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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펑크를 매개로 한 아시아 청년들의 연대와 

지역별 펑크에서 정치적인 것의 함의: 

서울 문래동의 GBN 라이브하우스와 타이완 펑크 

콜렉티브(collective) 처우청( 城)을 중심으로*1)

김태윤(성공회 학교 국제문화연구학과 석사)

1. 들어가며

2. 형성 중인 아시아 하위문화의 연대

3. 이론적 논의: 포스트하위문화적 전환 속에서 아나키즘

4. 동시대적인 GBN 라이브하우스와 처우청

  4.1. GBN 라이브하우스

  4.2. 처우청

5. 마치며

2010년  반 이래 문래동 GBN 라이 하우스(이하 GBN)와 일본 하드코

어 펑크 씬(scene)의 교류가 증하고 있다. 도시부족(urban tribe)을 표방해 지

역과 인종을 월하여 하 문화 생산을 도모하는 하드코어 펑크 씬의 국제

* 이 은 김태윤, ｢서울의 구 공업지 로 치한 진  청년 음악가들의 지역  

 지역  하 문화 생산: 문래동 GBN 라이 하우스와 을지로 바 신도시를 

심으로｣(성공회 학교 석사학 논문, 2018)와 서교 술실험센터 공간지원 음

악비평 시 로그램 <한 도 쓰지 않았어요>에 제출한 원고 ｢음악에서 아시아

를 강조하는 게 과연 요할까?｣를 각각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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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아시아, 청년, 펑크, 서울, 타이베이, 정치

인 통이 이미 있지만 그들의 연 는 더 아시아 인 특징을 갖는다. 라이

스타일(lifestyle) 정치와 씬의 진성을 추구하는 문래동 밴드들은 씬의 주변화

를, 일본의 밴드들은 씬의 고령화를 겪는 상황에서 그들의 연 는 서로의 필

요를 충족시키며 서양 밴드들과의 연 에서 발견할 수 없는 정동 (affective) 

유 와 정서  만족감을 포함한다. 2017년 9월 23일 GBN에서는 D.I.Y.페스

티벌 <No limit Seoul 2017>의 공연이 열려 아시아의 활동가, 술가, 음악

가,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타이완의 펑크 콜 티 (collective) 처우청( 城) 멤

버들도 GBN을 찾았고 그들의 정치 인 면모를 높이 평가했다. 처우청은 타

이베이에서 사회운동, 학생운동, 도시문화에서 주변화된 청년들이 모여 음악 

스튜디오를 마련하는 등 진 인 펑크 씬을 구축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딕 

헤 디지의 하 문화 연구가 ‘1970년  국의 노동자계  남성 청년들의 하

문화  반항’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GBN과 처우청은 자신들의 실천에서 정

치 인 면모를 강조한다. 아시아를 통하는 청년문화에서 서울과 타이베이

를 심으로 펑크가 정치 인 것을 유하는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이 은 2010년  반 이후 속도로 개되기 시작한 아시아 하

문화의 지역  연 에서 드러난 ‘정치 인 펑크’의 상과 ‘정치

인 펑크’가 아시아에서 지역별로 갖는 서로 다른 함의를 살펴보려

는 시도다. 딕 헤 디지가 1970년  국에서 정을 맞이한 펑크를 

연구했을 때, 그 의미는 노동자계  남성 청년들의 스타일을 통한 하

문화  ‘반항’으로 요약 다. 따라서 하 문화  실천에서 정치

인 의미는 탈각 고 펑크는 곧 상품과 이데올로기 형식으로 시장과 

매체에 흡수되기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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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40년의 시간이 지난 2010년 에, 아시아에서 발생하

고 있는 지역 인 하 문화의 연 에서 다시 ‘정치 인 펑크’가 

호출되는 은 의문을 낳기도 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펑크에 정치  

항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왜 아시아 

하 문화의 연 는 정치 인 펑크를 호출하며 그것을 통해 웅변하고

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등의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재진행 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 하 문화 연 에서 ‘정치 인 펑크’에는 갖가

지 의미들이 착종되어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행 자들이 지역  하

문화에서 정치 인 펑크를 유하는 방식을 연역 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2. 형성 중인 아시아 하위문화의 연대

아시아 하 문화의 연 란 공식 이거나 구체 인 집단을 지칭하

지는 않지만 출신지나 언어, 문화  권역 등에서 아시아  특징을 바

탕으로 하는 하 문화 생산  그 참여자들의 속을 묘사하기 한 

말로 이 에서 사용될 것이다. 2017년 9월 23일 문래동 사거리 인근 

철공소 건물 지하에 치한 GBN 라이 하우스(이하 GBN)에서 열린 

<No limit Seoul 2017>이라는 D.I.Y. 페스티벌의 공연에서 아시아 하

문화 연 와 정치 인 펑크의 근 성이 집약 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연의 의미는 펑크 공연으로서는 상당한 수십 명의 국내외 객이 

참석함으로써 산발 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아시아의 지역 인 하

문화의 속이 더욱 첩되고 확 되었다는 일 것이다. 공연이 

개최된 GBN은 사상으로나 음악으로나 서울에서 가장 정치 인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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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들이 모여드는 공연장이었고 객으로 참여했던 이들 에는 타

이베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펑크 콜 티 (collective) 처우청( 城)의 

멤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처우청은 타이베이에서 ‘정치 인 펑크’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 공연을 통해 서울과 타이베이의 유사한 두 흐

름이 직 으로 조우하게 되었다.

하지만 GBN과 처우청의 계가 이후 곧장 아시아 펑크 씬의 정치

인 양상으로 확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

고 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재 상태일 것이다. 두 집단의 

만남을 매개한 것은 <No limit Seoul 2017> 페스티벌이었고 그것은 

한 해 앞서 2016년 일본 도쿄의 낙후된 지역이었던 고엔지(高円寺)에

서 지역활동가 마쓰모토 하지메(松本哉)에 의해 <No limit 도쿄자치

구>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되었다.

일본 통극  ‘공동체 내에서 보잘것없지만 유쾌하고 측 불가

능한 멍청이’(Kenichiro, Egami, 2017: 90)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마

(間抜け)’를 으로 정체화한 하지메와 고엔지의 주민들은 2000년

 후반부터 독특한 도시문화를 형성해왔다(마쓰모토 하지메, 2009; 

2010; 2017). 그들이 아시아에서 유사한 문화를 유하고 있는 활동가, 

술가, 음악가, 연구자 등을 해 숙식을 함께하며 <No limit 도쿄

자치구>가 진행되었다. 아시아 문화연구자 에가미 겐이치로(Egami 

Kenichiro)는 ‘마 ’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마쓰모토라는 인물은 마  정신의 고유한 가치인 쓸모없음의 이면

에 있는 혼란스러운 힘과 동일시됩니다. 자 그 로 자본주의 논리에

서 유용성은 실용주의, 계획  경쟁을 의미합니다. ( 략) 마  개인

은 자발 으로 기술 교환, 자원 공유를 통해 공동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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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방정식에서 제외되며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결코 요하지 않습니다. 마  개인은 장래에 얻게 될 이익

에 한 고려가 단순히 자기 역량 강화의 성취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그들에게 삶의 즐거움의 의미입니다. 마  정

신의 더욱 요한 측면은 아나키즘의 개념과 유사한 국경과 언어와 문

화의 장벽을 뛰어 넘는 보편 이거나 공통된 소유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Kenichiro, Egami, 2017: 90∼91).

<No limit 도쿄자치구> 등 마쓰모토 하지메와 마 들의 기획에서 

실용성을 복시키는 무용성과 공통재는 가장 바탕이 된다. 앞서 신

(2016)은 <No limit 도쿄자치구>를 가리켜 ‘아시아’의 ‘정동 ’인 

‘도시정치’라고 기술한 바 있다(신 , 2016: 289∼291). 흥미로운 사실

은 지난 몇 년간 마 들의 기획에서 펑크는 사운드데모1) 등의 형태

로 으로 등장해왔고 일본의 펑크 밴드들뿐만 아니라 서울과 타

이베이의 정치 인 펑크 밴드까지도 감화시켜왔다는 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도시정치는 다소 새롭고 종래의 일본 펑크 씬과도 

완벽히 등치되지 않으며, 아시아 하 문화의 연 를 통해 정치 인 

펑크가 아시아 펑크 씬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

만 아시아 하 문화의 연 와 정치 인 펑크는 자못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마도 그 지 에서 아나키즘은 하나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

인다.

1) 펑크 밴드나 DJ부스를 태운 트럭과 함께 시  행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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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논의: 포스트하위문화적 전환 속에서 아나키즘

음악학자 키스 니거스(Keith Negus)는 헤 디지 이론의 하 문

화 스타일이 국제 으로 재 유(reappropreation)되는 양상에 주목했다. 

그는 라이백(Ryback)을 인용하여 “펑크의 소음과 비주얼은 정치  탄

압으로부터의 거리감과 그에 한 항을 표명하기 해, 그리고 국가

에서 권장하는 문화에 도 하기 해 사용”되었다고 언 했다(니거스, 

2012: 57). 이러한 주장은 펑크가 패션으로 상품화된 후 헤 디지와 

같이 반 이론 이상의 하 문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 여타 연구자들

의 후속 작업에서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들은 사회학 이론 내에서 하 문화 이론이 고정 이고 때

로는 엘리트주의 인 의미로 통용되는 것에 한 비 을 담지했는데, 

2000년  이후 이러한 경향은 ‘포스트하 문화  환’이라는 새로

운 흐름으로 이어졌다(Bennet, 2011). 하 문화 이론의 비 들을 수렴

하여 앤디 베넷은 포스트하 문화  환의 핵심 개념들을 선별했는

데  스트로의 ‘씬’, 미셸 마페졸리의 ‘신부족’, 데이비드 채니와 스

티  마일스의 개념을 종합한 ‘라이 스타일’이 그것이다.

베넷의 논의에서  스트로의 씬(scene)은 특정한 지역성을 월하

여 음악가, 력기구, 팬 등 씬의 참여자들이 사회인구학  집단  

공동체를 신하여 능동 이고 유동 으로 특정한 문화  상태를 실

해내는 것을 일컫는다. 미셸 마페졸리의 신부족(neo-tribe)은  

스 음악이 수많은 음악  요소의 분 과 합을 내포하는 만큼 편

화된 청년들의 음악 취향이 스 클럽 문화에 반 되어 있고 따라서 

개인의 만족이 스 클럽의 청년들에게 수평 이고 유동 인 소속감

(membership)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라이 스타일(lifestyles)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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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산층 여가계 의 부와 사회  지 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비를 

 청년 문화에서 하 문화  이미지의 합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산업과 소비주의에 기반을 둔 하 문화 재구성의 도구로 여겨진다.

베넷이 청년들의 클럽문화에 주로 주목하며 포스트하 문화  

환의 정치  양상에 해 유보 인 태도를 취한 데에 비해, 포스트하

문화  환의 정치  가능성은 데이비드 머 튼과 루퍼트 바인지

얼의 작업에서 발견된다. 머 튼과 바인지얼은 아나키스트들의 물자

교환(bazaar) 등을 사례로 부족들(tribes)의 연결망(network)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의 상품화에 항한 포스트하 문화 인 헌신(allegiance)

이라고 역설한다. 한 미시정치와 부분  거시정치로 이루어진 직

행동(direct action)의 연결망은 신자유주의의 경제  지배에 한 항

의 보편주의(universalism)라고 설명한다(Muggleton, David & Weinzierl, 

Rupert eds., 2003: 15∼36). 마페졸리의 신부족 개념을 주로 이 (rave) 

음악과 클럽 문화를 기 으로 근한 베넷에 비해 머 튼과 바인지얼

은 지역사회, 사회  계 등에서 친 감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발 할 

수 있는 배경으로 공간과 이웃의 존재를 강조한다. 

상품화에 항한 펑크의 역사의 한 갈래는 사상  거집단과 친화

인 무리(affinity groups)를 이  특정한 라이 스타일을 구축해오고 

있다. 아나키스트들과 국 아나코 펑크(anarcho punk) 씬, 크러스티들

(crusties)2)과 아나코 펑크 씬을 계승한 크러스트 펑크(crust punk) 씬 등

이 그것이다(Dines, Michael, 2004; Roby, David A., 2016). 해당 씬들은 

2) 데이비드 알  로비(David Allen Roby)는 크러스티라는 하 문화 수행자들에 

해 “일반 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집 없는 사람들을 경멸 으로 묘사하는 

말로부터 크러스트 펑크를 하는 사람들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스쾃을 하는 사람

들을 뜻하는 것으로 크러스트 펑크보다 오래 쓰여왔다”고 하여 그들과 크러스트 

펑크를 구분했다(Roby, David A.,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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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의 상품화에 항한 하드코어 펑크(hardcore punk) 내에서도 정치

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공간을 무단으로 

유하는 스쾃 (squatting), 직  행동, 노동 거부(refusal to work), 보통 

사람들(groud-roots)의 강조, 반기업  D.I.Y. 등을 지침으로 반 , 반핵, 

생태주의, 동물권 운동 등과 하게 연 되어오고 있다. 즉, 펑크의 

역사 속에서 정치 인 펑크란 펑크에서 하드코어 펑크, 하드코어 펑크

에서 아나코 펑크, 아나코 펑크에서 크러스트 펑크로 이어지는 흐름에 

입각한다. 그 논의에서 라이 스타일 개념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복

하지 못하더라도 삶의 상품화를 지양하는 생활양식을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4. 동시대적인 GBN 라이브하우스와 처우청

GBN과 처우청에 한 연구자료는 아직까지 미비한 편으로 해당 

장소의 참여 찰, 밴드  구성원들을 상으로 한 심층면  등 민속

지학을 주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항공료 등 경비가 제한되어 

실질 인 질  연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연결망서비스, 홈페이지, 온

라인 게시  등을 상으로 한 인터넷 민속지학과 각종 자료집, 출

물, D.I.Y.로 제작된 음반 등 문화상품 등을 상으로 한 문헌연구로 

체하 다. 서울과 타이베이를 가로질러 지역 으로 수행된 펑크 

공연 등 한 참여 찰 상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한 앨범은 이 

의 문제의식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다. 1998년 일본의 올 시스템즈 

페일(All systems fail) 이블에서 발매한 ≪아시안 하드코어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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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면 자 성별 연령 일시 구분

S 남 30 2017.5.18. 처우청

X 남 20 2017.9.28. 처우청

Y 남 30 2016.10.26. GBN

C 남 30 2017.2.19. GBN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징

(Asian hardcore compilation)≫ 음반이 그것이다. 한국, 타이완, 일본, 마

카오 등 9개국 출신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의 37곡을 담은 이 앨범은 

자료조사  발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발매된 아시아 펑크 밴드들의 

합작품이다. 한국 밴드로는 럭스(Rux), 삼청 등이, 타이완 밴드로는 

이디버그(Ladybug)가 참여했다. 하지만 이 앨범의 자세한 정보는 해외 

출처로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세기 후반에 이미 아시아 펑크 밴드들의 력이 이루어지고 있었

다는 사실 계로부터, ‘정치 인’ 펑크  아시아 하 문화의 연 를 

동시 이자 아시아 각지의 하 문화에서도 새로운 상으로 이 논

문에서 주장할 것이다. 그것은 한 아시아 청년들이 보편 으로 직면

하게 된 정치의 필요성과도 하게 닿아 있는데, 공통재(commons)로

서 하 문화를 생산하는 것이 그들이 ‘도시정치’를 수행하는 공통된 

방식이다.

아시아 청년 정치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타이

완의 문화연구자 왕치 (Wang Chihming)은 한국의 ‘88만원 세 ’ 용어

와 유사하게 타이완 청년들의 월 여에 빗 어 그들의 사회경제  

지 를 묘사한 ‘22k’라는 말을 소개한다. 2009년 타이완에서 국 국

민당 정부가 학 졸업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해 기업에 지원한 

인턴십 월 여인 NT$22,000는 거꾸로 학 졸업자들의 취업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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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착된 임 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최근까지 한국에서 청년들

의 미래에 한 비 인 망을 내포하는 조어, ‘N포세 ’와 ‘헬조

선’ 등이 통용되듯, 타이완에서도 ‘ 시따이’, ‘귀신섬’ 등의 조어가 

횡행하고 있다(류혜민, 2018: 1∼2).

개 20 에서 30 에 걸친 GBN과 처우청의 구성원들은 일용직, 

임시직 등 불안정노동으로 생계와 음악 활동, 클럽  스튜디오 운

을 이어가고 있다. 문신(tattoo) 시술자, 디자이 , 기타 강사, 핸드메이

드 문화상품 매 등이 그들의 주요 직업  수입원이다. “경력을 쌓

기에는 밴드를 해야 한다”는 처우청의 구성원 S의 말은 GBN과 처우

청이 공통 으로 처한 모순과 지향을 함축한다. “실업과 노동유연화

로 인해 직업 , 경제  성공이 차단됨에 따라 비공식  생산 활동인 

지역  하 문화가 청년들에게 더 행 인 경로로 여겨진”다는 앤디 

베넷과 리차드 피터슨의 분석(Bennet, Andy & Peterson, Richard A. eds., 

2004: 8)은 그들의 비  망과 궤 을 같이하며, “ 술가들이 사회 

일반의 평균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보

다 낮은 수 의 임 을 기꺼이 견뎌”3)낸다는 데이비드 이의 분석은 

GBN과 처우청의 하 문화 생산 자체에 한 논의를 요구한다.

4.1. GBN 라이브하우스

우선 문래동에 치한 GBN 라이 하우스는 펑크와 메탈의 하  

장르를 연주하는 밴드들이 모여들고 크러스트 펑크에 한정하여 서울

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연이 열리는 장소다. 그  인상 인 장르는 그

3) 김소연, ｢인디 음악가의 젠트리피 이션 경험과 인식｣,  음악 20(한울엠

러스, 2017), 12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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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드코어(grindcore)4)다. 서양의 크러스트 펑크 씬의 발 과정을 정

리한 로비에 의하면, 크러스트 펑크와 그라인드코어는 거의 유사한 

장르로 1980년 를 거쳐 1990년  반까지 국 아나코 펑크 씬과 

미국 크러스트 펑크 씬의 향을 받은 스웨덴 크러스트 펑크 씬이 디

비트(D-beat) 드럼 패턴을 정석화해 그라인드코어를 집 성했고, 이것

이 다시  국으로 건 와 크러스트 펑크의 부흥 속에 자리 잡았다. 

그의 논의에서 그라인드코어는 크러스트 펑크와 헤비 메탈의 융합의 

마지막 단계로 서양의 펑크  메탈 씬의 음악  발 과 발맞추고자 

하는 GBN 밴드들의 의 이 해진다.

2016년  개 한 GBN은 스페이스 문이라는 이름의 공연장의 후

신으로, 스페이스 문은 홍  앞의 젠트리피 이션5)에 따라 문래동에 

술가들의 작업실이 입주하는 경향이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형성

된 곳이었다(김태윤, 2018). 호화로운 경 과는 거리가 먼 콘크리트가 

노출된 내벽,  유리문과 계단 벽에 덕지덕지 붙은 공연의 라이

어와 밴드 스티커, 공연 때마다 세련되지 않고 어두운 인상착의를 한 

밴드  참여자들이 공간을 채운다. GBN은 문래동의 다른 술공간

들에서 왕왕 발견되곤 하는 서울시창작공간 문래 술공장 등으로부

4) 로비는 의 에서 그라인드코어의 음악  특징을 한 곡당 1～2분 남짓의 짧은 

연주시간, 극도로 왜곡되어 연삭기(grind) 소음을 연상시키는 기타 톤과 국 

하드코어 펑크스타일의 빠른 워코드 속주, 음역  그로울링과 음역  고

함 등 데스 메탈(death metal) 스타일의 보컬 발성, 디비트(D-beat) 혹은 블래스트

비트 드럼 패턴 등으로 설명한다.

5) 서울의 청년 음악가들이 체감하고 있는 젠트리피 이션에 한 자세한 내용은 

김소연, ｢인디 음악가의 젠트리피 이션 경험과 인식｣,  음악 20(한울엠

러스, 2017) 는 김태윤, ｢서울의 구 공업지 로 치한 진  청년 음악가들

의 지역   지역  하 문화 생산: 문래동 GBN 라이 하우스와 을지로 

바 신도시를 심으로｣(성공회 학교 석사학 논문, 201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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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각종 지원 과 거리를 두고 있다. 경 자이자 음악가인 Y가 외

부 수입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등 GBN이 D.I.Y. 윤리를 통해 반자본

인 라이 스타일과 원 인 미학을 추구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4.1.1. 정치적인 펑크 씬의 독립

서울에서 처음 크러스트 펑크와 그라인드코어가 시작된 곳이 GBN

은 아니었다. 젠트리피 이션이 가속화되기 , 2000년  홍  앞에 

온갖 펑크 밴드들이 모여 들었던 공연장 스컹크헬(Skunkhell)이 있었고 

그곳에 종종 크러스트 펑크와 그라인드코어 밴드들이 등장했다. 조선

펑크와 그 이후 펑크에 몸담은 여러 밴드들이 아직까지 홍  앞에서 

공연을 갖는 것에 비해, 크러스트 펑크에 기반을 둔 밴드들이 문래동

으로 이동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을 시사한다.

스티  엡스타인(Stephen Epstein)은 2000년  반 홍  앞 펑크 

씬에서 아나키즘의 기호들을 쉽게 찰할 수 있지만 밴드들은 청년들

이 정치  항보다 한국 사회로부터의 도피를 주제로 삼는 것이 일

반 이라고 짚었다(Epstein, Stephen, 2006: 204). 이후 2010년 에 어

들며 가속화된 젠트리피 이션은 서울 펑크 씬의 생태계를 변화시켰

고, 크러스트 펑크 밴드들에게 앞서 활동해온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과

의 갈등은 정치 인 이정표가 되었다. 엡스타인과 존 던바(Jon Dunbar)

의 에는 스킨헤드들과 크러스트 펑크 밴드 사이의 갈등이 표면 으

로 드러나 있다.

최근, 크러스트 펑크 이블 카오스클래스의 멤버에 의해 운 되는 

크로우펑크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인종차별주의  스킨헤드들의 존재

에 항해 공 인 비난이 일어났다. 그 고발은 겉으로 보기에 밴드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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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삼청의 멤버들이 스크류드라이버(Skrewdriver)의 향력을 그들의 홈

페이지에 인용한다는 수 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발은 공정하지 않

은 처사로 보이는데, 비록 많은 한국의 스킨헤드들이 스크류드라이버의 

음악을 송가 인 정신과 열정으로 향유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네오-나치 

스킨헤드나 그 원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Epstein, Stephen 

& Dunbar, Jon, 2007: 165).

엡스타인과 던바의 에서 표 인 스킨헤드로 지목된 밴드는 ‘삼

청’이다. 보스턴에서 유학하며 지 스킨헤드들과 친분을 쌓은 삼청

의 이보람이 홍  앞 펑크 씬에 서양, 특히 백인우월주의 인 퍼런

스를 개했다고 한다. ‘R.A.C.(Rock against communism)’ 운동이 

표 인데, 이는 안티나치 음악운동인 ‘Rock against racism’과 하

여 국에서 악명 높은 밴드 스크류드라이버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삼청의 이보람과 밴드 맹의 이종  등이 R.A.C. 운동을 받아들이

며 이를 음악과 정치  견해를 분리시키는 매력 인 운동으로 승화시

키고, 세계 각국에서의 애국주의로 순화시켰다는 내용이다. 엡스타인

과 던바는 서양에서부터 하 문화로서 스킨헤드의 정체성이 계속해

서 변모 인 사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의미로 쓰 던 스킨헤드의 

기호가 한국에서 언어유희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 등을 설명하

며 삼청 등을 인종차별주의  백인우월주의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 으로 어리고 엡스타인과 던바의 직 인 연구 상은 

아니었던, GBN에서 활동하는 한 음악가 Y는 스킨헤드 하드코어 펑

크 밴드들의 언행을 지 했다.

A: 실제로 세월호 집회 같은 데에서 일베 표시로 셀카를 어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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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쓸데없이 나와서 시 나 한다’고. ( 략) 한 번 비꼰 걸 비꼬는 

거잖아요. 정부를 질타한 걸 질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쿨해 보이

는지 모르겠지만.

 인용  이후 10년 동안 펑크 씬에 암암리에 있었던 갈등이 차 

노출되어 왔으며, 그 갈등은 극우 인 사상과 언행, 물리  폭력을 포

함한다.  인용 에 소개된 카오스클래스에 소속, 크러스트 펑크 밴

드 더 익스 로드(the Explode)의 멤버가 2006년 12월 24일 스컹크헬에

서 공연을 앞두고 퍼포먼스를 해 바논 병 반  피켓을 제작하

던 , 극우  밴드 다운의 멤버에게 ‘빨갱이’라고 매도당하며 발길

질을 당한 사건이 표 인 폭력사건이다(김태윤, 2018: 68). 한 일러

스트 이터이자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새난슬의 서 다 큰 여

자에도 극우 이고 체주의 인 당시 펑크 씬의 분 기가 묘사되어 

있다.

 남편이 속한 세계에는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분 기에, 정치  이슈를 다루는 것은 쿨하지 못하

다거나 우정을 해 참자거나, 아  놓고 일베, 우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말이야. 남편 친구들과 동화되고 싶었던 내게는 충격이었어(정

새난슬, 2016: 143)

이러한 경향은 차 특정 소수의 피해 사실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

되어 펑크 씬 내에서 자정의 요구가 높아지기에 이르 다.6) 펑크 씬의 

6) 한국의 펑크  하드코어 공연을 소개하는 사회 계망서비스의 한 페이지에서는 

펑크 씬 내의 네오나치  언행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게재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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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주의 이고 폭력 인 분 기를 소거하고자 1980년  미국의 하

드코어 펑크 밴드 데드 네디즈(Dead Kennedys)의 곡 제목에서 인용

한 “Nazi punks fuck off”라는 문구는 마치 GBN의 슬로건과 같이 공

연장 내에서, 그들과의 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GBN은 개장 

이후 극우  밴드들을 공연에 섭외하지 않고, 출입을 하는 등 강력

한 보이콧을 개하고 있다.

GBN의 ‘정치 인 펑크’는 펑크 씬 내에서 세 으로 약자, 집단

으로 소수 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사상 으로 반권 주의  반

체주의, 음악 으로는 크러스트 펑크  그라인드코어 등 하드코어 

펑크와 메탈의 하 장르로 구분되어온 것이 시작이었다. 즉, 기존의 

펑크 씬에서 GBN이 ‘정치 인 씬’으로 분리  독립해가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항상 정당성을 획득했던 

것만은 아니다.

화 <노후 책 없다(No Money, No Future)>는 GBN에서 주로 공연

을 가졌던 하드코어 펑크 밴드 인더스팟(Find the spot)과 스컴 이드

(Scumraid)가 일본의 국제 인 펑크 페스티벌 카펑크(Kappunk)에 참여

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펑크 특유의 격식을 허문 유머가 가

득한 이 화는 그들의 하 문화  실천을 실감 있게 담아내어 심

사 원단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서울독립 화제 2016의 상을 수상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반년 뒤, 서울독립 화제는 <노후 책 없다>와 

련된 배 사 입장문을 발표해야 했는데 2017년 6월 19일 새벽 사회

계망서비스상에서 <노후 책 없다>의 객  출연진  일부를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facebook.com/koreanpunkandhardcore/posts/11014127632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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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하는 문제제기가 공론화되었기 때문이다. 조앤 

고틀립(Joan Gottlieb)과 게일 왈드(Gayle Wald)는 미국의 여성 밴드들이 

남성 심 으로 일컬어진 펑크를 극 으로 유했던 라이오트 걸

(riot grrrl) 운동을 통해 펑크가 반성차별주의 일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으나(키스 니거스, 2012: 207), 서울에서의 정치 인 펑크는 재까지 

그와 상이한 행보를 보이며 다수 20～30  남성들이 공연장에서 주

요 구성원을 이룬다.

4.1.2. GBN 라이브하우스와 일본 펑크 씬의 정서적 친밀함

인더스팟과 스컴 이드를 비롯 GBN의 정치 인 펑크 씬은 새로

운 씬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GBN이 치

한 문래동은 2010년  이래 술가들의 작업실과 갤러리 등이 집한 

지역으로 주목받아오고 있지만 이에 비해 음악 팬들의 발걸음은 잦지 

않으며 결과 으로 GBN은 서울 펑크 씬 내에서 언뜻 고립되어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머 튼과 바인지얼이 부족들(tribes)의 연결망

(network)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이 GBN의 하 문화  실

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지역 으로 형성되고 있는 펑크 씬에 한 

것으로 이미 엡스타인은 <We are the punx in Korea>에서 2000년  

반 홍  앞 펑크 씬의 국제 인 연 와 그 망에 해 서술한 

바 있다. 그는 의 제목과 동일한 컴필 이션 앨범 ≪We are the 

punx in Korea≫가 국제주의  펑크 운동의 한국, 서울이라는 지역  

맥락의 산물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차 흥미롭게 개될 양상으로 

한국과 일본 펑크 씬의 속을 지목했는데, 다음 내용에서는 엡스타인

의 연구로부터 10년이 과하는 시간이 지난 뒤의 경과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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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서 언 한 아시아 하 문화의 연 는 물론 일본 펑크 씬을 필두

로 한 아시아, 유럽 펑크 씬과의 속이 GBN에게 하 문화  실천 

양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 에서도 GBN의 일본 펑크 씬과의 

교류는 더욱 아시아 이라고 부를 만한 특징을 갖는다. Y는 다음과 

같은 합리 인 설명을 했다.

Y: 일본 씬이 지  조  침체기에요. 일본에서 출산이 이어졌는데, 

희가 일본에서 환 받는 이유가 는 그라인드이고 다 밴드마다 장르

가 조 씩 다르잖아요. ‘와 희 나이 래에도 이런 음악을 하는 구나’ 

이 게 희에게 말해요 항상. 왜냐면 거기의 막내가 아직도 서른다섯, 

서른여섯이고 그 뒤로 막내가 없어요. 은이들은 이제 다 힙(hip)해지

고. 일본 씬은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희가 가면 엄청 환  받아

요. 은 친구들 왔다고.

이러한 환 는 단순히 이해 계의 일치에 국한되지 않고 고  하

문화 이론의 ‘반항’, ‘분노’7) 등의 정서가 ‘재미’로 옮아가고 있다는 

에서 특징 이다. GBN에서 주로 공연을 갖는  다른 하드코어 펑

크 밴드의 멤버 C는 심층면 에서 ‘도시의 소수 하 문화 구성원들의 

7) 미국으로 이민 간 하드코어 펑크 밴드 반란의 멤버이자 GBN 씬과 긴 한 유 를 

갖고 있는 강용 은 미국 밴드 마이  스렛(Minor threat)의 이안 맥 이(Ian 

MacKaye)로부터 하드코어 펑크의 분노를 발견한다. “이안 맥 이가 하드코어 

펑크는 빠르고 시끄럽고 화가 나고 뭐 그런 음악이라고 했는데요. 시끄럽고 빠른 

건 사운드 인 거고요. ‘내가 화가 나 있는 것이 뭐냐.’ 한번 찾아봤죠. 교회에 

한 불만,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친구들도 같은 짓을 하고”

(함 , 20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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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이라는 의미로 서양의 펑크족들이 언 하는 ‘도시부족’8)이라는 

표 을 통해 펑크족 간의 국제주의  환 를 설명했다. 그 에서 일본 

펑크족들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감정을 다음과 같이 되짚었다.

C: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고, 일본밴드랑 뭔가 같이하면 서로 감

동받는 게 커요. 역사 인 문제에서 서로 불화를 겪어온 국가인데 그 

안에서 아웃사이더들이 펑크로 만나서 같이 공연을 한다는 사실에 굉장

히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재일교포, 재일조선인 분들이 일본 씬에 

굉장히 많아요. 민족주의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아  역사 같은 것? 

그런 데서 오는 감동이 있고. 굉장히 요한 한 가지가 미국, 유럽 펑크

들이랑 놀 때도 재 긴 한데 그 게 안 재 거든요. 근데 희가 많이 

하는 개그랑 장난이 일본 사람들이랑 정서가 완  통해요. 그게 굉장히 

요한 것 같아요.

2016년과 2017년 GBN을 다녀간 일본 펑크 씬의 밴드 수는 18 에 

육박하는데, D.I.Y. 공연장으로서는 지 않은 횟수인 동시에 다른 국

의 밴드들과 비교해도 최다 참여일 것이다. 비교  렴한 항공료로 

역사 으로도 서양과 발맞추고 있는 일본 펑크 씬과 왕래할 수 있다

는 사실은 GBN에 큰 이 일 것이며 서로가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황

도 이상 이다(김태윤, 2018: 81∼83). 그럼에도 더 흥미로운 은 GBN

과 일본의 펑크 밴드들이 여타 다른 지역  펑크족들과의 교류에서

8) 문화연구자 토시야 우에노는 하 문화 이론의 체로 도시부족 연구(Urban tribe 

studies)를 “스타일, 취향, 행동과 의례, 그리고 기타 그 밖의 것들의 선택을 공유

하는 것으로 구성된 도시 청년 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 혹은 사회의 

하 조직”이라고 요약  정의했다(Muggleton, David & Weinzierl, Rupert, eds., 

2003: 1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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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서로를 더욱 친근하게 여긴다는 이다.

물론 한국의 펑크 씬과 일본 씬의 교류가 GBN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한 주로 고엔지, 나고야(名古屋) 등 GBN의 밴드들이 방문하

는 일본 펑크 씬의 정치 인 양상 한 이 의 주제를 넘어서는 논의

가 될 것이다. 그 을 증명하듯 아시아 하 문화의 연 와 일본 펑크 

씬 자체도 완 히 동일한 상은 아니다. 그보다는 C의 말과 같이 국

을 월한 지역  펑크의 연 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때때로 

역사  사실을 월해 아시아의 주변 인 청년들의 환 의 연쇄를 가

꾸어낸다. 덧붙여 서울의 경우 정치 인 펑크의 발 을 지탱해내고 

있기도 하다.

4.2. 처우청

타이완의 타이베이(台北)에서 처우청 한 정치 인 펑크를 추구하

는 하 문화  실천을 개하고 있다. 서울의 GBN과 타이베이의 처

우청이 동시 인 상인 만큼 타이베이에서의 정치 인 펑크도 맹

아 인 시기를 거치고 있다. 사회 계망서비스의 GBN 페이지에서는 

2018년 2월 GBN을 거쳐 간 타이 (臺中)의 그라인드코어 이블 ‘로

튼 이오시스 코즈(Rottenpyosis Records)’를 타이완의 유일한 D.I.Y.

이블로 소개하기도 했던 에서 타이완 펑크 씬의 상이한 결이 느

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처우청의 사상은 그러한 차이 의 기원을 내포

하고 있다. 그들은 D.I.Y.를 시하는 한편 그것을 각색하고 발 시킨 

‘D.I.T.(Do it together)’, 그리고 ‘소란(Riot)’, ‘국제  연결(International 

networking)’ 등을  다른 지침들로 내세운다.9) 그  ‘  스스로 해라’

에서 ‘다 함께 하자’는 윤리의 환은 처우청의 신인 ‘공리서(共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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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의 명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연구자인  루는 ‘공(共, the Commons)’의 개념을 미

조구치 유조(溝口雄三)의 ‘공(公, the Public)’과 ‘사(私, the Private)’로부

터 도출한다. 후 일본에서 사회 지도자의 권 에 의한 공간 통제를 

의미하는 공(公), 그리고 공간 외부에서의 자유와 무 심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간의 정치 , 사회 , 일상  민주화를 뜻하는 사(私)의 두 

개념 사이에서,  루는 더욱 계에 기반을 두어 변증법  계를 

허무는 것이 공(共)이라고 설명한다(Lu, Pan, 2017: 72∼75).

‘共’의 이론  틀을 처우청과 정치 인 펑크에 입해도 무리가 없

을 듯하다. 처우청의 실천을 주도하는 S가 처우청을 가리켜 “사회에 

불만과 답답함을 느끼는 와 에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서

로를 지지하고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지반”이 된다고 했던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처우청의 하 문화  실천에는 집단성이 

강조된다. 2015년 5월부터 S의 제안으로 펑크 밴드들을 포함 20명 안

의 청년들이 처우청이라는 이름으로 모 다. 평균 으로 26살 후

의 학을 갓 졸업한 처우청의 구성원들은 펑크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독서모임, 독립잡지 발행, 공간 만들기 실천 등을 도모하고 있다. 

타이베이 북부 네이후구(内湖區)의 다즐(大直)10)에 치한 처우청의 

공동 공간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실은 밴

드 연습실로, 1층에는 각종 집기류와 그들이 생산한 문화상품이 재

되어 있다. 지난 2017년 9월 방문했을 당시 음반 제작을 한 스튜디

9) 2017년 9월 24일 <No limit Seoul> 클로징 이벤트 “ 우와 타이베이의 인디 

씬” 발표 내용 .

10) 다즐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산구(中山區)로 분류되지만 통상 으로는 네이후

구(内湖區)로 인식된”다(류혜민, 2018: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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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 가꾸어가는 이었다. 2017년 2월부터 15명의 구성원이 매달 

1000TWD를 각출하여 월세를 부담하여 공동 공간을 리하며, 스튜

디오라는 용도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처우청은 지난 2017년 7월 컴필 이션 앨범 ≪TRAPPED CITIZEN 

RIOT 城鬧事≫을 발매했다. 구성원들  일부가 개별 으로 노동운

동 등과 연 하는 등 사회운동의 성격을 일부 담지한 처우청의 실천

은 그들이 타이완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펑크를 통해 무엇

을 호소하고자 하는지에 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4.2.1. 처우청의 두 가지 과제: 제도정치와 도시문화

처우청의 공동 공간이 치한 네이후구는 2004년 형 쇼핑몰 메이

리화바이러 엔(美麗華百 園)이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 상업지구로 변

모하고 있는데, 이곳은 흔히 타이베이에서 하 문화나 안  라이

스타일을 향유  소비할 수 있는 장소로 일컬어지는 국립타이완 와 

국립타이완사범  사이의 일 인 공 (公館)과 다소 떨어져 있다(류혜

민, 2018: 44∼45). 타이베이 외곽에 치해 인 ·물  근성이 제한된 

네이후구 다즐에서 처우청이 활동을 시작한 배경에는 해당 공간이 임

료가 렴하고 생활권과 인 해 있다는 실리 인 이유도 있지만, 

그들의 지향과도 부합하는 듯하다. 처우청의 밴드들은 공식 인 공연

장뿐만 아니라 스쾃 을 통한 유동 인 실천 략을 채택한다.

류혜민의 에는 처우청의 표 인 스쾃  공연, <처우청 소란(

城鬧事)>이 소개되어 있다. 2016년 1월, 12 의 밴드가 타이베이 융허

구(永和區)의 융푸교(永福橋) 에서 낮 2시부터 밤 10시까지 경찰의 

제재가 있기 까지 공연을 진행했다. 류혜민은 타이완, 일본, 홍콩의 

참가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 어 먹으며 반나  넘게 지속한 볼륨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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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라이  공연이 네이후구나 여타 타이베이의 도시의 질서와 상이하

다고 덧붙 다. 처우청 소속 공 제거우(共犯結構)의 보컬리스트인 X

는 이때 스쾃의 이유에 해 “정부가 이곳(공동 공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바로 아는 게 싫었”다고 심정을 설명했다. 류혜민의 연구와 

X의 구술로부터 처우청의 정치 인 펑크에 제된 도시문화와 제도

정치에 한 거리감을 알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처우청의 구성원들이 타이완 사회와 도

시문화에 자신들의 하 문화  실천을 치시키는 심상지리를 좀 더 

구체 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사례는 타이완 

사회와 하 문화의 계를 조사한 맥 하굿(Hagood, Mack, 2008)의 을 

참고할 수 있다. 하굿은 1990년  반 이후 약 15년간 하 문화가 

타이완 사회  제도정치로부터 어떻게 고립되어 왔는지 거시 으로 

포착했다. 그의 연구에서 1990년  반 타이베이의 원자오스

(Wenjiaoshi)에서 활동한 1세  하드코어 펑크 밴드 이디버그의 리더 

완 (Wan-ting)의 경험은 타이완 인디씬을 통한다. 원자오스는 ‘문

화교육지구’라는 뜻으로 지리 으로 공 과 동일한 장소를 지칭하는

데, 1990년 에도 외국 문물을 하기 쉽고 인디 록과 하 문화가 부

흥했던 곳이었다.

완 에게는 두 가지 음악  표  자원이 있었는데 바로 화민국 

시기 이후 시작된 국과 타이완 사이에서 타이완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의 혼란과 1996년부터 직 선거로 국 국민당과 민주진보당

에서 총통이 번갈아 당선되며 떠오른 세  정체성이었다. 하굿은 

완 의 완숙한 음악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인디 씬이 원자오

스라는 하 문화  장소에 국한된 역치상태(Liminal state)에 머물 다

고 결론짓는다(Hagood, Mack, 2008: 95∼96). 하굿의 정의는 타이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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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 씬과 펑크 씬을 동일시하는 에서 정치 인 펑크에 해 시사

을 낳는다.

두 번째 사례에서 타이완 인디 록의 민족 ·세  정체성은 역치

상태를 넘어서지만 하 문화가 거시  사회운동과 속하며 그 성격

이 제한되는 양상이 포착된다. 인디 록 밴드 멸화기(滅火器, Fire ex-

tinguisher)의 곡 <Island sunrise>가 민족 ·세  정체성을 반 한 

표 인 곡이다. 2014년 타이완 해바라기 운동은 국민당 정부에 의해 

졸속으로 체결된 양안서비스무역 정(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은 서비스 부문에서 국에게 막 한 여지와 우호 인 정책을 제공하

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미래에 한 비 인 경제 망에 따른 분

노를, 타이완 사람들에게 국과의 경제 통합 우려에 따른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학생들이 23일간의 입법원을 거한 끝에 입

법원장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리 알려진 이 운동에서 <Island 

sunrise>는 투사와 같은 학생들의 면모를 묘사해 송가처럼 울려 퍼

졌다(Chihming, Wang, 2017: 182∼184). 하지만 처우청의 문제의식은 사

회운동과 하 문화에 깃든 배타성을 지 하기도 한다. X의 말을 들어

보자.

X: 소확행( 確幸) 문화가 사회운동에 압력을 넣은 게 있는데, 해바라

기 운동 장에서 단지 폭력  비폭력 임이 아니고 운동에 참여한 

사람 에 좀 무섭게 생겼거나, 옷을 추하게 입은 사람들을 다 배제하

려는 압력이 있었어요. 당연히 폭력은 없어야 하고, 사회운동은 건 해

야 한다는 그런 압력을 소확행이 만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상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 략)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완

히 같은 사람들만 남게 하고 싶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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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의 말에 드러난 소확행이란 ‘작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22k, 양안서비스무역 정 등으로 인해 타이완 유수의 학 졸업자들

의 경제 망이 신자유주의를 비 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이 되어 경제

으로 자립하기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는 해바라기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보편 인 경제 념과 상통하기도 했다

(Chihming, Wang, 2017: 185∼187). 즉, 해바라기 운동에서 멸화기의 사

례는 완 과 유사하게 민족 ·세  정체성이 모두 바탕이 되었으나 

타이베이에서도 공  지역을 심으로 활동했던 이디버그와 완

에 비해 좀 더 타이완 사회 반의 상황과 맞닿아 있었고, 해바라기 

운동을 통하는 정치  주장은 보편 으로 타이완 청년들에게 경제

 자립의 갈망을 내포했지만 신자유주의  주체성과 강하게 결속했

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비 인 경제 망 속에서 소비주의  문

화와 하 문화가 타이베이라는 도시에서 충돌하는 양상이 개된다. 

소확행이라는 말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도 소개되었고 한 타이

완뿐만 아니라 국에서도 활발히 쓰이고 있다. 고윤실(2016)은 국 

청년들이 직면한 계층 양극화와 노동유연화의 반 부로서 “상품화

된 음과 청춘을 소비하는 문화  감성”으로 소확행과 함께 ‘샤

오칭신( 淸新)’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샤오칭신은 청춘의 음과 

활력이 풋풋함과 신선한 스타일로 향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의 

도시 하 문화와 청년 정체성에 해 연구한 장단징은 국에서 샤오

칭신의 기원으로 타이완 음악가 천치 (陳綺貞)과 그의 1997년 발매작 

<The meaning of travel>을 소개(Danjing, Zhang, 2013: 1∼2)하는 등 샤

오칭신과 타이완은 한 련성을 갖는다. 최근 공  지역에는 서울 

각지의 젠트리피 이션 상과 유사하게 도회 이고 이국 이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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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성의 카페, 주 , 식당 등이 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들 

한 상품화된 음과 청춘의 소비라는 비 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인다.

처우청의 멤버 왕단칭(王丹青)은 한 기고문에서 해바라기 운동 당시 

부각 던 평화와 비폭력이 계층 양극화와 노동유연화를 망각시키는 

샤오칭신의 맥락과 유사하다고 비 하며 타이베이에 만연한 샤오칭

신 스타일을 지 , 타이베이를 “샤오칭신의 도시”라고 묘사한 바 있다

(류혜민, 2018: 46에서 재인용). 이러한 에서, 멸화기의 사례는 하굿이 

장연구를 진행한 당시보다 인디 록이 타이완 사회의 민족 ·세  

정체성을 반 해 공  지역에 제한된 역치상태를 넘어선 것이지만, 

처우청에게 해바라기 운동은 일종의 비폭력 체주의 고 그것을 지

탱한 논리는 소확행, 외양은 샤오칭신이라는 라이 스타일이었다.

4.2.2. 처우청의 정치적 도시문화와 국제적 연결의 현주소

샤오칭신은 외양과 소비방식, 음악 등을 아우르는 복합 인 상이

다. 단징이 샤오칭신의 기원으로 언 한 천치 은 감미로운 선율  

박자와 1980년  이래 국 음악에서 보편 이었던 민족주의에 

비해 일상  소재를 다룬 가사 등, 주류 상업 문화와 음악 산업과 달리 

산으로 독립 음악가들과 업, 국에서 사회 계망서비스 더우

반(Douban)을 통해 심사를 공유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

어간 경력, 호화로운 스타일에 비해 해군 무늬 티셔츠, 면 소재 스커

트, 컨버스 단화, 로모카메라 등 외양  특징 등을 통해 설명된다. 이 

같은 요소만 두고 보면 천치 에게서 반기업  D.I.Y.와 유사한 태도

가 엿보이기도 한다. 단징은 ‘한 자녀 정책’에 의해 태어난 국 도시 

청년들이 ‘소비주의  라이 스타일’로서 음악과 외양의 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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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 ”을 구성한다는 에서 샤오칭신을 미셸 마페졸리의 신부

족 이론에 빗 는데 주지하듯이, 샤오칭신의 주요한 특징은 소비주의

에 따른 문화  감성이다.

반면 공 제거우 음악의 으르 거리고 짖는 듯한 발성, 가죽재킷에 

붙인 아나키즘의 써클에이 패치, 하드코어 펑크에 헤비메탈의 기타리

를 도입한 음악 등 아나코 펑크 혹은 크러스트 펑크와 연속성을 찾

을 수 있는 퍼포먼스는 이와 비를 이룬다. 그리고 2017년 11월 발매

된 처우청의  다른 밴드 노- 센스 콜 티 (No-nonsense collective)의 

곡 <開店歌>은 극 인 구성과 유려한 보컬이 돋보이는 에서 뉴 메

탈에 가까워 보이며 샤오칭신에 비해 육 하고 자극 인 느낌을 갖는 

하 문화인 커우웨이(重口味)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타이

베이의 도시문화와의 거리감은 집단 으로 정치 인 펑크를 도모하

는 처우청을 더욱 차별화시키고, 그 결과는 처우청이 이치로의 마

 설명과 같이 자본주의의 유용성의 복  기술 교환, 자원 공유를 

통한 공동 작업에 속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해바라기 운동 이 부터 정치 인 펑크를 갈망해오던 처우청은 인터

넷에서 마쓰모토 하지메와 마 들의 사운드 데모 상을 발견하고 

을 시도하게 되었다. 몇 차례 교류 끝에 처우청과 타이완의 여타 

하 문화 수행자들, 그리고 마쓰모토 하지메와 마 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동아시아 다번단 연합 티: 세계의 틈새, 도시 가장자리에서의 

투(東亞大笨蛋串聯PARTY: 世界版圖的縫隙，城 邊緣的戰鬥)>11)가 개

최되었고 그 일환으로 융푸교 에서 <처우청 소란>이 진행 다(류혜민, 

2018: 45∼47).

11) 다번단(大笨蛋)이란 국어권에서 수행된 마 의 문화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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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청의 구성원들은 국제  연결이라는 지침에 부합하게 오키나

와에서 한 D.I.Y.페스티벌에 참여, 재 사라진 홍콩의 공장 건물을 

스쾃 했던 공연장 히든 어젠다(Hidden Agenda)에서 공연, <No limit 

Seoul 2017>과 GBN 라이 하우스 방문 등 아시아 하 문화 행사에 

참여해오고 있다. 처음 처우청의 모임을 제안했던 S는 GBN과 유사하

게 타이완 펑크에 비해 일본 펑크의 수 을 치켜세우며 타이완 펑크 

밴드들이 일본 펑크로부터 향을 받았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

본 밴드들의 수 이 높아 타이완 밴드들이 일본에 가서 공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유보 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 선례가 없던 정치

인 펑크를 지탱하는 것에 한 압감과 조심스러운 태도로 사려된

다. 한편, 국과 련해서는 펑크 밴드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음악 시장을 통해서만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이 부정 이

라고 덧붙 다.

5. 마치며

<No limit Seoul 2017>의 일환으로 GBN에서 치러진 공연은 아시

아 하 문화의 연 와 GBN  처우청 등이 각각 아나키즘과 정치

인 펑크를 심으로 조우하게 된 계기 다. 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가 

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의 하 문화 수행자들은 불안정노동 

 노동유연화, 젠트리피 이션에 따른 치 등에 공통 으로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동시  상황 속에서 서울의 GBN과 타이베이의 처우

청의 펑크 밴드들은 아직 공동의 씬을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정치 인 

펑크를 지향해왔다는 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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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추구하는 정치 인 펑크는 상징 , 기호  반항이라는 헤

디지의 고  하 문화 이론이나 그들 각각의 연고지에서 종래에 있

었던 펑크 씬의 성격과도 달랐다. 우선 GBN은 젠트리피 이션의 흐

름 속에서 홍  앞 인디씬을 떠나 문래동에 정착하는 한편 극우 이

고 폭력 이고 체주의 이었던 앞선 세  스킨헤드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을 극 으로 배척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지향을 분

명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지역에서 자신들의 

실천을 제한하기도 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타이완에서는 인디 

록이 민족 ·세  정체성을 담지하며 제도정치의 변화를 이끈 사회

운동과 극 으로 조응했으나, 처우청은 그 이면이 음과 청춘을 

상품화한 소비주의  문화가 비폭력 체주의의 방식으로 계층

양극화 등을 망각시키는 것이라고 비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GBN과 처우청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공통 으로 아나코 펑크  

크러스트 펑크와 연속성을 갖는다. GBN이 라이 하우스 형태를 가

짐에 따라 그라인드코어 등 더욱 세분화된 장르의 공연까지 수용하고, 

집단성이 두드러지는 처우청은 공동 공간을 스튜디오로 운 하며 훨

씬 다양한 하 문화  실천을 포 하며 스쾃 을 통한 유동 인 공연 

형태를 갖는 에서 두 지역의 펑크 밴드들은 차이를 보인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지역 인 하 문화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펑크 씬의 국제주의  환 에 비추어볼 수도 있고 소비

주의  문화로 철된 도시문화 속에서 상이한 질서를 만들어내

기 한 공동 작업으로 비추어볼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각 지역에서의 실천들이 <No limit Seoul 2017>을 계기로 첩되었고, 

따라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재미와 같은 정서  측

면이나 실제 실천의 참조체계에서 더욱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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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서울과 타이베이에서 모두 략 20 에서 30 에 걸친 GBN

과 처우청의 펑크 밴드들은 각각 독립된 펑크 씬의 구축, 소비주의  

문화가 아닌 하 문화로서 역치상태 극복 등을 고유한 과제로 가

진 가운데, 신자유주의 아시아에서 펑크족으로 살아가는 공통 을 가

진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지역  하 문화 수행에 앞서 각각의 지역  하 문화가 토 를 

공고히 해야 하며, 공연을 한 물리  거리와 경비 등을 감안했을 

때 아시아 펑크 씬의 정치 인 국면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장차 도래할 미래로 여기고 방 하기

보다는 아나키즘이 시사하는 환 와 공동 작업 등의 의미를 고찰하고 

아시아 청년들의 고용  주거 불안정 완화, 젠트리피 이션 방지 등

을 함께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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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idarity of asian youth mediated by punk with 

implication of political aspects of each region: 
Focus on GBN Livehouse in Mulladong, Seoul and 

Trapped Citizen in Taipei, Taiwan

Kim, Tae yoon(Master of Inter-asia cultural studies in Sungkonghoe university)

Since the mid-2010s, there has been a increase in connections between 

the Mullae-dong GBN live house(GBN) and the Japanese hardcore punk 

scene. There is already an international tradition of hardcore punk scene 

that promotes subculture production that transcends regions and races 

by being urban tribe, but their solidarity has more Asian characteristics. 

In the situation not only bands in Mulla-dong which pursue lifestyle poli-

tics faced marginalization but also bands in Japan faced aging, their solid-

arity adequates each needs and includes affective bonding with state of 

mind that couldn’t find in solidarity with the Western. On September 

23, 2017 GBN held a performance of D.I.Y. festival ‘No limit Seoul 

2017’, youth, activists, artists, musicians and researchers from Asia 

participated. Members of Taiwan’s punk collective Trapped citizen have 

also found GBN and appreciated their political aspect. In Taipei, Trapped 

citizen is struggling to establish a radical punk scene, in which people 

marginalized in social movements, student movements, urban culture to 

create offices and music studios together. The GBN and Trapped citizen 

emphasize the political aspect in their practice. In the youth cultu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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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es Asia, I want to examine the aspect of punctuation that focuses 

on the politics of Seoul and Taipei.

Keywords: Asia, Youth, Punk, Seoul, Taipei, Polit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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