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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구분 주요 사건 사회적 분위기

1기 1920 ~ 1930년대 식민 통치의 공고화 국권 상실의 불안과 허무

2기 1940년~1945년 종전 태평양 전쟁 군국통치, 전시체제

3기 1945년 광복~1960년 한국전쟁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상실, 이별

4기 1960년~1990년 초 군사독재 순수한 표현 억압, 국가를 위한 희생 강요

5기 1990년 초~2000년 초 민주정권 출발 표현의 자유 획득, IMF, 세기말의 불안과 허무

6기 2000년 초~현재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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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찬미(윤심덕, 1926)

1절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데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2절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3절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네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엔 모두 다 없도다

후렴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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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자의 노래(1934, 채규엽)

사랑의 애달픔을 죽음에 두리 모든 것 잊고 잊고 내 홀로 가리

살아서 당신 아내 못 될 것이면 죽어서 당신 아내 되어지리다

당신의 그 이름을 목 메여 찾고 또 한 번 당신 이름 부르고 가네

당신의 굳은 마음 내 알지마는 괴로운 사랑 속에 어이 살리요

내 사랑 한강물에 두고 가오니 천만 년 한강물에 흘러 살리다

병운의 노래(1934, 채규엽 )

영겁에 흐르는 한강의 푸른 물 봉자야 네 뒤 따라 내 여기 왔느라

오 임이여 그대여 나의 천사여 나 홀로 남겨 두고 어데로 갔나

수면에 날아드는 물새도 쌍쌍 아름다운 한양의 가을을 읊건만

애끓는 하소연 어디다 사뢰리 나의 천사 봉자야 어데로 갔노

그대를 위하여서 피까지 주었거던 피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사랑

한강 깊은 물 속에 임 뒤를 따르니 천만 년 영원히 그 품에서 안어 주

두 목숨의 저승길(1936, 채규엽)

살면서도 살 수 없는 두 사람의 목숨이니

어디가서 사오리까 괴로워서 못 사오리

가오리다 두 목숨은 저승길을 가오리다

두 사람의 마음 약속 영영 아니 변하오리

살 길 잃고 갈 데 없는 두 목숨의 운명이니

저승길을 아니 가고 어디 찾아 가오리까

죽어 가서 잘 살을지 누가 안다 하오리만

사는 것이 값없으니 죽어 없어지오리다

두 목숨의 저승길을 아니 가고 뭣 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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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不死鳥 1933 원곡) 금능인 작사/문호월 작곡/ 노래 이난영

(1933년 11월 오케레코드)

능라적삼 옷깃을 여미고 여미면서 구슬 같은 눈물방울 소매를 적실 때

장부의 철석간장이 녹고 또 녹아도 한양 가는 청노새 발걸음이 바쁘다.

때는 흘러 풍상은 몇 번이나 바뀌어도 일편단심 푸른 한이 천추에 끝이 없어

백골은 진토되고 넋은 사라졌건만 죽지 않는 새가 되어 뼈아프게 울음 우네.

이내 몸이 왔을 때는 그대 몸은 무덤 속 적막강산 뻐꾹새도 무정함을 호소하니

영화도 소용없고 부귀는 무엇하나? 황성낙일 옛터에 낙화조차 내리네.

「눈물의 백년화」1939. 오케레코드 (박영호 사, 이재호 곡, 백년설 노래)

타홍아 너만 가고 나는 혼자 버리기냐 너 없는 이 천지는 불꺼진 사막이다

달 없는 사막이다, 눈물의 사막이다 타홍아 타홍아 타홍아 아! 타홍아

두 바다 피를 모아 한 사랑을 만들 때는 물방아 돌아가는 세상은 봄이었다

한양은 봄이었다 우리도 봄이었다 타홍아 타홍아 타홍아 아! 타홍아

식은 정 식은 행복 푸른 무덤 쓸어 안고 타홍아 물어보자 산새가 네 넋이냐

버들이 네 넋이냐 구름이 네 넋이냐 타홍아 타홍아 타홍아 아! 타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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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우편(이가실 작사, 고하정남 작곡, 이규남 노래)

어머님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가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진군 삼천리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눈이 오면 눈에 얼며 병정으로 죽는 것이 소원이었소

(대사)어머니 어머니 이 아들의 죽음은 어머님의 자랑입니다.

결사대로 떠나는 이 밤, 어머님의 편지를 안고서 달빛이 쏟아지는 참대숲으로 뛰어듭니다.

피에 젖은 적삼 하나 받으시거든 내 아들 잘 싸웠다 자랑해 주시옵소서

2.살을 만져 보아도 어머님 살이었소 뛰는 맥을 짚어 보아도 어머님 핏줄

이 아들의 몸을 던져 나랏님께 바친 뒤에 피에 젖은 적삼 하나 보내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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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병의 어머니( 조명암 작사, 고가 마사오 작곡, 장세정 노래, 1941년 / 오케레코드)

나라에 바치자고 키운 아들을 빛나는 싸움터로 배웅을 할제

눈물을 흘릴소냐 웃는 얼굴로 깃발을 흔들었다 새벽 정거장

사나히 그 목숨이 꽃이라면은 저 산천초목 아래 피를 흘리고

기운차게 떨어지는 붉은 사꾸라 이것이 반도남아 본분일게다

살아서 돌아오는 네 얼굴보다 죽어서 돌아오는 너를 반기며

용감한 내 아들의 충의충성을 지원병의 어머니는 자랑해주마

굳세게 나아가는 우리나라에 총후를 지키는 어머니들은

여자의 일편단심 변함이 없이 님에게 바치리라 곧은 절개를

아들의 혈서(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백년설 노래, 1942년 / 오케레코드)

어머님전에 이 글월을 쓰옵노니 병정이 되온 것도 어머님 은혜

나라에 바친 목숨 환고향 하올 적엔 쏟아지는 적탄 아래 죽어서 가오리다

어제는 황야 오는 날은 산협천리 군마도 철수레도 끝없이 가는

너른 땅 수천 리에 진군의 길은 우리들의 피와 뼈로 빛나는 길입니다

어머님전에 무슨 말을 못하리까 이 아들 보내시고 일구월심에

이 아들 축원하사 기다리실 제 이 얼굴을 다시 보리 생각은 마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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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대의 아내(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이화자 노래, 1943년 / 오케레코드)

상처의 붉은 피로 써 보내신 글월인가 한 자 한 맘 맺힌 뜻을 울면서 쓰셨는가

결사대로 가시던 밤 결사대로 가시던 밤 이 편지를 쓰셨네

세상에 어느 사랑 이 사랑을 당할손가 나랏님께 바친 사랑 별같고 해와 같애

철조망을 끊던 밤에 철조망을 끊던 밤에 한 목숨을 바쳤소

한 목숨 넘어져서 천병만마 길이 되면 그 목숨을 애끼리오 용감한 님이시여

이 안해는 웁니다 이 안해는 웁니다 감개무량 웁니다

이천오백만 감격(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남인수, 이난영 노래, 1943년)

역사 깊은 반도 산천 충성이 맺혀 영광의 날이 왔다 광명이 왔다

나라님 부르심을 감히 받들어 힘차게 나아가자 이천오백만

아 감격의 피 끓는 이천오백만 아 감격의 피 끓는 이천오백만

동쪽 하늘 우러러서 성수（聖壽）를 빌고 한 목숨 한 마음을 님께 바치고

미영（米英）의 묵은 원수 격멸의 마당 정의로 나아가자 이천오백만

아 감격의 피 끓는 이천오백만 아 감격의 피 끓는 이천오백만

喜べ榮あるこの朝（あした） 기뻐하라 영광 있는 이 아침

皇尊（すめらみこと）の御民（みたみ）われ 천황폐하의 백성인 우리

われら今日（きょう）より兵（へい）となり 우리들 오늘부터 병정이 되어

行（ゆ）くぞ戰（いくさ）の海（うみ）の果（は）て 나간다 전장의 바다 끝으로

ああ誰（だれ）かここに進（すす）まざる 아 누가 여기에 나아가지 않으리

ああ誰かここに進まざる 아 누가 여기에 나아가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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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여 잘자라(1950,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구를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이송이 피어나 반기어 주는 노들강변 언덕 위에 잠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삼팔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네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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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의 미아리 고개(1956,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이해연 노래)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떠난 이별 고개 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 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 북풍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십년이 가고 백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 오소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 고개

미사의 노래(1952, 이인권)

당신이 주신 선물 가슴에 안고서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어둠을 걸어가오

저 멀리 니콜라의 종소리 처량한데 부엉새 울지 마라 가슴 아프다

두 손목 부여잡고 헤어지던 앞뜰엔 지금도 피었구나 향기 좋은 다알리아

찬서리 모진 바람 꽃잎에 불지 마라 영광의 오실 길에 뿌려보련다

가슴에 꽂아 주던 카네이션 꽃잎도 지금은 시들어도 추억만은 새로워

당신의 십자가를 가슴에 껴안고서 오늘도 불러보는 미사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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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의 다짐(1973)

남아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충성을 다 하리라 다짐했노라

눈보라 몰아치는 참호 속에서 한 목숨 바칠 것을 다짐했노라 …

멸공의 횃불(1975)

…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사나이 한 목숨(1976)

… 전우여 이 몸바쳐 통일이 된다면 사나이 한 목숨 무엇이 두려우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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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없는 너(김종서, 1992)

힘없이 멈춰진 하얀 손 싸늘히 식어가는 눈빛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너 …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에게(최민수 1998. 작사,작곡 문창배)

… 너를 사랑했다고 장미 한 다발 대신에 국화꽃을 들고서 네게 달려 가잖아

I miss you(서지원, 1996)

… 저 하늘에서 긴잠을 잘 너이기에 I miss you I miss you 더욱 그리운데

이런 날 안타깝게 보고 있다면 내게 길을 가르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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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늘은(이지훈, 1996)

… 왜 하늘은 널 데려가는지 한없이 착하기만 한 너를

… 너 떠나는 날 흐르던 눈물 다시는 널 안을 수 없기에

너를 따라 가고싶어 니가 없는 세상에 혼자 남을 자신이 없어

무한지애(김정민, 1996)

니가 없는 이세상은 나에게는 어둠일 뿐이야

나도 이제는 너를 따라서 이세상을 떠나려 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사랑은 너 하나 뿐이야

다음 세상에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이젠 안녕

… 기다려온 우리의 사랑을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됐어

to heaven(조성모, 1998)

괜찮은거니 어떻게 지내는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진 않니 …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거야 이별이 없는 그곳에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이

불멸의 사랑(조성모, 1998)

나 가진 건 없지만 널 사랑했다는 이유로 저 다른 세상 힘에 겨워도 후회하진 않을거야 …

영원히 널 사랑해 괜찮아 내 모든 걸 준대도 나 이세상을 살아도 너 없이는 힘이 들어

남아있는 내 삶을 널 위해 바칠게 넌 어려워 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슬픈 영혼식(조성모, 1999)

… 언젠가 네 곁에 가게 되는 날 그때 내가 너의 손에 끼울게. 넌 마음 편히 먼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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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가인, 2016)

… 그럼 늦은 저녁을 멈춰 천천히 내가 처음부터 없던 날로 떠나볼까요 나 걱정 안 할 수 있게

오늘 밤 카니발의 문이 열리면 그땐 정말 날 잊어 끝이란 놀라워요 어제와 같은 밤일 뿐인데

… welcome to my carnival 열리면 난 그대를 떠나요

외로워서 죽음(딘딘, 2017)

나 진짜 외로워서 죽음 가만히 있다 눈물 주륵 나 진짜 외로워서 죽음 가만히 있다 눈물 주륵 …

기도(써니힐, 2011)

… 날아가는 나를 잡아줘 날아가는 우릴 돌려놔 떠다니며 잡히지 않아 너를 붙잡지 못해

하루만 더 살아보려고 깨물었던 나의 입술을 사라져가 이제는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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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환경에서의 대중음악규제 양상 
       - ‘청소년 유해음반 지정과 해제’를 중심으로1)

                                              
                                                      권정구(성결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한국대중음악에 대한 정부규제와 해제는 크게 첫째는 1960년대부터 지정되었던 금지곡에 

대한 해제(1987년), 둘째는 사전심의제의 폐지(1996년), 셋째는 청소년유해음반지정취소

(2012년)로 정리된다. 

2012년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챠트에 오르고 수억 건의 유투브 동영상 조

회로 흥행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가 2010년 발표한 <Right Now>의 경우 음주와 관련된 

저속한 표현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접근이 제

한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청소년들의 접근 제한 뿐 아니라 외국인의 접근도 제약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심의세칙기준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2012년 10월 12일 유해매체판정을 받은 노래 중 297곡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결정하였다. 

1987년 금지곡 해제, 1995년 서태지의 저항과 사전심의제폐지에 버금갈 정도의 큰 사건이

었음에도 2012년 청소년유해음반 지정취소를 다룬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1996년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대중음악의 규제 방향은 ‘건전성 추구’에서 ‘청소년 보호’

로 전환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지정되었다. 그 결과 대중음악인과 음악수용자들의 저항

도 강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1996년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2012년까지의 시기를 대

상으로 ‘청소년유해음반 지정과 해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604)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립과 유해음반 지정

  3. 청소년유해매체지정곡 유형

  4. 청소년유해매체지정 취소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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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립과 유해음반 지정

  과거 예술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윤리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는 대중음악의 건

전성을 추구하면서 음악 공급자가 규제의 중심이 되었다. 한편 이들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음악 수용자를 위한 규제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

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을 담당한다. 또한 정기간행

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

다.2) 

                 <청소년 보호위위원회의 역사적 변천>3)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체육부행정위원회로 발족.

1998년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2005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통합되어 청소년위원회가 탄생.

2006년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되면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1)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의 법적 근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심의하고 조치를 취

하고 있다. 대중음악이 음원중심에서 영상을 포함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

물 판정은 과거 가사심의의 차원보다 훨씬 복잡하다. 일단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

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야 하며 밤 10시 

이전에는 방송할 수 없다. 또한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 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

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4) 

제 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2)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심의와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청소년의 직접적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3)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참조. 2011년 9월 30일자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1-181

호 발표 당시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10조였지만 2012년 9월 16일 시행 이후 제9조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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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에게 성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나.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다. 성폭력을 포함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 약물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 비윤리적인 것

  마.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  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

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근거는 청소년보호법 10조에 잘 나타난다. 규제기준은 성

적 표현, 선정성,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일반 심의와 개별 심의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 심의기준5)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  

    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  

     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개별 심의기준6)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

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7)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5) 2011년 9월 30일자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1-181호.

6) 위의 자료.
7) 마 항목은 존속과 관련된 사항이고, 바 항목은 존속과 관련되지 않은 타인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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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음반 지정 현황

1999년 조피디의「조PD in stardom」, 홍콩여배우 서기(舒淇)의「서기 비밀공간(舒淇-

祕密空簡)」이 청소년유해음반 국내외 1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조PD는 수록곡 <브레이크 

프리>8)의 가사에서 남성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 사용, 서기(舒淇)음반의 수록곡 <여서기공

무(與舒淇共舞)>에서는 성적표현을 연상시키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문제되었다. 조피디의 음

반은 PC통신이라는 뉴 미디어를 통해 힙합 장르를 본격적으로 알렸다. 가사 내용과 관련한 

논란 속에도 이 음반은 수십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 음반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온

라인에 먼저 유통한 노래가 오프라인에서 성공한 최초의 사례이다.9)

                <자료-1> 청소년유해매체물 1호로 지정된 국내외 음반             

               

8) 음반「서기비밀공간(舒淇-祕密空簡)」중 <여서기공무>는 9번 트랙에 수록.

9) 권정구,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대중가요앨범11000] 조pd In Stardom.

10) 네이버 <한국대중가요음반 11000> 제공.
11) 국내판매용에는 노래와 성감음악 CD 및 누드집 세트로 판매되었다. 음반 「서기 비밀공간(舒淇 祕密

空簡) 중 <여서기공무>는 9번 트랙에 수록. 

    「조PD in stardom」표지10) 「서기비밀공간(舒淇祕密空簡) 표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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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프리>  

                                         조pd

-상략-

욕을 왜 몰라 니네가 좆같은지 왜 몰라 니네가 그렇게 입을 

막고 또 손을 묶고 해도 뭘 잘 몰라 누가 좆같다 안가르쳐도 

다 좆같은게 좆같은 거지 그걸 어떻게 몰라 다큐멘타리에선 

맨날 sex가 어쩌고 저쩌고 드라마에선 맨날 까고 부수고 

그래도 이새끼 저새끼까진 가는데 그런데 영화에선 막 십새끼 좆까 

막 그러던데 노래에선 좆됐다 하는 것도 안된다 청소년들의 

눈엔 쇼프로밖에 안보여?  - 하략-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음반 지정은 위원회가 설립된 1997년 이후 유해물에 

대한 판정이 거의 없다가 2007년 이후로 그 수가 급증하였다. 1999년과 2006년 각각 4건, 

2007년 344곡으로 시작하여 2012년에는 1,049곡에 이르렀다.  

                          

1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청소년유해매체 2007-2014 고시현황)

         <표-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 지정 현황12)

            매 체
   연 도 음반 뮤직비디오

1997 0 0

1998 0 0

1999 4 0

      2000~2005 0 0

2006 4 0

2007 344 0

2008 651 0

2009 941 0

2010 991 0

2011 672 171

2012 1,04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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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는 순간 단 한곡 때문에 음반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음반 출시와 동시에 디지털음원의 개별 유통으로 해결되었다. 

2012년까지 청소년유해음반으로 지정되었던 국내곡을 살펴보면 저속한 표현이 60%로 단연 

앞서고 욕설과 유해약물13)(술, 담배 포함)이 그 뒤를 따른다. 

         <표-2>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사유와 통계 (국내곡 2006-2014년)

                               *복수 해당항목은 우선적으로 표시된 것을 채택함

                               *비속어와 저속어는 표현저속으로 통합함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현황(1997-2012)

 3. 청소년유해매체 지정곡 유형

‘표현저속’은 유해매체물 지정사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부터

는 ‘욕설’도 포함되었다. 한편 방송 부적격 중심 사유로 ‘욕설’과 ‘광고’가 해당되는 것에 비

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선정기준에서 ‘광고’ 항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14) 

  1)표현 저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물 판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항목이 표현 저속(비속어 , 욕설 

포함)이었다. 2010년 가수 싸이(Psy)의 ｢Right Now｣가 여성가족부의 심의 기준에 따라 19

13) 여성가족부가 유해매체 지정 사유로 ‘술과 담배’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2009년이 유일하며 

이 외의 기간에는 ‘술과 담배’가 유해약물로 분류되었다. 유해약물의 대부분은 술이 차지하고 있는

데, 홍갑의 ｢땀냄새｣는 담배, 니모가 부른 ｢통보｣는 술에 해당한다.

14) 악동뮤지션의 <갤럭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지 않았으나,특정업체의 휴대폰 모델이 연상되
고, <콩떡빙수> 가사에 ‘파리바게트’가 등장하여 KBS에서 방송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사유   

   

연도

욕설
폭력

성

표현

저속
선정성

유해

약물  

   

자살
유해  

업소
기타 계

2006 1 1 2

2007 51 14 35 44 2 5 2 153

2008 158 4 20 45 2 229

2009 90 9 262 55 36 1 5 459

2010 3 375 92 20 1 1 492

2011 4 290 60 157 2 12 10 452

2012 13 299 37 5 2 2 3 361

계 299 47 1282 334 220 12 15 21 2,148 

비율 14 2 60 16 10 1 1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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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지곡 판정을 받았는데,15) ‘인생은 독한 술이고’ 등의 일부 가사에서 비속어를 사용했

다는 이유였다. 그의 노래는 2년 후 유해물 지정취소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노래 가사를 보

면 다음과 같다.

                    Right Now 

                                       싸이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 치고

아주 생 쇼를 하네 평생 일생 혹은 나의 이생 기죽지 않아 굴하지

않아 쿨 하잖아 YOU KNOW I'M SAYING 외쳐 외쳐 목이 터져라 외쳐

미치고 치고 팔짝 뛰고 심장 박동 뛰고 인생 뭐 있냐고 인생 뭐 있다고

저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모르는 게 사람 속이고

뺑뺑이 돌리고 안 봐도 비디오 인생은 독한 술이고 그래서 예술이고 

수리수리수리 마술이고 원고 투고 쓰리고

 2) 유해약물·흡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물 판정을 받은 곡목 중 유해약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에 비해 담

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DJ Juice가 부른 헤비스모크는 담배에 대한 표현 때문에 유해

물 판정을 받았고,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도 성인용으로 표시되어있다. 이 노래는 욕설과 특

정 과자브랜드가 노출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Heavy Smoker 

                                       DJ Juice 노래

             -상략-

빌어먹을 내 직업병. A-yo, Zito~ Gimme some tabacco.

요거 딱 한가치만 피워내고 끊어보자

(쓰읍-하). shit. 맛이 너무 좋다.

딱 고단한 몸과 맘엔 네가 최고.

눈 매워도 손이 가네 가 '농심' 새우깡처럼

비닐봉지 속엔 쥐가 살고 있고 나의 머릿속엔 쥐가

나고 있어 가사를 쓸 땐 미간이 찌푸려진다.

휴- 한대만 더 피자

15) 2012년 10월 21일 결정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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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살인

 에픽하이의 피해망상pt.316)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의 심리를 4절의 가사로 표현한 

랩 장르 노래이다. 이 곡에서 가사의 일부가 살인을 표현한다고 해석되었다.

               피해망상 pt.3

                                            에픽하이

그래 나는 지쳤다. 악몽은 나를 물고 뜯고 또 찢었다

거울 옆 커다란 초상화 속에 어머니의 미소는 내 눈물 속에

침대아래 썩은 음식을 삼키며 벽시계 초침은 내 심장을 두드려

(공간속에) 어둠이 달빛마저 달아매 거울속의 그는 어미의 목을 조르네

거울 옆 커다란 창문 속에는 소나기의 눈물이 내 미소속에

침대아래 숨긴 엄마의 한손이 내 옷깃을 꽉 잡네 난 다시 잠을 깨 

 

 4) 자살 

마이티 그라운드의 <우화>는 2007년 가사 전체 내용이 자살을 암시하고 있다는 판단 하

에 국가청소년위원회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곡으로 판정되었다.

             우 화

                        마이티 그라운드

내안의 작은 벌레가 이제는 꿈을 꿀꺼야

낡아버린 그런 껍데긴 가져가버려

지금까진 내그 림엔 내가 없었지

너의 멋대로 그린 껍데긴 가져가버려

이제 연극은 끝이야 예전의 내가 아냐

미쳐버린 너의 꿈들은 이제 내겐 필요 없어

내게 남은건 없어 나는 나를 버렸어

나는 너무 가벼워 나는 날아 가겠어

나는 날아가

16) pt는 환자를 뜻하는 patient를 뜻하며 피해망상 환자3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미 pt.1, pt.2를 선보

였고 3번째 시리즈로 pt.3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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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해업소 출입 조장

미나의 <가까이 와>는 ‘선정적 표현’과 ‘유해업소 출입 조장’을 이유로 2007년 청소년유

해곡으로 판정되었다. 이 곡에서는 유해업소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사 내

용 전체가 윤락업소의 여인이 지나가는 남성에게 유혹17)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가까이 와 

                            미나 노래

망설이지마 나의 뒤에서 주저하지마 

가까이와 바로 내앞에 뒤에서만 훔쳐보지마

느껴왔어 너의 상상을 

더 가까이 와 날 만질 수 있게

-하략-

 6) 싸이의 부적격 판정 노래

2009년 이후 가수 싸이의 일부 노래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되었다. 이들 노래 중 <나의 

WANNA BE>는 방송심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솔직히 까고 말해>는 방송사에

서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에 있어 방송사와는 부적합 판정의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났다.

           <표-3>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된 싸이의 노래 목록18)               

17) 플륫과 기타의 2중주를 위해 작곡된 피아졸라(Astor Pizzola)의 ｢History of Tango｣ 4곡 중 첫 

번째 곡 Bordel(윤락가를 뜻함)의 도입부에서 윤락녀가 손님을 부르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플륫

이 멜로디를 연주하고 기타의 몸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부분이 나온다. 이 곡은 피아졸라를 대

표하는 작품이자 탱고라는 장르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다. 같은 윤락가를 다루고 

있음에도 가사가 없는 클래식연주 장르와 가사가 있는 대중음악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대중음악에서도 직접적 욕설이 아닌 은유적, 비유적 표현은 음악수용자 판단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이 대중음악의 자율적 표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결정일자 곡목 음반명 결정사유 비고

2009-03-19
인생극장 - 

A형 Remake & 

Mix 18번
비속어사용,선정적표현

유해물

 판정

 유지

2009-03-19
인생극장 - 

B형

2010-02-18 딜레마 

2집

성인용

비속어

2010-02-18 Yes, I Am 선정성,비속어

2010-02-18 해지면... 비속어,선정성

2010-02-18 원해 유해약물,선정성, 비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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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유해매체지정 취소

대중음악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은 많은 가수들과 제작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

다. 2PM이 부른 <Hands Up>이 유해곡으로 지정되자 팬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여

성가족부에서는 심의의 객관성을 위해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이러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매체 지정에 대한 반발은 계속되었다. 2012년 싸이의 <Right 

Now>에 대해 논란이 되어 ‘청소년유해매체’에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1) 시행세칙의 제정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판정곡은 1,800여 곡으로 이듬

해 297곡(국내 243, 외국 54)이 지정취소 되었다. 이에 앞서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도 선

정성, 표현저속, 유해약물에 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객관적 심의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

하였다.19)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선정성)

 ① 전라 또는 반라 자태를 구체적 또는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

 ②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구체적 또는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

 ③ (영상의 경우만) 전라 또는 반라 자태가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것

 ④ (영상의 경우만)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

18)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현황(2007-2012)>과 <2012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매체물 

취소 결정현황> 참조.

19) <헤럴드경제> 2011년 10월 17일 내용 연구자 편집 

2010-02-18 새 2 비속어 ,선정성 유해약물

2010-02-18 나쁜년 선정성,비속어

2010-02-18 처녀논쟁 비속어,선정성

2010-12-21 싸군 

PSYFIVE

비속어유해약물

2010-12-21 서울의 밤거리 비속어 선정성 유해약물

2010-12-21 나의 WANNA BE 비속어 유해약물

2010-12-21 RIGHT NOW 비속어

결정

취소

2010-12-21 오늘밤새 선정성

2010-12-21 미치도록 유해약물 선정성

2010-12-21
솔직히 

까고말해
비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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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저속한 표현)

 ① 욕설과 비속어가 사용된 것

 ②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

 ③ 성행위와 관련된 은어‧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표현한 것

 ④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이나 정서적‧인격적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가 사용된 것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

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유해약물 관련)

 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②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

화한 것

 ③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내용을 구체적‧사실

적으로 표현한 것

 ④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 욕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⑤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 복용 효과로 인해 생기는 환각 상태, 행

동, 또는 심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⑥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의 효과를 기술하거나 선전, 미화한 것

 ⑦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의 구입 방법, 제조 방법, 사용 방법 등을 

소개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 

시행세칙이 마련되었으나 급속하게 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한국에서 

청소년 보호주체가 1997년 정부주도로 진행된 것에 비해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PMRC(Parents Music Resource Center)라는 민간기구가 설립되어 선정적 내용의 노래 곡

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20) 

 

 2)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취소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1년 시행세칙 이전의 노래들에 대하여 2012년 10월 12일 재심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97곡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취소를 결정하였다.21) 국내

외 곡들의 금지사유는 대부분 비속어 및 유해약물22)과 관련되었다. 특히 외국곡에 있어서 

54곡 중 35곡으로 비중이 높았다. 유해약물의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술, 담배가 유해약물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20) 권정구, 「1975년 이후 한국대중음악의 규제에 대한 변화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           
위 논문, 2015, 201쪽.

21) 가수 싸이의 <Right Now>를 포함한 국내곡 243곡, Lady GaGa의 <Alejandro> 등 외국곡 54곡

22) 유해약물의 범위에는 술, 담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마약과 관련된 내용은 목록에서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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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해약물(국내곡) 

  가수 ‘던’이 부른 <술이 땡긴다>에서는 혼자의 힘든 독백으로 보인다. 2011년 7월 19일 

유해매체판정을 받았다가 2012년 결정고시가 취소되었다. 이 곡의 가사에서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술이 땡긴다’라는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술이 가사에 등

장했다는 것이었다. 

 술이 땡긴다       

                             던

술이 땡긴다 

술이 땡긴다. 

오늘 이밤 니가 무지 그립다.

오늘 이밤  너를 잊진 못해 

난 지워낼수 없어 널.

술이 땡긴다. 

   -하략-

       <표-4> 2012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물지정 취소 곡목 숫자(국내곡)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취소 결정현황(2012) 

 (2) 유해약물(외국곡)

54곡의 유해물지정취소곡 중 레이디 가가는 총 13곡에 대해 지정취소를 받았다. 특히 

<Alejandro>에서는 흡연이 문제가 되었다. 제1호 청소년유해외국음반으로 지정되었던 <여

서기공무(與舒淇共舞)>(1999)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문제되었다. 한편 글로벌화된 대중음악

환경에 비해 영미권의 언어가 가사 심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결정연도 비속어 선정성 술담배 유해약물 불건전교제 계

2007 1 1 2

2008 - - - - - -

2009 3 3 8 6

2010 18 4 43 65

2011 19 5 136 2 162

합계 41 9 3 188 2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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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jandro

 

                                 Lady GaGA

            -상략-

Don't wanna kiss, don't wanna touch.

Just smoke on-e cigarette and hush.

Don't call my name.

Don't call my name, Roberto.       

                            -하략-

       <표-5> 2012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물지정취소 곡목 숫자(외국곡)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취소 결정현황(2012)

 (3) 청소년 유해물 결정 고시 전 취소 

  유통되는 모든 음반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면서 심의곡의 수가 방송사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음반 발표 이후 진행되는 사후심의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흘러 유해판정

을 내리기도 하였다. 2008년 발표된 걸그룹 ‘쥬얼리’의 히트곡 <원 모어 타임>23)에 대해 3

년이 지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고려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하였다.24)  당시 청소년유해

음반등록 결정문이 통보되자 팬들의 댓글, 항의전화로 해당부서의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

다.25)           

23) KBS ‘뮤직뱅크’를 포함해 3월 지상파 3사 음악 순위프로그램 1위를 석권했고 ‘뮤직뱅크’에서는 7

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그 해 골든디스크 디지털 음원 본상과 디지털 음원 대상을 받았다. 노래 

가사 중 ‘섹시한 눈빛과 뜨거운 몸짓에 좀 더 다가와이 밤을 지새울 한심한 늑대들 나를 안아줘’가 

문제되었다. 

24) ｢스포츠경향｣ 2011년 7월 27일 인터넷판. 결정고시 되기 전 취소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언론보도

는 결정으로 보도하였다.(2015년 6월 24일 01시 55분 접속)

25) 위의 기사.

결정연도 비속어 선정성 유해업소 유해약물 반사회적표현 계

2007 1 1

2008 1 1

2009 - - - - - -

2010 - - - - - -

2011 13 4 35 52

합계 13 1 4 35 1 54

- 31 -



(4) 유해결정 고시 후 다양한 형태의 저항 

  ‘술’과 관련하여 2PM의 ｢Hands Up｣이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되자 여성가족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심의세칙을 2011년 발표하였다. 그리고 아이돌그룹 비스트 1집 수록곡 ｢비
가 오는 날엔｣의 가사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 부분을 문제 삼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가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26) 이 외에도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

는 대중스타 비스트, 김현중, 리쌍 등의 노래가 청소년유해곡으로 지정받자 10대 초등학생

이 포함된 10대 7명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여 

일부는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27) 여성가족부가 과거 사전검열의 상징이었

던 방송윤리위원회나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대중음악 탄압 기구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면서 

비난이 따랐고 어린 초등학생 팬들의 무분별한 행동까지 유발하게 되었다.28)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물로 판정되면 19살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이 금지되어 청소년들이 주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가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였다’29)라고 밝혔지만 팬들은 여성가족부 홈

페이지 댓글을 통해 규제반대 목소리를 높였다.30) 이러한 규제반대 운동이 확산되자 여성가

족부 내에서 청소년유해물 판정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 되었고 심의세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팬들의 직접적 저항은 1년 후인 201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유해물지정 취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 ‘서태지 사건’31) 때에는 팬들이 PC통신상으로 격렬한 

토론을 하거나 정치인에게 부당함을 편지로 호소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인터넷이 보급

된 2000년 이후 발행한 쥬얼리, 2PM의 사건에서는 대량의 댓글 작성 및 홈페이지 공격 등 

팬들이 규제기관에 직접 항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65년 방송윤리위원회 설립 이후 

대중음악인과 음악수용자의 의견이 심의 기준에 반영된 것은 2PM의 <Hands Up>이 청소

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일이었다. 따라서 2PM 노래와 관련한 팬들

의 저항은 심의기구에 음악수용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심의규정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26) 2012년 1월 5일 법원판결로 유해매체물 지정 취소가 고시되었다. 여성가족부 고시번호 제 

2012-10호.

27) ｢동아일보｣ 2012년 3월 6일 인터넷판

28) 권정구, 앞의 글, 217쪽.
29) ｢동아일보｣ 도깨비뉴스  2011년 8월 25일.

30) 당시 ‘술’이 가사에 등장하여 유해판정을 받았다고 발표되자 해당 팬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을 없애달라”는 패러디 글을 무더기로 올리는 방법을 취하였다.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게 야하

다는 생각이다. 스마트폰을 없애 달라”, “먹는 모습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아이스크림을 없

애 달라”, “IT업체 ‘애플’의 사과모양 로고가 엉덩이를 연상하게 하니, 애플을 없애 달라”등의 패러

디 수백건을 올리며 여성가족부의 규제를 비판하였다. <경향신문> 2011년 8월 25일.

31) 1995년 서태지는 그의 신곡 <시대유감>에 대해 공연윤리위원회가 가사수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

부하고 목소리를 뺀 채 연주음악만 음반에 수록하였다. 그 결과 팬들과 일반국민들에게까지 이 사

실이 알려졌고 정치인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당시 정태춘이 5년 동안 주장해왔던 사전심의제의 

폐지의 표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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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s Up 

                                  2PM 

-상략-

Here we go here we go 계속 달리자고 

이제 겨우 열두 시 아직 해 뜰려면 멀었다고

그러니 한 잔 더 마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중략-

나는 먼저 들어갈게 이런 말이 나오는 일이 없게

술 한 잔을 다같이 들이킬게 one shot 다같이 자 갈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 판정32)은 사후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걸그룹 ‘쥬얼리’의 

<원모어타임>처럼 수 년이 지나서 유해매체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많은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가 유해물판정을 받고 성인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수긍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는 재판을 통해 유해성 여부를 묻고 승소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과거 가수 대 소속사, 가수 

대 가수 사이의 소송은 있었지만 가수와 제작사들이 심의기관을 상대로 직접적 재판을 신청

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법원으

로부터 취소판정을 받은 노래는 총 7곡으로 동방신기 등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들의 

작품들이었다. 이들의 유해매체 결정 사유도 ‘유해약물’과 ‘선정적 표현’이었다. 

                    <표-6> 법원판결을 통한 결정고시 취소목록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취소 결정현황(2012)

3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되면 평일 오후 1시부터 밤10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방송 할 수 없다.

곡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유해물 결정일 결정 취소일

주문 (MIROTIC)
The 4th 
Album  

MIROTIC
동방신기 2008-11-20 2010-02-25

내일은… 너무 그리워
S.M  The 

Ballad
2011-01-18 2011-08-25

여자와 남자가 

이별한 뒤에

감성밴드 

여우비 3

감성밴드 

여우비
2011-05-17 2011-12-20

Funky Man 1집 Virgin 애프터스쿨 2011-06-28 2012-03-23

비가 오는 날엔
1집 Fiction 

And Fact
비스트 2011-06-28 2012-01-05

제발(Please) 제발 김현중 2011-07-19 2011-12-02

제발(Please) Break Down 김현중 2011-07-19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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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에 제시된 노래들은 재판을 통해 유해매체물 지정이 철회된 곡들이다. 청소년유해

매체물 지정에 대한 소송은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비가오는 

날>에서는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텐데’, 동방신기 <주문-MIROTIC>에서는 ‘I got you 

under my skin’이라는 가사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심의기구와 

다르게 청소년에게 특별한 유해성이 없다고 보고 유해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였다.33) 동방신

기 등의 방식은 이전의 방식과 달리 심의기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으로 표현의 정

당함을 주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싸이 <강남스타일>의 히트와 영향력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음반 심의 세칙 적용 이전(2011)의 유해판정곡들에 대해 심의의 형

평성을 재고하여 재심의를 시행하였고 297곡(국내곡 243, 외국곡 54)에 대하여 청소년 유

해매체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심의세칙 제정을 이끌어 내었던 2PM의 

<Hands Up> 또한 취소판정을 받게 되었다.34) 이러한 결정적 배경에는 싸이(Psy)의<강남

스타일>의 세계적 히트가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7> 가수 싸이의 청소년유해매체결정 취소 곡목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취소 결정현황(2012)  

  싸이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 결정을 받았던 4곡은 비속어, 선정성, 유해약

물에 대한 표현 때문이었다.  2010년 12월에 청소년유해매체로 이미 판정되었으나 팬들의 

인터넷상에서의 불만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항의는 2012년 9월에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2012년 6월 발매되어 빌보드차트 2위에 오르고 수억 건의 동영상 조회를 기록했던 <강남

스타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유해물 판정을 받았던 <Right Now>가 유투브 동영상에서 

<강남스타일>의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지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이에 인기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을 염려한 팬들과 한류의 확산에 장애를 염려한 이들이 유

해곡목 지정 취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까지 논의가 되

33) ｢동아일보｣ 2009년 4월 2일 인터넷판(2015년 6월 24일 08시 30분 접속)

34) 2012년 10월 12일 여성가족부 고시자료.

유해매체결정일 곡목 지정사유

2010-12-21 RIGHT NOW 비속어

2010-12-21 솔직히 까고말해 비속어

2010-12-21 오늘밤새 선정성

2010-12-21 미치도록 유해약물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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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35) 

 팬들의 항의와는 별도로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서도 2012년 5월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여성가족부가 10월 12일 전격적으로 싸이의 5곡을 포함한 

297곡의 유해매체지정곡의 지정 철회를 발표하면서 소송도 자동으로 취하되면서 문제는 일

단락되었다. <미치도록>의 가사를 보면 ‘술’과 ‘술김’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었다. 싸이의 

<Right Now>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팬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

고 공론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그러나 이전의 사례들이 스타와 팬덤의 관계라면 싸이의 경

우는 스타와 팬 그리고 국내외 네티즌이 관여하면서 이전 보다 참여자의 범위가 확장된 형

태의 저항이었다. 

서태지와 싸이가 관여되었던 두 사건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서태지 사건이 발생했

을 때에는 PC통신 동호회원들간의 토론과 여고생의 편지가 김대중 당시 총재를 움직인 후 

국회의 표결을 가결시켰다면, 싸이의 경우는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고, 결국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다.36) 여기까지의 내용은 두 사건의 내용이 거의 유사

하나 대중의 참여도를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 

2012년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싸이 콘서트’는 10만 명의 관중이 참여하

였고, 인터넷으로도 10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바람에 유투브 사이트가 다운되는 사상 초유

의 일까지 발생하였다. 당시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지정곡을 불특정 다수가 모인 야외광

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므로 <Right Now>를 부른 것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었

다.37)  이 사건은 과거 정태춘이 음반 ｢아! 대한민국｣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음반을 

출시했던 행동과 비교될 수 있다. 서태지는 ｢시대유감｣과 관련하여 가사가 없는 음원을 출

시한 것이 그가 했던 항의표시의 전부였다. 그의 행동에는 실정법 위반이 없었고 이후 그의 

팬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반면 싸이는 그의 소속사가 규제에 대하여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싸이 스스로도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문제 해결 방식

이 달랐다. 이것은 싸이를 지지하는 팬들이 위법을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서 <Right Now>를 부를 수 있었다. 정태춘과 싸이를 비교해 본다면 정태춘은 노동

자들의 집회·시위 장소에서 <아 대한민국>을 위법하게 불렀지만, 싸이는 서울시가 제공해준 

합법적 장소에서 허가된 콘서트를 통해 젊은층 위주로 <Right Now>를 불렀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네티즌 간 정보의 소통이 극대화 되는 가운데, <Right Now>는 음원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시청에 대한 접근 제약이라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 

35) <경제투데이> 2012년 10월 8일 

36) ｢미디어 뉴스｣ 2012년 10월 8일 인터넷판(2015년 6월 24일 10시 55분 접속)

37)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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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1996년 이후 사전심의제를 담당했던 공연윤리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방송심의를 맡았던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다. 1997

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기구의 정책은 청소년보호를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전

의 경우 유해물로부터의 보호대상이 국민 전체였다면 이후에는 청소년으로 대상이 한정되었

고 등급 중심으로 규제가 시행되었다.  ‘건전’, ‘질서’와 같은 특정한 주제를 대중음악에 반

영시키기에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사회는 다원화 되었다. 한편 대중매체 환경

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음악공급과 수용방식이 과거와

는 다른 방식으로 변하였다. 1996년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후 대중음악계에는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별다른 사건이 없었지만, 2007년 이후부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대

상이 늘어나면서 가수와 팬들의 거센 저항을 맞이하였다. 결국 2011년 2PM의 노래가 유해

매체로 지정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심의세칙을 마련하였고, 이후 

2012년 싸이의 저항으로 300여곡에 대한 지정 취소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의세칙의 

제정과 유해매체지정 철회라는 결과는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10대 청소년들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영상물을 선호하는 10대 청소년

은 PC통신 세대의 수준을 뛰어넘어 인터넷 환경의 SNS를 통해 신속한 의견 교환과 무한대

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음악 규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 세력이 될 수 있었다.  

 음악수용자는 과거 청취자와 애호가의 모습에서 현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마니아, 팬, 

팬덤(조공, 일코, 사생)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방송중심의 환경에서 보수

적 성향을 보였던 음악생산자들도 인터넷 환경에서는 표현이 보다 선정적이고 과격하게 변

화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대중음악인들의 규제에 대한 저항이 재심요구, 법적

소송과 같은 형태로 바뀌고 있고, 음악 수용자들도 편지보내기, 항의전화의 수준을 벗어나 

해당 홈페이지 마비 등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참여자가 점차 

어린 연령층으로 내려가고 있다. ‘청소년보호’는 대중음악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서 점차 참

여자(가수, 연주자 등)의 작업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유투

브 등 동영상 채널은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콘텐츠에 대한 확장된 연구를 후속연구를 기대

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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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11년 7월 27일   4년전 노래에도 유해매체물 딱지? 

연합뉴스   1999년 3월 17일   조PD 음반 ‘청소년 유해판정’ 둘러싸고 논란          

중앙일보   2012년 8월 8일   [논쟁]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 바람직한가

한국일보   2012년 10월 8일   싸이 서울공연 참가자는 모두 ‘범법자’

3. 국가고시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현황(2007-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취소 결정현황(2012)

■ 2차 자료

권정구, ｢1975년 이후 한국대중음악의 규제에 대한 변화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대중음악 심의번호 고찰｣, 대중음악 25호, 2020,

       , ｢한국 대중음악 규제와 저항의 역학, 그리고 그 반전｣, 음악과 문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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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우리나라 청소년 연기자 보호 제도에 관한 고찰-2014년 시행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1호, 2015.

노순규, 싸이(PSY)의 강남스타일 성공과 한류,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2.

문옥배, 한국금지곡의 사회사, 서울: 예솔출판사, 2004.

이성숙, 「대중문화예술산업과 청소년보호」대진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조민지,「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서울과학   

■ 기   타

1. 전화 문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대중문화 모니터링 현황)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요심의와 시민단체의 활동)  

 

2.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http://cemk.org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kocsc.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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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6>의 우원재를 통해 보는 한국힙합의 정동 

성연주(한국방송통신대)

1. 들어가며  

  1990년 전후 대중음악 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한국 힙합은, 랩을 중요한 음악적 자
원으로 활용하면서 ‘rap dance’ 형식을 유행시킨 한국형 아이돌 1세대(H.O.T., 젝스키스, 신
화 등)에 의해 대중화되기 시작한다(Um, 2013; 김영대‧김봉현, 2008). 이와 동시에 힙합은, 
Hongdae 지역의 지하 소규모 클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언더그라운드 크루들의 공연과 앨범
을 통해 공고한 하위문화로 확산되어 가기도 하였다(Kim & Sung, 2019; Song, 2019; Um, 
2013). 21세기 한국 힙합 문화의 이원적 구조는 이와 같은 역사적 형성과정의 이중성에 기인
한다. 즉, 한국 힙합은 메인스트림 대중문화의 부속 요소로 성장하는 동시에, 언더그라운드 청
년 문화의 signature이기도 하였다. 소수의 래퍼는 랩스타로 발돋움했고(eg. Epik High, 
Tiger HK, Dynamic Duo), 다수의 언더그라운드 래퍼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진 못했지만 사
랑, 가족, 청춘, 교육, 꿈 등 다양한 테마 아래 자유로운 음악적 실험을 실천하며 한국 힙합의 
context와 capacity를 키우는 데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한국 힙합의 이원적 구조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통합되어, 메
인스트림과 언더그라운드라는 두 분리되어 있던 영역이 역동적으로 결합하고, 연결되고, 소통
하는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언더 그라운드와 메인스트림의 경계는 무디어지
고,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지상파 TV에 등장하며, 대중문화의 핵심 아이돌로 성장하고, 힙합 
문화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언더와 메인 사이에 존재하던 모종의 간극을 메운 새로운 연결의 중간 지
대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행사한 장치(apparatus)가 바로 Mnet에서 2012
년부터 방영을 시작한 힙합 오디션 TV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힙합 문화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메인스트림 문화형식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한 <쇼미더머니>는 지난 7년 동안 
한국 힙합 씬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쇼미더머니>는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을 메인스트림 
무대로 대거 흡수하는 장치로 기능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힙합 문화를 깊숙이 전파시켰다. 수
많은 래퍼들이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명성과 인기를 누렸고, 힙합 시장은 크게 성장했고, 힙
합 팬들의 층은 빠르게 확장되었다.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는 곡들은 <쇼미더머니>를 통
해서 발표되어 소비되었다. 더 나아가서 <쇼미더머니>는 한국의 21세기 문화공간을 지배하는 
이른바 ‘힙합 스피릿’ 혹은 ‘힙합 affect’의 생산 기계 혹은 장치(dispositif)이다. 힙합 스피릿
은 순수하게 정신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혹은 가치의 언어가 아니다. <쇼미더머니>가 생산
하여, 유통시키고, 증폭시키는 ‘스피릿’은 “capacity to affect and to be affected”로 정의
되는 affect로서, 힙합 음악의 실천 속에서 생성되고, 증폭되고, 전염되고, 번역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일종의 ‘욕망’(들뢰즈, 가타리) 혹은 ‘믿음의 욕망“(타르드)과 같은 사회적 
에너지이다. 우리는 <쇼미>를 기본적으로 이런 욕망 생산의 ’기계‘(들뢰즈, 가타리)로 파악한
다. 
  실제로 <쇼미>라는 프로그램은 래퍼들과 관객들 혹은 시청자들 사이에 강렬한 정동적 공간
을 만든다. 높은 시청률은 그 강도를 방증한다. TV를 통한 정동의 흐름은 고스란히 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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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인터넷 공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차례의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끊임 없이 전시되는 욕망들, 갈등들, 좌절등, 감정들, 표정들, 몸짓들, 목소리
들, 패션들, 평가들, 춤과 음악의 연쇄이다. 힙합 스피릿 혹은 정동은 이 매 순간의 미시적 계
기들(infinitesimal occasions)을 통해 방출되고, 유입되고, 흡수되고, 전파된다. 
  이 연구는 한국 힙합 오디션 TV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 6(이하 <쇼미 6>)를 집중적으
로 탐구한다. 2017년에 방영된 <쇼미6>는 이 프로그램의 힘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대표적 
케이스로서, 한국 대중문화의 장에서 힙합의 힘이 절정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는 <쇼미6>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흐르는 ’힙합 스피릿‘의 세 가지 
주요한 테마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 미래성, 그리고 부정성이다. 여기서는 
이 세 개념을 추상화된 용어로 인지하지 않고, 한국 힙합의 정동 흐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
요한 하위 정동들로 파악할 것이다. 

2. <쇼미더머니>는 무엇인가 

  <쇼미더머니>는 2012년 시작한 TV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
램’의 형식을 따르며, 이런 점에서 동시대의 유사한 프로그램들과 그 형식적 특성을 공유한
다1). 가령, 한국에서는 2009년 <슈퍼스타K>를 시작으로 <더케이팝스타>, <위대한유산>, <탑
밴드>, <팬텀싱어> 등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고, 허각, 장재인, 강승윤 등 아마추어 가수들이 
데뷔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쇼미>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그것
은 힙합음악 단일 장르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무후무한 사례를 이루며2), 둘째, 다른 프로그램
이 ‘무명을 유명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쇼미>는 이미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명
성을 쌓은 래퍼들(eg. MC meta, Soul Dive, 주석 등)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2012년 처
음 방영된 파일럿 프로그램은 8회차로 구성, 1,200명의 래퍼가 참가하였고 계속 성장세를 이
어가 2017년 ‘시즌6’에서는 시즌1의 10배 규모인 약 1만 2천여명의 래퍼가 참가할 정도로 한
국 힙합씬이 쇼미더머니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3) 

1) 2001년 영국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Pop Idol이 많은 사랑을 받고(Holmes, 2004: 149), 이듬해 이 포
맷을 그대로 빌려 미국에서 제작한 American Idol의 첫해 우승자 Kelly Clarkson이 스타덤에 오르
면서 리얼리티 음악 경연의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리얼리티 음악 경연
으로서 두 프로그램의 차별점은 시청자의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But this time, you choose”라는 Pop Idol의 구호가 말해주듯 이 프로그램들
은 ‘예능의 민주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Amegashie, 2009), 주체적인 media audience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이경숙, 2011; 김성식‧강승묵, 2012), 한편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교섭하고 
실현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의 의미를 제공했다(King, 2006; Meizel, 2006, 2009).

2) 사실, <쇼미더머니>가 처음 방영된 2012년은 그런 점에서 힙합음악에 별로 유리한 환경은 아니었다
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래퍼들은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은 새로
운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였으며 힙합음악은 오히려 블락비, 빅뱅 등의 아이돌 음악의 중요한 음
악적 기반으로 용례를 찾아가던 중이었다. <쇼미더머니>는 2009년 <슈퍼스타K>를 시작으로 <더케이
팝스타>, <위대한유산>, <탑밴드> 등 TV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얻자, 음악전문 케이
블 방송 Mnet에서 힙합장르를 중심으로 기획한 실험이었고, 초기에는 힙합의 특이성과 고유성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가 래퍼와 팬들의 엄청난 불만을 마주해야 했다.

3) 중국에서 2017년 <쇼미더머니>의 프로그램 형식을 그대로 모방한 힙합음악 경연 프로그램 <Rap of 
China>가 방영되었다.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참전
했던 래퍼들도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는 <Rap of China>에서 전시된 힙합 고유의 
거칠고 폭력적인 표현, 래퍼들의 패션 스타일과 타투가 중국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여기 나왔던 래퍼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했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음악시장에서 힙합의 인기를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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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의 예선과 4회의 본선, 총 10번의 무대로 구성된 경연을 통해 래퍼들은 힙합음악의 규
범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 평가받는다. 1차 예선의 무반주랩과 2차 예선의 1분 공연, 3차 
예선의 1:1 배틀랩, 시즌6에서 새롭게 도입된 4차 예선의 프리스타일을 거치면서 래퍼들은 소
리, 발성, 발음, 라임, 리듬, 플로우의 기본적인 음악적 요소를 present하고 점검한다. 본선에
서는 다양한 무대 셋팅, 예를 들어 음원 제작용 무대, 생방송, 화려한 무대 장치를 한번씩 시
도하면서 performer로서의 역량까지 시험한다. 심사위원 8인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기본
이지만 뒤로 갈수록 이들이 마주해야 하는 관객의 수는 수천명까지 늘어난다. 
  이 중에서 2017년 방영된 ‘시즌6’에 초점을 맞추려는 이유는, 파일럿 형태로 다양한 경연 
방식을 실험했던 시즌1과 2를 제외하였을 때, ‘시즌3’에서 체계화된 현재의 경연 방식이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것이 ‘시즌6’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4). 결정적으로 ‘시즌777’부터는 
달라진 naming style이 암시하듯 1차예선을 없애고 각 래퍼들이 경연마다 hip hop coin을 
축적하는 식으로 전반적 체계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전환 직전에 방영된 ‘시즌6’이 
한국 힙합 문법으로서의 프로그램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보았다. 또한 ‘시즌6’에는 JJK, 키비, 
이그니토 등 기존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프로그램을 비판했던 다수의 래퍼들과, 심지어 ‘시즌1’ 
우승자인 Double K가 참전하여 <쇼미더머니>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해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주요 자료로 삼은 것은 ‘시즌6’ 10회의 방송과 정식 방영 1주 전에 방영되었던 
‘special preview’, 그리고 10회 방송 후에 방영된 ‘episode 1 and 2’ 이다. 우리는 먼저 13
회차의 VOD를 녹취하는 작업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대사에 추가적으로 현장 분
위기까지 연극 대본의 형태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시즌6’의 각 미션마다 래퍼들이 공연한 
무대, 음원과 가사 또한 모두 분석의 자료로 활용되었고, 방영 당시 발행된 신문 기사와 온라
인 힙합 포털에 게시된 힙합 팬들의 반응과 댓글도 참고하였다. 
   
3. 힙합-정동 

1) 정동으로서의 진정성

  힙합에서 진정성 개념은 대중음악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진정성 담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한다. 대중음악 전반적으로는 각 장르의 고유한 특성을 이론화, 개념화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
어 country music이라면 넓은 챙의 모자를 쓰고, rock & roll이라면 사회 저항적 가사를 외
쳐야 한다는 일종의 각인된 장르별 이미지를 논의했다면, 힙합 진정성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래퍼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가사로 쓰고 랩해야 한다는 contents-production-performing
의 순환고리 전부에서 진정한 주체성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힙합의 전성기였던 1990년
대 미국 서부에서 갱스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갱스터 랩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나, 지금 
Kendrick Lamar가 퇴색된 힙합 정신의 회복을 외치고, J Cole이 힙합씬의 젊은 동료들과 꾸
준히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적 자양분을 가사에 담는 것은, 각기 그 맥락이 조금씩 다르지만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뱉는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된 힙합적 진정성으로 포장할 수 있
다. 
  힙합이 다른 나라에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swag, 자수성가, 저항, 계급갈등처럼 전통적인 힙
합의 문화적 규범이 그대로 적용된 측면도 있지만,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 대중음악 씬의 구

4) ‘시즌4’에 출연한 블랙넛과 송민호는 여성 혐오성 가사와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로 많은 
논란을 빚었고, 심사위원인 버벌진트는 심사결과 번복으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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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상황적 진정성’이 나타났다. 한국 역시 20여 년의 짧
지 않은 시간을 거치면서 사운드, 언어, 가사, 퍼포먼스 등의 차원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사운
드와 리듬을 차용하거나, 한글에 적합한 라임을 개발하고, 힙합에 어울리는 복장이나 그루브
타는 듯한 몸짓을 통해 한국적 힙합성을 표현해왔다(성연주‧김홍중, 2015). <쇼미더머니>의 등
장으로 인해 그 이전에는 크루마다 독특한 힙합성을 추구하거나 때론 서로 합의되지 않는 힙
합성을 놓고 갑론을박 논쟁이 벌어진 것에 반해, <쇼미더머니>에서 생산되는 진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코멘트, 퍼포먼스,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의 래퍼들, 그리고 래퍼
가 되기를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이 숙지하고 체화해야 할 문법과 규범이 생산된다. 
  테크닉의 code of conduct는 열린, 개방된 심사 방식이 제공하는 실시간의 직접적인 학습
을 통해 체화된다. 1차 예선은 대형 공연장에서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바라보는 넓은 공간에
서 심사를 하고, 2차 예선은 심사장에 직접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시간 생중계되는 화면을 통
해 경쟁 래퍼들의 랩과 심사위원의 코멘트를 바로 들을 수 있다. 결선 무대로 올라가면 심사 
무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준비 과정 및 리허설 전반을 함께 참관하며 내가 이겨야 할 상대
의 퍼포먼스와 피드백을 가감 없이 듣는다. 시즌6의 준우승자 ‘넉살’은 언더그라운드 활동 만
으로 이미 상당한 팬덤을 확보한 래퍼이다. 그는 특히 타고난 발성과 호흡으로 긴장되는 대형 
공연에서도 안정적인 랩핑을 선보이는 래퍼로 유명하다. 1차 예선 무대에서 넉살은 그런 그의 
장기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거대한 무대를 꽉 채우는 목소리, 비트 없이도 그루브 넘치는 리
듬감, 정확한 발음, 입에 착 붙는 라임까지 공간에 있는 수천 명의 입을 막고 관심을 집중시
킬 정도로 넉살은 전무후무한 테크닉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그냥 공연을 보는 것 같아”, “음
원보다 라이브 무대가 더 좋네”라는 평을 이끌어내는 넉살의 퍼포먼스는 관중들에게 테크닉의 
교과서와도 같다. 
  콘텐츠의 측면에서 <쇼미더머니>는 더욱 효과적인 code of conduct를 부여한다. 어쩌면 
테크닉은 음원, 뮤직비디오, 공연들을 통해 온, 오프라인에서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 하지만 콘텐츠는 성연주와 김홍중(2015)의 연구가 증명하듯, 무엇이 한국에서 디스인가
에 대한 합의된 지점이 부재하여 래퍼들 간의 개인적 다툼과 싸움을 조장했기 때문에 <쇼미더
머니>는 가사와 표현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종식을 결심하기라도 한 마냥 더욱 힙합에 적합하
고 걸맞은 콘텐츠적 힙합성을 훈계하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지점이 많이 보인다. 가장 대
표적인 예는 ‘한국힙합의 살아있는 전설’의 칭호를 가진 심사위원 Tiger JK의 발언과 행위인
데, 자신의 팀원 우원재가 상대편 조우찬 래퍼를 상대로 디스를 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는 “디스는 밑도 끝도 없는데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위트있고 재치있게 상대가 가
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요소를 역설적으로 틀어서 받아치는거야.”라고 말한다. 만약 Tiger 
JK의 이 발언이 없었다면 <쇼미더머니>는 2015년 한국힙합의 컨트롤 대란이 그런 것처럼 뚱
뚱한 외모, 작은 키, 소심한 성격 등을 트집잡아 디스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원재는 진
지하게 조우찬에 대한 사실을 중심으로 디스의 전략을 조직하기 시작한다. “우찬아, 산타 할
아버지는 없어”라는 위트 넘치는 우원재의 가사는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는데, 조우찬의 개
인적 신상을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낭만적 동심을 효과적으로 저격
한, 가장 힙합스러운 디스를 성공적으로 시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Tiger JK는 시즌6을 통틀
어 가장 연륜 있는 힙합 구루의 면모를 선보인다. Blacknine에게는 “가사에 욕을 넣는다고 
힙합이 아니고, 이유와 의미가 있을 때에만 욕을 넣는거야”, 우원재에게는 “원재라는 책을 쓰
는 것”이 래퍼의 참소명임을 일러주며 힙합 진정성의 코드를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쇼미더머니>가 음악적 요소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구성과 전략을 통해 한국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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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에게 제공하는 진정성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공정성’이다. <쇼미더머니>는 시즌4에서 
심사위원 버벌진트가 심사 번복을 하며 한 번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적도 있는데, 실력 하나
로 승부한다는 능력주의의 정신에서 위배되어 다시 대중과 래퍼들의 사랑을 얻기까지 프로그
램 제작진이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의 공식적 절차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시즌6
은 테크닉적 code of conduct를 최우선의 심사 요소로 세우는 심사위원들의 끊임없는 발화
와 행위의 집합을 통해 공정성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한국힙합 초창기 멤버인 래퍼 디기리
에 대해 비록 존경하는 선배 래퍼이지만 실력만을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형편 없는 그의 랩에 대해 가차없이 탈락을 선포하고, ‘인맥 힙합을 지양해야 한다’는 멘트가 
자주 등장한다. 

2) 정동으로서의 미래성 

  힙합은 가사에 담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힙합을 통해 가난과 
차별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성공을 거머쥔 구루 래퍼들의 생애사를 통해, 래퍼들과 힙합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오랫동안 ‘꿈’의 상징으로 존재해왔다. 백인이지만 ‘The King of Hip 
Hop’이라 불리는 Eminem이 힙합씬에서 수용되고 인정받게 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힙합과 꿈의 연결고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활동 초기 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한 래
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고, 홀어머니와 함
께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저임금의 고된 노동으로 매일의 삶을 영위해야 했던 도시 빈민으
로서의 삶이 드러나면서 백인이지만 미국 흑인들이 마주한 차별, 소외, 가난, 폭력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의 진정성을 담보하게 되었다(Armstrong, 2004; Fraley, 2009). 결국 힙합에서 
꿈이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보석, 자동차, 돈과 같은 부를 의미한다기보다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계급 갈등을 벗어나거나 해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힙합에서 꿈은 그 
자체로 행위성를 가지기보다 차별이나 소외로부터의 해방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힙합씬에서는 상징화된 물질을 통해 꿈이 직접 이동하고 전달되며 행위성을 가진
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힙합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컨테이너 박스 한 칸에서 펜트하우스’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자수성가형 래퍼 도끼의 사례를 보자. 그의 부를 설명하는 물질
은 롤렉스 시계, 고급 수입 자동차(포르쉐, 람보르기니, 벤츠), 그리고 펜트하우스이다. 도끼는 
초고가의 한정판 롤렉스 시계를 직접 차거나 집 한곳에 모아 전시한 사진을 종종 인스타그램
에 올린다. 매니저나 가족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하고, 그들과 함께 시계를 찬 사진을 올리
기도 하고, 그가 만든 새로운 레이블인 Ambition Muzik의 소속 래퍼, 해쉬스온, 김효은, 창
모에게도 입단 축하 자리에서 롤렉스 시계를 하나씩 선물했다. 물론 이 장면도 인스타그램 사
진을 통해 그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내 앞에 롤렉스 다섯 개(<My 
Life> 가사)”, “Gold chain, gold watches and diamond bezzel(<Come here> 가사)”처럼 
롤렉스 시계는 도끼의 가사, 뮤직비디오, 소셜미디어, 그가 출연한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래퍼의 꿈을 키워가는 수많은 십대들에게 똑같은 ‘롤렉스’의 꿈을 꾸게 
한다. 
  <쇼미더머니>는 이런 힙합의 꿈이 생산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간이다. <쇼미더머
니>는 2015년 ‘시즌4’ 때부터 우승자에게 상금과는 별도로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도끼
가 가지고 있는 초호화 자동차를 주는 건 아니지만, 처음 제도를 도입한 ‘시즌4’는 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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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닝, ‘시즌5’는 폭스바겐의 골프, 본 연구 대상인 ‘시즌6’은 쉐보레의 스포츠카인 카마로
SS(한화 7천만원 상당)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자동차는 래퍼의 자산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로 작용한다. 매 회차는 심사위원 래퍼들은 자동차에서 내리는 장면에서부터 등장하고, 
Dynamic Duo는 벤츠에서, 도끼는 BMW, Jay Park은 벤츠를 타는 장면이 나온다. 경품으로 
제공되는 카마로SS는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 영상으로 등장하고, 최종 결승 무대에 진출한 3
인의 래퍼가 실제 자동차 전시장에 찾아가서 차를 구경하고 탑승을 해보는 장면을 통해 자동
차는 내가 랩을 잘한다면 한 번쯤 꿈꿔볼 수 있는 물질로 다가온다. 

그림 1 카마로SS 전시장에 간 래퍼들 

  자동차는 <쇼미더머니>가 생산하는 꿈의 여러 가지 모습 중 단편에 불과하며, 사실상 <쇼미
더머니>는 대기실, 무대, 촬영 세트장, 편집이 완성된 프로그램 등의 공간 모두에서 꿈의 내러
티브들로 가득하다. 1차 예선은 넓은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수천 명의 참가자들은 체육관의 
관객석에 앉아 하루종일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차례가 된 래퍼들은 체육관에 줄지어 서서 
30초 동안 심사위원 앞에서 무반주 랩을 선보인다. 이때 이미 언더그라운드에서 경력을 조금 
쌓았거나 지난 시즌에 출전해서 주목을 받았던 래퍼의 차례가 돌아오면 모두가 집중해서 랩을 
경청한다. 같은 참가자이지만 관객석에 앉은 수천명의 무명들에게는 카메라의 플래쉬가 터지
는 유명 래퍼의 퍼포먼스는 그 자체로 꿈의 자리이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를 심사하는 한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심사위원 래퍼들이 있다. 1차 예선 심사를 위해 백스테이지에서 심사위원 
래퍼들이 무대로 나올 때면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소리가 나온다. 그중에는 지난 시즌의 참
가자였던 래퍼가 심사위원이 된 경우도 있다(시즌6 준우승자 넉살은 시즌777에서 심사위원으
로 나섰다). 이들의 swag 넘치는 body gesture, 손목에 찬 롤렉스 시계, 팔과 다리에 가득한 
tattoo는 현장에서 직접 이를 목격하는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그 자체로 곧 꿈이 되며, 시즌6 
준결승까지 오른 Young B(양홍원)는 ‘고등래퍼’ 시즌1 우승을 할 때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를 
계속 착용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시즌6 참가자들 중에 같은 모양의 귀걸이를 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다. 
  또한 <쇼미더머니>에는 다양한 경로의 꿈이 래퍼들의 삶의 서사를 통해 나타난다. 한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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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과 LA에서 진행한 ‘해외 1차 예선’ 무대는 힙합의 본토 미국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에게 
오히려 <쇼미더머니>가 꿈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에서 출생
했으나 생후 4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돼 중국인 부모에게 자란 ‘이희선’은 <쇼미더머니>를 통
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뉴욕 예선에서 선발되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비록 2차 예선 무대에서는 바로 탈락했지만, 한국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랩을 읊조리
는 것만으로도 이희선에게는 꿈을 만난 것과 같다. 
  시즌1의 심사위원이었던 고참 래퍼 Double K는 돌연 일반 참가자로 출전하고, 제작진과 가
진 짧은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다. “싱글 앨범을 내도 아무도 안 들어주지만, 내가 쇼
미에 출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벌써 많은 기사가 올라왔다. 쇼미에 나와야 관심 가져주고 활
동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게 현재 한국 힙합의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여기 출전하
는 래퍼들에게 쇼미 방송에 자신의 모습과 랩이 비치는 그 장면이 곧 꿈일지도 모른다. 수천 
명이 줄지어 심사받는 예선무대에서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기를, 그래서 때로는 웃통
을 벗어 던지기도 하고 이상한 춤을 추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거나 희한한 복장을 하는 등의 
괴기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방송 한 컷에 등장하기를 꿈꾸는 것이다. 지난 시즌에 여러 번 출
전한 래퍼들이 또 쇼미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일단 방송에 나와야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서다. 
  쇼미 우승이 가지는 의미는 그런 맥락에서 상상 이상이다. 다른 유수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우승자는 보일러 수리공에서 가장 사랑받는 발라드 가수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허각(슈퍼스
타K2 우승)처럼 lottery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 반드시 성공을 보
장하진 않는다. 그러나 쇼미 우승은 다르다. 현재 힙합은 한국의 청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
악 장르이고, 매년 대학 축제와 야외 페스티벌의 단골 가수로 초청받고 있다. 쇼미 우승 후 
공연 개런티가 100배 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쇼미 우승이라는 타이틀은 한국 힙합씬에서 
일종의 인증서의 역할을 한다. 쇼미는 이미 지난 시즌들에서 로꼬, 소울다이브, 베이식, 바비, 
비와이 등의 우승자를 배출하며 이를 증명해왔다. 
  시즌6 우승자 행주의 삶의 역사는 쇼미가 한국 래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꿈을 생산하며 
이들이 쇼미에 투입하는 노력과 에너지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행주는 
아메바컬처에 소속된 리듬파워라는 그룹의 멤버이다. 아메바컬처는 시즌6 심사위원인 
Dynamic Duo가 설립한 회사이고, 소속 아티스트 대부분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유독 리듬
파워만 오랜 시간 활동한 것에 비해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리듬파워의 멤버 행주, 
지구인, 보이비 3인은 시즌4부터 쇼미더머니에 출전하기 시작하는데, 시즌4와 5에서 높은 라
운드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활동 부진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행주는 왼쪽 눈
이 실명되는 상태가 된다. 비록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시즌6 무대에 오른 행주는 그 누
구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랩을 수행한다. “제 왼편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안 떨리고 좋네요”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행주에게 실명된 왼쪽 눈은 쇼미더머니라는 판타
지가 만든 영광의 상처와도 같다. 쇼미더머니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실명
은 몸의 트라우마가 아닌, 우승의 메타포로 대중들에게 각인된다. 그리고 실제로 시즌6은 우
승으로 다가서기 위한 매 라운드에서 행주의 눈이 래퍼 자신에게,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수많
은 대중들에게 효과적인 행위의 동력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줬다. 
  쇼미더머니를 포함한 리얼리티 음악 프로그램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점은 노래, 음악, 경
연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한 음악가를 둘러싼 가족, 친구, 사랑, 성장 등 개인적 서사를 자
세하게 보여주고, 이를 통해 진정한 ‘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야기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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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주의 경우 9회차 semi-final 2차 공연에 앞서 최면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한국의 유명
한 최면술사의 ‘red sun’이라는 최면을 거는 신호에 따라 최면에 빠진 행주는 실명의 무서움
과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와 아픔을 적나라하게 토로하는데, 행주를 지도한 프로듀서 Zico와 
Dean은 이에 영감을 받아 ‘red sun’이라는 곡을 행주에게 작곡하게 된다. 

“눈뜨고 다시 찾아온 아침 혼자만 또 흐리멍텅한 날씨 
습기 가득 찬 왼쪽의 눈으로 바라본 내 꿈만은 선명하길” (<Red Sun> 가사 중)

그림 2 최면 받는 행주의 모습 

그림 3 행주의 ‘Red Sun’ 공연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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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에서 행주에게 유일한 빛으로 다가오는 건 래퍼라
는 꿈이다. 그런데 그 꿈은 그냥 래퍼가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쇼미더머니에 
출전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언론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래퍼가 되는 것, 쇼미더머니 프로
그램이 끝난 뒤 개런티를 올려 대학 축제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쇼
미더머니 참가자에서 심사위원의 역할로 거듭나는 것. 쇼미더머니가 보여준 꿈의 가능성은 상
상이나 추측 속에 존재하는 희미한 추상의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찬 시계, 타고 다니는 자
동차, 사는 집이 달라지는 물질적 세계의 전환을 말하며, 이는 곧 나의 몸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시즌6 우승을 거머쥔 행주의 삶의 역사를 통해 행주와 그
를 지켜보는 우리는 습기 가득 찬 왼쪽 눈 너머에 가느다란 빛으로 존재하는 꿈이란 실체를 
마주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3) 정동으로서의 부정성 

  마지막으로 ‘부정자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부정자본’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 중의적 개념이다. 마약, 폭력, 도박처럼 ‘부정적인(negative)’ 것들을 소재로 삼은 예술
적, 사회적 작업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개념적 차원의 ‘부정성
(negativity)’ 이기도 하다. 힙합은 장르의 고유한 특성상 두 가지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미국 
서부 갱스타랩의 예처럼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치부되는 마약, 폭력, 강간, 살인, 도박 등
을 의도적으로 가사에 담기도 하고, 대마초 때문에 감옥살이를 한 래퍼 이센스가 영웅시되는 
것처럼 부정적 행위가 곧 예술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프로듀서 도끼가 시즌6에서 
자주 언급하는 “이건 힙합이 아니죠”라는 멘트에서 알 수 있듯이, 힙합적인 것과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랩보다 멜로디가 강조되면 힙합이 아니고, 디스를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
하지 않으면 힙합을 모른다는 식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쇼미더머니에서는 두 차원의 부정성이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대중을 상대로 하고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두 차원 모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야만 했다. 사소한 욕설도 ‘삐-’ 
음으로 대신하는 프로그램에서 마약, 폭력, 강간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상상
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저런 특색의 래퍼들이 모두 지원하는 대중적인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
건 힙합이고, 저건 힙합이 아니다’라고 내세우기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특정 가치관을 지지하
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힙합 씬의 백화점 진열대인 마냥 다양한 모습이 모두 
그려지기 일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6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우원재의 등장은 신선하고 
새롭다. 우원재는 힙합의 고유한 특징인 ‘스웨그(swag)’를 하지 않는다. 그의 태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음악이 스웨그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원재는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과 생
각들을 진솔하게 털어놓는다(아래 가사 참조). 

우원재 진자(ZINZA) 가사

야 내 머리 전쟁 중 누가 아군인지 골똘히 생각 중
선택했다면 남은 건 폐품 Bitch u 어리석게도
i don’t choose the 패 uhm 야 우선 그건 됐구
내가 몇 번이구 말했듯 Is my life tw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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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딴 건 인정 못 하지 나 대뜸
니들 입방아에 오르다니 그것도 무슨 환자에 정신병자라니
이거 미치겠군 야 환자 단어 빼
야 다시 생각해 야 우리 차이가 뭐게
야 그딴 건 없다고 나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지
나는 한마디 할 때 100번을 생각해 왔다가 갔다가 미칠 것만 같다고
넌 이해 못 해 진짜 야 이것도 맞고
또 저것도 맞는 거를 어떡하지 입이 열 개라도 귀가 부족해 인마
그 더러운 손 떼 돈 여자 술 없이도 난 홀로 건배
뭘 좀 아는 놈은 날 두고 불러 천재 난 걔가 안다는 그것마저도
안 믿는 변태 야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지 오해 말아 다 줏대 있고 멋있는 예술가는
내가 아냐 진짜 절대 아냐 나는 어린거야 걍
자기 확신이라고는 좆도 없는 나고 결국 남 눈치만 보는 거지
그게 다야 난 빛 좋은 개살구 on the building
난 모순덩어리지 너네 많이 기다렸지 이젠 맘껏 욕할 때야 날

우원재 Movement 가사

에이 여긴 더럽지 
딱 4개월 전만 해도 날 개차반 취급하던 
네가 내게 허릴 굽히듯 (에 오)
방송은 참 무서운 거지 랩 좀 하니 
한여름에 털 비니가 팔리듯 (에 오)
욕심은 끝이 없는 거지 불구덩이 면하자던 
나 우승을 탐하듯 (에 오)
요즘 세상살이가 많이 힘든가 보지 
너희 눈앞에 우원재 있듯이 (에 오)

Hiphop that I know 예전에 느낀 감정
음악의 선율이 내 몸에 전해주던 감성을 
살려 이어 가고 있어 자신에게 달려 있단 걸 난 알아 
하지만 한동안 정신이 팔려
그래도 뭔가 허전해 잃어버린 느낌이야
혼자서만 맘속 우울한 분위기야
결국 나만의 고민 혼자 고집을 부린
과거에 집착해 이미지를 구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마음속의 우기
소중히 간직했던 기억들 다 묻어 두기
당연하게 My action speaks louder 
I do this for my people and my sentiment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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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h my sentimental reason
Yeah my sentimental vision, lyrics
And bizzy's 짙은 믿음
비껴나간 적 없지 비킨 적이 없거든
어디서든 거들먹거리는 홍대 fashion 대표
겉멋들의 걸음 발걸음 난 그게 싫었거든
겉보기 SWAG 다 종말
곁눈질로 보고 만든 Trap 잡종만
그러곤 대중성이 뭐 으악
얘는 뭐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니 안 그래?
마무리하지 다 쉿
사람 가려서 하는 네 철학 
그리고 줏대와 태도 선택적인 고집
젤 위에는 갑 갑 밑에는 을 
그러면 을 그 밑에 밑에 밑에 밑에는 뭐 으흠?
다 다 다 그러드라구 좀 받아 들이라구
돈도 벌라믄 너 가족 위해서라두
야 나는 근데 바꿔야겠거든
돈도 돈인데 내 가족을 위해서라두
합리화 굴복 타협 
현시대 문제 이게 다여
계급화 편견 차별
결과고 여기 누가 그리 당당할까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데요
여기서 모르는 만큼 겸손한 인간은 어딨나요
얘는 엄마랑 알약 없으면 랩 못한대요
그래 근데 쟤는 랩은 하는데 생각이 또 없네요

  우원재는 우울증, 심불안 장애, 공황장애의 세 가지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 우원재가 만
든 가사 중 가장 유명한 ‘알약 두 봉지’는 그가 대면하는 매일의 삶을 상징한다. 알약과 그를 
지지하고 긍정해주는 엄마라는 존재는 우원재가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다. 정신 
질환은 미국 본토 힙합의 부정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 힙합이 로컬라이징된 
한국의 사회적 현실에서 어쩌면 청년 세대가 겪어야 하는 부정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신 
질환일지도 모른다. 경제적인 고난, 희망적이지 않은 미래,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진 한국 사
회, 엄청난 청년 실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희망적이고 긍정적
인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사회의 극단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자 고난은 어쩌면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을 대면하는 것, 부정적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
는 것일지 모른다. 

“진짜 자신에 대한 걸 표현하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타이거JK)
“진짜 내 목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진정성 있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1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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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힘으로 하고 싶고.” (우원재) 

  우원재가 랩이라는 형식을 통해 털어놓은 그의 속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청년 세대에게 큰 
반향이 되었다. 내가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가 없고, 꼭 희망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반
문하던 그들에게 우원재는 진솔한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프로듀서들이 우
원재의 랩을 두고 “우원재라는 책을 써내려 간다”는 표현은 한편으로 자신의 삶 그 자체를 담
는 힙합의 특성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청년을 써내려 가는 우원재의 모습을 말해주기
도 한다. 
  재밌는 지점은 우원재가 자신의 특수성을, 독보적인 캐릭터의 힘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저는 우원재라는 장르가 힙합에 생겼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에서 우원재는 스웨그 
넘치는 한국 힙합 씬이 제대로 한국 사회의 이면을 반영하고 있지 못했으며, 자신이 대중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우원재라는, 다소 부정적이고 우울하지만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음악이 힙합 씬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이 말이 증명하듯 약 반 년 
뒤 방영된 엠넷의 또 다른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서 래퍼 빈첸은 우원재보다 더 
한발짝 나아간 부정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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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1

Introduction

•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인구 이동 감소.

• 세계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은 미국은 2020년부터 1년 사이에 유학생이 15% 감소(IEE, 2020).

à동시기 한국은 학위과정의 유학생이 12.8%증가함(교육부, 2020)

: 이에 대해, 몇몇의 전문가들은 이를 한류의 효과라고 평가함.

• 기존의 사람들의 인식은 ‘한류’는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강했음.

à그렇다면, “과연 한류가 교육이주에 주는 영향은 없을까?”

 ∴ K-Pop 수용자를중심으로한국교육이민에K-Pop이미치는영향을알아보는시도함.

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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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 | Literature Review(1)
• 외국인의 한류의 수용형태와 영향

• K-POP 접촉경로중온라인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율은82.0%, TV와31.6% 차이(한국국제문화교류연구원, 2021).

à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의이용부분에서는 유투브가 81.9%로가장큰이용률이나타남.

• K-Pop 팬덤은초국가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있음.

• 장원호(2019)는BTS와ARMY가초국적문화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언급함.

à 논문에서는 BTS가 소셜미디어를활용하는 방법이 기존 아이돌과는 다르다고 하고있음.

• 홍석정(2020)은BTS의연대정치에 대해서언급함.

à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SNS형태의 팬덤활동이 두드러지면서, 트위터, 팬카페, 위버스를 통한 자신만의 집단정체성을 형성. 

à 상호작용적 플랫폼에 대해김수아(2021)는 스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친밀감을 형성하게 해주는 환상의 플랫폼이라고 말함.∴K-POP을향유하는 방식으로 SNS를 통한 아티스트, 팬들과의 소통이 가장 큼.

à 그러나 이러한지점은대부분외국거주의 외국인을대상으로 하는연구였음.

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3

문헌연구 |  Literature Review(2)
• 한류와유학의도관계

• 매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 (한국 관광통계 참고).

à 기존의한류의파급효과를연구하는부분에서도대부분관광객유치(김영실, 주하연, 2013; 이현주, 양광식, 2012; 윤지완등, 

2012; Bae 등2017)에 대해잘이루어짐.

• 한국 유학 선택요인: 지리적 접근성, 대학 홍보, 국가인지도, 교육의질, 장학금 제도 등(강유린, 고장완, 2019).

• 한국 콘텐츠와 유학 의도 (을마즈제흐라&이수범, 2020)

à 해당논문에서는 한국음악에대한선호도가 국가이미지와 유학의도에 영향을미친다는 결론을냄.

• 한류 경험이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노주현&윤수진, 2019)

à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à K-POP은국가 브랜드 형성(호감도, 공익활동, 협력국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에 큰 기여를 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지원방안 연구의 측면 (임태경, 김상민, 2019)

• 유학동기에대한분석으로 보면5.88%의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대한호감및지인의권유로 오게되었다고함.

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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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 |  Literature Review(3)
• 유학생들의한류콘텐츠소비

• 중국인유학생을 중심으로유학전후의 한국콘텐츠소비와한국생활경험을통한

한국에대한태도변화와대학생활적응에 대한연구(석화윤 외2인, 2017)

• 유학 전중국인 유학생들은 유쿠(Youku), 투도우(Tudou), 아이치이(Aiquiyi)에서 예능 및 드라마를, CCTV(중국 국영방송사), 시아미(Xiami), 

쿠워(Quwo), QQ뮤직에서 음악콘텐츠를 소비함.

• 소비 행태는 유학후 바뀌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저작권문제로 인한 서비스 제한 및유료 서비스화였음. 

à 중국 학생들은 유학후 Weibo, Wechat, YouTube, Baidu, Filecast, 한극(韓劇)텔레비젼앱, 에이시펀(Acfun), 비리비리(Bilibili) 

등으로 전향됨.

• K- Pop에대한기존연구

• K-POP에대한연구동향분석(김준희, 2019) 

• 2011년부터2018년까지K-POP 관련논문은 총 87편(사회 부문의연구는 총 37편)이었음.

• K-POP을 목적으로한 논문은 총 19편으로축소될 수 있음.

• 국가별로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대부분동아시아(일본, 중국, 홍콩)에서 이루어짐.

• 사회분야에서의 3년이내(2016년~2019년)의연구 특징: K-POP 가수에 대한 선호 경향, 여성 이미지, 반한류, 수용 형태에대한 연구였음.

• 경제효과 연구

• 심두보와 최은경(2019)의한류 연구에 대한 비판을보면 기존 한류 연구의 문제점4가지로 함축함.

• 현상 보고 중심의연구, 경제효과 중심의연구, 비판 연구내 본질적 연구, 국제적 시각이 결여된 연구

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5

연구방법 | Research Method

• 연구 주제

본 연구는 K-POP을좋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이민에 대한

K-POP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 연구 방식 :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 수집 및 분석

• 표본 수집 방식 : 2022년1월 19일 부터 27일까지 Facebook 커뮤니티를 통한 연구참여자 모집

• 심층인터뷰 방식 : 2022년1월 19일 부터 2월 5일까지 대면 및비대면 인터뷰를 선택하여 진행

• 연구참여자 정보 : 남성 2명, 여성 6명(총 8명)으로 진행

※아프리카계 1명, 아시아계 6명, 유럽계 1명

• 연구참여자의 성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녀의 K-Pop선호도의 차이일 것으로 사료됨.

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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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
1. The innocence of K- POP Content (1)
• 상대적으로 덜해롭고, 순수하며,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는 K-Pop

• Interviewee A는K-Pop이부적절한 언어와역동적인 음악을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음악이나 서양의음악에

비해빈도가낮다고이야기를 함.

• 특히, 서양의대중음악에서 경험한 비속어가섞인음악은서양의 대중음악에서 멀어지게 되는계기가 됨.

• 다른 서양의 대중음악보다 더 신선한 느낌을 주는 K-Pop

• 이는한국의드라마가 다른서양의드라마보다 더욱보수적으로 느껴지면서 진지한느낌을받게됨.

• 이러한형태는 K-Pop에서도나타나는데, 아티스트가 자신의음악에 대해더솔직하고 진지하다는 느낌을받는것과유사함.

• K-Content는다른해외콘텐츠보다 부적절한언어가덜포함되어 있어, 가족앞에서 편하게들을수있는음악이 됨.

• E의경우한국콘텐츠가 현대사회규범을고수하며, 이때문에가족구성원들과 함께즐기는것이가능하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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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
1. The innocence of K- POP Content (2)
• 다양한콘텐츠를통한팬과의친밀감을형성함및순수한판타지엔터테인먼트제공

• K-Pop은 음악이라는 것을넘어, ‘아이돌’의이야기 전개로이어짐.

예시) E는 K-Pop의 아이돌이애니메이션의매력적인 캐릭터(걸크러쉬와엑소의멤버별효과같은 캐릭터)가현실에

존재하는것 같은느낌을받았다고이야기함. à 이러한 현상은자신의이상형을만난 느낌을줬다고언급함.

• 모든연구참가자는아이돌의 TV프로그램에참여를 하는것에긍정적인영향을 받음

• 참가자들은자신의국가에서 많은아이돌이TV프로그램에출연하지않아, 친근감을형성하기어려웠다고

이야기를함.

• K-Pop 콘텐츠가생성하는순수한의미

• K-Pop이 내포하고 있는사회적, 문화적 의미그리고아이돌이표현하고자 하는의미에서도드러남.

예시) B는자신이 BTS의‘Magic Shop’을들으면서, 어려운시기에서 벗어날수있었다는것을 이야기함.

• K-Pop이 한 사람의서사보다대중에집중되어 의미가쓰여지고있으며, 사회적인이슈를다루고있다고 느낌.

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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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
2. The transgression of K- POP fandom (1)
• 홍석경(2020)은 K-Pop의팬덤 활동이 SNS형태로 나타나면서,

그들만의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함.

• 이러한팬덤 플랫폼은SNS를넘어소속사의독자적인플랫폼으로운영됨.

• 팬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팬덤 플랫폼

• 해외팬덤의 경우가수들과직접접촉할 수있는유일한방법.

• 독특한커뮤니케이션방식은 팬들이아티스트들을간접적으로소유하게 됨.

• 팬덤 플랫폼은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양방향 소통의 장

• 소셜미디어를통한팬덤 유지에가장큰 영향을미친것은기존 팬덤활동에서는

불가능했던Direct Message의사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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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
2. The transgression of K- POP fandom (2)
• 자국내에서의 활동과K-Pop 팬덤 플랫폼활동의 병행

• 국가에 상관없이 커뮤니티 활동, K-POP 커버곡 노래 부르기,

커버 댄스 등의 활동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 내의 집단현상은 새로운 노래와 앨범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공유함.

• 자신의 그룹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오프라인 활동

•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을 YouTube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음.

• 오프라인활동에서도 폐쇄적인 활동이 아닌,

다른 사람이 쉽게 참여하는 활동(K-Pop 파티, KRPD)을 만듬.

• K-POP의 일부인랜덤 플레이 댄스(KRPD) 행사(이오현, 2020)

• KRPD가 협력과 연대를 형성하는 활동이며, 온라인상에서 KRPD 영상이

해외로 확산되면서 초국가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됨.

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10

- 57 -



Research Result
2. The transgression of K- POP fandom (3)

• K-Pop의활동은 국가 간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다양한 나라의 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게 됨.

• 유학생들의 자국에서의 팬덤 활동이 한국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만들었음.

• 유학 후 자국에서부터 연락을 하던 한국의 팬들에게 생일선물을 받고,

자신이 한국에서 모국에 있는 다른 팬들에게 아이돌 상품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됨.

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11

Research Result
3. Passing on the K- wave heritage(1)
• 문화체육관광부(2020)는한류를

네개의세대로나누었음.

• 대부분의참여자가한류2.0~3.0시기에

K-Pop에관심을가지기시작.

• 한류 2.0과 3.0시기에 드라마가 해외에 유포가 되기 시작

• 이를통해 한류가 다양한방식으로 유포가 되고

다른콘텐츠로의 관심으로 전이됨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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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016

C 2008

D 2016

E 2011

F 2020

G 2019

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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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
3. Passing on the K- wave heritage(2)
• 다른문화권및세대에서영향을받는한류유행

• 인터뷰 참가자들의 경우, 주변 사회에서 K-Drama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예시1) E의경우, 자신이 다닌 학교의 친구들이 대부분 남미권의 학생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한국드라마의 인기를

경험하고 있었음.

예시2) A의경우, 필리핀에서는 한국드라마가 자주 방영되고 있었으며,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자신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게 됨.

예시3) D의 경우, 부모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받았으며, 한국드라마를 보는 부모님의 권유로 자국내의

한국어과에 진학하는 계기가 됨.

• K-Pop에관심이없었으나부모님에의해관심을가지게되는K-Pop

H의 경우,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을 자주 관광하게 되었고, H 또한 K-Pop에관심을 가지게 됨

à 부모는 이러한 과정에서 거부감 없이 한국에 유학을 권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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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
4. The tentions of femininity in Korean higher education(1)

• 연구 참여자에서부터 차이나는 성비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1)의 전반적인 통계에서도 나타남.

à 한류에 관심있는 성비가 여성 52.1%와 남성 47.9%로 나타남. (음악은 남성과 여성 비율이 4%차이가 났음)

• 한류와 유학의 관계가 특정 성별에 집중되어 있음

• 요인은 사회적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 경제적 요인

• 한 자녀 현상에 의한 열정교육

• 젊은 세대의 페미니즘 운동

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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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
4. The tentions of femininity in Korean higher education(2)

• 경제적 요인 :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증가.

• 법무부의 외국인 교육 이주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학생 수가 가장 많았고, 여성들이 성별로 더많이 증가함.

à 인터뷰에 응한 참가자들과 관련하여 많은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때문임을 알수 있었음.

• 한 자녀 현상에 따른 교육열 증가

• Guangyu Tan(2012)은 교육의 민영화와 한 자녀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의 극심한 교육열을 연구.

• 부모들의 희망과 기대가 더실행되도록 한 아이에게 더 많은 돈, 시간,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투자함.

• 한국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은 아시아 국가인 베트남과 중국은 과거 ‘한자녀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음.

제31회한국대중음악학회정기학술발표대회 15

Research Result
4. The tentions of femininity in Korean higher education(3)

•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위한 유학 결정

• D의 경우, 그녀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패션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교육을 옮기기로 결정함. 

D는 한국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그녀의 전문적인 능력에서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줄 수있을 것이라고 언급.

• 배준환과 박현재(2020)가 언급한 한국 유학 동기 중하나가 다가올 도전과 개별 학생들의 선구적 성향을 띄고

있음을 언급.

à 베트남 여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데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그들의 나라에서 남자들보다 적기 때문에 유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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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일
한국대중음악학회

안동대학교
강 용 식

The Life of Pablo는
가스펠 앨범인가? 

The Life of Pablo 

• The Life of Pablo (이하 TLOP): 카니예 웨스트(예)의 7번째 정규 앨범

• West (2016): “When I was sitting in the studio with Kirk, Kirk Franklin, and we’re just going 
through it, I said this [TLOP] is a gospel album, with a whole lot of cursing on it, but it’s still 
a gospel al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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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예 웨스트

• Kanye West (1977- ): “an American rapper, songwriter, record producer, and fashion 
designer. He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hip hop artists and producers 
and as one of the greatest musicians of his generation.”

• 다양한 화제거리를 몰고 다니는 아티스트. 

• 2016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소동.

• 2016년 도널트 트럼프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힘.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

• 2021년 본인의 법적 이름을 “Ye”로 바꿈. “Ye”는 “당신들”을 뜻함. 

• 2022년 White Lives Matter 셔츠를 입고 등장.

• 2022년 반유태주의 트윗으로 트위터 계정 폐쇄 및 유명 패션 브랜드들과 관계 단절. 

The Life of Pablo 

• Pablo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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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P 수용 양상

1. 신성모독으로 생각. 

2. 기존의 기독교에서는 벗어나지만 가스펠 앨범으로 받아들임. 

• Timothy N. Welbeck (2020): “I argue Kanye West’s references to Christian themes does not 
neatly fit within the confines of traditional classification of Christians within Hip Hop in 
particular, […] but clearly forces audiences to wrestle with how authentic Christian 
expression manifests.” 

3. 웨스트의 God Complex의 결과물. 

4.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읽어내려고 함. 

• Jeffrey McCune (2019): “Kanye West’s consistent use of religious metaphors and symbols 
suggests a relevance for this religious text beyond religion.”  

Ultralight Beam

• TLOP의 첫 번째 트랙으로 웨스트의 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곡으로 평가됨. 

• Lawrence Ware (2017): “the official song of Christians who love Jesus but curse a little.”

• 그러나 이 곡의 다층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Jeffrey McCune (2019): “The inclusion of multiple voices, multiple sonic aesthetics […] 
indicates his commitment to a polyphonic and polytextual experience for himself and 
listeners.”

• 본인은 이 곡에 “다성성(polyphony)”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며, 이 곡이 전체 앨범의 구조와
메시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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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성(Polyphony)

• 미하일 바흐친(1895-1975)이 다성음악을 가리키는 음악용어 폴리포니를 문학에 빌려옴. 

• 바흐친은 이러한 음악적 특성을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구성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저작
<도스토예프스키의 시학의 제문제>(1929/63)를 통해 대화 이론의 핵심적 개념인 다성성을 창안함. 

• “독립적이며 융합하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들과 의식들, 그리고 각기 완전한 가치를 띤 목소리들의
진정한 다성악(多聲樂 polyphony)은 실제로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핵심적인 특성이 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한 작가의 의식에 비친 단일한 객관적 세계에서의 여러 성격들과
운명들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와 각자 자신의 세계를 가진 다수의 의식들이 각자 비융합성을 간직한
채로 어떤 사건의 통일체 속으로 결합하고 있는 과정이다.”

• 이런 문학의 다성성은 음악에서는 다르게 표현됨. Ultralight Beam은 등장인물, 가사의 내용, 리프, 
음향 등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음. 

가수에 따른 Ultralight Beam의 구조
0:00-0:25 어린 아이 샘플링

0:15-0:27 The-Dream

0:27-1:38 웨스트

1:38-1:58 The-Dream

1:58-2:34 Kelly Price 

2:34-4:06 Chance the Rapper 

4:06-4:22 웨스트

4:22-4:42 The-Dream

4:42-4:59 Kirk Franklin 

4:59-5:21 가스펠 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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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감을 주는 요소

• 건반 리프가 4분 22초-4분 42초를 제외하고 계속 반복됨. 

가스펠 곡으로 만들어 주는 요소

1. 가사: 

• 전형적인 가스펠 내용의 가사, 하지만 모호한 요소를 포함함.

• Chance the Rapper: “I met Kanye West, I'm never going to fail.” 

• 이런 가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2. 가스펠 합창단

• 이 곡을 가스펠 곡으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 또한 이 곡의 가장 이질적인 요소. 이런 이질성은 곡의 마지막 부분에 극적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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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light Beam의 다성성 구조
리프의 사용 가스펠 합창단의 등장

0:00-0:25 어린 아이 샘플링

0:15-0:27 The-Dream

0:27-1:38 웨스트

1:38-1:58 The-Dream

1:58-2:34 Kelly Price 

2:34-4:06 Chance the Rapper 

4:06-4:22 웨스트

4:22-4:42 The-Dream

4:42-4:59 Kirk Franklin 

4:59-5:21 가스펠 합창단

0:15-4:22

4:42-4:59

1:24-2:10

4:07-4:42

4:59-5:21

Ultralight Beam의 마지막 부분

• 4분 59초-5분 21초에서 가스펠 합창단이 무반주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름.

• 반종지로 끝나서 곡의 완결감이 약하다. 즉 곡의 열린 구조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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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light Beam은 언제 끝나는가? 

• 첫 곡의 마지막 화음이 V7이기 때문에 조성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로 곡이 끝난다. 그럼 이 열린 종지에
대한 해결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1) Tr. 3, Father Stretch My Hands, Pt. 2

2) Tr. 13, Wolves 

3) Tr. 14, Frank’s Track  

4) Tr. 20, Saint Pablo 

5) 이 앨범에서는 해결이 없음. 

• 본인의 견해에 따르면 위의 다섯 가지 중 어디서 해결이 생긴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TLOP 전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TLOP 트랙리스트
1. Ultralight Beam

2. Father Stretch My Hands, Pt. 1

3. Pt. 2

4. Famous

5. Feedback 

6. Low Lights

7. Highlights 

8. Freestyle 4

9. I Love Kanye

10.Waves

11.FML

12.Real Friends 

13.Wolves 

14.Frank's Track 

15.Siiiiiiiiilver Surffffeeeeer Intermission 

16.30 Hours

17.No More Parties In LA 

18.Facts

19.Fade 

20.Saint Pa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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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P 이후 웨스트 앨범 목록

• TLOP (2016)

• Ye (2018)

• Jesus is King (2019)

• Donda (2021)

• Donda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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