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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냉전기 서양(미국) 음악의 수입과 ‘포크’ 음악의 (재)발명

3. 청년을 위한 음악의 공공 공간과 플렝 푸아 치위트의 형성

4. 청년문화의 담론: 푼야촌 혹은 마오주의적 보헤미안주의

5. 결론

이 은 1960～1970년  태국의 청년문화 개를 음악의 발 과 연

해 논한다. 당시 태국  동남아시아 권역의 문화정치  정세를 베트남 쟁을 

심으로 하는 냉 의 국제  개로 설명하고, 미군의 베트남 쟁 개입과 

태국 정부가 미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태국 사회의 문화  변환 과정을 논한

다. 음악의 분야에서 여러 갈래의 서양(미국) 음악이 태국 사회에 수

입되어 다양한 계층의 태국인들에게 미친 향, 그리고 이 향을 수용· 유

하는 과정과 양상을 다룬다. 특히 당시 학생들의 문화에 왜 그리고 어떻게 

미국의 포크 음악(folk music)이 가장 넓고 깊은 향력을 미쳤는지를 방송 

 음반 등 미디어의 상황, 음악을 연주하는 공  공간의 생성, 청년문화에 

한 문화  담론의 개 등과 연 해 분석한다. 이어 1973년 학생 명의 

성공부터 1976년 군부정권의 학살에 이르는 시기에 수입된 포크 음악이 렝 

푸아 치 트(phleng phua chiwit: 삶을 한 노래)라는 토착화된 음악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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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태국, 냉전문화, 대중음악, 포크 음악, 플렝 푸아 치위트(삶을 위한 노

래), 청년문화

하고, 이 음악이 당시 좌  정치와 연 되는 복잡한 양상을 당시의 표  

곡들과 음악가들을 통해 재조명한다. 렝 푸아 치 트  음악 반에 

한 논의는 당시 청년문화에 한 문화  담론, 특히 지식인(punyachon)에 

한 담론과 속되어 상세하게 논구된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경험이 이후 

태국의 음악문화에 미치는 복잡미묘한 효과에 해 일정한 함의를 추출한다.

25)

1. 서론

이 은 1960～1970년  태국의 청년문화 반을 당시 태국  동

남아시아 권역(圈域: region)에서 냉 정치의 국제  개와 연 해 다

룬 것이다. 우리는 특히 청년과 연 된 음악에 집 할 것인데, 이

는 무엇보다 당시 음악이 다른 어떤 문화 형식보다도 청년들을 사회

화하는 가장 요한 매체 고, 실제로 청년문화에 한 담론도 음악을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 작품과 텍스트 자체에 

한 분석보다는 음악이 연주(perform)되었던 공  공간  그곳에서의 

문화  실천을 분석하는 데 더 많은 비 을 둘 것이다.

이는 이 의 심이 음악에 한 미학  단이라기보다는 특정한 

* 이 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KRF-2005- 

079-AM0045). 이 은 한국과 태국 두 나라에서 1960～1970년  냉 기의 청년

문화를 음악문화에 을 두고 비교분석하려는 시도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태

국의 경험에 한 부분은 뷔리야 사왕 트가 어로 서술했고, 이를 번역한 뒤 

몇 가지 부가  설명을 취하고 체  윤곽을 다듬는 일은 신 이 맡았다. 

태국과 한국의 비교를 수행하는 작업은 조만간 다른 형식으로 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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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이데올로기  효과, 제도(화), 그리고 문화  담론임을 뜻한다. 

특히 1970년  태국에서는 고도로 정치화되고 진보 인 항운동과 

속된 청년들의 음악문화가 탄생했는데, 이 음악문화는 ‘삶을 한 

노래’라는 뜻의 렝 푸아 치 트(phleng phua chiwit)라고 불린다. 우리

는 이 독특한 음악문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배태되고 어떤 효과를 낳

았는지에 을 두고 논의를 개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에 한 가지 이론  논의를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

고 싶다. 서양에서 청년문화와 연 된 음악문화에 한 담론은 주로 

‘록 음악’을 통해 의미화되어 왔다는 이다. 한 로 미국의 문화연

구자 로 스 그로스버그(Lawrence Grossberg)는 “록은 아마도 수용자의 

정체성이 음악 속으로 번져 들어간(bleed into) 유일한 음악문화일 것이

다”1)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수용자란 ‘청년 수용자’를 말한다. 

그는 ‘록 구성체(rock formation)’라는 개념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록을 

단지 음악의 장르를 넘어서는 문화  맥락과 사회  동학(dynamics)으

로 확장하여 개념화했다.

우리는 특정한 음악형식을 장르를 넘어 문화 구성체로 간주하는 그

로스버그의 방법에 기본 으로 동의한다. 그 지만 이런 록 문화, 이

른바 ‘록 구성체’가 ‘비(非)서양’사회에도 유사한 양태로 형성· 개되

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 /아니오’로 답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으로 냉 기 자본주의 진 (‘자유진 ’)에 속했던 발 도상국들은 

‘아메리카화’의 향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아메리카화 과정에는 록

이라는 이름의 음악문화(‘구성체’)도 당연히 용해되어 있었다. 록 음악

은 1950년  반에 탄생한 이후 문화  국제화의 과정을 걸었고, 발

1) Grossberg, Lawrence, 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 Popular Conservatism and Postmodern 

Culture, Routledge, 1992,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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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 수용자들의 정체성 역시 이 과정 속으로 번져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2) 다른 한편으로 수용자의 정체성이 음악 속으로 번져 들

어가는 방식은 나라마다 매우 차별 이었다. 를 들어 같이 미국 

헤게모니하의 자유진 에 속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동아시아·동남아

시아의 발 도상국과 서유럽의 발 된 나라에서 록을 수용하고 유

하는 방식은 매우 달랐다. 그뿐 아니라 아시아 각지에서도 록이라는 

이름의 ‘미국 문화’에 한 반응은 천차만별이었다. 몇몇 나라에서 록 

음악은 미국 문화의 상징의 하나 음에도 ‘수입된’, ‘이식된’, ‘외래

의’ 문화라는 이유로 격심하게 비 받았고, 그 결과 거기에서 ‘록 구

성체’를 말한다는 것은 하지 않아 보인다.

태국에서 ‘수용자의 정체성이 음악 속으로 번져 들어간 유일한 음

악문화’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록’이라기보다는 ‘포크(folk)’라고 불린 

음악이었다. 서양의 담론에서 포크는 록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지만,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나라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1970년  

이 권역에서는 포크가 록과 무언가 다른 음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 결과 포크는 록보다 문화 ·정치  면에서 더 요했다.3) 앞서 언

2) 인터넷 덕택으로 우리는 1960～1970년   세계 각지에서 개된 록 구성체의 

사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를 들어 60spunk.m78.com을 참고하라. 이곳의 자료

를 통해 비서양사회에서 록 음악의 의미화 과정은 서양사회와 매우 달랐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에 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3) ‘포크가 록보다 더 요하다’는 이데올로기는 일본, 한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유되는 것처럼 보인다. 서양사회에서 포크는 1960년  

반 ‘포크 록’의 탄생을 통해 록으로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비서양사회에서 

포크와 록은 여 히 ‘다른’ 음악으로 간주하는 문화  실천이 있었고, 그 결과 

포크와 록의 이분법은 어도 1980년  반까지 지속되었다. 어로 쓰인 문헌 

가운데 일본의 포크 음악에 해서는 Brasor, Philip & Tsubuku Masako, “Idol 

Chatter: The Evolution of J-Pop”, Japan Quarterly(April-June), 1997, 타이완의 포크 

음악에 해서는 Ho, Tung-hung, “The social formation of mandarin popular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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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렝 푸아 치 트 역시 그 출발이 포크 다는 사실은 별다른 증

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이는 어떠한 음악이 경계를 넘어설 때 그를 에워싼 이데올로기 효

과와 문화 담론이 변용되는 일반  과정을 보여 다. 달리 말한다면 

“모든 음악의 정치  의미는 교섭의 문제”4)이고, 이는 그 의미가 

텍스트의 생산 장소와 시 에서 미리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을 

확인해 다. 따라서 이 은 ‘포크’ 음악, 나아가 팝 음악 일반이 태국

에 수용되었는지, 그 음악들의 의미화 과정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에 

한 탐구로 시작하는 것이 할 것이다.

2. 냉전기 서양(미국) 음악의 수입과 ‘포크’ 음악의 (재)발명

동남아시아에서 냉 의 개는 서양은 물론 동아시아와도 사뭇 달

랐다. 1950년  냉 의 정기를 보낸 뒤 1960년 의 소강상태에 이

어 1970년 에 이른바 ‘데탕트’ 국면에 어든 서양과는 달리, 동남아

시아에서 냉 의 이데올로기와 실천은 1970년  들어 이 보다 강도

가 어들지 않았다. 한 이 권역에서 냉 은 베트남 쟁을 매개로 

하는 ‘열 (hot war)을 동반한 냉 ’이라는  하나의 성격을 갖는데, 

industry in Taiwan”, Dissertation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Sociology, Lancaster University, 2003, 한국의 포크 음악에 해서는 

Hwang, Okon, “The Ascent and politicization of pop music un Korea: from the 

1960s to the 1980s”, Keith Howard(ed.), Korean Pop Music: Riding the Wave, 

Folkestone, Kent: Global Oriental, 2006을 각각 참고하라.

4) Frith, Simon, “Critical Response”, Robinson, Deanna Campbell & Elizabeth B. Buck 

& Marlene Cuthbert(eds.), Music at the Margins: Popular Music and Global Cultural 

Diversity,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1991,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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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 쟁 이후 ‘휴 ’ 상태로 어든 동북아시아와도 상이한 측

면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 냉  문화가 미국과 소련 두 강 국의 

이데올로기  결과 그에 따른 국제정치  역학 계라는 차원과 더

불어, 한 나라의 정치체제 내에서의 복잡한 정치 ·문화  역학 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태국에서 냉 은 1957

년에 사리트 타나랏(Sarit Tanarat)이 주도한 쿠데타를 통해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리트 정권(1957～1964년)의 형성과 성장

이 미국의 냉  정책에 의해 강력하게 지원받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태국의 재계, 군부, 정부 료, 귀족 지주와 엘리트들이 미국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 하는 등 미국의 존재를 환 했고, 베트남에 한 반공주

의를 도덕 ·정치 으로 후원했다는 은 특별히 강조될 만하다.5) 사

리트 정권은 1961년에 미국과 비 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베트남과 

라오스에 병을 했다. 한 태국 북동부 지역에 미국의 육군  공군 

기지 설치를 허용해 미국이 북베트남을 공습하도록 조했다. 이에 

해 베트남과 국( 화인민공화국)은 태국공산당(CPT)을 지지해 태국 

북부  북동부의 농민 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베트남에서의 쟁 이외에도 태국인들은 자신의 토 내에서  하

나의 ‘열 을 동반한 냉 ’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1965년 태국공산당

이 북부  북동부의 태국 농  지역에서 태국 정부에 맞서 게릴라 

투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하나의 ‘열 ’이라고 불렸

는데, 이 싸움이 주로 농작물 수확 이후 여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농민은 부분 토지가 없었고 곡물 수확의 결과를 놓고 귀

5) Skinner, W. & Thomas Kirsch(eds.), Changes and Persistence in Thai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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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지주들과 상해 임차료(소작료)를 내야 했는데, 1970년  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작료는 수확 곡물의 4/5에 해당했다.6) 태국공

산당은 피착취 농민들을 기반으로 마오주의  게릴라 투쟁을 수행했

던 것이다.

따라서 태국 사회에서 1957년 이 과 이후에는 요한 문화  차이

가 있다. 1957년 이 까지는 오직 교육받은 엘리트만 외국 문화에 

근할 수 있었던 반면, 그 이후부터는 다수 계층이 외부 세계, 특히 

미국의 문화를 직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태국에서 미군 기지의 

존재는 서양 문화에 한 노출을 동반했고, 이는 일상생활의 몇몇 측

면에 깊은 향을 미쳤다. 특히 북동부  방콕의 미국 육군  공군 

기지에 인 한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7) 그 다면 스키 와 커쉬

가 주장하듯, 태국에서 아메리카화와 이에 한 반감, 즉 ‘반미’감정

은 동시에 시작된 것일까?8) 하지만 냉 기 아메리카화와 반미감정에 

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 인 설명이 필요하다.

미군 기지와 더불어 팝 음악을 달한 매체는 라디오 다.9) 라디오

는 냉  시기의 군사  도구 지만, 몇몇 군사 FM  AM을 통해 팝 

음악이 되었다는 상당한 증언과 증거가 존재한다. 1960년  말부

6) Pasuk, Phongpaichai & Chris Baker, Thailand: Economy and Politic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p.290～298.

7) 우돈타니(Udonthani)와 나콘 라차심(Nakorn Rachasim) 등지의 미군 기지에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했고, 그에 따라 많은 태국인들은 기지 내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지처, 웨이터, 음악인들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8) Skinner, W. & Thomas Kirsch(eds.), Changes and Persistence in Thai Society, p.8.

9) Siriyuvasak, Ubonrat, Sethasatkanmuang klong rabob witthayu Thai kab ponkataob tor 

sithi manusayachon(The Political Economy of Thai Broadcasting System and Its effect 

to Human Life),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199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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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방콕  다른 도시의 몇몇 FM라디오 DJ들은 비틀스(The Beatles), 

몽키스(The Monkeys), 애니멀스(The Animals), 피터 폴 앤 메리(Peter, Paul 

and Mary) 등 1960년 에 유행했던 서양의 팝 가수나 그룹의 히트곡을 

틀어주기 시작했고, 이 라디오 로그램 팬의 다수는 고등학생  

학생이었다.

1960년  말 이후 서양 음악  문화가 태국의 청년문화, 특히 

학생문화에 끼친 향은 나이트클럽 신보다는 라디오 로그램이 

더 강력했다. 냉 의 정인 1970년 에 태국에는 군부  다른 정부

기 에 의해 통제되는 200여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존재했다. 라디오 

음악 로그램에서 방송된 음악은 체로 세 종류 는데, 하나는 ‘도시 

음악’이라는 뜻의 렝 룩크룽(phleng Luk krung), 다른 하나는 ‘시골 

음악’이라는 뜻의 렝 룩퉁(phleng luk thung), 마지막으로 ‘서양 음악’

이라는 뜻의 ‘ 렝 랑(phleng farang)’이었다[마지막 범주는 ‘국제 음악’

이라는 뜻의 ‘ 렝 사콘(phleng sakon)’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에서 언

했듯이 태국 청년문화는 렝 랑, 즉 서양 음악과 서양 문화를 소비

하는 청년들과 긴 하게 연 되었다.10)

어도 1960년  말 이후 음악문화 면에서 ‘보통’ 청년들을 한 

음악은 포크 음악(혹은 포크송)이었다. 따라서 포크 음악은 처음에는 

팝 음악의 하나로 수용되었지만 그 수용은 재즈 음악이나 록 음악과

는 구분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보통의 청년들에게 포크 음악이 

다른 팝 음악보다 더 인기가 좋았음에도 포크 가수들은 정규 음악 공

간에서 연주한 경험이 일천한 경우가 많았다. 당시 태국 포크 가수들

은 사  티나 학의 비정치 인 이벤트에서 소규모 청 을 앞에 

10) 같은 책,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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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미국의 포크송, 를 들어 피터 폴 앤 메리, 사이먼 앤 가펑클

(Simon & Garfunkel) 등을 연주했다. 부분의 포크 가수들은 ‘순수(sai)’

하고 ‘순진(sua)’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포크송의 팬들 한 방콕이나 

다른 도시의 학생들로 간주되었다.11) 한 이들의 음악문화는 당

시 태국의 음악산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포크 음악의 청 들은 어떤 면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태국

의 민 들에 비해 ‘더 서양 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지만 이 ‘서양 인’ 학생들이 태국 독재정부의 정책

에 온순하고 순종 이었던 것은 아니다. 뒤에 언 할 1973년의 학생 

기가 발생하기 이 에도 몇몇 포크 가수와 그룹은 농 에서 치러지

는 학생 여름 캠 에서 자신들이 만든 노래나 서양 노래의 번안곡에 

정치  메시지를 담아 부르고는 했다. 이 노래들, 즉 렝 카이(phleng 

kay: 학생 캠  음악)라고 불렸던 노래들은 아직 ‘순수(pure)’했지만 ‘순

진(innocent)’하지는 않았다. 음악 으로도 렝 카이는 태국의 통악

기로 연주되는 태국 민요와 뒤섞 고, 이로써 ‘태국의 포크송’은 미국 

포크송과는 상이하게 들리게 되었다.

이를 태국에서 록 음악의 개와 비교해볼 수 있다. 록 음악은 여

히 미군 부  인근의 기지 이나 방콕의 클럽에 기반을 둔 미국  연

고, 보통 청년들의 공  문화와 직 으로 연 되지 않았다. 단

으로 포크 음악 공연에 가는 청 들의 정체성은 기성세 를 한 

음악 청 은 물론 나이트클럽이나 바에 출입하는 청 과도 매우 달랐

11) 홍콩 출신의 여성 포크 가수인 아그네스 찬(Agnes Chan)이 태국에서 포크 음악

의 스타 다는 사실은 기억해둘 만하다. 그녀는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존재

인 동시에 매우 ‘아시아 ’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포크 곡을 커버(리메이크)

하거나 국어 가사로 된 노래를 불 음에도 1972년 그녀의 태국 공연은 매우 

성공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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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냉  정기의 태국 청년들에게 록 음악은 무 거칠고 시끄러우

며 ‘태국 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72년을 후해 냉 에 반 하고 자유(liberty)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감성구조가 형성됨과 더불어 포크 음악의 발 에도 일정

한 변화가 발생했다. 어떻게 해서 포크 음악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학

생운동의 도구가 되었던 것일까? 어떤 조건하에서 포크 음악은 정치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앞

서 본) 사회정치  상황과 연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볼) 청년

음악의 문화  공간 변화와 연 된 것이다. 포크 음악은 ‘삶을 한 

노래’라는  다른 이름의 장르로 변형되면서 진보정치 혹은 좌 정

치와 동맹을 맺은 고도로 토착화된 음악문화가 되었던 것이다. 다음 

에서 태국의 청년문화를 한 음악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에 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청년을 위한 음악의 공공 공간과 플렝 푸아 치위트의 형성

태국에서 음악을 한 공공 공간을 설명하기 해서는 1950년

 말～1960년   이 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 무렵 

서양음악은 나이트클럽 공간에서 독 되었고 그 부분은 방콕에 소

재했다.12) 당시 라이 음악 공간은 기본 으로 성인연 를 한 엘리

트 나이트클럽이었고, 그 부분은 고  호텔에 속해 있었다. 호텔 라

운지, 커피 , 스홀 등에서 필리핀 밴드들에 의해 재즈, 로큰롤, 소

12) Lockhard, Craig A., Dance of Life: Popular Music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8, p.10.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50(KST)



1960～1970년  태국의 항음악과 청년문화의 형성과 발 _신 ·뷔리야 사왕 트  135

울, 포크 등의 음악 장르, 를 들면 엘비스 슬리(Elvis Presley), 클리

 리차드 앤 더 도우스(Cliff Richards and the Shadows), 바비 비(Bobby 

Vee) 등 히트송의 커버곡이 연주되었다. 따라서 라이 음악이 연주되

는 공간 가운데 청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드물었다. 물론 상류 

는 간계  청년들 가운데 그런 공간을 드나드는 경우는 있었겠지

만 일반 인 경우는 아니었다.

이 가운데 방콕의 구시가에 있는 라차둠네온(Rachadumneon) 거리에 

생긴 롤리타(Lolita)와 시 (Si Fa)는 청년들을 한 음악 공간으로서 

특히 요했다. 클럽이자 스토랑이었던 두 곳은 새로운 간계 , 

공무원, 청년들 가운데 엘리트들의 밤문화와 구분되기를 원했던 사람

들을 한 것이었다. 그 지만 이런 공간들도 아직은 보통 청년들을 

한 것은 아니었다. 공  연 가 엘리트·성인문화에 의해 독 되었

을 때, 태국 청년들에게 사교(socializing)를 한 새로운 음악  공공 

공간을 확보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해 교섭하는 과정은 매우 

실한 것이었다.

1960년  반 방콕의 다운타운인 트 (Pat Pong) 지구에는 다섯 

개의 클럽들이 생겨나서 베트남 장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러 온 미군 

G.I.들을 해 사하기 시작했다. 이 클럽들에서 학생들은 최신 히

트송을 연주하는 라이 밴드와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 그 에서 당

시 가장 인기 있던 밴드가 비틀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임 서블

(The Impossible)이었다는 은 자연스럽다. 연이어 트  거리에는 

태국 청년들이 찾고 싶어 하는 나이트클럽들이 생겨났다. 트 은 

방콕 내에서 라이 밴드가 히트곡의 커버 버 을 연주할 수 있는 유

일한 지역이었고, 미군 G.I., 성노동자, 건달들로 넘쳐났고, 일부의 태

국 청년들도 이곳을 어슬 거렸다. 그 외에도 보통 학생들은 극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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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침에 태국 밴드가 연주하는 것을 보러 갔는데, 이런 연주는 

화가 시작하기  특별 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한 몇몇 학생들

은 학교 축구경기장을 스 로어로 삼아 스 티를 조직하기도 

했다.13)

1960년  말  하나의 흥미로운 음악  공공 공간은 태국 북동부 

미군 기지 의 나이트클럽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태국인 커버 밴드가 

하드록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했다. 그 지만 이 태국 음악인들은 교육 

수 이 낮고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해 무 에서 로페셔 이 된 경우

다.14) 실제로 당시 미군 클럽에서는 오직 록 음악만이 연주되었고 

재즈, 소울, 포크 등은 그 지 않았다는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들 록 뮤지션들은 ‘백인 날건달(white trash)’이라고 불리면서 ‘태국

이지 않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태국에서 록 음악에 한  

반감은 1960년  말～1970년   시작된 ‘미군 클럽에서의 연 ’와 

깊은 계를 맺고 있었다. 이 연 는 섹스산업과 연 되어 있었고, 그 

결과 록 음악은 보수 와 좌  모두에게 불편한 상이었다. 정리한다

면 1970년  태국의 록 밴드(주로 하드록 밴드)는 미군 기지나 방콕의 

고고클럽 혹은  다른 종류의 섹스산업과 연 된 클럽에서 연주했고, 

이 클럽 신을 벗어나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밴드는 

매우 었다.

13) 타마사트 학교의 진보  학생이자 작가이고 시인이었던 타야콘 쳉쿨

(Witthayakorn Cheangkul)은 이런 상에 해 비 이었다. 그는 1971년에 

쓴 <나는 의미를 찾아 헤맨다>라는 시를 통해 1973년의 10월 명에 향을 

 인물인데, 학생들이 캠퍼스 축구장을 스 로어로 사용하는 일을 비

했다.

14) Sawangchot, Viriya, “Nueng sathawat kong Thai heavy (A Decade of Thai heavy 

metal)”, A paper presented at seminar series on “Media, Culture and Society”, Krirk 

University, Bangkok: Thailand, 199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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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서 1972년 수엑시트 사와나(Sueksit Sawana), 수엑시트 시암

(Sueksit Siam) 등 기독교학생 회의 진보  학생들이 주최한 집단 토

론회에서 포크 음악이 연주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15) 아직 포크 음악 

창기의 연주 기에 청 의 수는 제한 이었지만, 태국의 진보  학

생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요한 환 이었다. 마침내 1973년 10월 

14일 타놈 키티카 른(Tanom Kittikachorn) 군부정권에 반 하는 민  

시 의 성공을 통해 태국은 민주국가가 되었다. 바로 그날 <물러서지 

않는 투쟁(Sua Mai Toi)>이라는 노래가 시 의 거리 진출 직 의 순

간을 부각시켰는데, 이 곡은 타마사트 학교(Thammasat University)에 

다니던 활동가이자 작가로서 시 를 이끌었던 학생 가운데 하나인 

세크손 라세르트쿨(Sekson Prasertkul)16)이 만든 것이었다.17)

1973년부터 1976년까지 렝 푸아 치 트 혹은 ‘삶을 한 노래’는 

태국 역의 진보 인 학생뿐 아니라 보통 학생들에게 큰 히트곡

이 되었다. 많은 렝 푸아 치 트 밴드, 를 들어 코마 (Kommachon: 

노동자들), 콤차이(Komchai: 등불), 쿠루 (Kuruchon: 교사들) 등이 학교

와 사범학교에서 결성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향력 있는 존재는 북동부 출신 네 명의 성원으

15) 당시 출라롱콘 학교에서 미국 문학을 가르치던 한 국인 교수는 밥 딜런(Bob 

Dylan)의 <Blowing in the Wind>를 수업 시간에 가르쳤다. 이  한 록 음악

이 아니라 포크 음악이 지성의 역에 치하고 있었음을 보여 다.

16) 5년 동안 태국 북동부의 정 에서 태국공산당과 력한 뒤 세크손은 정 을 

떠나서 미국의 코넬 학교로 유학을 떠났고, 재는 타마사트 학교의 정치

학 교수이다. 그는 정치 문제에 해 여 히 능동 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정

을 떠난 이후 더는 노래를 작곡하지 않고 있다. 반디트 리타콘(Bhandit Rittakon) 

감독의 <Moon Hunter>(2001)는 1970년  세크손의 실제 경험을 소재로 한 

화이다.

17) “Revolutionary Song”, Decade Magazine 1(1), 1991,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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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카라봔(Caravan)이었다. 1973년 학생 기 이 에 이미 <인

간과 물소(Kon Kap Khwai)>18)를 자작·자연했던 이들은 밥 딜런이나 

조안 바에즈(Joan Baez) 등 미국 민권운동과 연 된 서양 포크송을 태

국 북동부의 민속음악과 버무린 곡들을 많이 창작했다. 이 에 해 

미국의 한 연구자는 “보컬 스타일과 악기 사용은 미국의 청취자에게 

밥 딜런이나 피터 폴 앤 메리 같은 1960～1970년 의 록 혹은 포크 

록을 연상시키지만, 그에 못지않게 태국 민속음악 통과 루크퉁(시골

음악)과의 유사성도 두드러진다”라고 표 한 바 있다.19) 이들은 북동

부의 민속악기인 핀(phin)과 클루이(khlui)를 기타 밴드 형식과 혼합했

는데, 한 로 <북동부지역의 춤(Seung Ai Sarn)> 같은 곡은 록 스타일

을 북동부 지역의 리듬과 혼합했고, 그 지역 방언으로 된 가사로 미국 

제국주의에 의해 괴된 지방의 삶을 반 했다.

 하나의 렝 푸아 치 트 그룹인 쿠루 은 교사들로 구성된 밴

드 는데, 이들의 표곡 < 쟁이냐 평화냐(Somgkram Rue Santipab)>

는 한국의 한 가요를 반제국주의  메시지를 담은 태국어 가사로 

번안하기도 했다.20) 쟁을 반 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반미 감정이 

18) 카라봔의 표곡인 <인간과 물소>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물소와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이지/ 오랫동안 그들은 함께 

일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 자, 와서 지  가자 가자!/ 우리의 쟁기를 들고 

 들로/ 가난과 걱정은 무 오래 지속되었다/ 쓰라린 물이 마음 속 깊이 

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압제와 곤경은 무 무겁다/ 이 노래는 죽음의 노래/ 

삶은 즉각 괴되었다/ 부르주아지는  높은 곳에 있고 농민은  낮은 곳에 

비천하게 있다/ 하지만 둘 모두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19) Myers-Moro, Pamela, “Songs for Life: Leftist Thai Popular Music in the 1970s”,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20(3), 1986, p.103.

20) 쿠루 의 < 쟁이냐 평화냐>의 가사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 미국이 

오네. 우리의 주권은 미국에 령당했지/ 하지만 태국 엘리트계 은 자발 으로 

미국의 노 가 되려고 하네/ 무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 쟁에서 죽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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렝 푸아 치 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 과 동시에, 음악  실천

으로서 렝 푸아 치 트가 태국의 음악  맥락을 지방화(localize)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횡단  흐름을 권역화(regionalize)했다는 것을 

보여 다.21)

이들은 항상 정치집회나 학교의 장 같은 공공 공간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결론 으로 1973년 이후 태국에서 포크송은 태국의 정치  

민요인 렝 푸아 치 트로 토착화되었다. 부분의 렝 푸아 치 트 

그룹의 멤버들은 지성 (punyachon)이고 인 태국인으로 보 다. 

그 때문에 포크 가수들의 정체성은 록이나 팝 가수들과는 상이했다.

렝 푸아 치 트 그룹들이 민주화 운동에 여함에 따라 그들의 

멜로디와 가사 모두에는 반제국주의 정서가 표 되었고, 이들의 몇몇 

표곡은 라디오 로그램을 통해 방송되기까지 했다. 1970년  냉

의 정기에 포크 음악이 사회정치  공간에서 꽃피었고, 다양한 사회

 행사들에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  공공 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록 음악 등 다른 팝 음악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22)

하지만 그때 미국인들은 에어컨 딸린 방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 베트남 쟁이 

일어나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쟁이 확 되었지/ 많은 태국 군인들은 

미국을 도우러 장에 갔어/ 가족들도 모여들었지, 오! 태국 군인이여/ 태국 

민 이여 단결하여 태국을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라/ 제국주의를 괴하고 못난 

미국인들을 없애고 태국이여 일어나라”. 쿠루 의 한 멤버인 (여)가수 솜스리 

마우송카에우(Somsri Maungsonkaew)는 동일한 곡조를 <한국으로부터의 탄식

(Seang Kaon Jak Koaw Li)>이라는 별도의 제목과 가사로 녹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원곡은 1956년에 개 한 화 <구원의 정화>의 동명 주제가

인데, 원래 가사는 번안곡과  다르며 아무런 정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

21) Sawangchot, Viriya, “Jao thui you nai (Where is the Buffalo)”, Dontri Bon Thanon 

Kong Wathanathamsuksa, Bangkok: Wathansala, 2006, p.89.

22) 록 음악이 태국 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에 해서는 이  연구에서 더욱 상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Sawangchot, Viriya, “Nueng sathawat kong Thai heav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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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 들은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한 노래, 이른바 렝 푹 

자이(pleang puk jai)를 만들어 좌 들에 했는데, 이 노래들은 군부

의 장교, 애국 단체 성원, 왕실 가족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와 더불

어 1975년 부터 라디오와 텔 비  로그램의 콘텐츠, 특히 정치

 이슈에 한 새로운 규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규제로 인해 

군부가 통제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렝 푸아 치 트는 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23) 1년 뒤인 1976년 10월 6일의 쿠데타는 타마사트 

학교의 유 사태를 낳았고, 그 뒤부터 모든 정치  행동은 검열을 

받았고 진보  학생그룹들은 해산되었다. 쿠데타로 인해 3,000여 명

의 학생들이 북동부 정 로 들어가 그곳에서 게릴라 투쟁을 개하던 

태국공산당에 가입했다. 카라봔, 콤차이, 쿠루  등 렝 푸아 치 트

의 뮤지션들 일부도 이 행렬에 가담했다. 이로 인해 렝 푸아 치 트

의 공공 공간과 푼야 에 한 담론은 실질 으로 종지부를 었다. 

이후 렝 푸아 치 트는 게릴라 방송인 <태국 민 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흘러나올 수 있었다.

요약한다면, 태국에서 1970년  반의 포크 음악은 외래 음악을 

토착 음악으로 변형시켰고, 군부정권에 반 하는 민  투쟁의 요한 

문화  무기가 되었다. 태국 포크 가수들에 의해 지방화된 포크송은 

렝 푸아 치 트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로 토착화되었고, 렝 푸아 

치 트는 비정치 이고 상업 인 음악으로부터 정치 이고 비상업

인 음악으로 환해 공공 공간에서 연주되었다. 그 지만 1976년 타

마사트 학교에서의 학살 이후의 렝 푸아 치 트는 포크송을 다시

Decade of Thai heavy metal)” 참고.

23) Jirawinitum, Lauchai, The Old and the New Ideology of Pleang Pua Chiwit, MA thesis,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Thammasat University, 1989,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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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치  노래로 복귀시켰고 이를 한 량시장을 창조해냈다.24) 

이와 동시에 ‘푼야 ’이라는 진  청년에 한 담론도 격히 사라

져버렸다. 이에 해서는 태국에서 진행된 청년  청년문화에 한 

담론들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청년문화의 담론: 푼야촌 혹은 마오주의적 보헤미안주의

제2차 세계  이후 태국의 미디어에서 청년문화에 한 담론은 

깡패들의 패싸움이라는 스토리에 기반을 두고 보도되었다. 하 문화

의 일종으로 ‘악동(bad boys)’이라는 뜻의 ‘데악 가이 (deak gay re)’는 

주로 할리우드 필름에 향을 받은 아메리카화 상의 하나 다. 사리

트 정권이 이 문제에 해 군사  규제를 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뒤 1970년 에는 주류 미디어 혹은 신문이 여 히 패싸움에 해 

보도했지만, 이 시기의 청년문화는 주로 고등학생들에 한 스토리로 

변화했다. 이는 미디어 보도의 거 을 교육 받고 있는 청년들의 ‘성

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1960～1970년  미디어에서 청년문화의 이미지는 ‘폭력’으

로부터 ‘무질서’로 변화했는데, 이 무질서는 군부정권 통제의 필요성

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은 자신들이 군부정권의 

규제하에서 범죄를 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연 잡지를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 감각과 연  감각을 발견하려고 했다. I.S.Songhits, 

Starpics 같은 당시의 잡지들25)은 청년문화의 이슈를 부드러운 필치로 

24) 같은 책, pp.72～75.

25) I.S.Songhits는 팝송 가사와 기타 코드를 제공하는 잡지 고, Starpics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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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는데, 이 잡지들의 팬들은 그들의 생각과 라이 스타일을 공유

하는 하 문화  공동체를 가지고 싶어 했다.

그 지만 학생문화로서 청년문화는 이 하 문화와는 상이한 방

향으로 개되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학교육의 화에 기인

했다. 1961년부터 1972년까지 학교 수는 5개에서 17개로 늘어났고, 

학생 수는 1만 5,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났다. 더군다나 조그

만 마을의 하층 출신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근할 수 있었던 것

은 이때가 태국 역사에서 최 일 것이다.26) 이 게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층이 학교 캠퍼스 주 에 량으로 형성되었고, 이들이 새로운 

가치 , 도덕 기 , 유행, 음악 등에 노출됨에 따라 일종의 문화충격이 

발생했다. 바로 이 청년들이 태국 사회의 새로운 경계를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서양(미국) 팝 문화의 소비를 통해 청년들은 태국 사회의 주요 패턴

인 주종 계(phu noi-phu yai)로부터 해방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러나 서양 팝 문화를 즐기던 태국 청년들은 1970년  까지는 정치

 이슈를 해 행동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다.27) 그들의 행

음악 잡지 다. 두 잡지의 성격은 매우 달랐지만, 이 둘은 태국에서 팝 음악과 

팝 문화 일반을 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6) Anderson, Benedict & Ruchira Mendiones, In the Mirror: Literature and Politic in 

Siam in American Era, Bangkok: Duang Kamol, 1985, p.4.

27) 이 시기 포크 음악을 청취하거나 연주했던 태국의 학생들은 정치  사안에 

해 행동하는 것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 비정치  학생들은 뒤

에 자유주의 인 학생들의 조 자가 되었는데, 비정치  학생운동의 직  

목 은 태국의 료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와 산업에 사하는 것이었다. 이 

은 1980년  이후 태국 음악산업의 발 을 고려한다면 매우 요한데, 당시 

학생들 가운데 몇몇은 뒤에 직업  작곡가, 연주인, 비즈니스맨이 되었기 

때문이다. 태국 음악산업의 거인으로 군림하게 된 GMM 그래미(GMM 

Grammy)의 공동 창업자인 와트 푸티논(Rewat phutinon)과 워크 포인트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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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많은 부분은 태국 이지 않게 보이기 한 상징 인 차원의 것

이었다. 음주, 장발, 미니스커트와 청바지 착용 같은 행 와 스타일에 

한 도덕  공황으로 인해 와이 룬(wai run)이라고 불리는 청년 하

문화에 한 담론이 등장했다. 태국 청년문화의 형성이 서양문화, 특

히 미국 팝 음악과 깊이 연 되었음에도 이는 역설 으로 냉 기 정

치권력에 의해 유포된 ‘태국 인 것(Thainess)’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해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 지만 1972년 군부독재와 료부패에 한 심화된 비 으로 인

해 ‘와이룬’의 담론은 ‘지식인’이라는 뜻의 ‘푼야 (punyachon)’에 한 

담론으로 격하게 변화했고, 이는 음악 취향의 변화도 동반했다. 태국 

청년들의 정치 문제에 한 사유와 행동이 감정 으로 공격 이 되어

가면서, 이 의 개인  방식과는 다른 집단  방식의 행동을 표 할 

필요가 발생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학생들에 한 문화  담론은 

‘삶을 한 술’이라는 뜻의 ‘실라  푸아 치 트(silapa pua chiwit)’의 

소비와 깊게 연 되었다. ‘삶을 한 술’은 1950년  말 진보  작가, 

학생, 좌 들에 의해 추동된 운동이었다. 앞서 이미 언 한 렝 푸

아 치 트의 음악  공공 공간은 다른 술의 공간과 분리될 수 없다.

이때 태국의 진보  작가들과 언론인들은 제2차 세계  시기 태

국  주변 권역의 상황에 해 비 하기를 주 하지 않았다. 개발 

로젝트, 도시화, 미국 제국주의, 랑스 - 베트남 쟁, 자본주의  

팽창 등 모두가 비 의 상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불교와 군주

제를 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직 출라롱콘 학교 출신으로 

1950년  말 태국공산당에 가입한 지트 푸미사크(Jit Poumisak)만이 불

테인먼트(Work Point Entertainment)의 창업자 푸냐 니룬차이쿨(Punya 

Nirunchaikul)은 언제나 정치보다는 연 를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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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군주제를 비 했다. 1970년  정서에서 포크 음악, 술  문학

에서 ‘푸아 치 트’(삶을 한)라는 담론은 지트 푸미사크의 작품과 실

천으로부터 고무된 것이었다.28) 지트 푸미사크는 실제로 삶을 한 

술(Silapa pua chiwit)이라는 책을 술한 인물이었다.

지트 푸미사크의 사상은 1972년 일본 상품과 태국의 헌법에 반 하

는 항을 시작한 학생운동에 강력한 스 크를 일으켰다. 이후 학생운

동은 태국의 건제에 을 두고 이를 타도하고자 했다. 음악과 문

학 양쪽 모두에서 1970년  ‘푸아 치 트’에 한 담론이 지트 푸미사

크의 언 과 카리스마에 의해 감을 받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197

3～1976년 푸미사크 작의 재발견은 ‘10월의 학생’을 ‘푼야 ’으로 

만들었고,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 같은 피착취 인민을 해 평생을 헌

신하려고 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반 하면서 푼야 은 차 사

회주의를 지지하게 되었고, 특히 마오주의 명 이론과 방법에 많은 

심을 가졌다.29) 이들이 손에 들고 다니던 마오주의 선집, 이들이 

착용한 모르 홈(mor hom: 농민복)이라는 의상은 마오주의 명의 이상

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1970년  후반 태국 학생들은 동양과 서양의 상징들을 혼합하

면서 자신들의 스타일을 변형했다. 서양의 반문화(히피) 스타일을 마

오주의 스타일과 혼합한 것이다. 당시 ‘다섯 가지 요소’라는 뜻의 ‘하 

요르(ha yor)’라는 패션이자 라이 스타일의 문화  담론이 발생했는

데, 하 요르란 장발(pom yoa), 티셔츠(sue yud), 청바지(jean), 어깨에 거는 

천으로 만든 백(yam), 베트콩 신발(rong toaw yang)을 말했다.30) 정치  

28) “Song for Life after two decades”, Buntueng Khadi Magazine 8(75), 1996, pp.9～13.

29) Decade Magazine, 1(1), pp.38～46.

30) 가설 이지만 우리는 이 스타일을 ‘마오주의  보헤미안’이라고 부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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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와 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이 스타일에 해 정치  

단을 내리는 습  실천들이 존재했다는 에는 논란이 없을 것이

다. 이 모든 요소들은 잘 교육받은 청년(푼야 )이 좌 의 라이 스타

일로 환할 때 구별의 상징들이었다. 몇몇 요소들은 정부의 상이한 

조직들에 의해 각각 지되었는데, 를 들어 장발의 청년은 군사 

역에 들어갈 수 없었고 롱 토아우 양(베트콩 신발)을 신을 경우 베트콩

이나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어 경찰에 체포되거나 심지어 군인에 의해 

사살될 수 있었다.

그 지만 1976년 타마사트 학교에서의 학살 사건 이후 포크 

음악과 청년문화의 공간은 두 가지로 분리되었다. 일부는 카페 문화로 

돌아가서 부드러운 음악을 만들어냈다. 카페 포크 가수인 차이라트 

테 테안(Chairat Theptean)은 1977년 <혼돈의 청춘(Wai Oon-Rawon)>

이라는 멜로코믹 화 사운드트랙의 한 곡을 부를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 수록된 그의 곡 <화장실은 어디에요?(Suka Yau Hon Dai)>는 큰 

히트를 기록했다. 이 곡은 포크 음악이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정치  

노래로부터 ‘순수’하고 ‘순진’한 사랑 노래로 돌아가는 변화를 확 해 

주었다.  하나의 이스는 태국 북부 치앙 마이(Chiang Mai) 출신의 

기독교 포크 가수인 자룬 마노페트(Jarun Manopeth)이다. 지역 교회에

서 기타 연주를 익힌 그는 그 지역이 태국 군 와 태국공산당의 장

이었음에도 고산족을 교육했던 일을 뺀다면 아무런 정치운동과 연

되지 않았다. 1979년 그는 <미다(Mida)>라는 곡을 히트시켰는데, 이 

곡은 은이들을 가르치는 산악부족의 설 인 여인에 해 노래한 

것이었다.31)

이 스타일은 1980년 까지 진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31) 이 곡의 가사는 고산족에 한 것으로서 일정한 정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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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곡을 발표한 뒤 차이라트와 자룬 둘은 모두 포크 가수이자 배

우가 되었다. 그들의 노래와 연주는 라디오, 텔 비 , 화 등을 통해 

범 하게 유포되었고, 이는 례 없는  상을 낳았다. 이 

상은 ‘삶을 한 노래’로서의 포크 음악의 죽음  포크 가수 슈퍼스

타의 탄생을 낳았다. 이들은 정치 문제에 해서는 아무런 언 을 하

지 않았다. 포크 음악은 ‘순수’하고 ‘순진’한 상태로 복귀한 것이 아니

라 이런 무드를 월해버린 것이다.

태국 음악산업이 아직 거 한 비즈니스로 환되기 이 인 1970년

 말은 태국의 ‘뜨거운’ 냉  시기, 즉 나라 역에서 태국 군 와 

태국공산당이 싸우던 시기 다. 이 시기에 차이라트와 자룬은 그럭

럭 청년문화의 아이콘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군부독재를 

비 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수행한 진  청년을 한 음악  공공 공

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1976년은 ‘푼야 ’ 운동으

로서 청년문화의 종언을 상징하고, 동시에 부드러운 청년문화의 (재)

탄생을 상징한다.

5. 결론

서양 심  시각에서 냉 의 역사를 본다면 1970년 는 상 으

로 ‘온화한’ 시기 다. 그 지만 냉 의 상 인 평화 시기는 세계 

모든 곳에서 같이 감지된 것은 아니었다. 베트남  인도차이나에서

에도 당시에는 아무도 가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곡을 렝 푸아 

치 트로부터 분리시킨 것은 가사가 아니라 멜로디 다. 부드러운 멜로디로 

인해 청 들은 이 곡을 쉽게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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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 ’이 개되었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측 불가능한 냉 의 개가 아시아 각국에 향을 미쳐 복잡한 문

화  형세를 낳았던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서술한 것은 냉 의 

개가 미군의 개입을 통한 아메리카의 문화  향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배문화와 종속문화 사이에 날카로운 열로 이어지는 문화  형세

에 한 것이었다.

1970년  태국은 당시 청년 세 의 문화가 지배문화의 헤게모니와 

면 으로 충돌한 가장 극 인 사례 을 것이다. 이런 충돌이 단순히 

아메리카의 팝 문화를 단 하고 거부하는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

을 수용하고 유하는 과정의 산물이었다는 도 우리가 앞에서 밝히

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를 지배문화의 시각에서 표 한다면, 냉 의 

정치학은 지역 수 에서 단지 ‘본래의’ 공산주의 (enemy)만을 표

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의 냉 의 정치학은 미국으로부터 

향을 받아서 탄생했지만 진정치 으로 변형된 문화도  하나의 

표 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렝 푸아 치 트는 단지 하나의 음악 장

르를 넘어서 이런 복잡한 문화·정치  형세의 한 축을 상징하는 이름

이었던 것이다.

1980년  이후 렝 푸아 치 트는 음악산업의 발 과 더불어 

음악의 하나의 스타일(장르)로 확립되었다. 음악 스타일도 다양화되었

고, 그 가운데 록 스타일의 카라바오(Carabao)나 싱어송라이터 스타일

의 싯 캄피(Pongsit Kamphee) 등은 슈퍼스타가 되었다. 그러나 문화

 맥락과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음악의 정치  의미 

역시 변화했고, 이는 1992년 정치  자유화가 달성된 이후에 매우 복

잡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32) 이런 복잡한 정황을 이해하기 해

서는 일국 음악의 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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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연구가 실하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권역 차원에서 

1970년  냉 기에 음악이 ‘정치화’되었던 경험이 1990년  이

후 탈냉 기에 음악이 ‘탈정치화’되는 과정과 어떤 연 을 맺는

지도 좀 더 심층 으로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32) 한 로 1980년  이후 렝 푸아 치 트의 표  밴드인 카라바오(Carabao)는 

2006년 9월 19일 군부 쿠데타 이후 <왕의 병사(Tahan Kong Pa Racha)>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는 어떤 식으로든 ‘쿠데타 지지’라고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다. 실제로 밴드의 리더이자 태국 스타일의 로커(rocker)인 아드 카라바오(Ad 

Carabao)는 인민주의자이자 왕정지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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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ai protest 

music and youth culture in the 1960~1970s: 

Song for life(Phleng Phua Chiwit)

Shin Hyunjoon(Sungkonghoe University)

Viriya Sawangchot(Watanasala Centre for Cultural Studies, Thailand)

This paper discusses 1960～1970’s youth culture in Thailand from 

the angle of the evolution(or revolution) of popular music. After connect-

ing the cultural-political conjuncture in Thailand and Southeast Asia 

with the international continuation of Cold War politics by U.S., which 

was accompanied by ‘hot war’ in Vietnam and the support by Thai 

government, the process of cultural transformation of Thai society is 

dealt with. In the cultural field of popular music, how did different 

styles of Western(American) pop music exert complicated influences to 

different members of This society. Especially, the reason why American 

folk music had strong influence to university students is analyzed from 

multiple angles such as the conditions of broadcasting media, the crea-

tion of public spaces for music performance and the discourses about 

youth culture. Then, the focus is moved to the songs and artists of 

phleng pjua chiwit(song for life) which was the product of indigenization 

of American folk music and was actively engaged with left-wing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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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udent movement in the period between 1973 and 1976 when Thai 

society had been democratized. The discussion about phleng phua chiwit 

and popular music in general is dealt with in conjunction with cultural 

discourses on youth culture, especially those on intellectuals(punyachon). 

Finally some implication of its complicated effects on the present con-

dition of popular music in Thailand will be found out.

Keywords: Thailand, Cold war culture, Popular music, Folk music, 

Phleng phua chiwit(song for life), Youth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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