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미국 내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대부분은

미국에서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상위계급으

로 진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일부의

아프로-아메리칸은 스포츠나 대중음악 분야에서 확고

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 장르에서

나타나는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들의 자리매

김을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다. 

소수인종인 흑인은 대중 장르인 스포츠와 음악을

상향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 중

특히 음악은 개인이나 집단의 상황과 의식을 가장 대

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흑인들은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하여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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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how ‘Afro-American resistance’ is showed up in the fashion trough the study
of rapper’s fashion present in singing rap music.

Rap music produced by the influence of black music. It have been the tool of expression of pain and
sorrow of their lives and included their resistant spirit. So rapper’s fashion expressed resistance. at this
point I categorized the resistant feature of rapper’s fashion at two types in terms of the extent of
expression.

Their are active resistance fashion and passive resistance fashion. Also each fashion types was
classified in terms of style, material, color, accessories and so forth. Active fashion is possible to classify
these three styles as follows. The first one is Afrocentic style that was raised from longing for Africa. The
second one is Military style which contains an ling-time enduring spirit of resistance against the society.
The last one is Hiphop style that violated the typical rule of dressing under the hiphop style culture. these
kinds of active resistance are also classified as material like blue Jean showing black workers’ resistance,
color like black showing off superiority of ‘black’ and red, gold and green color expressing black
people’s resistance, and other accessories like chains, cross and so on.

Passive resistance fashion has several variations according to the style. There are Jazz style, Uniform
style and Hiphop style. It is also categorized as high-tech materials, white color which is the expression
of desire for white and luxurious accessories showing off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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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가시화한다. 

과거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은 미국 노예

의 삶으로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백인과의

차별정책에 인하여 가난과 궁핍, 마약, 폭력에 찌들어

있다. 이로 인해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은 자

신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대한 반발심이 커졌고, 이는

국가 정책과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되었다. 이러

한 저항의식은 흑인민족주의와 급진주의를 통하여 아

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가져다 주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인 문화로 자신

들이 흡수, 동화되는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저항의

식을 소극적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백인의 문화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모더니즘의 합리

성과 진보성, 기계적인 엄격성의 미학을 추구하여 왔

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의견을 달

리하는 반대적인 사회, 정치 집단 - 소수민족주의 집

단, 하위문화집단, 환경운동가, 여권운동가, 동성연애자

등 - 의 가시화를 통한 권위에 대한 거부와 소외 집단

의 동화를 위한 비판적인 태도, 허무주의, 다원성, 대

중매체 중심의 팝문화가 대두되고 있었다.1) 이로 인하

여 대중매체를 이용해 저항의식이 가득한 흑인음악이

대중화되면서 흑인음악에 뿌리를 둔 힙합장르도 어필

되었다. 대중에게 어필되어진 힙합은 그라피티와 샘플

링, 춤 랩의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랩을 하는 사

람을 랩퍼(Rapper)라 한다. 그들은 대다수 아프로-아메

리칸(Afro-Americans)들로 구성되었으며 흑인의 문화와

의식이 랩을 통하여 반 되고 있다. 랩 속에는 오랜

핍박에 시달려 온 미국 아프로-아메리칸(Afro-

Americans)들의 자긍심과 그들의 한과 분노, 저항정신

이 담겨있다. 흑인 빈민가 문화를 통칭하는 힙합의 음

악적 형태인 랩은 20세기 말에 대중 음악에서 최고의

인기 장르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후 꾸준히 유행되고

있다.2)

이러한 과정을 통한 랩뮤직은 아프로-아메리칸(Afro-

Americans)에 대한 차별정책이 만연한 미국 내에서,

그것도 흑인 게토지구에서 발생되었다. 아프로-아메리

칸(Afro-Americans)들이 암울한 현실을 랩이라는 특별

장르를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랩퍼의

역할이다. 랩퍼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현 사회체제에 대한 반발을 음악으로 표현했기 때문

에 랩 가사에는 저항적 표현이 많이 들어 있다. 그들

의 삶에 대한 흑인 저항성은‘흑인 우월성’으로 아이

러니하게 재창조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흑인민

족주의와 흑인 급진주의의 향 때문이었다. 랩퍼의

패션에도 이러한 저항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랩퍼

의 패션에는 또한 앞에서 언급하 듯이 가질 수 없는

자가 가진 자를 동경하면서 동시에 저항하는 심리가

다른 문화, 특히 지배 문화에 동화되는 것으로 표현되

어지기도 한다.

선행연구로는 대중음악과 패션에 관한 연구로 엄소

희(1995)의 연구가 있으며,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연구

로는 김지은·조규화(1998)가 흑인의 패션을 연구하

다. 흑인 스트리트 패션에 대하여 이 재·구인숙

(1997)이 연구하 으며, 블랙이라는 색상에 대한 연구

로는 송명희·조규화(1997)와 곽혜선(1997)의 연구로

블랙의 의미를 정의하 다. 또한 랩퍼들이 일반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힙합에 대한 연구로는 주은희·조규화

(1998), 이지현(1998)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흑인 저항 의식을 담고 있는 대

중음악 중 랩뮤직에서 랩퍼(Rapper)의 패션 연구를 통

해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들의 저항정신이

패션 속에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는지 살펴봄으로써

하위문화의 한 형태로 랩퍼 위치를 정립하고 소수집

단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랩퍼의 패션에 나타나는 저항

성을 알아보기 위해 랩뮤직 분야가 대중에게 널리 알

려지기 시작한 90년대 후반의 랩퍼들의 패션을 국내

대중잡지인 GMV, Hot Music과 GMV, Rollingstone, The

Vibe, Blaze의 웹사이트를 토대로 랩퍼들의 저항성을

살펴보았다.

II.

저항성은 하위문화에서 다루어지는 성격으로 50-60

년대 중반에 가장 절정을 이룬 저항문화(counter

culture)부터 시작되었다. 60년대에는 존 바에즈, 밥 딜

런 같은 저항 음악 가수들이 등장하여 반전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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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송을 노래하기도 하 다. 60년대의 저항성의 선임

자는 비트족으로서, 그 배후에는 블랙 아메리카가 있

었고, 또한 흑인 연주가들의 소울 음악이 있었으며, 학

생 운동, 반전 운동, 반핵 운동과 결합하여 저항성의

특징을 이루었다.3)

흑인사회는 하위문화로서 존재하 고 이에 저항성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성은 음악으로 표현되

었고, 다양한 음악장르 중 힙합 장르의 랩뮤직은 90년

대부터 지금까지 대중적인 인기까지 함께누리고 있다.

랩뮤직의 랩퍼들은 대다수 흑인, 특히 빈민가의 흑인

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저

항 심리를 표현하 고, 또한 그들의 패션에서도 이런

저항 심리를 엿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흑인사회와 저항성, 흑인음악과 저항

성, 랩뮤직과 저항성으로 구분하여 대부분 흑인으로

구성된 랩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저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1. 흑인 사회와 저항성

미국 내 흑인사회란 흑인들이 과거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프

로-아메리칸(Afro-Americans)이라 분류되었고, 유색인종

이라는 이유로 백인과의 인종적 차별을 받았다. 이에

그들은 점차적으로 저항의식이 커졌다. 

17세기 초 유럽 중심의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흑인들의 서

구 사회 유입이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흑인들은 단지

피부가 검고 문화적으로 미개하다는 이유만으로 백인

들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채, 차별과 억압을

받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흑인들

은 도시의 빈민굴에서 그들의 인권과 생계를 보장받

기 위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하기에 이르 다.4) 인종적

분리와 차별에 대한 공개적 전투는 1950년대에 시작

되었는데, 미국에서의 60년대 마틴 루터 킹의 평화주

의적 비폭력 흑인운동과 카 마이클을 중심으로 한‘블

랙파워’민권운동이 그것이다.5)

그러나 점차 많은 흑인들이 백인과 협력하여 평화

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이상에 환멸을 느끼게 되어 인

종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즉‘블랙파워(Black

Power)’철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블랙 파워는 많은

의미를 내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형태에 있어

서 그것은 동화(assimilation)라는 목표로부터 인종 구

별(racial distinctiveness)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암시했

다. 아마도 블랙파워 이념의 지속적인 효과는 사회적

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미국 주류문화에 의해 그들 자

신을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게끔 배워 왔던 아

프로-아메리칸(Afro-Ameri cans) 들에게 인종적 자부심

을 갖게 해주었다는데 있다.6)

이렇듯 흑인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항적 성격은 과

거로부터 역사를 가지고 생성, 발전되어졌으며, 그에

따른 저항운동도 나타나고 있다.

2. 흑인음악과 저항성

흑인들은 다양한 문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저항성을

드러내고 있다. 흑인문화는 독창적으로 그들의 삶을

드러내면서 발전하 다.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과 아프로-아

메리칸(Afro-Americans)들에 대한 점증하는 폭력에도

불구하고, 흑인문화는 문화, 화, 음악, 연극 둥 다양

한 예술 역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들을 생산했다. 흑

인문화는 항상 억압에 대항하고, 저항과 투쟁의 경험

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7)

가난해서 악기를 사지 못하고 전통행동을 연상시킨

다는 이유로 드럼연주를 금지당하기 일쑤 던 흑인노

예에게 있어 노래 부르는 일만이 유일한 문화적 배설

구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8) 그래서 흑인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래이다. 노예시

대의 힘들고 고되며 뼈 깎는 아픔인 흑인 경험담을 노

래로 담았고, 고통을 잊고 견디기 위해 노래 부르면서

서로 웃고 격려하며, 자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흥

을 베풀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흑인의 음악과

노래이다. 

흑인 노예들이 즐겨 부르던 가사의 많은 부분은 백

인 주인의 학대와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불만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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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함을 호소했고,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마음껏 소

리쳐 풀었다. 백인들은 미개인들의 동물 같은 흉내라

고 생각했지만, 흑인들에게 노래와 악기는 그들의 압

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순간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9)

흑인 음악이란 개념은 때때로 아프로-아메리칸(Afro-

Americans) 음악과 동의어로 쓰이며, 두 용어는 상호

교환하여 사용된다. 흑인 음악의 존재는 음악적 일관

성이라는 개념과 확인 가능한 지지자에 입각한다.

Hebert J. Gans(1979)는‘흑인의 문화는 미국에서 흑인

이 살아온 이래 모든 문화 역에서 향을 미쳐 왔으

며 백인들은 1세기 이상 계속해서 흑인 음악으로부터

그 음악적 요소를 빌려왔다’10)라고 하여 흑인음악이

미국 대중음악에 지대한 향을 끼쳤음을 시사하

다.11)

흑인 음악은 미디어 문화를 이용해서 그들의 의미,

음악, 목소리를 확산 시켰으며, 1970년대 질 스콧-헤론

(Gil Scott-Heron)과 그랜드마스터 플래시(Grandmaster

Flash) 같은 흑인 랩퍼들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음

악을 개발해서 도시 흑인 거주지역에서의 억압과 투

쟁의 경험을 표현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도시

흑인 문화는 아프리칸-아메리칸의 경험과 문화에 적합

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 춤, 창법을 개발했다. 

1990년대 후반에 와서 힙합 음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힙합은 더 이상 비주류 음악으로 흑

인들의 음악이 아닌 주류음악으로서 전세계적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음악자체에서도 전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랩은 원래 1970년대 말 뉴욕

외곽 지역의 흑인과 히스패닉 틴에이저 사이에서 시

작된 댄스 스타일의 일부로서, 힙합이라는 좀더 광범

위한 문화적 현상의 음악적 중심으로 자리잡았다.12)

힙합의 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랩뮤직 아티스트인

랩퍼는 미디어를 이용하여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

화에 저항했으며, 그들 자신의 저항방식과 저항적 정

체성을 드러냈다. 아프리칸-아메리칸들의 목소리는 랩

뮤직 역에서 나타난 것이다.13)

따라서 흑인문화의 한 부분인 흑인 음악은 랩뮤직

형성에 향을 미쳤고 흑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저항

성을 랩뮤직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랩뮤직과 저항성

백인들의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과 말콤 엑스(Malcom X)의 저항

운동이 미국 대륙을 휩쓸고 지나간 지 벌써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흑인들의 저항은 바로 랩이라는 가

장 진보적인 대중 음악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랩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해 누구도 확실하게 말

할 수 없지만 오랫동안 흑인들이 흘린 눈물이 그 근원

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랩형태의 음악

이 처음 래코딩 된 것은 1968년의 일이다. 멜빈 밴 피

블스(Melvin Van Peebles)가 A&M레코드사를 통해 발

표했던 Brel soul이 대부분의 음악전문가들에 의해 첫

앨범으로 인정받고 있다. 밴 피블스는 원래 소설과 희

곡을 쓰던 작가겸 화 감독으로‘미국 흑인 남성들의

정신(brother soul)’이란 뜻이 담긴 Brel soul에 가난한

흑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9곡을 수록했다. 

랩이 대중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로널드 레

이건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에 열중하던

1979년이다. 당시 그룹 슈거힐갱(Sugarhill Gang)이 발

표했던 Rapper’s delight가 처음 팝 차트히트를 기록

함에 따라 일반 팝 팬들은 이때까지 흑인 빈민가에만

숨었던 랩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랩 뿐만 아

니라 브레이크 댄스(Brake dance)등 흑인 빈민가의 문

화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흑인들 스스로의 각성을 촉구하고

평화를 부르짖는 등 긍정적 메시지로 일관하던 랩은

레이건의 당선과 함께 미국 내에 백인 중심의 보수주

의가 뿌리를 내림에 따라 체제를 부정하고 폭동을 주

장하는 등 점점 과격한 메시지로 변모하게 됐다. 공화

당 정부가 흑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삭감함

에 따라 흑인 빈민가는 더욱 황폐하게 변해 버렸고 흑

인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됐다. 범죄와 마약

만이 난무하는 거리는 흑인들의 소박한 꿈을 앗아갔

고 랩에는 서서히 욕설과 폭력을 담은 메시지가 등장

하기 시작하 다.14)

80년대는 생활조건이 악화되고, 가난한 사람들로부

터 부자들에게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복지기금이

삭감되고 흑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무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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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권 하에서 흑인들의 기대가 무산되었다. 이 시

기에 아프리칸-아메리칸들의 생활수준과 구직 가능성

이 낮아지고 게토지역의 생활조건은 범죄, 마약사용,

10대 임신, 에이즈 및 성병, 갱과 도시 폭력이 늘어나

게 됨에 따라 악화되었다. 랩뮤직은 게토의 열악한 조

건 속에서 살아가는 블랙 아메리칸들의 경험과 조건

을 표현하고, 점증하는 억압과 신분상승 기회의 봉쇄

에 대한 아프리칸-아메리칸들의 분노를 표현하면서 강

력한 정치표현 수단이 되었으며, 거기에서는 근근히

생존해 가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15)

랩뮤직은 호응을 얻었고, 랩송과 앨범은 탑차트에

오르게 되었으며, 레코드 회사들은 점점 더 많은 랩

앨범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레이건에서 조지 부시로 이어지는 보수 정책의 고

착화와 미국 경제의 악화로 인해 진보성이 강한 래퍼

들의 메시지도 더욱 강렬하고 폭력적인 형태를 취하

게 되었다. 이처럼 현실을 폭력으로 깨뜨리려는 의도

를 바탕으로 과격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랩을 소위‘갱

스터 랩’(Gangsta Rap)이라고 일컫는다.16) 80년대 후

반 더욱 과격한 갱스터 랩이 LA에서 출현하면서 랩의

본거지가 뉴욕에서 옮겨졌으며 더욱 성장하 다.17)

이처럼 랩뮤직은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들

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랩뮤직을 하는 랩퍼들은

패션을 통하여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다.

III. (Rapper)  

간문자(1994)는“저항적인 복식을 저항적인 가치관,

신조, 주된 관심 뿐만 아니라 그룹의 정체감을 나타내

는 멤버에 의해 사용되는 과시적이고 의식적인 의복

기능을 갖고 있다.”18)고 주장한다. 저항 패션으로의 복

식은 지배계층에 대항하는 스타일이나 행동으로 기성

세대의 시각에 거슬리는 복장으로 기성 문화에 저항

하는 것이다.

이는 흑인들의 저항적 음악과도 해당된다. 흑인들의

음악은 예로부터 정치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플랜스이션 농장에서 도시의 게토(Getto)에 이르기까

지 흑인 문화 특히 흑인음악은 미국 아프로-아메리칸

(Afro-Americans)들에게 강력한 저항수단을 제공했다.

국의 사회학자 이언 체임버스(Lain Cambers)는“하

위계급으로서, 그리고 하위 인종으로서의 미국 아프

로-아메리칸(Afro-Americans)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경험, 경제적 사회적 박탈감, 그리고 인종주의 이데올

로기의 억압과 결부된 특유의 음악으로 자신들의 과

거와 현재의 경험들을 연결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들의 역사에서

흑인들을 흑인들의 경험 속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표

현해 온 것이 바로‘음악’이라는 것이다. 사실 아프로-

아메리칸(Afro-Americans)들이 생존과 저항의 수단으로

문화적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은 백인 사회가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정치적, 경제적 접근을 철저히 탄압, 차

단하고 유일하게 오락과 예술적 표현만을 허용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19)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들의 지배문화에 대

한 저항의식은 거부와 동화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

타나게 되는데20) 이는 아프로-아메리칸의 깊은 심리

의식 속에서 역사적으로 백인들에게 지배받고 차별

받으며 살아온 과정을 흑인민족주의와 흑인급진주의

의 향으로 지배문화에 대한 거부로 적극적 저항의

형태로 표출되는 적극적 저항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 문화 가운데서도 그들이 갖지 못했던 지위, 계급,

부에 대한 열망이 백인 지배문화에 대한 동화로써 표

출되는 소극적 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랩퍼(Rapper)의 패션의 저항성을 연

구하는데 있어 지배문화에 대한 거부가 흑인민족주의,

흑인급진주의와 결합되어 생성된 적극적 저항과 지배

문화에 대한 동화와 백인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상위

문화를 지향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소극적 저항으로

범주화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 적극적 저항 패션

흑인성에 대한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이 흑인민족

주의와 흑인 급진주의이다. 흑인민족주의는 흑인성에

대한 긍지와 백인에 대한 증오이다. 反백인적인 감정

은 흑인 민족주의에 심리적 추동력을 제공한다.21) 피

압박자인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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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탄압자가 비웃는 특징인 검

다는 것, 즉 흑인성을 긍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태도의

예로 1920년대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 대중

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은 바 있는 Marcus Garvey의

“검은 것이 아름답다(Black is Beautiful).”는 구호를 들

수 있다. 흑인 민족주의는 Malcom X를 주축으로 하는

회교분리주의운동에서 극에 달하게 되었다. 여기서 선

악 이원론은 그 역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1920년대

흑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흑인성에 대한 긍

정적 태도는 Alain Locke의‘새로운 흑인(The New

Negro)’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할렘 문예부흥

(Harlem Renaissance)’으로 결실되었다. 이는 흑인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 전통, 민속을 긍정하는 바탕 위에

새로운 흑인상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기존의

지배문화의 가치에서 탈피하여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대안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었다.22) 랩은 흑인급

진주의를 대변하고 있다. 랩뮤직에는 흑인 혁명주의

전통과 우상들과 1960년대의 급진적 정치적 담론에

대한 빈번한 언급이 나타났다. 

1) 스타일

랩퍼의 패션의 저항성을 가진 스타일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진다. 아프리카를 향한 아프로-아메리칸(Afro-

Americans)들의 열망과 희망을 패션으로 표현한 아프

로센틱 스타일(afroncentic style), 국가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으로 군복을 착용하는 리터리 스타일(military

style), 힙합 문화에서 비롯된 힙합 스타일(hiphop style)

에서 그들의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 아프로센틱 스타일(Afrocentic style)

아프로는‘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인’이란 의미로서23)

아프로센틱 스타일이란 아프리카적인 스타일을 말한

다. 이러한 스타일은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s)

문화 중에서 특히 하층민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게

토문화(getto culture)를 의미한다. ‘게토’는 슬럼(sulm)

과 비슷하게 도시 외곽이나, 다운타운 외진 곳에 형성

된 빈민가 군락을 의미한다. ‘게토문화’는 그런 점에

서 하층계급들의 현장의 삶에서 생겨나는 주변부 문

화(marginal culture)로서 오랫동안 중심문화로부터 배

제되어 왔던 문화이다. ‘게토’는 애초에 주거 공간적

인 성격으로 간주되었지만,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생

활 형태와 스타일과 언어, 춤 등이 특별하게 인식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면

서 문화적인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다.24) 아프로-아메리

칸들은 그들의 원시적인 문화로 회귀를 하고 있다. 이

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게토지구의 환경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아프리카적 원시 스타

일을 이용하여 저항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들은 흑

인문화와 게토지역에 대한 특성의 혼합을 통하여 자

신들의 위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을 내포하고 있

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그들의 고향이며 그들의 모태가 된다.

그 곳은 자신들이 노예로 끌려오기 이전의 자유를 의

미하 다. 랩퍼들은 대부분 아프로-아메리칸(Afro-

Americans)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또한 게토지구

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게토지구에

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마약, 폭력, 총성을 들으며

자라났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아프리카라는 흑인들만

의 공감각적 대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은 흑인민족주의로 발전되었으

며, 그들 민족만의 우월적 성격을 만들어 내었으며, 그

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을 아프로센틱 스타일로써 아

프리카적 흑인의 정체성을 이용하며 표현하고자 하

다. 패션에 있어서 아프리카 원주민의 민속복이나 장

식 등을 응용한 원시적 요소와 함께 과감한 노출을 통

한 자연주의와 검은색 피부의 선호, 레드, 골드, 그린

및 무늬, 두건, 전통적 아프로 헤어스타일과 라스타파

리안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25)

랩퍼들은 검은 색의 피부를 가진 흑인에 대한 자긍

심과 우월을 통하여 백인들에게 저항하고자 하 다.

남성 랩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의를 벗고 그들

의 검은 색의 피부를 대중에게 당당하게 드러냄으로

써 자신이 흑인임을 과시하 다. 랩퍼 DMX<그림 1>는

상체를 드러내는 노출을 통하여 자신이 흑인임을 더

욱 당당하게 표현하 다. 

Arrested Development<그림 2>은 전형적인 아프로센

틱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는데 그들은 흑인들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2>를 보면 아프리카 문화에 빼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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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는 주술적 토테미즘(totemism)의 향을 받은

듯한 목걸이를 착용과 아프리카 여인들이 많이 착용

하는 터번을 두른 모습으로 표현했다. 남성은 드레드

락이라는 레게음악의 선두인 Robert Nesta Marley에

의한 저항적 헤어스타일로 아프로센틱 스타일은 자메

이카적인 라스타파리안적인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

다. Black Eyes Peas<그림 3>는 원시적인 목걸이와 두

건을 착용하 으며, Nelly<그림 4>는 아프리카적 문화

전통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가면을 사용하거나 커다

란 목걸이를 보여 줌으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열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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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MX의 과다한 노출을

통한 검은색 강조,

www.rollingstone.com

<그림 2> 그룹 Arrested Dev eloment 아프리

카적 장신구, 헤어스타일과 두건을

한 모습, www.rollingstone.com

<그림 3> 아프리카의 가면에서

착안한 Nelly의 가면.

www.rollingstone.com

<그림 4> 아프로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 The Root,

www.rollingstone.com 

<그림 5> 드레드 락을 하고 있는

Saukrate, www.rollingstone.com

<그림 6> Black Eyes Peas의 아프리카적

장신구와 두건,

www.rollingstone.com 



표현하 다. 

또 랩퍼들은 아프로 헤어스타일이나 드레드락의 흑

인저항적 헤어스타일을 추구함으로서 그들의 저항성

을 나타낸다. 아프로 헤어스타일은 1940년대 경제적

해택을 누리지 못하고 빈곤과 미국 도시 생활에서의

자기 소외에 대항한 사회적 반란은 백인 문화를 거부

하고‘흑인이 아름답다’라는 말콤 X의 슬로건 아래

아프로 헤어스타일로 나타났다.26) 이러한 아프로헤어

스타일은 곱슬한 모발을 빗어 세워서 크게 둥근 모양

으로 다듬은 것으로 아프로, 아프로퍼프, 콘로우가 있

다. The Root<그림 5>은 전형적인 아프로 헤어스타일

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상단의 그림을 보면 전형적인

아프로 헤어스타일을 하단의 그림은 콘로우라는 흑인

들의 토착 스타일이다. 1970년대 중반 음악을 통해 자

유를 회복하자는 저항의식은 드레드락을 통하여 흑인

의 정체성과 저항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7)

라스타파리아니즘을 통한 가수 밥 말리의 드레드락은

현재 랩퍼에게 사용되면서 그 저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Saukrate<그림 6>은 전형적인 드레드

락 헤어스타일로서 흑인들의 저항을 헤어스타일로 표

현하 다.

나. 리터리 스타일(Military Style)

리터리 스타일은 먼저 육군복 중심의 아미룩

(Army Look)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디자인 발상에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러한 군복은 반전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저항적 의

복으로 적과 동지의 개념이 사라진‘공감적’사상을

의미하고 있다.28) 랩퍼들의 경우 일반적인 육군복의

이미지를 표현한 아미 룩(Army Look)을 많이 이용하

다. 이것은 주로 카키색과 얼룩무늬를 이용하며, 육

군 전투복 이미지를 살려 워 룩(War Look)이라고 불

리워지기도 한다.29)

흑인 급진주의적인 전통과 인종적 억압은 급진적

비판을 수행하고 지배에 대한 복종 거부를 표현하기

도 한다.30) 흑인 급진주의는 흑인의 저항성을 정치와

연관하여 정치적 상황하에서 그들의 기존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군복을 사

용하 다. 랩퍼들은 군복을 착용하는 데 있어, 일반적

인 형태로 모두 착장하거나 일부분만을 착용하고 또

는 군복의 얼룩무늬만을 이용한 의상을 착용하기도

한다. 먼저 Killarmy<그림 7>는 그룹 전체가 모두 군인

의 모습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적 저항을 표현한다.

특히‘Killarmy’라는 군대에 대한 저항적 성격이 강한

그룹 이름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그들

의 패션을 통해 국가권력과 정치에 대한 비판적 저항

을 나타낸다. 

리터리 스타일로 나타난 랩퍼의 군복은 흑인 급

진주의의 산물로서 아프로-아메리칸의 사회나 정치 제

도권 내에서 차별받아온 그들의 상황을 다시 국가 권

력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군복을 사용함으로써 저항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 힙합 스타일(Hiphop Style)

힙합이란 어원은 힙(hip)과 합(hop)의 단어를 풀어보

면‘힙’은‘엉덩이’를 뜻하고‘합’은‘뛴다’는 뜻이다.

둘을 합쳐보면‘움직이는 엉덩이’, 다시 말해 약동하

는 육체를 뜻하며 문화적으로는 흑인들의 제반 생활

양식과 정서를 포괄한다.31) 힙합을 일면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힙합은 그들과 동떨어져

단지 보고 즐기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끄

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그룹

Uptown의 Stevie Gunz는“힙합바지를 입는다고 힙합

을 하는 게 아닙니다. 힙합으로 살아야해요. 밥을 먹을

때도 힙합으로 먹고 화장실을 갈 때도 힙합으로 일을

보고…”라고 말한 것이나 Krs-One이 계속하여“You

are hiphop(바로 네가 힙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같은 생각에 연유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힙합

은 문화적 특성의 개념을 뛰어넘어 삶의 방식이라는

틀로 확장된 것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힙합인가?

여기에는 어린 시절부터 힙합을 접해왔고 그 속에서

자라나 결국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소속집단(Clique)을

대표하는 미국의 흑인 랩퍼들에게 고유한 이유가 뒷

받침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런 특정 인종의 틀을 벗어

나 세계 그 누구에게라도 힙합이 어필할 수 있는 이유

는 바로 그 자유로움에 있다고 본다.32) 자유를 향한 그

리움은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이며, 힙합 스타일에서

의 저항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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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며, 그리하여 착장의 규칙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착장의 규칙위반은 빅사이즈의 패션을 착용,

바지단을 접음, 속옷이 드러남, 머리에 스타킹과 수건

을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Wu Tang Clan<그림 8>은 자신의 사이즈 보다 훨씬

큰 사이즈를 착용하여 몸에 피트되게 착용하 던 과

거와는 다른 착장 규칙을 가지게 되었으며, L.L Cool

J<그림 9>는 일반적 힙합스타일의 패션에 다리 한 쪽

을 걷어 올림으로 인하여 규칙을 위반하 다. Beanie

<그림 10>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여성이 주로 사용

하는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있다. 이들은 힙합 스타일

에서의 저항은 가시화 되는 과정에서 패션의 파괴나

변형을 통하기 보다는 과거 지배문화에서 가지고 있

던 착장의 규칙들을 위반함으로써 나타내어진다. 

2) 소 재

저항성을 표현한 랩퍼의 패션에서 그들은 Blue Jean

을 사용하고 있다. Blue Jean은 20세기의 가장 널리

통하는 의복으로 착용되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녀

그리고 어린이들 제복으로 착용되었다. Jean은 19세기

중반 경 부터 미국에서 작업복으로 남성들에 의해 착

용하게 되었는데, 1940년대 동안 미국에서 10대들이

일상복으로 Jean을 착용하기 시작했다.33) 이처럼 미국

의 노동자들의 작업복에서부터 출발된 Blue Jean은

랩퍼들에게도 이용되었다. 이는 그들이 미국노동자 계

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흑인들은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이며, 랩퍼들은 흑인들의 삶에 대하여 사회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Nelly<그림 11>는 노동자계급

의 대표적인 의상인 Jean 소재와 함께 면 티셔츠를

착용하 다. 

3) 색 상

랩퍼들의 패션에서의 색상은 그들의 저항을 단적으

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색상은 블랙과 레드, 골드,

그린으로 블랙은 그들이 흑인이며 그들 자신으로 표

현되어지는 색상인 블랙 패션을 착용함으로써 자신들

의 피부색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랩퍼

들은 블랙색과 대비되어지는 화려한 레드, 골드, 그린

의 색상을 선택하 는데 이는 과거 라스타파리아니즘

에 의하여 이 세 가지 색이 흑인 저항의 색으로 구분

되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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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Killarmy 그룹 전체의 Army

Look을 착용한 모습,

www.rollingstone.com

<그림 8> Wu Tang Clan 빅사이즈 Fashion

을 착용, www.gmv.co.kr 

<그림 9> L.L. Cool J의 바지단을

접어 올린 모습,

www.rollingstone.com 



블랙의‘반항’의 상징은 1950년대 바이커와 록커에

서 펑크의 블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블랙 패션은 청

소년 하위 집단에서 나온 거치른 저항의 상징으로, 일

반적으로 젊은이들의 저항을 내포하고 있고34) 또한 이

러한 블랙의 반항 내지 저항의식은 허무주의(Nihilism)

에 연결되었다.35) 또한 허무주의는 흑인에 대한 백인

의 차별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

자 하는 저항적 의식을 블랙 패션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소리를 대중들에게 인식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랩퍼들이 블랙패션을 착용하

게 됨을 볼 수 있다. 랩퍼들은 블랙패션을 통하여 흑

인의 흑색에 대한 자신들의 자부심과 함께 백인과 정

부의 차별에 대한 저항을 블랙으로 표현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Ruberoom<그림 12>는 블랙 가죽 패션

을 착용했는데, 이는 펑크의 저항적 가죽패션보다는

덜 파괴적으로 나타난다. 

랩퍼가 블랙 패션을 착용함에 있어 그들이 주고자

하는 것은 파괴적인 저항이 아닌 블랙이라는 색상에

대한 저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랩퍼의 저항은 색상을 이용한 저항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레드, 그린, 골드의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라스타파리안은 이디오피아 국기 색상과

같은 것으로 흑인들이 저항성을 내포하는 색상이다. 

랩퍼의 패션에서 나타난 저항성을 블랙이라는 흑인

들의 대표하는 색상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과거 블랙

이 가지고 있던 반항과 저항성과 함께 내포하면서 나

타내었으며, 또한 레드, 골드, 그린이라는 라스타파리

아니즘의 향을 받음으로 나타내었다. 이처럼 랩퍼들

은 그들의 패션에서도 색상을 통하여 그들의 저항성

을 드러내고 있다. 

4) 액세서리

랩퍼에 있어서 액세서리는 필수 요소이다. 그들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하 고 이러한 액세서리는 의

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액세서

리로는 쇠사슬과 십자가가 있다. 쇠사슬은 공사장에서

나 쓸법한 굵은 사슬로 그들은 그것을 목에 거는 목걸

이로 사용하 으나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항을

내포하는 것이다. 또한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흑인성과 관련되어지고 있다.

랩퍼들은 다양하게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

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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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eanie 스타킹을 두식

(頭飾)으로 착용,

www.thevibe.com 

<그림 11> 청자켓과 면티 셔츠를 착용한

랩퍼 Nelly의 모습,

www.rollingstone.com 

<그림 12> Ruberoom의 블랙 가죽점퍼를

착용하고 공연하는 모습,

www.rollingstone.com



장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아주 굵은 쇠사슬을 목에 건

다. 쇠사슬은 어떤 물체를 단단하게 묶는데 사용되는

데, 랩퍼에게 있어서 이러한 요소의 사용은 그들이 현

재 지배문화 체재 속에서 그들은 억압받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함이다. 미국 흑인들은 노예계

급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위치에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도 백인들의 제도권 안에 있다. 그들의 노예시절 백인

은 그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강금해야 했고

이에 굵은 쇠사슬이 이용되었다. 쇠사슬은 흑인을 억

압했던 수단으로 랩퍼들이 쇠사슬을 자신들의 패션에

재사용함으로써 아직까지도 백인들이 자신을 억압하

고 있음에 대한 저항의식의 표출도구로 이용하는 것

이다. Naughty By Nature<그림 13>은 굵은 쇠사슬을

사용함과 동시에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있다.

랩퍼들의 패션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액세서리가

십자가이다. 이는 십자가에 내포되어 있는 흑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가치관을 잘 반 하고 있다. 백인의 종

교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기독교는 라스타파리아니즘

에 의하여 흑인성과 관계되어지고 있으며, 이제 흑인

저항과도 접한 관계성을 갖게 된다. 이는 과거 블랙

파워의 운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블랙 파워는 새로

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꿈꾼다. 즉‘모든 사람들이 참

여하며, 그들의 기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받아들

여지고 있는 열린 사회’를 꿈꾼다. 이에 흑인 의식은

블랙파워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흑인 의식

이란 새로운 가치에 대한 추구를 의미한다. 흑인의식

은‘아프리카 전통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뜻한다. 이

러한 관점 아래 블랙 파워는 종교를 통하여 흑인 민족

주의의 정치적, 이념적, 유사적, 종교적 요소를 신학적

으로 정당화하 다. 20세기 미국에 있어서의 블랙 파

워를 콘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또는

모욕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36)이

라고 하 듯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한 흑인 의식은

분명 흑인민족주의에 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곧

흑인들의 백인의 종교로 치부되고 있는 종교를 자신

들의 삶으로 끌어들여 다시 백인들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함을 보게 한다. 

라스타파리안이란 라스타파리(Rastafari)를 신으로

추앙하는 자메이카 흑인을 일컫는 말로서 1930년에

일명 Ras Tafari Makonnen인 Haile Selassi의 이디오

피아 왕위 계승을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실현이자 흑

인 해방을 알리는 계시로 믿는 자메이카 흑인들의 저

항운동을 라스타파리아니즘(rastafarianism)이라 한다.

‘Drumming’같은 고유의 아프리카 음성은 전통적으로

반란과 동일시되어 왔다. 따라서 과거의 권위자들은

이를 법과 질서에 대한 상징적인 위협과 파괴내지는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 고 서구의 가치를 주입

시키고 아프리카 인들에게 유럽의 문화관념과 억압,

혼 등을 소개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 다. 그러

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러한 내적 식민지화 뒤에

감추어진, 노예제도와 그것을 합법화하는 기독교적 이

데올로기는 종교적 은유, 예를 들면 고난받는 이스라

엘 민족과 바빌론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는

은유적 답변을 제공받게 되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실린 담론을 빌어 현세의 고난을 극복하고‘흑인성

(Negritude)’을 찬양하는 흑인신화를 창조함으로써 흑

인 해방을 외치는 흑인들의‘약속의 땅’시온(Zion)인

고향 아프리카로의 복귀를 꿈꾸게 되었다. 이처럼 라

스타파리아니즘과 성경은 효과적으로 통합되어졌고

나아가서는 레게 음악과 자메이카 인들의 의식에 있

어서 중심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37) 백인 고유의 종교

인 기독교에 대한 전복은 킹스톤 지역의 게토와 서인

도 공동사회에 거주하는 노동계층 흑인 청년들에게

커다란 호소력을 지니게 되었다.38) 이렇듯 종교와 흑

인과의 관계성은 대부분 흑인들로 이루어진 랩퍼들에

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랩퍼들은 종종 흑인 교회

의 목사와도 같이 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랩퍼들은 그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전달하며, 또 흑인

교회의 성가대처럼 랩퍼들은 종종 코러스 백그라운드

를 가지고 있다.39) 그들은 다른 어떤 아이템보다도 목

걸이를 많이 사용하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용하

는 십자가보다도 더욱 화려하면서 커다란 것을 착용

하여 십자가에 의미를 크게 두고 있다. Tracey Lee<그

림 14>는 흑인의 색상인 블랙 의복에 십자가를 착용함

으로써 흑인과 종교에 대한 흑인의식을 분명하게 심

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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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또한 위의 각각 항목 외에 랩퍼의 적극적 저항을

나타내는 기타적인 요소로는 신체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나타나는 문신과 스킨헤드가 있다. 

랩퍼들은 문신을 통하여 저항을 표현하 다. 저항적

성향은 반항과 폭력으로 표출되며 반항의 가장 대표

적인 요소로 문신을 들 수 있다.40) 랩퍼들은 문신을 통

하여 저항을 표현하 다. 문신은 문신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성과 함께 랩퍼의 몸에 새겨진 문신의 의미

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자신들의 저항을 표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랩퍼들은 몸의 구석구석에 문신을

하 으며, 자나 그림 등을 새겨 넣었으며, 문신의 저

항성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랩퍼의 몸에 나타

난 문신을 보면 Tupac<그림 15>은 자신의 팔에

OUTLAW라는 자를 새겼는데 이는‘불량배, 무법자’

를 뜻하는 말로 사회체재에 대한 반발의식과 저항을

극단적으로 나타낸다. Tupac은 자신이 흑인게토 출신

으로 흑인들의 어두운 실상과 갱들의 전쟁을 보면서,

그는 지역의 불량배와 무법자처럼 살았으며 이는 지

배문화에 의하여 가지고 온 차이가 흑인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겪었다. 

스킨헤드(Skin Head)는 1960년대 말, 전통적인 생산

계층인 모즈(Mods)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스킨헤

드에 있어서 중심적인 논제로는 공동체 의식과 폭력

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것은 60년대 후반 생산계층

의 젊은이에게 나타나는 소외감과 좌절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다른 부류들은 자신들의 집단 승인을 위해서 싸

운 반면, 스킨헤드는 종종 단순히 싸움을 위해서 싸

운다”41)라고 타임지가 스킨헤드의 폭력에 관해 언급

하 다. 스킨헤드의 구성원들은 종종 파괴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 다. 스킨헤드의 특징은 머

리를 아주 짧게 자른 스타일에 있다. 스킨헤드에 나타

나는 집단 결속력은 기본적으로 방어의 행동이었다.

스킨헤드는 사회의 여러 곳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갖

게 되었고, 소외감은 압박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

외감과 압박감이 집단 결속을 낳았던 것이다. 스킨헤

드는 백인이라는 사실에 우월감을 가지며, 축구는 스

킨헤드의 특별하고 집단적이며 남성적인 자의식의 표

현이었다. 스킨헤드는 토성, 집단 결속, 남성다움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난 하층문화이며, 스킨헤드의 상호

조직과 방어 형태는 공동체에 있어 새로운 상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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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쇠사슬을 목걸이로 착용한

Naug hty By Nature, Hot

Music, 95/7, p. 98 

<그림 14> 십자가를 착용하고 있는

Tracey Lee,

www.rollingstone.com

<그림 15> Tupac의 저항적 문자를 새긴

문신, www.gmv.co.kr



하는 노력이다. 더불어 강렬한 폭동은 남성적 이미지

의 부각과 함께 실제로 <공동체의 재구성>에 대한 증

거로 나타난 것이다.42)

그러나 랩퍼의 스킨헤드는 다른 내적인 의식을 가

지고 있다. 랩퍼들은 그들의 머리카락을 하나도 남기

지 않고 자름으로 인하여 스킨헤드 족처럼 저항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백인우월 의식의 표현으로 나

타난 스킨헤드 족과는 달리 흑인 우월의식과 더불어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스킨헤드

를 한다. Rakeem<그림 16>은 머리카락이 전혀 없이

어 그들의 저항의식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 머리카

락이 전혀 없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자라나는 머리카

락을 수시로 잘라 없애는 것으로 기존의 사람들이 하

고 있는 머리를 이용한 미(美)나 아름다움이 아닌 그

들과 다른 새로운 의미인 저항과 반항을 창조하 다.

2. 소극적 저항 패션

지배문화에 대한 동화의 기본 특성은 백인 가치관

의 흡수와 그에 따른 자기 증오이다. 이는 흑인들이

내면화하는 문화가 배타적인 백인문화이고, 그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인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

에 동화의 노력은 자기 증오를 낳는다. 지배문화에 대

한 동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팝 아티스트는 Michael

Jackson을 들 수 있다. 그는 흑인을 상징하는 검은 피

부, 곱슬거리는 머리, 납작한 코와 두꺼운 입술을 거부

하고 백인에 동화되기 위해 하얀 피부, 날카롭고 섬세

한 코, 입술을 선택하 다.43)

팝음악은 대중 음악을 대표한다. 대중 음악 안에는

흑인음악인 랩이 존재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랩퍼들

은 그들만의 문화에서도 백인에 대한 동화를 나타낸

다. 이는 흑인민족주의나 급진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저항으로서 소극적 저항을 이끌어 내고 있다. 랩퍼들

은 그들의 패션에서 백인사회에 대한 열망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 으며,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적극적으로 가시화 되어

지지 않지만 자신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처해진 상황

을 전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저항을 표현하

고 있다. 이에 지배문화에 대한 동조를 통한 랩퍼들의

소극적 저항성을 그들의 패션 스타일, 소재, 색상, 액

세서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타일

소극적 저항 패션으로 나타나는 스타일은 먼저 재

즈 스타일(jazz style)로 재즈의 분위기와 흑인들이 가

지지 못한 부를 과시적으로 표현하여 나타내었다. 또

한 유니폼 스타일(uniform style)로 스포츠를 통해 상위

계급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흑인들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힙합 스타일(hiphop style)은 고급브랜드를 선호

하는 것으로서 흑인들의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가. 재즈 스타일(Jazz Style)

랩뮤직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면서 발생된

음악형태로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통하여 과거의 음악

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랩퍼들은 흑인음악

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재즈를 많이 사용하 다. 재

즈는 미국에 뿌리를 둔 매우 다양한 형식을 가진 음악

의 거대한 이름이다. 재즈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

기에 랙타임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 뉴올리언즈의 거

리에서 흑인에 의해 연주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

계의 많은 사람에 의해 연주, 전파되고 있다.44) 재즈

역사는 스턴즈(Marshall W. Stearns)에 의하면 1910년

대 흑인음악의 스타일을‘Jazz’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당시 철자가‘jass(또는 jas, jaz, jasy)’ 던 것이 그 의

미가 섹스나 간통을 뜻하는 속어이기 때문에 인쇄하

기에 곤란하여‘Jazz’로 변했다고 말한다.45)

랩뮤직에서의 랩퍼들은 재즈가 가지고 있는 대중성,

정체성 등을 재사용하고자 하 다. 랩퍼들에게서 나타

나는 재즈 스타일에는 흑인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백

인과 동화된 외모를 표출하디 위해 사용되는, 동화는

표출하려는 흑인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존재한다.46) 이는 과거 재즈 스타일의 하나인 쥬트 슈

트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값비

싼 직물과 화려한 장식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 다. 이에 랩퍼들은

그들의 패션에서도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 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들이 지금 처해진

어두운 상황 안에서 상위문화에 동화됨으로 소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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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을 하 다. 랩퍼에 있어 백인문화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 Notorious B.I.G<그림 17>에서는 거대한 조각이

있는 고급스러운 저택에서 재즈스타일을 착장하고 있

다. 그는 자신이 과거 어두웠던 삶을 극단적 저항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통하여 사회적

으로 성공해 보이고자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나. 유니폼 스타일(Uniform Style)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생활

의 일부분이 되어 패션 유행 현상의 한 장르로 정착하

고 있는 스포츠와 레져는 대중문화의 발달과 함께 대

중스타들 또한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대중 스타들에

는 마이클 조던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도 거대한 요소

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스포츠적인 스포츠에 광적

일 정도로 열광하는 나라이다. 이에 스포츠 웨어 또한

미국에서 거대한 시장을 잡고 있을 만큼 세계적인 메

가 트렌드는‘스포티즘’이다. 명품, 여성복, 남성복, 아

동복, 심지어 이너웨어에 이르기까지 스포티즘은 일상

생활에 스포츠와 라이프 스타일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러한 스포츠 캐주얼은 힙합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

고 있다.47)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48)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

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발전하 다. 미국에서 발전된

스포츠는 스포츠 웨어를 탄생시켰으며,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미국의 문화를 잘 반 하는 옷으로 한 사회 속

에서 형성된 복식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활발한 스

포츠 참여와 20세기를 통해 축적된 막강한 경제력과

산업의 발달로 인한 여가 시간의 증가와 여가활동의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미국

의 건국이념인 민주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스포츠

웨어가 발달되었다.49)

1980년대 미국 스포츠의 상업화는 급속도로 진행되

는데 이는 원래 상업화가 미국 스포츠의 본래적인 특

징이었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1950년대 초에 벌써 100

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이 되었던 것이다. 스포츠가

거대 산업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거기엔 미국인 다수가 소중하게 여겨온‘성공’이라는

인생의 목표, 성공으로의 꿈이 살아 있다는 점도 무시

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미국식의 표현을 빌자면

‘Success System’이다. 약간 설명하자면, 예컨대 어떤

계획이 성공하면 그 사람은 풍부한 권력을 얻게 된다.

돈을 얻으면 권력이, 권력을 쥐면‘부’가 붙어온다. 부

와 권력을 얻으면 사람들은 존경과 경의를 보이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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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akeem의 스킨 헤드,

www.rollingstone.com 

<그림 17> 재즈스타일을 이용한 과시적

부를 표현한 Notorious B.I.G,

www.gmv.co.kr

<그림 18> 야구 유니폼과 성공의 이미지를

담은 FunkMaster Fex의 모습,

www.rollingstone.com



어도 가볍게 보지는 않으며 항상 향력을 행사하는

쪽에서 서게된다. 그리고 후에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

는 한 그러한 안정은 지속적으로 보장된다. 

미국인의 다수는 이런 성공의 체계를 얻으려고 살

아왔다. 그들만도 아니다.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거

의 다 그렇다 특히 흑인에게 있어서 스포츠는 음악과

함께 실력으로 차별의 벽을 넘어서서 성공할 수 있는

세계 다. 2차대전 후 메이저 리그, 미식 축구, 농구의

3대 스포츠에 흑인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은 그들을 뺀다면 괴멸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50) 흑인

들은 스포츠계에 지배적이다. 흑인은 미국사회에서 소

수인종이었으며 그들이 상위계급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단지 그들은 미국에서 꿈을 이루

기 위하여 스포츠를 선택하 으며 이는 3종목에 특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사회에 대한 저항과 의식은 랩퍼들의

패션에서 나타났다. 랩퍼들은 앞에서 자주 언급하 듯

이 흑인들이 대다수 으며 그들은 미국사회의 제도권

적 억압으로 인하여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 힘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음악이란 장르를 통하여 자신들을

드러내었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흑인들이 성공한 분

야인 스포츠 분야의 패션을 선택함으로써 지배문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었다. 랩퍼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특히 그들의 유니폼을 착장한다. 야구 유니폼, 농구 유

니폼, 미식축구의 유니폼들을 무대나 일상 생활 속에

도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unkMaster Fex<그림

18>에서는 야구 유니폼을 선택하 다. 특히 그는 야구

유니폼에 바쁜 비즈니스 맨처럼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과거 흑인들의 어두운 상황을 표현하

는 것이 아닌 성공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NAS

<그림 19>는 그룹전체가 농구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Outkast<그림 20>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

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열망과 지배문화로서의 입

을 추구하고자 하는 저항을 볼 수 있다. 

다. 힙합 스타일(Hiphop Style)

힙합 스타일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하 듯이

흑인 문화와 게토 문화의 혼합으로 생성되었다. 그러

나 힙합 스타일이 발전하는 가운데 그들은 스타일 소

비문화적 요소를 도입하 다. 스트리트 패션에서 발달

한 힙합은 값싸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지다가

지금에 와서는 고급문화에 향을 미치는 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힙합 스타일에서 나타내고 있는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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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그룹 Nas의 농구 유니폼을

착용하고 공연하는 모습,

www.rollingstone.com

<그림 20> 미식축구 유니폼을 착용한

Outkast, www.rollingstone.com

<그림 21> Calvin Klein 속옷을 착용한 Ja

Rule, www.rollingstone.com 



과 허무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오히려 고가의 상품

들을 선택하고 있다. 일찍이 비-보이(b-boys)들은 루이

뷔통(Louis Vuitton), 구찌(Gucci)같은 고급 스포츠 웨어

를 차려입기도 하 다.51) 랩퍼들 또한 힙합 스타일의

패션을 착용하는데 있어 고급 브랜드의 패션을 착용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Ja Rule<그림 21>은 Calvin

Klein이라는 속옷을 착용하고 있다. Nelly<그림 22>의

경우는 FENDI 로고들로 구성된 모자를 착용하 다.

이들 일련의 그림들을 통해 볼 때 랩퍼들은 패션에서

존재되어지는 고급상표로써 상향지향적 열망을 내포

하는 동화를 통한 소극적 저항의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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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ENDI 모자를 착용한 Nelly

모습, www.rollingstone.com 

<그림 23> 광택소재를 입고 공연하는 Puff Daddy

의 모습, www.rollingstone.com

<그림 24> 화이트 정장의 Jay-Z, www.rollingstone.com <그림 25> 과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공연

하는 Nelly, www.rollingstone.com



2) 소 재

랩퍼들은 상위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저항

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상위

층이 소유하는 고급화된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하여

동화를 통하여 동조하고 있다. 또한 현대 기술의 발전

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재들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여러 디자이너들이 신소재들 특히 광택이 나는 의상

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랩퍼들 또한 그 사회에 대한

열망을 신소재들을 이용하여 드러내고자 하 다. Puff

Daddy<그림 23>는 빛을 받으면 광택이 나는 소재를

이용하 으며 이는 그들의 검은 피부를 더욱 드러내

게 하는 효과까지 나타났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사용

되지는 않으나 여러 디자이너에게 이용되어지는 소재

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저항을 다시 한번 소극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이다.

3) 색 상

앞의 단원에서 언급한 적극적 저항으로서의 색상인

블랙과는 대비되는 소극적 저항으로서의 색상은 화이

트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이 흑인들로 구성된 랩

퍼들에게 백인들은 자신들 보다 위에 존재하는 인종

으로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화이트에 대한 색상을 선

택함으로서 사회적 동화를 이끈다. Jay-Z<그림 24>는

화이트 패션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

는 생물학적 피부색에 대한 동화를 드러내고 있다. 

4) 액세서리

소극적 저항을 나타내는 액세서리는 백인의 소비문

화와 함께 부를 나타내는 상징물들로 이루어진다. 곧

화려한 액세서리 착용이 그것이다. 랩퍼들은 전반적으

로 단순한 힙합적 패션에 과다한 금속성 장식품을 사

용하여 흑인집단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부에 대한 열

망을 내포하고 있다. Nelly<그림 25>은 공연하는 과정

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팔찌와 시계, 굵은 금으로 된

체인 목걸이 커다란 알이 박힌 반지까지 누가 봐도 화

려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장식하 다. 이러한 과시적

인 부를 상징하는 아이템의 착용으로 랩퍼들은 그들

이 흑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난과 빈곤을 아이러니

한 방법으로 나타냈으며 이는 그들이 갖을 수 없었던

부를 과대 표현하여 저항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IV.

1970년대 후반 흑인음악 장르는 새로운 역인 랩

뮤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랩이란 곧 리듬을 타면서

중얼거리듯 노래하는 방식으로 노예시절 백인의 지배

하에서 그들의 저항을 표출하기 위한 중얼거림의 방

식과 흡사하다. 랩뮤직은 80년대 들어오면서 레이건

시대의 보수주의 정책으로 인해 더욱 극대화된 흑인

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항해 정치적 저항성을 띠게 되

면서 과격해졌다. 저항의식은 랩의 가사를 통하여 표

출되었으며, 이는 랩퍼들의 패션에도 향을 미쳤다.

랩퍼들은 흑인 게토지구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내면 깊이 존재하는 폭력,

반항을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랩퍼들의 패션에는 저항이 내포되게 되었다. 

저항이란 어떠한 힘에 맞서는 것으로 권력이나 힘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흑인의 저항은 지배문화에 대

한 저항을 흑인 민족주의와 흑인 급진주의에 향을

받아 나타난 적극적 저항과 지배문화로의 동화 곧 소

극적 저항으로 나타났다. 흑인이 소유하지 못한 부나

지위를 갖고자 하는 열망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역

(逆)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랩퍼들은 흑인들

의 저항의식을 패션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랩퍼의 패션에 나타나는 저항성

에 대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하 다. 

첫째, 랩퍼들은 그들의 패션에 저항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지배문

화에 대한 거부로서 흑인민족주의나 흑인급진주의에

향을 받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

나는 지배문화에 대한 동화로 그들의 억압에 대하여

아이러니하게 백인들의 사회나 문화를 열망하며, 상위

문화에 대한 지향 방식으로 나타난다.

둘째, 랩퍼들의 패션에서는 스타일의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는 저항의 양상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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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저항 패션으로는 아프로센틱 스타일(Afrocentic

Style), 리터리 스타일(Military Style) 소극적 저항 패션

으로는 재즈 스타일(Jazz Style), 유니폼 스타일(Uniform

Style)로 나타난다. 

셋째, 힙합 스타일은 적극적 저항과 소극적 저항 모

두 나타났는데 적극적으로는 착장 규칙에 대한 위반

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소극적으로는 고급 브랜드의

선호를 통한‘부’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랩퍼 패션의 저항은 스타일 분류 외에 항목별

특성을 소재에서도 나타났는데 적극적 저항으로 Blue

Jean의 소재를 사용하 고, 소극적으로는 가격이 비싼

첨단소재를 이용하 다.

다섯째, 색상에서는 적극적 저항으로는 흑인을 상징

하는 블랙, 흑인 저항의 색으로 레드, 골드, 그린의 색

을 보이고 있으며, 소극적 저항으로는 백인의 색상인

화이트를 선택하 다.

여섯째, 액세서리에서는 적극적 저항으로 쇠사슬과

십자가를 도입하 고, 소극적으로는 과시적인 부를 상

징하는 고가의 액세서리를 여러개 사용함으로써 나타

나고 있다.

일곱째, 신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적극적

저항에서만 보 으며 문신과 스킨헤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결과의 도출을 통하여 랩퍼들이 현재 미국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과 차별에 대한 저항을 그

들의 스타일, 소재, 색상, 액세서리 등을 통한 착장의

형태로 나타내고 또한 직접 신체에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랩퍼들은 패션을 통해서 그들의 저항성을 표

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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