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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hip-hop clear as a comprehensive cultural factor, and to analyze how 

it was reflected and shown in the modem fashion.
The fashion influenced by hip-hop consisted of music(mcin용), dance(b-boying), art(graffiti), technology(djing), 

and clothing(hip-hop style) was as follows;
1. Each music, dance, and art factor was expressed as nmKiethnic style, a oversized sportive style, and a graffiti 

look.

2. Oversized-Sportive style was the most peculiarity in Old School's hip-hop fashion.
3. Sportive style was changed into Multiethnic-Baggy style in New School's hip-hop fashion.

Key words: mcing, b-boying, graffiti, djing, hip hop.

I.서론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자리했을 때에만 가 

능했던 음악의 향유가 현대에 와서는 대중매체를 비 

롯한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대중적 인 

문화현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한 문화의 특징을 결 

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음악이 지니 

는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은 또 다른 문화 현상인 패 

션에도 반영되어, 특정 시대와 사회에서 유행하는 

음악의 스타일과 패션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에는 음악이라는 한 문화요소에서 시작 

하여 다른 문화요소들을 포함하는 독자적인 문화현 

상이 된 예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힙합(hip hop)이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 

하여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힙합 

음악은 미국내 흑인들이 즐기던 음악의 한 장르로 

출발하여, 그들이 지니는 독특한 특징들이 결합된 

하위문화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경계들을 

초월한 세계적인 문화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 

다. 이렇게 형성 발전되어 온 힙합은 음악 • 미술 • 

춤 • 패션과 같은 여러 영역의 문화요소들을 포함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인종과 지역에 따른 여 러 가지 문 

화적 특수성을 혼합한 '다문화적(multicultural)' 혹은 

'초문화적(transculniral)'인 현상으로'), 그것이 지니는 

문화적 의미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있 

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흑인 문화의 저항적 의미가

1) Stephens, G. "International Dialogue in Rap Music: call-and response in a multic니tural style", New Formations, 
16, 1992, pp.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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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랩(rap)의 사회적 의미와 음악적 측면에 치중하 

여 다루어져 왔으며 다른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연 

구 특히, 힙합 패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 

은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힙합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의 유입 

시기가 또 다른 흑인 음악인 레게(reggae)와 거의 유 

사하였던 탓에, 두 종류의 음악이 혼동되어 다루어 

져 왔다. 그러나 레게와 힙합은 각각의 기원과 정체 

성, 음악성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러한 문화적 특성이 상징적으로 내포된 패션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도 힙합을 흑인들의 하위문화 정도로만 여기는 시각 

이 우세할 뿐 아니라 레게를 비롯한 흑인 음악을 힙 

합으로 인식하듯 패션에 있어서도 레게 패션과 힙합 

패션을 구분하지 않는 등 힙합 패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시간 

과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여러 양식이 혼합되는 

현대 문화의 특징이 잘 반영된 힙합과, 힙합의 문화 

적 특징들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는 힙합 패션을 

연구하는 것은 다원화된 현대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패션 현 

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세계화 시대 속에서의 

국내 패션 산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경쟁적인 힘을 

갖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에서 시작된 힙합이 현대 

사회 의 여 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인 문화 요소임 

을 밝히고, 이것이 현대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 

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기간은 힙합 음악이 생겨난 1970년대 초 

반부터 현재까지로 하며, 연구의 방법은 힙합 음악 

과 힙합 패션에 관한 전문 서적들과 전문 인터넷 사 

이트 등에 근거한 문헌적 자료의 분석으로 이루어졌 

다.

n. 힙합의 발전과 문화적 특징

1. 힙합의 발전

1) 흑인 문화로서의 힙합 (Old School / East Coast)

1973년에 New York의 South Bron成에서 Kool DJ 

Here이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는 힙합은 '도시에 사는 

(urban)' '젊은(young)' '노동자 계층(working-class)' 흑 

인들의 음악이었다즈. 빌보드가 발표한 공식적인 첫 

힙합은 자마이카의 클럽에서 활동하다 미국으로 이 

주한 Kool DJ Here가 1973년의 할로윈 파티에서 브 

레 이크 비트(break beat)를 시도하며 랩(rap)을 구사한 

것이었다9. 그러나 이 때 시도되었던 음악은 진정한 

힙합이라기 보다는 자마이카에서 유행하던 레게에 

가까웠다. 이 후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던 세 명의 흑 

인 음악가 즉, Busy Bee Starki, DJ Hollywood, Afrika 

Bambaataa에 의해 힙합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 었는데气 특별히 Afrika Bambaataa는 흑인 문화의 

우월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창조성과 정체성 

을 표현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흑인 음악가였다，.

1979년의 Sugar Hill Gang이 [Raper,s Delight]라는 

음반을 내놓으면서 뉴욕의 흑인 빈민가에서만 불려 

지던 힙합이 상업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보다 많은 대중들 특히, 백인들에게까지 힙 

합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후 힙합은 음 

악 산업은 물론 영화 산업, 인쇄 매체 등에 이르는 

대중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미국의 동부에서 시작하여 주로 흑인들 사 

이에서 향유되던 이 시기까지의 힙합문화를 'Old Sc

hool， 이라 부르는데, 이 때의 school은 학교를 뜻하는

2) B. Blanchard, "The Social Significance of Rap & Hip-Hop Culture", Journal of Poverty & Prejudice, Spring, 1999.
3) 이효영, 서동인, 힙■합 파라다이스, 서울:도서출판 꾼, 1998, pp.31-32.
4) R. Reese, "From The Fringe: The Hip Hop Culture and Ethnic Relations", The Far West and Popular Culture 

Conference^ February, 1998.
5) I. Oshun, "From the Getto...to the Runway", The Human Internet About  

library/weekly/aa052501 a.htm
http://rap.about.com/musicperfbrm/

6) C. Farley, "Hip-Hop Nation", Time Magazine, February 8, 1999.
7) S. Fernando, The New Beats, NY:Anchor Books Doubleday, 1994,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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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아니며 '특정한 시기'를 일컫는 힙합 용어로서, 

흑인들은 school로 표기하기보다는 sko이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2 •Old School'과 'New School'을 구 

분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지 만 가장 보편적 인 방법은 

미국의 동부를 중심으로 흑인 가수들만이 활동했던 

1980년대 전반까지를 'Old School' 즉, 'East Coast'로, 

미국 서부의 흑인들은 물론 백인 가수들까지 활동하 

게 된 1980년대 후반부터를 New School' 즉, 'West 

Coast，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시기의 힙합문화는 

인종과 지역에 있어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음악과 

춤 • 미술 • 패션에 이르는 대부분 요소의 특징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대중문화로서의 힙합 (New Schoo]/West Coast)

1986년에 세 명의 백인으로 구성된 Beastie Boys 

의 음반이 4백만장 이상 판매되면서 미국내 소수민 

족의 하위문화로만 여겨지던 힙합은 미국의 문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L.A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서부에서도 힙합 음악가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이 

중에는 Cypress Hill, Fat Joe와 같은 라틴인, Seoul 

Brothers, Asiatic Apostles와 같은 아시아인들이 포함 

되어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자 미국내 비흑 

인 아동 가운데의 75%와 디트로이트로부터 홍콩까 

지의 수많은 아이들이 힙합으로 말하고 힙합으로 행 

동할 정도가 되었으며, 뉴욕, L.A, 파리, 밀라노, 도쿄 

의 청소년들은 동일한 의복, 음악, 행동, 어휘를 사용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힙합이 음악을 능가하는 

생활약식과 전 세계인의 문화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뉴욕 빈민가의 길거리에서 시작된 힙 

합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흑 

인에서 백인으로, 미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그 영역 

을 확대하며 뉴욕 빈민가의 하위문화에서 세계적으 

로 향유되는 대중적인 문화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 

한 처음에는 음악적 요소만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 

이 흐르면서 춤과 미술, 의복, 기술 등의 여러 문화 

요소들이 혼합되어 점차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힙합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힙합의 문화적 특징

힙합의 형성 요소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 

지가 있으며, 이 때 저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각기 다른 요소들을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B. Blanchard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DJ, MC, B-boy, Gratffiti로, T. Ron은 

Graffiti, Bruce Lee, R^), Breakdancing, Technology로 

n\ I. Oshun은 DJing, breakdance, rap, garffiti, gear로 

구분하였고⑵, R. Reese는 여기에 언어(street 이ang)까 

지를 포함하는 등”) 여러 학자나 힙합 전문가들에 의 

해 정의된 힙합의 요소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 

한 요소들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 

란을 피하고 보다 명확하게 힙합의 요소를 정의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요소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음악 요소 (MCing/Rap)

힙합을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 

가 흑인들이 비트에 맞춰 중얼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랩이다. Kool DJ Here는 자마이카에서 활동하던 DJ 

겸 MC였는데, 뉴욕에서 본격적 인 활동을 하게 되면 

서부터 별도의 MC를 영 입하여 두 가지의 역 할을 분 

리하였고, 이로 인해 힙합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MCing과 DJing이 탄생하게 되 었다.

한편, 힙합의 시기가 둘로 나누어지듯 랩도 뚜렷 

하게 구분되는 시기별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처음 

힙합이 형성되어 흑인들 중심으로 불려지던 Old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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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he Rap Dictionary, http://www.rapdict.Org/terms/s
9) R. Hilburn, "Pop Music; In the Shadow of Hip-Hop; Rap is where the Action is, and its Popularity Still Hasn't 

Peaked", The Los Angeles Times, December 27, 1998, p.6.
10) uIs Rap Music Here to Stay?", Jet Magazine, Vol.94, No. 12, August 17, 1998, p.56.
11) Ron, T. 8 9 10 11 12 13 What Is Hip Hop Culture?: Parti”, Street Wizdom Gear, http://www.streetwizdom.com/commen- 

taries/hhl.html
12) Oshun, I. ibid.
13) Reese, R.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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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l의 East Coast Rap은 백인사회에서 살아가는 흑 

인들의 인권문제, 정치문제 등을 주제로 하고 있었 

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 L.A를 중심으로 갱스타 랩 

(Gangsta r叩)이 등장하면서 전개된 New Scho이의 

West Coast Rap은 폭력, 여성 혐오, 동성애 공포증과 

같은 과격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勺. 갱스타 랩퍼들 

에 의해 불려진 폭력적인 랩은 흑인들을 선동하기까 

지 하였는더], 1992년에 발생한 L,A의 흑인 폭동사건 

도 Ice Cube의 [Black Korea]를 통해 자극받은 흑인들 

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일 정도이 

다顷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측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음악적인 측 

면에서는 재즈(jazz), 블루스(blues), 소울(soul)과 같은 

다른 미국내 흑인 음악스타일을 기본으로 아프리카 

의 전통 드럼연주, 유럽 지배계급의 음악, 자마이카 

의 레게가 혼합된 새로운 양식의 현대 음악을 탄생 

시키고”), 다양한 인종 집단간의 대화를 용이케 하여 

아시안 랩(Asian rap)과 같은 새로운 음악 유형들을 

발생시키기도 하였으며'사회적으로는 흑인 공동 

체로 하여금 이전에 존재하던 문화 유형들을 재해석 

하게 하고'气 새로운 언어들과 다문화주의 형식의 창 

조를 가능케 하는 등의 역할을 감당하였다顷

2) 춤 요소 (B-boying/Break dance)
힙 합의 두 번째 요소로는 브레 이 크 댄스(Break da

nce) 혹은 B-boying이라 불리우는 춤을 들 수 있다. 

이는 1970년대 초반의 뉴욕에서 이들의 브레 이크 비 

트에 맞추어 추던 춤을 이르는 것으로, B-boying이라 

는 명칭도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아이들'이라는 뜻 

에서 붙여진 것이다. 갱단의 구성원들을 다른 갱 집 

단의 구성원들과 구분하는데 사용되곤 하였던 초기 

의 Breaking은 "Nigger Twins', "Zulu Kings'과 같은 

B-boys 1세대들에 의해 본격적인 힙합 요소가 되었 

다찌 그 후 브레이크 댄스는 1980년대에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며 전성기를 맞았는데, 이것이 힙합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구체적인 계기였다. 이처럼 

뉴욕 빈민가의 흑인들에 의해 만들어져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1985년까지의 이 기간이 B-boying의 

Old School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의 특 

징은 운동을 하듯 빠르고 강한 비트에 맞춘 힘있는 

동작 즉, 'power move'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New School에서의 브레이크 댄스는 Old 

School의 Breaking에 브라질 흑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C叩oeria, Electric Boogalo라 불리는 Popoing, 재빠르 

면서 쿵푸와 비슷한 동작을 이용한 Lockingo] 합해 

져 매우 현란하고 다양한 'style move，가 되었다叫.

3) 미술 요소 (Graffiti/Tag)

1970년대 초반의 뉴욕에 등장하였던 또 하나의 

문화 요소는 건물의 벽이나 지하철에 그림이나 글씨 

를 써넣는 그라피티(graffiti)이다. 이런 행위는 1960 

년대 후반부터 갱들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일종의 태그(tag)였으나 1970년대부터는 

힙합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라피티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1 

년의 뉴욕 지하철에 Taki 183,이라는 문구가 등장하 

면서부터 였는데, Taki는 이 문구를 써 넣은 사람의 별 

명이었고, 183은 그가 살던 거리 이름이었다. 그 후 

,Julio 204', 'Frank 207'과 같은 문구들이 등장하게 되 

었는데 이들은 모두 초기 그라피티 작가들의 서명 

즉, 태그였다끼. 이처럼 간단한 태그에서 시작한 그

14) C. Brown, "Hip Hop in Danger", 360 Degrees, Vol.3, No.l, 2000,  
hiphop.html

http://vision.syr.edu/~rperry/threesixt/winter/

15) B. Longhurst, 이호준 역, “흑인 음악”, 대중음악과 사회, 서울예영 커뮤니케이션, 1999, pp.248-254.
16) Blanchard, B. ibid
17) P. Giloy,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London: Verso, 1993.
18) T. Swendenberg, "Homies in the Hood:rap's commodification of insubordination", New Formations, Vol. 18, 

1992, pp.53-66.
19) G. Stephens, "Interracial Dialogue in Rap Music: cail-and-response in a multicultural style", New Formations, 

Vol,16, 1992, pp.62-79.
20) ^Background of B-Boying", , . shtmlBreakcheck.com http://www.breakcheck.com/articles/backb_art
21) “History of Breakin", http://www.geocities.com/colosseum/Stadium/960/hi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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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라피티 (b-boys.com)

라피티는 갈수록 그 스타일과 크기가 다양해져 1970 

년대 중반에는 'Top-to-Bottom' 방식으로 지하철 전체 

를 가득 메우게 되었으며, 사회적 결속과 백인 문화 

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던 초기의 의도 역시 공공예 

술의 실현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깨끗한 지하철 

운동(The Clean Train Movement)'으로, 작품들이 그려 

진 수많은 지하철이 폐기처분되면서 그 동안 뉴욕시 

의 지하철과 건물 외벽에만 행해지던 그라피티가 도 

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라피티의 

표현범위가 인쇄매처】, 비디오, 사이버 공간에까지 미 

치게 되었다23

4) 기술 요소 (DJing/TumtabEsm)

힙합의 네 번째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DJing이 

다. 힙합을 처음 시작한 Kool DJ Here은 당시의 미국 

음악에는 없던 강한 비트를 만들기 위해 두 대의 턴 

테이블 위에 같은 음반을 한 장씩 올려놓고 원하는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는더), 브레이크 비트 

라 불리게 된 이 믹싱(mixing) 기술은 턴테이블 위의 

음반을 앞뒤로 밀고 당기며 효과음을 내는 스크래칭 

(scratching)과 함께 DJing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 었 

다约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모두 Old School에서 사 

용하던 것으로, 1980년대 중반 즉, 샘플러(sampler)가 

개발된 New School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모든 편집 

작업이 디지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그림 2> DJing(b-boys.bom)

로 인해 턴테이블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고, 즉석에 

서 음을 편집하여 들려주던 DJ들도 점점 자취를 감 

추게 되었다.

5) 의복 요소 (Hip-hop style)

힙합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하나의 

요소가 의복이다. 레게를 특징짓는 상징적인 요인이 

드레드락스(dreadlocks)와 컬러풀한 의복인 것처럼 

힙합을 특징지을 수 있는 시각적인 요인이 의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힙합 스타일도 다른 

힙합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으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힙합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힙합 

스타일 안에 힙 합문화 자체가 표현되 어 있는 것 이 다.

위에서 5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 힙합문화의 요소 

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서로간에 영향 

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 중 의복 

요소는 힙합의 시기별 특성과 나머지 네 가지 문화 

요소들의 특징 이 반영 되어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문 

화 코드이므로 다음에서 힙합 패션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22) "History Parti", 149 Street^  1.html.http://at149st.com/hpart
23) "History Part2", 149 Street, http://atl49st.com/hpart2.html
24) 이효영, 서동인, 앞의 글, pp.31-32.

-751 -

boys.com
http://at149st.com/hpart
http://atl49st.com/hpart2.html


66 힙합의 문화적 성격과 관련한 힙합 패션의 특성 연구 복식문화연구

in. 힙합 패션의 특징

1. 힙합 문화 요소들이 반영된 힙합 패션의 특징

전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힙합 패션에는 다른 

힙합 요소의 특성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힙 

합의 5가지 요소 중 의복을 제외한 나머지 네 요소가 

힙합 패션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DJing은 힙합 

스타일의 특성이 형성되던 초기에는 MCing과 동일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컴퓨터 

작업으로 전환된 1985년 이후에는 그 존재가 상징적 

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어서 이것에 의한 영향을 제외 

한 나머지 세 요소 즉, 음악과 춤과 미술에 의한 영 

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힙합의 음악 요소가 반영된 힙합 패션 (다민족 

스타일)

힙합의 음악적 요소인 랩은 아프리카, 미국, 자마 

이카, 중남미, 아시아의 음악들이 혼합되어 다민족적 

인(multiethnic)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각 지역의 음악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의복에 반영되어졌다.

힙합 음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지역 중 가장 먼 

저 살펴 볼 곳은 자마이카로, 그들의 문화는 I960년 

대의 라스타파리 안(Rastafarian) 운동과 함께 아프리 

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도된 것들 

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드레드락스와 탬(Tams; 라 

스타 복장의 특징적인 니트 모자)으로 머리를 장식 

하고, 이디오피아 국기 색상인 빨강 • 노랑 • 녹색의 

헐렁한 스웨트셔츠(sweatshirt)을 착용하였는데, 힙합 

의 형성 초기에 바로 이러한 라스타 스타일颱ta 

style)이 입혀졌던 것이다. 자마이카의 흑인 음악과 

함께 브라질의 흑인 음악도 힙합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바로 브라질 흑인들의 전통 춤인 Copoeria가 

힙합의 춤에 포함되 면서 그 때 연주되던 berimbau(탬 

버린, 아프리카 종, 드럼으로 구성된 타악기 연주)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브라질 흑인 음악 

의 혼합은 브라질 흑인 스타일의 혼합으로 이어져, 

밝고 컬러풀한 아프리카 전통 직물(Kente)과 가죽으 

로 된 목장식이 많이 이용되었다夠.

브라질 흑인 음악의 유입은 흑인 스타일 뿐 아니 

라 라틴 음악의 유입도 가능케 했는데, 이러한 현상 

은 쿠바와 멕시코인 멤버들로 구성된 Cypress Hill, 

푸에르토 리코인인 Fat Joe 등의 성공과 함께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Fat Joe는 푸에르토 리코인으로서 

의 자부심이 유달리 강해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의복 

들을 모은 점포 [Fat Joe's Halftime]을 직접 운영하였 

으며 급기야는 [FJ 560]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기 

까지 하였다初.

한편, 힙합 음악에 혼합된 미국 백인 음악의 특성 

이 힙합 스타일에도 표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힙합 형성의 주체가 되었던 미국 빈민가의 흑인들이 

미국내에서의 사회적 열등함을 만회하기 위해 상류 

층 백인들의 외관을 차용하였던 것이다X). 금으로 된 

굵은 체인(dulde chain),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모 

양, 디자이너의 로고가 새겨진 의복 등이 바로 이러 

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힙합 스타일의 특징이다或

힙합 음악에 혼합된 지역적 특징 중 마지막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 일본, 홍콩을 중심 

으로 한 아시아이다. 1990년대 초반이 되면서 L.A에 

거주하던 아시아인들이 힙합 그룹을 결성하고 활동 

을 시작했는데, 흑인들의 유연한 몸동작과 빠른 랩 

을 따라할 수 없던 그들에 의해 Asian rap이라는 또 

다른 장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음악 

에서의 아시아적 특성이 패션에도 반영되어, 배기 

스타일의 팬츠 대신 드럼 스타일의 팬츠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서양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은 아시아인들에게 배기 스타일의 팬츠가 어울리 

지 않았기 때문이다锅).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문화의 의복 스타일들은

25) "History of Copoeria", http://www.geocities.com/Colosseum/Stadium/7960/index2.html
26) llAfrocentric,\ http://www.yesterdayland.com/popopedia/shows/fashion/fal008.php
27) “Fat Joe", http://imusic.artistdirect.com/showcase/urbaii/fatjoe.html
28) M. Kakutani, "Common Threads: Why Are Homeboys and Surbanites Wearing Each Other's Clothes?", New 

York Times, February 16, 1997, p.18.
29) T. Pohemus, "Street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Inc., 1994,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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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음악을 통해 한데 어우러지게 되어, 1970년대 

초반에는 자마이카인들의 헐렁한 스웨트셔츠와 머 

리모양, 쿠바의 군복 등이 합해진 힙합 스타일이 형 

성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아프리카 본토 스타 

일을 응용한 가죽 목걸이와 켄트(Kente) 티셔츠, 아 

시아의 영향을 받은 드럼 스타일 팬츠 등이 더해졌 

다. 요컨대, 힙합 음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여러 지 

역의 패션 요소들이 함께 혼합되어 다민족적인 힙합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힙합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문화가 된 현재에는 더 많은 지역의 요소 

들이 상호작용하며 보다 새로운 다민족 스타일로의 

재창조가 계속되고 있다.

2) 힙합의 춤 요소가 반영된 힙합 패션 (스포티브 

스타일)

힙합의 음악적 요소가 전혀 다른 여러 장르들의 

혼합으로부터 유래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힙합 패션 

은 스타일들이 혼합된 혼란스러운 상태 였다. 그러나 

서서히,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힙합이 가지는 또 다른 

독특한 요소 즉, 브레이크 댄스에 의해서였다叫 브 

레이크 댄스는 어떤 체조 경기보다도 운동량이 많고

〈그림 3> B-boying (b-boys.com)

다양한 인체의 움직임이 요구되는 격렬한 활동이다. 

게다가 길거리에 모여 춤을 추는 것 자체가 B-boys 

들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옷은 항상 흐트러지 

고 지저분해 보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바닥에서 온 몸을 돌 

리는 것 같은 과격한 동작에도 방해받지 않고 옷이 

더러워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헐렁한 스포츠 

웨어가 많이 착용되었다.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트 

랙슈트(tracksuits)와 헐렁한 팬츠, 옆선에 세 개의 줄 

무늬가 있는 아디다스의 운동복과 스니커즈를 들 수 

있다. 또한 머리를 바닥에 대는 동작이 많은 탓에 머 

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도 필수 아이템이었다功.

3) 힙합의 미술 요소가 반영된 힙합 패션 (그라피 

티 룩)

불법 점유로 인한 소유권 표시,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 소수민족의 정체감 형성 등과 같은 그라피티 

의 문화적 상징은 힙합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기 

시작하였고, 뉴욕의 흑인 빈민가에서 받아들여진 이 

새로운 미술 양식은 그것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의 

복 스타일과 함께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뉴욕에 처음 등장하였을 당시의 그라피티는 자신 

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자신을 알리려는 태그의 의미 

를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초기의 그라피티는 거의 

대부분 작가의 별명과 그가 사는 거리 이름만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디자이너나 유 

명 브랜드의 로고가 쓰여진 셔츠가 인기를 얻게 되 

었는데, 이 때의 로고가 바로 그라피티에서의 태그 

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부유한 백인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의 의복을 착용할 만큼 자신이 부 

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자 했던 것 

이다.

그라피티가 힙합 패션에 미친 또 하나의 영향은 

그라피티 기법의 직접적인 응용이다. 말하자면, 티셔 

츠에 직접 스프레이를 뿌려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거 

나, 다양한 의복 아이템에 지하철의 그라피티 작품

30) “힙합 스타일”, 두산 세계 대백과, http://www.encyber.com
31) T. Pohemus, ibid, p.107.
32) 이영재, 구인숙, “흑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V이.21, No.3, 1997, p.71.
33) 김주영, 이정후,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그라피티 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Vol.5, No.3, 1997, 

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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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힙합요소의 영향을 받은 힙합 패션

힙합 요소 힙합 패션

음악 멀티에스닉 스타일

춤 스포티브 스타일

미술 그라피티 스타일

을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것이다科. 또한, 그라피티 

작품에 표현된 밝은 색상과 이들의 자유로운 배합도 

무채색의 힙합 패션이 다채로운 색상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34 35 36 37).

34) Oshun, I. ibid.
35) "Hip-hop", http://www.yesterdayland.com/popopedia/shows/fashion/fal448.php
36) "Run-DMC", http://www.yesterland.com/popopedia/shows/fashion/mul091 .php
37) T. Polhemus, ibid, p.108.

음악 • 춤 • 미술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힙합 패션 

의 특징은〈표 1>과 같이 다민족적 스타일과 스포 

티브 스타일, 그라피티 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 

나 이들의 혼합이 모두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혼합되어 

시기별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힙합의 시기적 차이에 따른 힙합 패션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힙합 문화의 시기적 구분에 따른 힙합 패션의 특징

힙합 패션은 힙합의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Old 

School과 New School에 있어 그 특징 이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1) Old School의 힙합 패션 (1985년 이전)

Old School의 힙합은 혹인 사회의 정체성을 강조 

하고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에 저항하는 내용들을 

담은 레귤러 랩과, 힘있는 동작을 강조하는 파워 무 

브의 브레이크 댄스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 

해 시도되던 그라피티와 턴테이블을 이용한 즉석 샘 

플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내 흑 

인 사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흑인들의 

하위문화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힙합 패션은 뉴욕 

중심의 혹인 힙합퍼 (hip-hopper)들을 위한 스타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레게의 라스타 스 

타일어), 파워 무브의 브레이크 댄스를 위한 커다란 

스포티브 스타일이 혼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드

〈그림 4> Run-DMC (b-boys.com)

〈그림 5> 아디다스 스니커즈 

(fortunecity.com/oldskool)

레드락스와 라스타 모자, 빨강 • 노랑 • 녹색의 스웨 

트셔츠에 트랙 슈트를 덧입고 발목까지 오는 스니커 

즈를 착용하였다吐

그러나 1984년에 힙합 패션 역사상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 그룹 Run-DMC가 등장하면서 힙합 

패션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흑인 힙합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3백만장이라는 음반 판매를 기 

록한 이들은 1970년대에 입혀지던 것보다 훨씬 가늘 

고 간소화된 트랙슈트, 라벨이 붙은 후드 티셔츠, 스 

니커즈 등을 착용하고 다녔는데, 가수로서의 이들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의복 스타일도 크게 유행하게 되 

었다그 결과, 전 세계의 청소년들마다 트레이닝 

웨어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Run-DMC가 항상 

입던 옷과 슈즈에 찍힌 아디다스 상표는 이를 계기 

로 세계적인 스포츠웨어로 자리하게 되었다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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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w School의 힙합 패션 （1985년 이후）

1984년 Beastie boys의 등장으로, 흑인들의 전유물 

로 여겨지던 브레이크 댄스와 랩이 미국내의 백인 

청소년들에게도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힙합 패션 

은 흑인의 패션에서 미국인의 패션으로 변화하게 되 

었다. 이 시기의 힙합 패션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 

리게 된 힙합 음악이 여러 민족 출신의 힙합 가수들 

에 의해 성공을 거두면서 그들이 지니는 고유한 민 

족적 특성들이 스타일에 반영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 시기 힙합 스타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가 

수들로는 Public Enemy, Erik B & Rakim, Cypress 

Hill, MC Hammer, Jungle Brothers 등을 들 수 있다.

Run-DMC의 뒤를 이어 곧 바로 등장한 Public 

Enemy는 쿠바의 군복 스타일을 응용한 의복에 커다

〈그림 6> Beastie Boys(b-boys.com)

〈그림 8> Cypress Hill(b-boys.com)

〈그림 9> Erik B & Rakim (artistdirect.com)

란 메달이 달린 듀키 체 인을 하고 나와, 때아닌 밀리 

터 리룩의 유행을 주도했다. 또한 Er该 B & Rakim은 

루이 뷔통이나 구치같은 고급 브랜드의 스포츠웨어 

와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강조하듯 착용하였다坷.

한편, Jungle Brothers 같은 가수들은 혹인 문화의

〈그림 7> Public Enemy(b-boys.com) (yesterdayland.com)

38) T. Polhemus, ibid,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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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ommy Hilfigei•의 힙합 스타일

(taimur.com)

〈그림 12> 현대의 힙합 스타일 (PBS Online).

정체성과 뿌리에 관심을 가져, 전통 아프리카 직물 

인 kente를 기존의 스포츠웨어와 혼합하는가 하면 금 

으로 된 메달을 착용했는더】, 이 때 메달의 재료로는 

반드시 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금만을 사용하여 남 

아프리카의 가죽으로 된 메달을 대신하고자 하는 정 

치적인 의도를 내포하였다地.

그러나 New school의 힙합 가수 증 패션 스타일에 

가장 획기적인 영향을 미친 가수는 아마도 MC Ham- 

mer일 것이다. 그는 1970년대에 백인 사회에서 유행 

하였던 배기 팬츠를 더욱 과장된 형태로 새롭게 착 

용하여 그가 입은 배기 팬츠를 'Hammer pants，라 불 

리도록 만들었다40).

39) Polhemus, T. ibid, p.108,
40) "Hip-hop", http://www.yesterdayland.com
41) "Hip-Hop Nation", Time, Vol.153, No.5, February 8, 1999.
42) “Hip-Hop Style: What is Cool?", PBS Online, http://www.pbs.org/newshour/infbcus/fashion/hiphop.html, Fall, 

1997.

마지막으로, New School의 힙합 패션이 지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유명 디자이너들의 참여 

이다. 힙합이 점차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고 힙합 

패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자, Geor- 

geo Annani, Tommy Hilfiger와 같은 하이패션 디자이 

너들이 힙합 스타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특 

히 Tommy Hilfiger는 여러 개로 나뉘어진 하위브랜 

드에서 보다 전문적인 힙합 스타일을 제작하여 발표 

하여, 현대 가장 대표적인 힙합 스타일 디자이너가 

되었다. 이 외에도 Daymond John의 [Fubu], Willie 

Esco 의 [Esco], Russell Simmon 의 [Phat Farm] 과 같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현재의 힙합 스타일은 헐렁 

한 배기 팬츠, 커다란 폴로 셔츠, 브랜드의 로고가 있 

는 후드 달린 트랙슈트, 뒤로 쓴 야구모자, 값비싼 스 

니커즈를 기본으로 다양한 민족적 요소들이 혼합되 

어 표현되고 있다的.〈표 2>는 패션을 포함한 힙합 

의 요소들이 Old School과 New School에 있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표 2> 힙합 요소들의 시기별 특성

Old School
('85 이전)

New School
('85 이후)

음악 Regular rsp Gangsta rap
(MCing)
춤 Power move Style move

(B-boying)
미술 in City out City
(Graffiti)
기술 Analogue method Digital method
(DJing)
의복 Oversized-sportive Multiethnic-baggy
(Hiphop style) styl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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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현대의 대중음악은 하위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 

으며 발전하여왔고, 이는 다시 패션 스타일의 결정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등장 

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힙합 

음악은 다른 문화요소들과 함께 힙합이라는 독자적 

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힙합은 

그 자체의 스타일 뿐 아니라 현대의 패션 현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힙합을 형성하고 있는 문 

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들이 어떤 형태로 

혼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현상이 힙합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 

으며, 연구에 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힙합은 음악(MCing), 춤(B-boying), 미술(Gr- 

affiti), 기술(DJing), 의복(hip-hop style) 등의 5가지 요 

소로 구성된 문화현상으로서, 처음에는 뉴욕 빈민가 

흑인들의 하위문화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 

서 인종간• 지역간• 장르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 

대 문화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둘째, 힙합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뉘는데, Old Sc

hool^ 1970년대 초반부터 1985년까지는 East Coast 

의 흑인들에 의해 주도되어졌던 시기로, New School 

인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West Coast의 흑인 

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대중들에 의해 발전 • 향 

유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Old School과 New School 

의 차이는 각 문화 요소별로도 나타나, 음악에서는 

레귤러 랩과 갱스타 랩, 춤에서는 파워 무브와 스타 

일 무브, 미술에서는 도시 내부에서의 활동과 도시 

밖의 활동, 기술에서는 턴테이블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과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특징지워 

졌다.

셋째, 힙합의 의복 스타일은 힙합 문화의 각 요소 

들이 반영되어 형성되었다. 즉, 여러 민족의 음악 요 

소들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MCing은 패션에서의 다 

민족 스타일로, 격렬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는 B-boy- 

ing은 헐렁 하고 편안한 스포티브 스타일로, 컬러풀하 

며 자유로운 그라피티는 그라피티 룩으로 표현되었 

고, 이 세 가지의 스타일은 독자적이 아닌 상호공존 

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넷째, 힙합 패션은 Old School과 New School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 동부의 흑인 위주로 진행된 

Old School의 의복은 커다란 티셔츠와 트랙슈트, 거 

꾸로 쓴 야구모자에 커다란 스니커즈를 기본으로 하 

는 오버사이즈드 스포티브 스타일에서 시작하여, 점 

차 고급 브랜드의 로고를 강조하고 무채색의 의복에 

금으로 된 장신구를 장식하는 독특한 스타일로 변화 

하였다. New School에서는 이전 시기보다 훨씬 많은 

민족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멀티에스닉 스타 

일을 기본으로 의복 색상이 밝아지고 상의는 이전보 

다 더욱 헐렁해졌으며, 1970년대에 백인들에게 유행 

하였던 배기 팬츠가 힙합퍼들에 의해 재등장하였다. 

이러한 시기별 차이는 힙합이 전 세계의 문화로 자 

리잡게 되면서 각각의 힙합 요소에 여러 나라와 민 

족의 고유한 특성들이 반영되어진 현상과 맥락을 같 

이 하는 것이다. 특별히, New School에서의 힙합 패 

션은 흑인의 스트리트 패션으로 시작하여 하이패션 

에 포함될만큼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볼 때, 현대의 대중음악 

은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현대 패션현상에 그대로 반영되 

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힙합 패션이 힙합 문 

화를 형성하는 한 요소인 동시에 힙합 문화 전체를 

반영하는 문화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하위문화 

그룹의 패션으로 시작하였으나 매스패션과 하이패 

션에까지 영향을 미칠만큼 현대 패션의 중요한 부분 

을 담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힙합 음악과 힙합 패션 모두는 문화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영 

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문화 요소들이라 할 수 있으 

며, 그 중에서도 패션은 다른 문화 요소들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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