 된다는 사실이 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모든 남성이 수행해야 하는 군복무라는 의무가 대구 랩

/힙합씬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뉜다. 씬

의 입장에서는 한 명의 래퍼가 입대한 상황은 한 개인의 부재이기에 그

공백을 메꾸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대한 래퍼 본인의 입장에선

음악가로서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나아가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재고하게끔 만든다.

게다가 만약 입대하는 이들이 씬의 활력을 부여하는 몇 없는 핵심 인

물인 경우라면, 씬의 공백이 문제가 아니라 씬의 존속에 문제가 생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이노스다.

우리는 대구 랩/힙합씬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을 살펴보면서

마이노스가 속한 랩 듀오 바이러스가 힙합트레인의 초지역적 연계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었다. 그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비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군입대라는 불가피한 난관이

찾아왔다.

힙합트레인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2년이 넘는 군생활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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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랩을 하게 될지 불확실했다. 바이러스는 당시의

상황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들의 잠재성을 알아본

신의의지라는 레이블 덕분에 그곳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지원을 받으며

음반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고, 이들은 입대하기 직전에 한국 힙합장 중

심부에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공식 음반을 발매했다.

마이노스는 군입대 직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다. 서울에 있는 레이블

과 합작하여 정규음반을 발매하고 발매기념 공연을 기획했으며, 홍대에

서 활동하는 래퍼들, 특히 그중 단연 ‘레전드’라 할 수 있는 MC메타와의

콜라보를 시도하며 대구 씬에 이들을 소환해냈다. 음반은 자신들의 예상

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한국 힙합장에 알리

는 데 성공했다. 마이노스도 자신이 입대하고 나서까지 바이러스의 음반

이 그렇게나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마이노스: 앨범만 내고 1주일 후에 입대했어요. (바이러스의 또 다른 구성원)

메카는 저보다 몇개월 뒤에 입대했었거든요. 제가 자대를 배치받고 처음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때 메카와 통화를 했나? 예상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서 너무 궁금

했어요. 나가고 싶어서 미치겠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87)

분명히 마이노스와 힙합트레인은 대단히 특수한 경우이다. 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래퍼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대안의 래퍼들이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 이상 씬의 활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리플로가 입대하고 나서는 4-tential이 뒤를 이었고, 그가 입대하고 나서

는 다른 래퍼가 이어갔지만, 보충의 순환은 매번 완전하지 않았다. 공연-

싸이퍼-초지역적 연결망이 건재해야만 씬은 굳건히 존속할 수 있었는데,

군대 문제가 초래하는 부재 현상을 처리하는 방식은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는 래퍼들 스스로가 군입대로 인한 부재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한

다는 점, 그리고 씬의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궁극적으로 군대 문제로 인한 부재 현상에 대해 사회

87) 2012년 ‘힙합엘이’에서 진행한 마이노스 인터뷰.



- 141 -

적으로 공론화되는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없고, 대체로 이는 남성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래퍼의 부재는 점차 씬의

문제에서 축소되어 한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지게 된다.

시대가 변하면서 양상은 많이 달라졌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바에 따

르면, 대구 랩/힙합씬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는 래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씬 전반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래도 공

익근무요원은 거주지와 소재지에 있어 부재 현상으로 이어지진 않기 때

문이다. 저녁 시간이 확보되며 래퍼들은 그 시간을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바로, 래퍼들 스스로 씬에의

연결성을 거의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재가 또한 씬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못 느낀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래퍼들은 군대를 다녀오고서도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투지와 여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 래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이다. 연

구자는 대구 씬에서 그 무엇보다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가 오로지 개인적

인 차원에서만 인식되고 논의되며 기념되고 해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랩머니

철학, 힙합, ‘백번수산’ 내 직장. 니체와 토론하고 집는 물회 소주 한 잔. 노가

다 목장갑에는 찌들 때로 찌든 때가, 갈아 낀 고무장갑에는 생선 비린내가. 그

때 테이블 잡고 놀던 힙합하는 어린애, 아빠 돈으로 술먹고 떡치니 기분 존나

좋겠네.

내가 줄 건 인생 얘기, 철학적 자살 같은 거지. 아 씨발 또 그러고 있지, 출

근이나 하자고. 그러지 말고 돈 벌자 돈. 주변을 위해서, 날 위해 베풀어 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미자 이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고생한 나를 위해서

Shout out to 나를 위해서 힘써준 모두.

나태와 도원의 <How much do you take on here what do you want>(2022) 가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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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에게 ‘랩머니’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랩을 위해 돈벌이를 유예

하고, 돈벌이를 위해 랩을 유예하는’ 그 유동적 긴장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랩과 문학 말고도 종합격투기에도 흥미를 보였는데, 마침 중학생

때 권투선수였던 래퍼 노지가 그에게 좋은 격투장을 소개해줬다. 이후로

도원은 격투기 대회에도 참가하여 상대를 이기고 ‘파이트머니’를 따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싸이퍼에서 랩머니보다 파이트머니로 번 돈이 더 많다

는 사실을 자조했다. 자신의 ‘래퍼 라이프스타일’이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제기이기도 했다.

‘돈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라는 생각을 구멍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은

뒤 내 고민은 빠질 생각을 안 하지.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올 줄 몰랐지. 준비

는 항상 되어있고 같이 기회를 봤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린 녀석.

김시준의 <잠수>(2021) 가사 中

시준 또한 랩머니와 관련하여 여러 경험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랩 실

력과 재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래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래퍼로

서의 미래는 확실치 않았다. 그가 거금을 들여 홍대의 유명 래퍼에게 랩

레슨을 받게 된 이유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한몫했다.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서 삼성 입사를 위한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후 그는 곧바로 랩 작업,

공연, 연습에 몰두했고 더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꺼렸기에

여러 비정규직을 병행했다. 그는 랩대회에서 상금을 받았던 것이 자신의

첫 랩머니라고 연구자에게 말해주었다.

래퍼에게 랩머니란, 래퍼가 랩으로 번 돈을 의미한다. 랩을 하기 위해

번 돈이라면 랩머니가 아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전도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작동한다. 랩머니의 원형은 ‘랩은 랩다워야 한다는 일종의 종교

적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더 나은 랩인지가 중요

한 게 아니라, 랩으로 번 돈이 간단하게 그 랩의 가치를 증명한다. 어떤

랩이 랩답냐는 물음은 랩 자체에 가치가 있다는 믿음에 근본적인 불안을

새긴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랩다움을 증명하는 ‘미덕의 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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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는 것이다(세넷, 2014: 59-62). 그러나 어떤 랩이 진정 좋은 랩이냐

에 대해 정확히 합의된 기준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한국 힙합장의 ‘리미

노이드한’ 상황은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 상당히 일조했다.

대구 래퍼 대부분은 랩 이외의 돈벌이가 없이는 랩을 할 수 없다. 그

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예술 생산’과 ‘노동 생산’이라는 두 종류의 생산양

식이 접합된 형태를 이룬다. 하지만, 그 접합은 상호기식적이다. 예술 생

산과 노동 생산은 서로의 심장에 연결되어 있다. 서로가 서로의 숙주다.

한국 힙합장은 한국 래퍼에게 일종의 직업윤리 또는 소명의식을 중요

한 잣대로 삼고 있다. 이러한 규준은 힙합장 내에서 인기가 많은 래퍼일

수록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힙합팬에겐 열심히 작업하거나 공연하지 않

는 래퍼에게 어서 음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 ‘허슬

러(hustler)’로 표상되는 ‘헌신적인 노동자로서의 래퍼’는 동시에 ‘프로’라

는 표상과 얽혀 있다. 프로다운 직업적 정신은 끝없는 작품 생산으로 힙

합팬에게 자신의 창조성과 생산성을 증명받아야 하는 소명을 지니는 것

이다. 유명한 래퍼일수록 이러한 평가 체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반면, 대구의 언더그라운드 래퍼인 투머치블랙도 정도의 차이는 크지

만 그러한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연구자와의 비공식적 대화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거 하나 만은 확실해요. 프로듀서(producer)라고

해도 돈을 못 벌면, 프로(professional)가 못 되죠. 돈을 벌어야 프로가

되죠. 그런데 반대로 아마추어는 대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래퍼들도. 그 기준이 애매하죠.” 투머치블랙에겐 연속적인 작품 생산이

중요한 문제인 힙합장 중심부의 ‘프로 래퍼’를 향한 압력과는 달리, 작품

생산 자체로 먹고살 수 있는 여부가 기준이 되는 현실이 문제가 된다.

이는 ‘프로/아마추어’라는 일종의 계급 구분의 경계선에 가장 가깝게 위

치한 문제일 것이다. 결국, 돈을 버는 라이프스타일이 되지 못한다면, 그

것은 ‘아마추어 라이프스타일’이 된다. 그러한 규준과 규정을 의식하고

체화하면서, 어떤 래퍼가 현재 자신이 하는 행위에 ‘그 자체로 할만한 가

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 부재를 곧바로 채워주는 건 래퍼 자

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아닌, 화면에 떠오르는 힙합장의 스펙터클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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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신의 창조성과 생산성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무관심한 (그래서 무

가치한) 대상이 된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젊은이로서 더 큰 사회 문제들에 맞물려 살아가고

있다. 김찬호(2018)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동지를 만나고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20대

에 대해 논의하면서,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 ‘청춘’이 예찬의 대상이었다

면, 지금은 차라리 동정의 대상에 가깝고, 나아가 젊음이 특권이 아닌 저

주처럼 여겨지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임을 지적한다(ibid: 79-80):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기성세대 실업자와 달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

이 없고, 직장이 없다 해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윗세대의 실직자보다 사정이 좀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은 고통이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잉여 인간’, 어디에서도 존재감을 가질 수 없는 ‘노

바디’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몹시 비참한 일이다. (…) 삶의 보람은 무엇

인가. 사람의 쓸모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청년들의 하염없는 방황, 그 젊은 날의 음울한 초상”(김찬호, 2018:

80)은 비단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다. 장 비야르(2021:

52)는 프랑스 사회에서도 “오늘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전 세대처럼 결

혼, 집, 정규직을 통해 자리 잡는 게 아니”며, “어른 되기는 불연속성과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짜인 사회, 즉 변화와 단절, 새 출발의 능력을 요구

하는 사회에 진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제니퍼 실라(2020: 28)는 현대 미국 사회의 노동 계급에 속한 젊은이들

이 삶에서 당연시되던 모델인 관계, 일, 시간, 헌신 등이 “쓸모없고 도달

할 수 없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되는 세계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지

적한다. 실라는 이러한 징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노동 계급의 성인

자아의 핵심에는 노동에 대한 낮은 기대치, 헌신하는 연애 관계에 대한

경계심, 사회제도에 대한 폭넓은 불신, 타인과의 깊은 단절, 감정과 정신

건강에 최우선으로 집중하는 태도가”(ibid: 35)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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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없고 미래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노동 계급 남녀는 과거에 가족

및 파트너와 관계 맺거나 자기 변화를 위한 제도들과 상호작용하며 겪은

고통과 배신을 활용해 성인기를 시작한다”(ibid: 35).

실라에 따르면, 노동 계급의 젊은이들이 사회제도로부터 거듭 배신을

경험하면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위에는 막대한 비용이 감수된다는 것을

배우고, 노동시장에서 ‘유연’해지는 법, 즉 단기적인 헌신과 환멸을 관리

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는 ‘경직’된 태도를 취한다

고 한다(ibid: 61). 이러한 분석은 특히, 래퍼들이 자신의 생활세계에 대

한 충분한 의미부여를 기반으로 예술 생산과 노동을 병행하지 못하는 현

상을 이해해볼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대구 래퍼들에게도 유연한 비

정규직 업무를 통해 단기적인 헌신과 환멸의 관리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과 관련한 삶-예술의 문제에 있어 ‘경직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대구 래퍼들은 거주와 직업 등의 문제에 있어서 랩을 통해 일차적으로

정신적인 극복을 시도했고, 이차적으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랩과 관련된 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다. 거주 자체가 문

제가 된 나태와 같은 사례는 꽤 극단적이지만, 나태는 랩 안에서 충분히

충족할 자원을 찾지 못했다. 그에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고, 그는 랩

바깥의 세계를 찾아 나섰다. 성인이 되는 전환기에 있던 래퍼들은 독립

하기 전까진 “삶의 고비용 구조”(김찬호, 2018: 93-99)로부터 비교적 안

전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래퍼로서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 큰 고민에 빠졌다.

래퍼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무리 없이 해결하며 성장해가고 있다고

만은 할 수 없다. 이는 대구 래퍼들이 ‘랩 이외의 돈벌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유형을 파악해보면 알 수 있다.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

뉘었다:

1) 랩레슨

2) 랩과 연관된 일하기

3) 랩과 무관한 일하기

4) 랩 이외의 돈벌이를 최대한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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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래퍼들은 탐쓴, 리플로, 마일로, (현재는 DJ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비쿨 등이 있다. 대구에서는 다양한 힙합인들이 ‘레슨’을 통해

서 자신의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에겐 자신의 실력을 공식

적으로 증명할 나름의 ‘경력’이 필요하다. 반면, 그들과 씬의 참여도가 비

슷함에도 불구하고 레슨을 이어가지 않는 래퍼들도 많았다. 이 경우라면

랩과 돈벌이의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는 레슨을 제외하고, 돈벌이가 음악 계통의 일인 경우이다. 투머치블

랙은 과거에 댄스학원의 미디(MIDI) 음악 레슨을 맡았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그와 같은 레슨을 통해 배웠고, 스스로 고양시켜 나가던 프로듀

싱 능력으로 이젠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래퍼 관모의 경우엔 음

향기기 설치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음악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연관성은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일일노트의 경우, 그는 바리스타 일에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준하는

정도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카페 ‘ego’에서의 공연 날, 그는 연구자에

게 공연을 마치고 난 뒤의 소감을 카페 문 앞에서 담배를 피며 말하다

가, 자신이 일하는 카페 동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황급하게 담배를

끄고 그들에게 달려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한동안

이야길 나누고 연구자에게 돌아와, 자신이 일하는 카페와 커피에 대한

자기 열정에 대해 말해주었다.

3)은 2)와는 다르게, 랩과 돈벌이의 연관(부족)이 래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대체로 랩과 노동의 연관이 상당히 적은 상황에 해당한

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가령, 도원은 자신의 직장인 ‘백번수산’에 대해 불평(“니체와 토

론하고 집는 물회 소주 한 잔. 노가다 목장갑에는 찌들 때로 찌든 때가, 갈아 낀

고무장갑에는 생선 비린내가”)을 늘어놓을지라도 그는 그들과의 유대 관계

속에서 중요한 가사 자원을 얻었고, 그들을 위한 가사를 적기도 했다(“날

위해 베풀어 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생한 나를 위해서, Shout out to 나

를 위해서 힘써준 모두”).

반면에, 래퍼 시준은 노동과 랩의 괴리로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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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는 그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시준: 공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왔어요.

연구자: 일 때문에?

시준: 네. 내가 하고 싶은 건 랩인데, 공장 일로 인해서 끝나면 집 가서 바로

자야지,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할 때 지장이 없는 정도의 공장이었거든요.

제 삶에 랩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심장이 빨

리 뛰고 계속 토하고 숨은 잘 못 쉬고 앞이 안 보이고 그랬어요. 제 심

장에 병이 있나 싶어서 심장 검사도 받아보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에게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생긴 거죠.

연구자: 얼마 동안?

시준: 22년 1월에서 2월 말까지. 자살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지내면서도! 곡

작업을 했었어요. 다 힘들어서 만든 노래고, 친구들을 위한 노래죠. 그

때 만든 노래 중에 잘 뽑힌 걸로 지금 앨범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앨

범 주제가 ‘이별’이랑 ‘정신병’이에요. 투머치블랙 형도 그런 걸 다 느껴

봤기 때문에 같이 만들 수 있는 형이죠.

래퍼 시준의 고난은 또래 친구였던 도원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도원은

연구자에게 시준이 고생하고 있는 걸 알지만, 그 고통에 대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고 고백했다. 결국, 스스로 극복해

야만 하는 정신적인 문제들이라고. 하지만 도원은 언젠가 시준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연구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시준의 관계에 대

해 의도치 않게 일러주었던 적이 있다. 도원은 시준을 돕고 자신을 도울

방법을 찾았다.

4)는 랩을 위해 돈벌이를 유예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대신에 수입

이 궁해져서 찾아오는 먹을거리, 옷 등의 소비 영역으로부터 빈곤한 처

지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진다. 사실, 대부분의 래퍼가 4번의 선택

지를 두고 고민하다 1~3번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4번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래퍼는 나태가 있는데, 그는 자기 수양의 목적으로 빈곤

의 상태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그가 공연을 기획해야 하거나

사운드브릿지와 같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노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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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연구자에게 자신의 ‘대화적 기술’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연구자와

의 첫 만남에서 자신이 ‘일부러 티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과 정

신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그와 예술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는 그에게 중요한 언어 전략인데, 그는 목소리로

된 말로 상대방에게 영감과 힘을 주고, 그렇게 ‘선물’을 받은 상대는 나

태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호혜’가 없이는 지금

처럼 살아갈 수 없었을 거리가 단언한다.

이는 “모든 가치가 돈으로만 환원”되고 “인간의 능력은 점점 상품이

되어”가는 사회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규정당하지 않도록 삶의 철학과

양식을 새롭게 구성하는”(김찬호, 2018: 93)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삶의 고비용 구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틈새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구매하면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을 터득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태의 실천 전략이 교묘한 술수라든가 언어적 마술 행위라고

봐서는 곤란하다. 김찬호는 “폭주하는 정보와 반짝이는 상품 스펙터클

속에서 더욱 희미해지기” 쉬운 ‘나’를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을지

묻는다. 그러니까 “참담한 지경에서도 고귀함을 지키려면 (…) 지금의 어

려운 처지를 자신의 무능 탓으로 돌리며 자학하지 않아야 한다. 그를 위

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ibid: 95). 나태는 정확하게 이러한 태도

로 일관하는 래퍼다.

이처럼 대구 래퍼들은 랩과 돈벌이의 ‘상호유예적’ 긴장 속에서 다양한

전략과 선택을 하며 랩과 삶의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전략에

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총 4가지의 유형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유형이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핵심적인 것만을 추

출했을 따름이다.

‘랩머니’의 인류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보통 힙합장에서 인식되기로 랩

머니는 래퍼가 자수성가한 것을 사치-과시(flex)할 때 쓰이는 금액을 뜻

한다. 여기서 돈은 상품과 함께 성공한 래퍼를 눈앞에 현시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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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랩/힙합씬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랩머니는 그것들과 거리가 멀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나비와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이들에게 랩머

니는 ‘랩으로 먹고살 수 있는 이상(ideal)’을 뜻했고, 그만큼 실력이 있는

래퍼로서 살아가는 ‘힙합인 이상(more)’의 삶을 의미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래퍼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유도했는데, 그 선택 속에서 고통

받는 경우도 많았다.

랩머니는 힙합 문화 안에서 ‘래퍼를 식별하는 문제’가 점차 직업의 유

무로 판별되는 사회 일반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힙합

문화 안에서 참여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선물 경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일반 사회의 경제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탈의례적이고

탈상징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김찬호

(2018)가 우려한 것과 같은 세속적 의례의 과잉으로 인해 일반 사회와

단절되는 폐쇄적인 문화의 구성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 음악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기획자들조차도 프로페셔

널리즘의 체화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보거나, 애초에 래퍼와

같은 예술 생산자 역할은 지방도시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는 불가능하

기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기획자의 존재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

다. 하지만, 이 논리에 의하면 지방도시의 예술 생산자들, 특히 래퍼들은

그 자체로 부족한 존재이며, 그 상태에 머무르려는 자들은 더욱이 불온

한 존재가 될 것이다. 문화기획가와 예술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구별

짓기가 존재한다.

래퍼들은 각자 알아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되, 상호작용할 시에는 그

러한 삶의 문제로부터 탈각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위해야 한다. 즉, ‘랩

세계’와 ‘사회 세계’의 괴리와 구분이 폐쇄적이고 단일한 하위문화로 형

성되지 않을 뿐, 래퍼 개인들에게 그 구분은 철저히 ‘내면화’되고 있다.

이는 이들이 겪는 정신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래퍼들이 경험하는 프로/아마추어의 경계가 유의미한 이유는 이 때문

이다. 하지만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힙합 문화 내에서 보편적으

로 인정받는 ‘래핑’에 대한 자기 존중이 (나아가 상호 존중까지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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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도시에서 살아

가는 래퍼들의 자기 존중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이 ‘존중의 품귀현상’

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떻게든 공동체적 바탕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하

다. 대구에서 이에 대한 대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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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방 힙합공연이라는 (불)가능한 꿈

이제 누가 남았지 이 판

욕먹어가며 납땜했던 기판(基板)

회로들이 돌아가는 실상들은 닮았지 내가 살아가는 세상

투머치블랙의 <diss for errthang>(2021) 가사 中

본 장에서는 오늘날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힙합공연’의 의의를 조망

한다. 여기서 말하는 ‘힙합공연’은 단순히 힙합과 관련된 예술적 연행만

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일차적으로 춤, 디제잉, 랩, 그래피티로 분업화

된 표현형식과 영토가 다시금 하나의 형태로 공명하려는 실천을 의미한

다. 나아가 한국 힙합장에서는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던 ‘경계 넘기’를 통

해 불평등한 도시지형과 사회구조 속에서 래퍼로 살아가려는 실천을 의

미한다. 대구 래퍼들은 다양한 출신지의 힙합인들과 함께 ‘지방 힙합공

연’을 실험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양한 만남의 계기와 경로로 형성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ž문화ž경제적 여건이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서 래퍼들의 이러한 실

천을 가능케 하는 기반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꿈꾸기’에서 비롯

된다. 래퍼들은 하나로 뭉칠 수 없는 미래상을 그리지만, 오히려 그러한

‘탈주’들은 전통적으로 시도되어왔던 공동체적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방

식으로 ‘공동의 미래상’을 그린다.

하지만 연결망은 단일한 ‘대구 힙합’이라는 ‘이념형’을 추구하는 지역적

집합체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사실 대구의 랩/힙합씬의 존속 가능

성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

상향’으로 추구하는 대구 힙합은 래퍼, 댄서, 디제이, 그래피터 등이 (불)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힙합공연’을 통해서 상징화되고 의미화된다.

본 연구는 이들의 시도가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적지 않

은 우려를 표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지방도시에서 자생적으로 예술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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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자리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를 보여주면서도, 그러한

구조적 영향 속에서 래퍼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내고 도시 곳

곳에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준다.

1. 랩과 꿈

그래 되긴 글렀네 hero. 하긴 그건 어렸을 적 꾸던 꿈이고. 외로움에 찌든 놈.

사실 모두가 그래. 뭉치고 사랑하고 싶어 더. 날 거야 그런 애들 기필코 모아

서. 여길 날 거야 기필코 모아서. fly. If I can.

관모의 <If I Can Fly>(2021) 中

많은 사람들이 눈 돌리지 눈앞에 있는 시한부 dream. 자신에게 주어진 걸 모

르고 쫓아가는 허황된 꿈 damm. 그저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고 있는

자신도 나 자신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지. 벗어나려 발버둥 쳐봤자 달라지지

않아 운명의 수레바퀴. 그럴 때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운명의 장

난 같지. 장난 맞지. 가끔은 나도 나 자신을 속여서 엄청난 사람인 양 포장되

어 팔리면 좋겠다는 상상만 하고 나서 제자리. 다를 게 없이 매일 돌아가는

쳇바퀴. (…) 돌아갈 곳들은 다 잊었지만, 다시 만들어 가는 게 내가 할 일.

fly. If I can fly.

투머치블랙의 <if i can fly(ver.2muchblack)>(2021) 中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면서 쳇바퀴를 도는 발 묶인 역사. 위의 인용된

가사들은 래퍼들이 같은 비트 위에 각자 생각하는 ‘자신의 꿈’에 관해 래

핑한 일종의 ‘대화록’들이다. 관모는 어렸을 적 영웅이 되고 싶었던 순수

한 꿈에 비해 외롭고 부족한 현재 자신의 민낯을 인정하고, 자신과 같은

동료를 모아서 날아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투머치블랙은 사회구조적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자조(自嘲)한다. 그는 “운명의 장난” 같

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실은 “발버둥 쳐봐야

달라지지 않는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 있다. 그는 자신을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묘사한다. 그럼에도 “다시 만들어 가는 일”을 자신의 가

치와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에게 만들 대상이 무엇인지는 당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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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치 않다. 어차피 보이는 것은 ‘장난치는 운명’뿐이기 때문이다. 대상보

다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만드는 행위’다.

“그런 애들 기필코 모아서”라는 가사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관모는

혼자의 힘으로는 도모할 수 없는 꿈에의 열망을 ‘함께’ 이루고자 한다면,

투머치블랙은 개인의 역사에 구조화된 헛된 열망으로부터 자신을 바로

세우려 한다. ‘함께’ 날든 ‘홀로’ 날든, 이들은 자기 자신을 추락하는 이카

로스에 대입하면서도 바로 그 즉시 ‘비상하는 꿈’(“날 거야. 만약 날 수

있다면”)을 꾼다.

김봉현(2017: 29)은 스스로 ‘랩스타’라고 칭하는 성공한 래퍼 도끼

(Dok2)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어렸을 때부터 래퍼가 꿈이었나요?”

도끼는 이 질문에 곧장 대답하지 않고 성공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렸을

적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가 질문에 곧 답을 하지 않은 이

유는 뭘까? 자신이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뤄낸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서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김봉현이 던진 저 질문에 일종의 허무함이 크

게 자리하고 있다. 과연, 래퍼가 꿈일 수 있는가?

최소한 힙합 문화 안에서 래퍼와 랩은 ‘꿈의 대상’이 될 순 없다. 래퍼

는 ‘꿈꾸기’라는 행위의 주체이며, 랩은 래퍼의 꿈을 이룰 수단 또는 목

적이다. ‘래퍼가 꾸는 꿈은 무엇이며, 래퍼는 그 꿈을 어떻게 꾸는가’라고

물었어야 할 질문이 ‘래퍼가 꿈이냐’는 질문으로 허무하게 대체된 것이

다. 나아가, 그의 질문에 등장한 ‘래퍼’가 사실 ‘성공한 랩스타’를 가리키

고 있다는 점에서 도끼는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답했다.

그런데 래퍼-랩-꿈, 이 세 가지 존재를 연결해 줄 논리는 오로지 ‘돈과

성공’뿐 일까?

우리는 앞서 대구 래퍼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

이 단순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ž문화ž경제적 패턴으로

구성되어 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부

터는 래퍼들이 꿈을 꾸는 방식,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꿈 자체도 래퍼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며, 그것의 추구는 대

체로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그들의 시도에는 다음과 같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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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필요하다. 왜 그리고 어떻게 래퍼는 랩으로 꿈을 꾸는가?

1) 실존적 급박감

Let me talk about our time.

더 이상 시간이 많지가 않아. (…) 봐 내 손에 들린 도넛과 coffee.

(…) Verse 1 for my rap. Verse 2 for my dream.

탐쓴의 <Bite Twice>(2017) 中

탐쓴은 2021년 7월 17일, 클럽 헤비에서 열린 밴드 혼즈(Hon’z)와의 합

동 공연에서 자신의 곡 <Bite Twice>를 래핑하기에 앞서 이 곡이 탄생

하게 된 일화를 짤막하게 알려주었다. 그는 정규 1집을 만들기 위해 음

악 작업에 몰두할 시기에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당시

그의 열정의 엔진이 식지 않게 땔감을 넣어주었던 게 바로 ‘시간이 많지

않다’ 느껴지는 감각이었다. 그를 추동했던 시간 감각은 랩과 심리학에의

꿈 모두를 지향하게 해주었다.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참조점을 세워보고자 한다. 바로, 미

국의 젊은 흑인 래퍼들에 관한 이야기다. 미국 사회에서 자라나는 젊은

래퍼들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며, 랩으로 이루려고 하는 꿈은

무엇인지를 한국 사회, 더 들어가 대구 랩/힙합씬의 사례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주영(Jooyoung, 2016)은 LA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활동하

는 래퍼들의 ‘커리어’에 관해 수행한 민족지 연구에서 젊은 흑인 래퍼들

이 거의 가망이 없는 데도 어째서 랩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며, 빠르게

성공하여 왜 그토록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는지, 그 불안함은 어디서 오

는지 그들의 랩 세계에로의 참여관찰을 통해 발견한 바 있다. 그는 ‘실존

적 급박감’(existential urgency)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앞서 살펴봤던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놓인 19세부터

시작되어 20~30대 이상까지 지속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혼란, 초

조함, 불안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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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 급박감은 시간에 대해 고조되는 감성이다. 이는 인생과 커리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사람의 줄어드는 시간을 예견하는 경험에 의해 동기 부여된다.

(…) 물론, 구조적 요인은 이러한 경험의 본성과 취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다

양한 방식으로, 줄어드는 시간에 대한 감각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목표, 행동,

그리고 관계를 추구하게끔 만든다(ibid: 7-8).

그에 따르면, 젊은 흑인 래퍼의 성공에 대한 추구를 자극하는 그 감각

의 씨앗은 LA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처해있는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환

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갱 집단에 의해 지역간 경계가 나뉘고, 이로써

‘거리의 코드’는 폭력이 잠재된 (또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점철되었다. 그 코드는 게토의 삶을 구조화한다. 그로부터 생겨난 것이

대안적이고 중립지대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블로우’(project blowed)라는

‘랩씬’이었다. 여기선 출신지를 따지지도 폭력을 허용치도 않으며, 갱들에

의해 보이지 않게 그어진 경계들을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넘어서서 서로

유대를 쌓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작업장 역할을 했다. 이로써

폭력적인 상황은 되려 지역사회에 많은 창조적인 래퍼들을 탄생시켰고,

의식화된 이들은 어서 성공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대구 래퍼들에게서도 일종의 ‘시간에 대한 감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랩머니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한 도원과 언더그라운드라는 이상

을 바라보며 취미로라도 래퍼로서 살아가는 목표를 설정한 노지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언더그라운드 래퍼를 추구하며 끝없는 음반 작업을 시도하

는 탐쓴 등의 사례는 ‘시간 감각’을 대하는 여러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대구 래퍼의 경우는 미국 래퍼의 그것과 양상이 많이 다르다. 미

국 래퍼들이 겪는 것과 같은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환경에 처한 사례는,

본 연구에서 참여관찰한 바에 따르면 거의 없지만, 그나마 대구에서 가

장 극단적이라 할 수 있는 나태의 사례를 꼽을 수 있겠다.

환경의 측면에서 이토록 다른데, 대구 힙합씬의 래퍼들에겐 미국의 그

것에 상응하는 시간 감각이 있다고 하긴 어렵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구 랩/힙합씬에도 시간적 압박을 느끼게끔 하는 기제가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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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구 랩/힙합씬만의 ‘급박감’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그에 앞서 이 모든 것이 ‘대구 랩/힙합씬’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행위들이라는 점을 강조해야겠다. 여

기서 말하는 인식의 혼란은 ‘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대로, 존재하는 것보다 크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씬의

공동체성은 현재 대구 래퍼들에게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공통되게’

지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 랩/힙합씬의 역사적 형성 배경에서

부터 드러났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총체적인 합의를 통해

‘대구 힙합’이라고 하는 표상이 상징화된 적이 없었다. 다만, 각개전투하

는 래퍼들과 그에 반응하는 관객들, 기획자들 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연

행적 사건 등의 연결망이 있었을 뿐이다.

가령, 미국 LA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은 이 맥락에서도 대구의 경우와

완전히 반대다. 그곳엔 씬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과잉되어 나타난다. 마

치 ‘범죄의 현장’(crime scene)처럼, 이들에게 힙합씬은 공통의 폭력 구조

내 위치한 중립지대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구의 씬은 각자의 폭력 구조

내에 위치한 각자의 영토다. 서로의 폭력에 대한 소통과 공감은 싸이퍼

나 디스를 통해서 그나마 이루어지지만, 그마저도 상호 공감이나 존중이

형성되지 않고 불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씬에 대한 인식과 감각의 혼란은 연구자(또는 대구 래퍼)에게

왜 대구 랩/힙합씬이 실재하는 것처럼 설명하느냐는 비판을 가할 수 있

는 요소이지만, 동시에 정확히 그렇기에 실험이 가능한 지점이 되기도

한다. 여기 이 지점에서 대구 래퍼들은 꿈을 꾸고 있다. 약 20년이 넘는

역사에서 수많은 행위가 이루어져 왔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뤄내지 못했던 공동체 형성에 대한 열망이 이들 각자의 미래상 속에 자

리하고 있었다. 이들이 느끼는 급박감은 무엇인지 이들의 미래상으로부

터 도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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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자 그리는 공동의 미래상

그 미래상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하나는 개인의 성공이다. 이를

자신의 꿈으로 추구하는 래퍼들은 자아실현과 상징자본의 획득만이 랩의

목적이 된다. 우리가 한국 힙합장의 래퍼를 떠올릴 때, 주로 상상하게 되

는 맹목적인 경쟁자 또는 게임의 참여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반면, 개인의 성공과 씬의 부흥을 동일시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이

센스처럼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성공하되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활동하는

꿈을 꾼다:

<노지와의 면담>

노지: 대구에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야 씨바 따라와” 이럴 사람이 없어요.

언더그라운드 씬이 만들어지려면, ‘깃대’를 누가 세워야 해요. 지금 여기는 이

센스나 마이노스가 같은 슈퍼스타가 없죠.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있으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성공하려면 서울 가야지’ 이런 게 박혀 있으니까. 뮤지션

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대구도 진짜 ‘원 원더 히트맨’(one wonder hitman)

이 나와서 애들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 아닌 이상은 힘들 거예요. 탐쓴도 탐

쓴 음악을 하는 거고, 디타운 애들은 디타운 대로 하는 거고, 또 저희는 저희

대로 하는 거고. ‘뭉치는 기점’은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특이점’은 분명히 올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준과의 면담>

연구자: 대체로 축제처럼 큰 무대를 많이 봤었구나. 언더그라운드 공연은?

시준: 언더그라운드는 나태 형 공연이나 평상시에 ‘이고(ego)’에서 하는 느낌

의 공연이랑 믹스카페에서 했던 공연. 그때가 처음으로 형들의 공연을 봤던

때라서. 언더 공연은 솔직히 소식을 듣기도 어렵고 해서 잘 못 가는 거죠.

연구자: 나중에 공연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점이 걱정될 텐데. 현재 목표는 뭐

예요?

시준: 제 목표요? 인생 목표요?

연구자: 일단 랩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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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준: 랩만 보면, 저는 ‘크루’(crew) 활성화예요. 여러 가지의 색깔들이 담긴

크루들의 활성화. 솔직히 엄청 프로답다고는 못해도 잘하는 형들 많잖아요. 이

런 느낌과 색깔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형들이랑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해요. “먼저 뜨는 사람 앞에 ‘00 사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

리 작업실 사람들로 크루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더 잘하고 더 연구해서 뜨

고 싶어요. 대구 형들의 판을 키우고 싶은 것도 있고, 부산의 오하나매거진 판

을 키우고 싶은 것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제가 모르는 그룹의 그것들을 많

이 키우고 싶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힙합하면 홍대? 이걸 저는 깨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의 성공과 씬의 부흥을 별개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

들은 개인의 성공에서 공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해방과 씬의 부흥

이 함께할 수 없음을 인정한 래퍼들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씬이 부흥하

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희생은 공동의 가치를 위한 것이다. 어쩌면 이는 베버가 ‘가치합리적’ 행

위라고 분류한, “어떤 특정한 태도가 순전히 그 자체로서 또 성공 여부

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고유가치 – 윤리적, 심미적, 종교적, 또는 그

밖의 다른 성격의 고유가치 –를 가졌다고 의식적으로 믿으며 행동”하는

행위자 유형에 가까울 수 있다(베버, 2017: 50-51):

<나태와의 면담>

나태: 저는 그런 걸 주도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걸 설명을 못 해냈어요. 그래서

공동의 의식을 못 가졌어요. 씬은 문화를 기준으로 생겨나잖아요. 문화는 라이

프스타일을 기준으로 생겨나요. 그건 다 커뮤니티예요. 우리는 어떤 커뮤니티

만 있어도 씬, 문화, 라이프스타일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공

동의 추구’죠. 선택지가 많이 없을 당시에는 이게 됐었던 거예요.

지금도 연극 극단들이 대학로에서 자존심 하나로 버티잖아요. 그 길을 누가

선택할 거야? 합리적인 것들이 바람이 불대로 불어서 어린애들도 대가리 굵

어 있고, 경제 공부를 학교에서 받는 애들이 어떤 의지를 지녀서 배 굶어도

땀방울의 가치를 알거나 그 공연장 땀 냄새의 가치를 걔는 경험해 본 적도

없거니와 그래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시기에 왔냐면, OG(선배)가 떠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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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고 새싹들이 들어오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딱 그 중간에 걸친 거죠. 그

게 제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인터루드(interlude) 역할은 할 수 있었던 거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 거죠.

한편, 씬의 부흥에는 큰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씬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이 보이는 행보는 명백하게 씬

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설명했던 유형은 자신의 성공으

로 씬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 보는 래퍼들이었다면, 이 세 번째 유형은

각자가 각자의 성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생존주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씬에서 무엇을 해볼 수 없다는

것이다. 씬에 시선을 두고 있지만, 공동체적 움직임을 가져가는 소통의

방식에 있어선 소극적이다. 즉, 이러한 유형의 래퍼들은 개인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강요는 랩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요컨대, 이 유형의 래퍼들에겐 공

동체적인 싸이퍼 연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랩’이 아니다. 근거가 남지 않

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행위자는 외부 세계 대상의 사정과 다른 사람들

의 행동에 대해 예상하고, 성공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목적을 합리적

으로 추구”하는 ‘목적합리적’ 행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베버, 2017:

50-51):

<탐쓴과의 면담>

연구자: ‘랩다이브’ 같이 클럽 헤비에서 공연을 기획하는 위치니까, 대구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을 찾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친구들은 확실히 있죠?

탐쓴: 있었는데! 없어져서. 원래 ‘머스킷 빌리지’라고 경대 힙합 동아리 출신인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은 랩에 흥미를 잃어서 안 하고 있고. 한 명은 서

울로 떠났고. 지금도 부시(bushy)라는 클럽에 디타운보이즈라고. 오래전부터

했던 단체 있어요. 음악 느낌도 괜찮은데. 거기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자

래퍼거든요. 버키드타운 애들도 있었고. 제가 말한 애들은 다 내가 좋게 생각

하는 애들인데. 열심히 안 해요. 다들 힘든가 봐요. 성과가 있어야 애들도 할

텐데. 뭔가 만들어서 내도 성과가 없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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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대구 랩/힙합씬의 공통된 모습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

공통의 이념이나 공동의 가치로 수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곧 씬에 대한 ‘공동의 미래상을 각자 꿈꾸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나 언어가 조금 다를지언정 ‘개인주의적 야망’만으로는

대구에서 무엇도 해볼 수 없음을 모두 가늠하고 있었다. 가령, <쇼미더

머니>가 10년이나 방영을 해온 지금 무모하게 홍대로 간다고 해서 성공

할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다들 체화하고 있다. 결국, 인디053 대표가 말

하는 “임계점”을 넘는, 또는 노지가 말하는 “특이점”을 형성하는, ‘흐름

들’을 대구에서 생성하는 미래가 담긴 하나의 풍경에 이들 모두가 출현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 LA 언더그라운드 씬은 이미 공동체적인 환경이 구축된 곳

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상기했듯이 일상생활에 스며든 갱단 범죄

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에 노출된 상황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성공으로 그 폭력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들이 사회적으로 갱단의 폭력성을 제거할 순 없기 때문이다.

거칠게 대조하면, 한국의 지방도시인 대구의 랩/힙합씬에서는 ‘동네 안

에서 공동체를 새로이 만들어내는 게’ 각자 꿈꾸는 공동의 미래상이 되

었다면, 미국 LA의 언더그라운드 랩/힙합씬에서는 ‘동네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공동의 미래상이 되었다. 이렇듯 한국과 LA 언더그라운드 씬은 랩

으로 꾸는 꿈에 있어 ‘개인/공동체 지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

다는 사실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이 대구 랩/힙합씬에 대한 인식의 혼

란이 지닌 양면적 가치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지방도시 래퍼’가 살아가고 꿈꾸는 방식을 살

펴보았다. 그것은 대체로 그들이 선택한 ‘자유로운 구속’이었다. 대구 래

퍼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다른 종류의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성은 ‘라이프스타일 협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구성해내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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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기는 하지만, 그 삶이 만들어지는 여건은 인간

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핵심은 인간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여건이라는 영역과 인간의 목적과 계산과 결정에 친화적인 행위의 장은 별개

의 공간이고 계속 나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이 두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

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객관적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계는 ‘주어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여건을 여건답게 만드는 주

된, 어쩌면 결정적인 요인이다. (…) ‘X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라고 사람들

이 말할 때, X는 행위의 영역을 벗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여건’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 ‘여건’의 영역에서는 선택의 범위를 정하고 현실적인 선택과 헛

된 꿈을 구분하는 힘이 확고히 정착해야 하는 반면, 삶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주어진 선택지들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삶을 살기와 삶을 이야기하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호의존

적이다(바우만, 2013[2001]: 17-18).

삶의 여건과 행위의 장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계. 래퍼들은 삶을 사는

문제와 삶을 이야기하는 문제 사이에서 놓인 ‘바다’ 위에서 유영하며 공

동의 몽상을 실천하고 있다. 바우만은 이 일련의 경계를 ‘국경선 위 전쟁

터’로 묘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목격하고 있는 래퍼들의 라이프스타

일 협상 및 형성의 과정은 ‘수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국경

선은 공식적으로 명백하다. 이들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을 다시

긋기도 하며, 그 선은 국가와 국가의 엄존을 공표하는 공식화된 지도 중

최고로 권위적인 경계를 가시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래퍼의 현실 속에서

그 경계는 모호하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토의 안팎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흐름은 쉽사리 확인되지 않고 느껴질 뿐이다. 언제나 불확실한 정보로

확실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들이 보이는 선택성은 그 자

체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주어지는 여건과 자유로운 행위의 장 사이를

가르는 경계 “곳곳에 숨어 있는 틈새들을 찾아”내고, “발랄한 상상과 과

감한 실행이 가능한 거점을 확보하여 변화의 에너지를 비축”하며, “유쾌

한 놀이 감각으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면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동

지들을 모으”(김찬호, 2018: 95)는 그들의 행위와 선택이라면 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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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는 모호하지만, 래퍼들은 각자만의 틈새들을 확보하고 있다.

2. 작업실 정신과 자기 존중

대구 래퍼들이 ‘삶의 여건’과 ‘행위의 장’ 사이의 경계를 균열 내어 확

보한 틈새 중 하나는 그들 각자 소유한 작업실이다. 작업실은 ‘개인화된

래퍼’의 장소이자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매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음악을 상품화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편리해졌다. 이러한 현

상과 맞물려 작업실의 사용가치는 급증한다.

그러나 편안하고 고독한 이 안식처는 종종 탈의례적이고 탈상징적인

‘작업장’이 된다. 작업장의 기본 모토(motto)라 할 수 있는 ‘협력’(세넷,

2013)의 형태는 온라인 안으로 수렴되고, 작업실의 장소적 의미는 사운드

클라우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환원된다. 이로써 작업실의 사회적

가치는 음반이나 음원의 형태로 물화(物化)되어 나타난다. 이곳은, 한병

철(2018)에 따르면, “생산 강제”의 공간이다. 래퍼에게나 비트 메이커에게

나 자기-수련의 공간이자 자기-생산의 공간이다. ‘작업실 정신’은 끝없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영혼이다.

이들에게 ‘구원’은 작업실 바깥이 아니라, 작업실 안에서의 작품 생산에

있다. 오제(2018: 48-49)는 구원자인 유일신과의 일대일 관계 안에서 ‘종

교적 체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환희에 찼던 블레즈 파스칼의 기쁨

을 우려한다. 작업실 정신이 취해 있는 생산 몰두, 생산 강제로부터 나오

는 자기계발의 기쁨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개입할 일말의 여지도 존

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업실 정신은 그 자체로 자폐적인 특성을 띤다. 물

론, 래퍼들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래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작업실 정신은 언젠가는 벗어나야 하

는 하나의 ‘몰입양식’이다. 악기가 컴퓨터와 결합하여 탄생한 ‘손가락 노

동’은 기본적으로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작업실과 관련해서 탐쓴의 ‘타미 건 tv’ 영상88)에 나오는 작업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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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이 ‘브이로그’의 형식으로 촬영한 후 업로드하는 고독한 작업실

의 풍경들은 반의례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서

로의 작업실로 초대한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촬영하고 기록한다. 이로

써 작업실 정신은 자기만의 세계로의 몰입에서 빠져나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머금는다.

이와 같은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래퍼에게 ‘작업실’은 기본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인다. 작업실의 쓰임이 이렇듯 고독하고 고립

적인 이유는 그곳에서 래퍼는 자기 존중을 ‘획득’하기 위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래퍼 자신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편안한 공간’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그 정신적 편안함은 인터넷과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타자와의 소통으로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취향이 아니면 disrespect 근데 랩 스타일은 전부 다 비슷해

그래서 내가 잘 안 하지 랩

‘새로우면 구리고 익숙하다 싶음 배꼈네’라고 개지랄 하는 데 또 어떡해

내가 여기서 뭘 더 해

(…)

예술은 좆도 모르는 애 천지 이게 예술이라 지적하는 처지

보고 있으면 화 안나겠냐 그치?

(…)

이제 질렸고 할 말 없어

니가 내 말을 무시하던 말던 나는 이제는 신경 안 쓰지 I’m done

투머치블랙의 <diss for errthang>(2021) 가사 中

투머치블랙은 본 연구에 참여한 래퍼들 중에서 음향적으로도 가사 내

용적으로도 가장 ‘거칠게’ 래핑하고 작곡하는 래퍼다. 그는 ‘싸이퍼 씬’

안에서는 랩 자체만으론 높게 평가받는 래퍼는 아니었다. 대신에 그가

88) 탐쓴의 유튜브 채널 영상(출처: https://youtu.be/_MCT1SGHz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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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에서 보이는 독특성은 래퍼로서의 실력의 중요한 보충 요소가 되었

다. 연구자는 그에게 <diss for errthang>이란 곡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

었는지 물었다. 그는 래퍼들이 자기 작품을 공유하고 다른 래퍼들과 소

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들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허세만 가득 찬 여러 래퍼에 대해 디스했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싸이퍼 씬’에 들어와서 프리스타일 싸이퍼에 참여하며 라포

를 쌓을 때, “형은 허세가 없어요”라는 말을 젊은 래퍼들로부터 자주 들

었다. 싸이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래퍼들에겐 지금까지 싸이퍼

를 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군상의 래퍼들이 기억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싸이퍼에 참여하면서 프리스타일 랩에서 새어 나오는 ‘허세 많은’, ‘가짜’,

‘찐따’, ‘방구석’ 래퍼들이 참여했다 ‘도망갔던’ 과거의 이야기로 초대받았

다.

싸이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래퍼들이 이렇듯 대상화하는 이 타자들

은 누구인가? 아니 질문이 잘못되었다. 타자와 함께할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프리스타일을 즐기는 래퍼들의 신경을 긁은 것일까? 싸이퍼라는

열린 공간에서 타자와의 접촉이 매번 매끄러울 수는 없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마찰이 일어나는 지점마다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고 있

었다.

그건 바로 ‘존중의 문제’(세넷, 2004)였다. 나태는 자신이 싸이퍼에 매

진할 때, 그것이 다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역할과 기능이 있었다. “힙합

문화가 ‘다 x까고 내가 맞다’라는 정신이 있으면서도 선배가 이룬 것들에

대한 ‘리스펙’을 함께 안고 가야 하는 패러독스가 있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그걸 접하고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싸이

퍼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래퍼들은 대상화하고 타자화되었다. 래퍼들이 더욱

개인적으로 변하고, 씬 내부를 결집할 상징과 의례는 소멸해가며, 랩의

의미가 돈과 직업으로 대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술도 사라져 가고 있었다.

기존의 힙합 문화에는 래퍼의 자존적 태도와 다른 래퍼의 태도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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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장치가 존재했다. 이는 “내적인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상호 존중”이 일으키는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점차 힙합 문화 바깥에의 시선에서 누가 더 잘하는

가 하는 ‘재능의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한국 힙합

장씬이 대중화되어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

는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으로 발달하면서 몇몇 힙합팬의 손가락은 바빠졌

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래퍼가 더 잘하고 내가 싫어하는 래퍼가 더

못하는 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점점 아마추어와 프로가 나뉘고,

언더와 오버가 나뉘었다. 래퍼들 스스로도 점차 이러한 구별짓기를 체화

해갔다. ‘wack MC’라는 표현은 이를 증명하는 래퍼들의 유행어였다.

힙합씬의 대중화와 힙합장의 발달은 ‘작업실 정신의 망령’을 도시공간

곳곳에서 불러내고 있다. 망령은 타자를 적대시하고 금기시하는 방향으

로 래퍼의 자존을 세우고 금이 가게 만드는, 즉 그들의 자아를 ‘경직화’

시켰다. 래퍼들의 자존적 태도에 가장 큰 금이 간 것은 아마추어와 프로

를 구분하는 또 다른 가치로인 ‘실력’이라는 기준 때문이었다. 실력 또는

재능이 지닌 모호성이 초래하는 사회적 결과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어

렵게 만들었다(세넷, 2004). 투머치블랙이 디스하는 상대는 정확히 똑같

은 이유로 투머치블랙을 디스할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자기 존중에 대

한 요구 또는 주장만 하게 된 것이다.

3. 래퍼와 상호 존중: ‘방주’의 선순환

대구를 무시한다면서?

8395일을 살다 보니 또 다른 paradise

(…) 여름이면 35도를 넘나들어

that is why they call me ‘African’

but i ain't usin’ N word

사투리로 움직이는 Network

마일로(Milo)의 <23(prod. Samurai Guru)>(2015) 가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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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삶에서 상호성은 표현적인 노동을

필요로 한다. 상호성은 연기(enact)되고 연주(perform)되어야만 한다.

(…) 만약 존중을 표현하는 행동이 종종 빈약하고 사회에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존중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사회적 ž 심리적으로 복잡

한 것이다. 그 결과 존중을 전달하는 행위 - 타인을 인정하는 행위는 -

큰 노력을 요하며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다”(세넷, 2004: 85).

솔직함, 공격성의 특징을 자주 내비치는 랩은 자기 존중을 획득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나를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더

나은 면모를 확인하며 스스로 재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래

퍼로서의 자존적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함께

하는 방식’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래퍼와

상호 존중은 형식상 상호모순적이다. 그렇지만, 래퍼로 살아가는 지방도

시 대구의 몇몇 젊은이들은 그러한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준다.

1) ‘방주’의 역할과 기능

연구자는 나태의 작업실에서 대구 힙합공연의 맹아가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었다. 나태의 작업실은 한 개인이 소유하는 ‘이익

작업실’이 아닌, ‘공동작업실’이었다:

<나태와의 면담>

2018년 7월 끝날 때 여기로 들어와요. (…) 인테리어는 안 하고 청소했어요.

쓰레기 집이었거든요. 이곳을 점점 꾸며나가면서 내 친구들도 오게 되고. 친구

들이 와야 하니까 편한 소파도 놔두기도 하고. 점점 자연스럽게 아지트 내지

주체성을 찾는 공간이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음악’이 나오죠? 힙합 음악이

나오기도 하지만 걔네의 공간이기도 하니까. 걔네의 취향을 반영해요. 검정치

마나 낭만적인 노래나 슬픈 노래를 같이 듣기도 하고.

소음공해 걱정 없는 공간에서 개 큰 스피커 틀어놓고, 겨울엔 추워서 잘못

했지만, 방에 다 함께 모여서 그걸 원해서 모인 애들끼리 같은 침대에 누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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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불을 펴고라도 누워서 핸드폰도 안 만지고 같이 음악 들으면서 얘기

를 나누는 공간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다녀갔고, 많은 사람이 나갔죠. 준호라는 친구가 기억이 나요.

키 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술 취하면 패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좀 살려도.”

“뭐 그런 말 하나. 빨리 와라.” 재워주고. 싸이퍼 끝나면 이곳으로 다 같이 왔

어요. 밤 끊길 때까지 있든 자고 가든 네 선택인데, 네 얘기를 하든, 아니면

각자 노래를 듣던, 아니면은 싸이퍼할래? 자유도가 100인 공간. 물론 자유도가

100은 아닐 텐데. 왜냐하면, 게임기도 없잖아요.

근데 현시대에 이걸 느껴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만든 거지.

한번 느껴본 애들은, 이 공간을 떠나든, 이 공간에 머무르든, 자기 자신을 찾

으려 하더라고. 저는 그거를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지했어요.

나태와 공동생활하는 다른 힙합인들, 그리고 잠깐 들려 놀다가는 예술

가 친구들은 이곳을 종종 ‘방주’라고 불렀다. ‘방주’는 중의적인 표현이다.

‘성경에 나오는 배’를 의미하기도 ‘방의 주인’을 의미하기도 했다. 연구자

는 방주로부터 도움을 받은 여타 래퍼들의 증언과 반응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이곳에 드나드는 예술가들은 정말 다종다양했다. 힙합 댄서, 프

로듀서, 비트메이커, 화가, 래퍼, 사회적 기업가, 소설가, 공연장 주 등등.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일의 영역과 예술의 장르를 뛰어넘어 이곳에서 교

류했다. 공연 뒤풀이 의례를 위해 이 방주는 완벽한 장소이자 대피소가

되었다. 연구자도 대구에서의 현장연구를 위해 이 공동작업실에서 몇 번

을 잠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 덕분에 볼 수 있었던 광경들이었다.

연구자: ‘방주’라는 이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태가 붙였을 것 같은데.

나태: 제가 붙였는데, 방주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염세.

염세가 뭐냐 하면은 홍수예요. 나머지 하나는 배예요. 그래서 방주예요. x되가

는 세상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공간이에요. 세대 간의 간극은 너무나

심해지고, 줄일 수도 없고, 누구나 해결책을 모르고, 개인은 우울증을 느끼고,

심지어 그걸 위로하면 약하다고 하고, 그것을 승화시키면 ‘중이병’이라고 하는,

미친 영혼의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애초에 거기서 도망 나와 있을 곳이 필요

했던 거예요. 도망갈 우주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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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방주 공동생활 규칙

방주의 기능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개방성. 나태는 자신이 마련한 이곳

에서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를 잃고 있다. 발커, 관모, 주언 등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거실에서 잠을 잤던 나태는 그 자리마저 전주에서 대구로

건너온 프로듀서 나심(Nassem)에게 내주었다. 나태는 이곳을 소유하기보

다는 낯선 타인들에게 열어두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잡

음과 다툼이 있었고, 공동생활의 안락함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도 같았

다.

나태는 그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단순히 주거나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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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생산만을 위한 장소로 ‘축소’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가치합리적인

독특한 가치관 때문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이곳에서 래퍼뿐이 아닌, 다양

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행복해하고 불편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처

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던 그 모습들에 어떤 의미를 발견하진 못했다.

그러나 팬데믹 감염에도 불구하고 열린 공연의 뒤풀이에 참여관찰하면

서 이들이 상호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태가 마련해 놓은 무대 위에서 이들은 상호적으로 존중을 연기하고 표

현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랩의 형식으로부터 발현되는 싸이퍼와 디스전에서의 공격성, 경직성,

자폐성은 세넷이 ‘소신의 물신숭배’(2014: 46-49)라고 부르는 대화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오로지 자신의 경우만 중요하다는 듯 앞뒤 가리지 않

고 추구하려는 충동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언어적 결투에서 듣는 기술

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다. 이때의 대화 상대는 감탄하고 동의해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맞받아치고 단언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정치적 논쟁에서 익히 보는 귀머거리의 대화 같은 것이다.”

반면에, 방주는 싸이퍼의 개방성을 흡수하면서도 서로의 언어를 들을

줄 아는 ‘대화의 장’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방주를 의도치 않게 대구 랩/

힙합씬의 새로운 발원지로 구성하고 있었다. 대구와 부산의 합작 프로젝

트 그룹 사운드브릿지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방주의 역할이 컸다.

발커, 히피밸, 나태는 모두 방주에서 서로의 꿈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들어주면서도 의미 없는 농담과 풍자로 ‘염세’와 ‘우울’을 생산하는 작업

실 정신의 망령을 돌려보내고 있었다.

2) 사운드브릿지의 힙합공연

메버릭 053은 나태가 기획했던 ‘대구 힙합공연’이었다. 이를 댄서 발커

가 훌륭하게 이어받아 라이브 클럽 ‘락왕’에서 실현했다(그림 12). 사운드

브릿지의 멋있는 무대는 댄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많

은 댄서와 관객이 참여했고, 힙합공연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험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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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라고 할 수 있다.

나태는 댄서인 발커와 절친이다. 나태와 발커는 오래전부터 알고 같은

곳에서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는 사이다. 그들이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곳은 힙합 클럽이라고 한다.

21년 11월 15일. 새벽 1시 50분~2시 5분까지 발커와 나태는 인스타그

램 라이브 영상으로 프리스타일 래핑을 공유했다. 나태는 자신이 공원에

서 싸이퍼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떤 유산도 남기지

않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예술을 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요즘 한국의 랩/힙합씬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프리스타일을 하

면서 당일 발커네 댄스학원에서 있었던 댄스 배틀을 본 경험에 대해 래

핑했다. 나태는 댄스 배틀이 어떤 말도 없이 몸으로 보여주는 걸 강조하

면서, 랩은 그에 비해 말이 너무 많고 보여주는 건 적다고 비판한다. 옳

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랩과 춤을 비교하는 것이 참 흥미로운 대목이

다. 이 둘은 서로의 영역에 대해 언제나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했고, 래

핑과 댄싱의 현장에 자주 찾아갔다. 그러한 경험들은 이들에게 아직 새

로이 개척되지 않은 ‘힙합공연’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22년 2월 26일 공연장 락왕에서 열린 힙합공연 Maverick 포스터,

티켓, 사진(출처: 대구 힙합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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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들의 문화 또는 사회가 개인주의적이라는 평가가 있다(김인숙&하

홍규, 2020). 대구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댄스씬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

는 명백해 보인다. 대구에서 래퍼들은 댄서들에 비해 개인적으로 활동한

다. 하지만, 래퍼들을 이익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로 보기엔, 여전히 공

동사회적인 측면이 래퍼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래

퍼의 결핍과 결여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

문이다.

각자 살더라도 함께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게 충분히 감각적인 시공간

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런데도 래퍼들은 이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다

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표현 형식은 결국 개인으로 표류하는 것

이라고 보는가? 래퍼들은 그러한 구조적 효과에 순응하고 감내하고만 있

는가?

결론적으로, 사운드브릿지의 경우엔 래퍼와 댄서가 서로의 장르를 초

월하는 만남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분화

된 하위장르인 랩과 춤의 경계를 넘어서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힙합이

랩, 디제이, 비보이, 그라피티로 구성되는 것이라 통용되는 만큼, ‘힙합공

연’은 형식적으로 열려 있다. 우리는 종종 랩 공연, 디제잉 공연, 비보잉

공연 등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현상들이야말로 ‘힙합공연’의 분화

되지 않은 상태는 결코 실용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힙합’을 하나

의 공통 개념으로 포괄시키는 경우는 래퍼, 댄서, 디제이, 그라피터 사이

에서 종종 나타난다. 그들에게 힙합은 삶이자 표현의 한 형식이고 나아

가 존재양식이다.

힙합과 관련하여 우리는 주로 ‘청각’을 통해 힙합 리듬과 박자가 흐르

는 비트(beat)에 몸을 맡길 수 있고, 주로 ‘촉각과 시각’을 통해 비트에

따라 리듬감 있게 생동하는 몸과 그 시간을 담고 있는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더 다양한 감각의 조합이 작동할 것이다. 모든 예술

장르가 그러하듯이, 여러 조합의 감각 체계로 개인에게 인지되고 수용된

힙합의 내용은 다시 표현 행위와 소통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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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랩으로 표현되고, ‘몸짓’을 통해서 춤으로 표

현되며, ‘손짓’을 통해서 디제잉과 그래피티로 표현된 것이 다시 하나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힙합은 다소 특징적이다. 힙합 문화는 몸에서 총체적

으로 작동하는 감각이 표현 행위에 따라 기술적으로 분할되면서 각각의

하위장르로 구별되는 집단들이 따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

이 다시 하나의 ‘힙합’으로 통합될 수 있을까? 이념이 아닌 감각과 표현

의 관점에서 본다면, 힙합은 각 하위장르에 참여하는 힙합인의 장인과

같이 숙련된 표현 기술로 자기 존중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인간의

총체적 감각으로, ‘힙합’의 이름으로 각기 다른 표현양식과 행위를 인정

하고 받아들이는 상호 존중의 토대를 마련한다.

힙합이 시작된 상징적 시공간, 그러니까 힙합의 원형이 도시 속 매혹

적이고 진실한 ‘야만’이 자리하고 있는 시공간으로서 ‘블록 파티(bloc

party)’였다는 역사적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힙합 댄서 발커(Balker)는 ‘힙합이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상상하며 다음

과 같이 말했다.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필요했을 거야. 안

그래도 사는 거 진짜 뭐 같은데. 그날만큼은 자기가 못 살든 잘 살든 최

대한 이쁘게 꾸며 입고 놀러 가서 똑같은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힙합 노래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것

만으로도. (…) 지금 시대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집에서 게임을 해

도 재밌는데. 결국에는, 노래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

아요. 거기까지도 못 가는 거야. 노래를 들으러 가는 데까지도 못 가는

거 같아.”

“지금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고” “노래 하나만으로 와닿지 않는” 힙합

공연을 새롭게 창조해보려는 이들의 시도를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

다. 의례와 상징, 그리고 타자와의 협력의 기술이 약해져 가는 지금, 이

들은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그것의 응집력이 얼마나

강할지는 미지수다. 폐쇄적이지 않고 지역성을 강조하지 않았던 덕분에

더 넓고 더 다양한 예술가들의 연결망이 형성되고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강렬한 공동체성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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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를 비롯한 많은 대구 래퍼들은 20여년의 역사 속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 형성이 실패해왔던 모습을 목격해왔다. 그에 대한 반작

용으로 공동체 형성 자체를 포기하거나 래퍼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포

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운드브릿지 또한, 그에 대한 반작용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상호 존중

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믿음이 솟아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들은 점점

개인화되는 래퍼의 라이프스타일을 ‘라이프스타일 집단’으로 구성해내고

있다. 대구 래퍼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지라도 사회적

인 라이프스타일로 구성해내려는 이 움직임은 힙합공연으로 팬덤을 새롭

게 구축하려는 ‘희망의 눈’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주시하는 미래의 향방

은 자본주의 논리와 가치체계에 따르면, 무모하고 무가치하게 평가될지

라도 이들의 실천이 하나의 역사를 생성한다는 진리는 가릴 수 없다.

힙합트레인과 클럽 헤비, 인디053과 거리 캠페인, 싸이퍼와 방주, 그리

고 사운드브릿지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은 여기에 개입한 수많은 래퍼

의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집단으로

서 대구 래퍼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

축할 수 있는 ‘생의 여지’들을 ‘생의 여건’ 속에서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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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지방도시에서 래퍼로 살아가기

삶을 만들어 간다는 표현은 은유가 아니다.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사람은 자

기 존재를 뒤흔드는 감정을 겪기도 하는데, 독자가 눈앞에 놓인 작품에 매료

될수록 그 작품에서 포착한 남다른 관점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삶의 방식을 바꾸는 모든 이들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적 고양과 고

뇌를 경험하기도 한다(오제, 2020: 163).

본 연구는 대구에서 래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주목하기 위해, 한국

힙합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하여, 담론장의 변동과 대구 랩/힙합씬의 태

동, 그리고 현재까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한 배경에서 대구의 젊은

래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랩 음악을 들었다. 그렇게 랩을 접하게

된 이후로 이들의 열정의 동기는 솔직하고 즐겁게 뱉기, 공연에의 몰입,

내면의 서사화와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래퍼로서 자신을 고양시키고 라

이프스타일을 구성해나갔다.

하지만, 사회적 환경은 오히려 대구 래퍼들의 문화적이고 의례적인 수

단들을 축소하는 영향을 미쳤고, 이들은 그로부터 전통을 지켜내거나 새

로운 의례를 생성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혼란은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 방해요소로 작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 공연과 랩 음악 만들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

을 추구하는 이들은 생애 단계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거주, 진로, 직업,

군대, 꿈과 같은 삶의 제 문제들을 경유하며 견뎌내고 극복하며 래퍼다

운 래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도시 곳곳에 산재한 것처럼 보이며, 그렇기에 개인화된 래

퍼로 호명되는 이들이 추구하는 공동의 미래상은 미국의 그것과는 달리

어떻게 역설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지 논증한다. 그에 따라, 이들의 앞으

로의 향방에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구의 도시구

조적 특수성과 거리 문화에의 집착 등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시적 자원들

을 래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습득하고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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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징과 의례의 약화는 이들을 하나의 지역적 이념으로 묶어주

질 못한다. 그럼에도 사운드브릿지와 같은 프로젝트 그룹이 지금 활발히

활동하는 이유는 여태껏 시도되지 않았던 ‘힙합공연’의 가능성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들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적 이념

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왜냐하

면, 굳이 ‘대구’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그저 힙합공연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역성을 강조할지,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할지,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할지 유보하며 여러 가

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들의 진정성이 한국의 힙합장 인식체계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내밀한 지역적 맥락 속에서 갈등을 이겨내면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태컷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지방도시 래퍼의 삶

과 지방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실험적 연행의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래퍼를 중심 연구대

상으로 삼다 보니, 대구의 힙합씬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래퍼 이

외의 댄서, 디제이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

는 참여관찰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여러 실험적 시도들과 활동에의

의지를 포착하였지만, 본 논문의 주 연구대상인 래퍼들의 삶에서 많이

벗어날 요지가 있어 추가적으로 할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

의 다른 연구들에 의해 보충되어 살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장소적으로 지방도시 중에서도 대구에서 활동하는 래

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중점을 두었기에, 다른 지방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슷한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서울 홍대와 같은 중심부

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럿 있으나, 그 외 여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래퍼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ž분석은 현저히 부족하다. 본 논문을 시작

으로 다른 지방도시들의 경우에 대한 연구가 더해진다면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본 현상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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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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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ving as Rappe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Ethnographic Study of Daegu Rapper’s Lifestyle Making

and Mutual Respect

Song, Jaeho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ethnographic study deals with the history and present that

young rappers, who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hip-hop

became popular in Korean society, have attempted to make music,

perform, and form a community in Daegu, not in Seoul, where human,

socio-cultural, and economic resources are concentrated. The

researcher visits the “rapper’s field” living in Daegu in person,

rapping with them and preparing for a performance, and conducting

participant-observation in the process of experimenting with a new

community. In addition, researchers witness that these beings not only

stem from the hegemony of the capitalist cultural industry, but also

from the ‘history and symbol of performance,’ which has continued for

more than 20 years in their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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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equal urban landscape of Korean society, which can be seen

from the expression ‘Seoul Republic,’ and the power of spectacular

broadcasting, such as the hip-hop contest program “Show Me the

Money”, have formed a highly centralized hip-hop field. It works as a

gravitational field for rappers to drive desire and competition for

success. Many young rappers leave their hometowns and head to

Seoul for ‘success.’ However, some Daegu rappers take choices and

strategies that go against this. Korean society structures the life of

rapping in its neighborhood into an uncomfortable life, but rappers

create a new ‘style of cooperation and respec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conomic survival and survival as rappers.

As such, the formation of local hip-hop scenes is not unique to

Daegu. As hip-hop was established in Korea, the underground

hip-hop scene in front of Hongdae was created, and at the same

time, its own hip-hop scene was formed in metropolitan cities across

the country. This study focuses primarily on Daegu and focuses on

the appearance of such history and symbols even today. The history

of the "Hip-Hop Train" performance, which was born in 2000, leading

to the heyday of Daegu rap performances and further holding Daegu's

own large hip-hop festival, is a key basis for revealing the existence

of Daegu rap/hip-hop scenes. However, the spectacular effect of large

festivals combined with broadcasting programs such as “Show Me the

Money” rather caused a reaction that dried up the seeds of small

hip-hop performances. Today, Daegu rappers are seeking an

alternative way to live as rappers in the reality that hip-hop scenes

have declined.

The researcher follows the three main places of Daegu rappers,

parks, venues, and studios, and participant-observes them continuing

their own lifestyle through ritual performance and music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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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 Freestyle cypher in the park, various performance stages in

the venues, music making in the studio, and scenes of after-party

reveal the existential mode of Daegu rap/hip-hop scene. This study

argues that ‘rap’ interpreted mainly by text is actually completed by a

number of ‘rapping’ that are phenomenally uttered and disappearing,

and that rappers can take cultural means of continuous passion and

motivation for their lifestyles.

Each rapper's future image of the hip-hop scene is slightly

different. The common vision of the future that Daegu rappers dream

of consists of disorganized puzzle pieces. For some rappers,

rap/hip-hop must be strictly relevant to capitalist logic, while for

some rappers, it must be essentially romantic. The fact that the rap

itself takes a form that emphasizes self-esteem adds to the cracks in

this puzzle. An example is the ‘studio spirit’ that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The workroom spirit refers to

narcissism in which rappers use their work as a foundation for

self-respect while forcing endless production on themselves. This is

manifested by ‘diss’ rap(ping), which consists of both honesty and

violence. Rappers evaluate and undermine each other's work and

rapping as a virtue of honesty and self-esteem, but along with that,

they lose the foundation for mutual respect.

Researcher finds an alternative to enabling a new community

virtuous cycle in this reality where mutual respect has collapsed from

a group of hip-hop projects called ‘Sound Bridge.’ Sound Bridge is an

organization created by dancers, rappers, and DJs from Daegu and

Busan, and pursues private authenticity in offline, hip-hop

performances, and localism, but does not let go of public interest in

the entire Korean hip-hop scene. In line with the meaning of ‘a

bridge connecting sounds,’ hip-hop people from various loca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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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Daegu, Busan, and even Jeonju, will gather together to try

to reinvent the ritual and symbol of ‘hip-hop performance.’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experimental practice

will lead to the construction of a regional representation called ‘Daegu

Hip-Hop.’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alize Daegu's own

‘locality’ within the project group and hip-hop performances. Rather,

Daegu rappers believe that this locality will lead to exclusivity.

Thanks to this, they may be more open, but it is difficult to be more

cohesive. This paradox refers to the (impossible) possibility of a

dream of local hip-hop performance in Korean society. Nevertheless,

the open nature of the Daegu hip-hop scene has the possibility of

leading to a wider and more reciprocal performance of local cities at

the same time.

keywords : daegu hip-hop scenes, daegu rappers, lifestyle

groups, rituals, performance, mutual re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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