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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 Brand, Blend

한선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대표

공중파, 종편, 케이블 등 방송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이다. 

특히 ‘쇼미더머니’라는 힙합뮤지션 선발 프

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새로운 힙합아티스

트들이 대세다. 젊은 친구 뿐 아니라 트렌

드세터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

끼’, ‘지코’, ‘송민호’ 등을 모르면 간첩이다. 

힙합 외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으로 ‘혁오밴

드’는 특별히 내가 좋아한다. 

요즘엔 여성 힙합퍼를 뽑는 ‘언프리티랩스

타’를 통해 치타, 제시 등 트렌드를 리드하

는 강한 여성캐릭터 ‘쎈언니’들이 또 대세

다. 최근에는 중장년 여성방송인들을 중심

으로 할머니 랩스타가 탄생했다.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고등래퍼’도 출사표를 던

졌다. 

‘힙합의 민족’ 프로그램은 요즘 눈을 뗄 수

가 없다. 평소 중년의 여인 또는 할머니역

으로 등장하던 김영옥, 문희경 등의 배우

들이 ‘힙합의 민족’에 출연해 랩을 쏟아낸

다. 젊은이들 사이에 이들은 ‘할미넴(할머

니+미국의 백인 힙합 가수 에미넴의 합성

어)’이다. 

요즘 세대가 열광하는 힙합문화를 누려본 

적 없는 원로 배우들과 방송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서 강렬한 힙합 정신을 느끼게 되다니! 자

칫 예능의 웃음거리가 될 뻔한 그녀들의 

열정과 실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자신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로 직접 써 내려간 가사

로 완성된 무대는 힙합이라는 장르가 가진 

‘컬쳐쇼크’를 제대로 체험하게 했다. 편견

에 대한 저항의 음악이 힙합이기에 여자라

서, 나이가 많아서라는 장벽을 깨는 힙합

정신을 발현한 기회였다. 

힙합은 음악 장르이기도 하지만 문화 그 

자체이기도 하다.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힙합은 1970~80년대 흑

인 할렘가에서 그들이 겪은 차별과 고통을 

긴 문장으로 쏟아내며 리듬에 녹여내 반항

과 저항을 표현했다. 이는 춤과 패션으로

까지 표현되는 하나의 문화로 발전했다.

한국의 힙합열풍은 1990년대 ‘서태지와 아

이들’이 발단이었다. 최초의 힙합 아이돌

인 그들의 음악은 힙합 댄스열풍과 함께 

힙합패션을 대히트시켰다. 바닥에 끌리는 

헐렁한 바지와 두건, ‘후부’, ‘MLB’, ‘MF’, 

‘칼카니’와 같은 힙합 브랜드들이 전성기를 

누렸다. 

최근의 힙합 열풍은 패션트렌드에도 큰 영

향을 끼쳤다. 킴카다시안이라는 패션아이

콘을 탄생시키며 ‘흑간지’라 불리는 래퍼 

카니예 웨스트, 래퍼 겸 프로듀서이자 패

션디자이너로 명명되는 퍼렐 윌리엄스로 

대표되는 스웨그 패션은 에이셉 로키, 타

일러 더 크리에이터도 직접 의상을 디자인

하거나 패션 브랜드를 출시해 스스로 패션

의 아이콘이 됐다. 

퍼렐 윌리엄스와 에이셉 로키는 각각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 데 이어 수많은 패션브랜

드와 콜래보레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패션 

스웨그를 뽐냈다. 래퍼 타일러 더 크리에

이터는 그가 이끄는 힙합 집단 ‘오드 퓨처’

의 의상을 직접 디자인하는 것으로 유명하

다. 패션 디자이너가 아예 힙합 크루(crew)

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힙

합은 래퍼, DJ, 뮤직비디오 연출자와 협업

하며 음악, 영상, 패션을 아우르는 종합 예

술인 셈이다. 

힙합은 편견에 대한 저항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리듬 자체가 흥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한국인의 피 속에는 

민족적 얼 ‘흥’이 흐른다. ‘힙합의 민족’이라

는 말에 나는 심히 공감한다.    

모던 컨템포러리의 대표 디자이너 알렉산

더왕은 이번 16FW 컬렉션을 통해 소위 하

위문화인 스트리트 감성을 럭셔리 코드와 

결합시켰다. 그는 말한다. “기존의 하이엔

드는 이제 지루하고 고루하다. 이제 새로

운 창출은 문화적 요소에서 눈을 뜬다”

패션이 창출하는 문화적 체험과 새로움에 

다시 의욕이 생겨난다. 쾌감의 패션이 도

래했다.

연령과 취향을 넘어선 힙합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