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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탈북공연예술단체인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 레퍼
토리를 중심으로 ‘북한적 요소’가 어떠한 것이며, 작품 내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표를 예술단의 공연 내용에서 발견되는
북한예술의 특징을 밝히는 것으로 국한한다. 탈북공연예술단의 작품 및 레퍼토리
에서 재현되는 북한적 요소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북한의 사회구조 및 북한
의 사회극을 분석하도록 하는 북한예술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단의 공
연을 통해 북한예술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은 분단 70년간 접근할
수 없었던 북한 사회에 대한 거대한 이해의 퍼즐을 맞추는데 작은 조각으로서 일
조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민속예술단이 연행하는 장르는 노래와 무용, 가무(歌舞)이다. 이들의 공연
레퍼토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된다. 북한에서 창작된 북한작품과 남한에서 창
작된 퓨전작품으로 나뉘며 북한작품이 먼저 연행되고 그 이후에 퓨전작품이 연행
된다. 연구자가 예술단 공연의 레퍼토리 흐름을 본 논문구조의 골자로 선택하여
각 장에서 해결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단이 연행하는 작품은 형식, 내
용, 표현기법 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특징은 북한예
술과 어떻게 맞닿아있는가? 셋째, 북한예술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상
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술단 공연은 북한의 공연예술과 어떠한 관계성을 맺는가?
예술단의 북한무용은 모두 소품(小品) 형식의 군무이다. 앙상블을 강조하는 소
품 형식은 북한에서 인민을 혁명가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무용 형식으로 규정
된다. 예술단 무용수는 소도구와 특제된 의상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형상성을 확
장시키고 이는 짧은 시간동안 연행되는 소품형식에서 비롯되는 표현 양상으로 보
인다. 무용수는 팔 동작을 중심으로 한 상체동작을 주로 연행하고 변화무쌍한 다
양한 춤 구도를 만들어내며 돌기 동작, 휘감아 돌기동작, 원 그리며 돌기 동작과
같은 기예동작을 매 작품마다 연행한다. 상체를 중심으로 하는 동작으로 작품의
표현성은 확장되고 변화무쌍한 구도가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질 때마다 집체미가
형성된다. 작품의 절정에 위치하는 기예동작은 관객의 감정적 고조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동작의 세 가지 특징은 북한무용작품이 ‘빠르고 동적’이라는 일반적인 인
상을 갖게 하며 혁명적 도구로 사용되는 북한예술의 기능을 추측하도록 한다.

i

예술단의 북한노래작품은 완결된 선율이 반복되면서 가사만 변화하는 절가 형
식이다. 반복되는 선율은 듣는 이가 노래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며 이러한 형식
은 북한노래에서 인민성이 구현되는 양상을 짐작하도록 한다. 또한 연구자는 예술
단의 북한민요작품이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북한에서 민요의 개념
에 창작 혹은 창조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을 밝힌다. 예술단 가수는 ‘주체발성
법’과 ‘우리식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북한노래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촌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원색 의상을 입는 가수는 중창 연행 시 ‘소리앙상블’과
‘무대앙상블’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는 “생기 있는 약동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북한음악의 임무가 무대에서 시청각적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연
행하는 북한노래는 쾌감을 일으키는 작품과 비감을 일으키는 작품으로 구분되는
데 모두 개인적 차원의 감정을 주제로 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주제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북한음악의 전형이 어떠한지 조심스
레 예측한다.
예술단의 퓨전작품은 무용작품과 노래작품, 무용과 노래가 결합한 작품으로 구
분된다. 퓨전무용에서 특수하게 제작된 ‘날개 의상’은 신기함과 기이함을 연출한
다. 북한현대무용이 연출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이미지가 초현실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 소재의 기발함 자체에서도 신기함과 재미는 야기된다.
감상보다는 순간적인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오락성이 짙은 예술단의 퓨전무용작
품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가진 북한예술의 특징과
연결된다. 한편 예술단의 퓨전노래작품으로 선택되는 장르는 북한의 계몽기가요와
남한의 대중노래인데, 어떠한 장르의 노래이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이 나도록
하는 빠른 박자와 신나는 곡조로 쓰인 작품만이 레퍼토리로 선택된다는 것에 본
연구는 주목한다. 북한에서 “인민에게 적합한 것”으로 규정되는 노래의 특징이 남
한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에서도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공연의 후반부 레퍼토리가 단순히 남한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는 예술
단의 생존 전략, 즉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예술단의 퓨전작품은 남한 관객의 대중예술 취향과 긴밀
히 연결되어 창작되었으면서도 동시에 북한예술의 특징이 구현되어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북한예술의 주요 개념인 통속성, 인민성, 혼종성이 예술단의 퓨전작품
에 실천되고 있음을 점검한다. 그뿐 아니라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구성되는 공연
레퍼토리 역시 탈북공연예술단의 비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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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공연이 구성되는 형식이 재현되는 것임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 왕재산
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를 비교대상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예술단의 작품들은 북한작품과 퓨전작품을 망라하여 북한예술의 표현요
소를 재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예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북한
적 요소를 매우 농후하게 발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우리식사회주의”를 완
수하기 위한 혁명도구로서 예술이 사회에 종속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탈북
공연예술단체의 공연과 북한예술 사이에 간극은 분명 발생한다. 남한에서 활동하
는 예술단은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작품만을 연행해야하기에 북한가무작품의 극
히 일부만을 레퍼토리로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된 작품에 내재된 사상성을 필수적
으로 제거하게 된다. 예술단의 공연 작품이 형식과 표현 면에서 북한적 요소를 다
분히 재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식사회주의”를 완수하기 위한 북한예술의 목적성
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예술단에게 새로운 목적성이 창출되며 이들의 공연이 새로운
사상성으로 인해 의미지어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식사회주의”를 완수하기 위
한 목적성은 사라졌으나 그 자리에 현(現) 한반도의 민족문제인 남북통일에 대한
메시지가 예술단 공연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목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민족적
차원의 대업(大業)을 이루기 위해 남한 대중으로 하여금 “통일을 향한 마음이 생
기도록” 혹은 “통일 위업을 완수하는 혁명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술단의 공
연에 북한예술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실천된다. 따라서 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는
북한예술의 사상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예술과 차이를 보이지만, 남
북통일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 구성되고 연행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예술
의 표현적 요소들이 무대 위에서 연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예술이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 탈북공연예술단, 북한공연예술, 북한노래, 북한무용, 인민성, 통속성,
혼종성, 사상성
학 번 : 2013-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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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지난 8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70년 전의 대한민국을 재현하고 기억하고자 하
는 행사가 열렸다. 광복 7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여 이루어진 행사
였다. 당시 연구자는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에서 행정자치부의 주관으
로 이루어지는 ‘광복절 중앙경축식’에 수많은 시민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고,
오후에는 시청 앞에서부터 종로 1가까지 진행되는 길거리 행진을 구경하였다. 광
화문 광장에서 행정자치부는 시민들에게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검은색 종이 모
자를 나누어주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자 모자를 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대형
대한민국 국기를 형성하는 일부가 되었다. 무대 위 진행자는 시민들에게 모자 색
깔에 맞추어 서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날’을 상상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하고 흔들리는 태극기를 연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들은 흥분된 얼굴로 무
릎을 구부렸다가 펴며 손을 흔들고 만세 삼창을 하였다. 오후의 행진에서는 국가
안보를 상징하는 육해공 군대의 소대들이 앞장선 후 신명나고 활기찬 표정과 몸
짓을 한 풍물패들이 그 뒤를 따라 걸었다. 수많은 시민이 ‘광복 70주년’을 주제로
이루어진 스펙터클(Beeman 1993: 380)의 일부로 참여함으로써 70년 전의 과거
를 꺼내어 2015년 현재의 몸에 덧입혔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던 70년 전과 달리 한반도의 반쪽만이 재현된 기쁨에 참여하고 있었다.
광복 70주년의 또 다른 이름은 ‘분단 70년’이다. 세계 대전의 종전 이후 대한제
국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논리에 따라 38도선이 한반도에
그어짐으로써 광복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한반도에 분단의 역사가 드리워진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70년 전 해방의 기쁨은 남과 북 모두 함께 경험했으나 광복 70주년 행사
는 함께 치르지 못하였다.1) 1945년이라는 한 해에 일어난 두 사건이지만 광복과
분단은 201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형태의 역사로 자리매
김한다. 광복은 일단락된 역사적 사건으로서 과거로부터 꺼내어 스펙터클에 전시
되는 반면에, 분단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
1) 북한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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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겪어지는 지속적인 역사이다(조우현·조영주 2014: 51-53). 이렇게 북한과
의 관계 속에서 지속해서 경험되는 분단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북한을 타자화하도
록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타자인 북한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이다.
한반도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계질서에 의해 분단이 된 지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북한은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때로는 주적(主
敵)으로서의 관계성이 보다 확대되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가운데 서로 총구를
겨누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제기되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한다.2) 이처럼 북한은 남한에 있어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 혹은 이해를 해야 하는’ 존재이다. 즉 북한은 남한에 피할 수 없는 타자인
셈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
적을 가지고 있다. 이때, 연구자의 관심은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력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사회에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인류학적 접근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
으로 향한다. 먼저, 탈북이주민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인 북한과 인류학자 사이에
가교를 놓을 수 있는 존재이다. 물론 탈북이주민들이 북한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
대로 반사하는 거울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들은 한국
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제3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하나원에서의 프
로그램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과정마저 겪는다(장선하 2008). 그렇기
에 탈북이주민 모두가 북한의 모습을 굴절 없이 반사해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
다. 그러나 그들이 북한을 직접 반사하지 않을지라도 북한에서의 삶을 완전히 밀
봉한 채 남한 거주민으로서의 삶만을 살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연구자는
탈북이주민이 남한에서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떠나온 고향’인 북한을 재현하고 실
천할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
2) 2015년 8월 10일, 남한정부는 8월 4일에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발(發) 목함 지뢰 사
건이 있었다는 것을 발표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불법적으로 침범하여 목함 지뢰
를 설치함으로써 전방 수색조였던 젊은 두 군인이 다리를 잃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한
국군은 11년간 멈추었던 대북방송을 재개하였다. 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대북방송
을 멈추지 않자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8월 21일 북한의
요청으로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남북고위급 접촉을 하였고, 8.25 합의
문의 결과로 남과 북의 관계는 전화위복 되어 개선되었다.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제 20차 이산가족상봉이 진행되었
다. (중앙일보 ‘북한 지뢰도발’ 사건기사 중 2015년 8월 11일자, 2015년 8월 22일자, 2015
년 8월 25일자 참조)

- 2 -

둘째, 인류학에서 예술은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루어져왔다. 미국 인류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보아스는 춤을 인류 보편에 해당하는 속성이기도 하지만 분명
“문화적으로 구성된 산물”(Kaeppler 1978: 33)이라 여겼다. 즉, 춤은 인간의 몸
을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조작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문
화적 형식”(Kaeppler 1978: 32)인 것이다. 또한 터너는 현대복합사회의 공연장에
서 연행되는 무대극이 사회극과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
였다(터너 1996[1982]: 119). 케플러 역시 예술작품이 그것을 배태한 사회의 심
층구조를 읽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논의하였다(Kaeppler 1978: 32). 연구자
는 이와 같이 인류학에서 예술이 사회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왔다는 사실
에서 본 연구의 아이디어를 찾았다. 인류학에서 다루어진 예술의 개념에 따르면
북한예술은 현재 ‘접근할 수 없는 곳’인 북한에 가교를 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대
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술작품을 통해 광범위한 의미의 북한의 사회문화를 살펴보
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상성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정치예술의 특
징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대상은 남한에서 북한예술을 연행하는
탈북이주민 단체인 ‘평양민속예술단’이다. 탈북공연예술단(이하 예술단)이 연행하
는 작품과 공연 레퍼토리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북한예술의 특징
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예술단 활동으로 생계유지를 하며 남한사회에 정
착하는 탈북이주민의 생활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단이 연행하는 ‘공연’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공연에 녹아있는 북한예술의 특징, 즉 ‘북한적 요소’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예술단 공연 그 자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에
는 예술단체의 성격도 영향을 주었다. 단원들은 공연이나 연습이 있는 날에는 평
양민속예술단의 일원으로서 한 자리에 모여 집단을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파편화되어 각자의 생활을 영위한다. 예술단 단원을 모으는 구심력은 공연 일정인
것이다. 공연을 연행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단원은 무대 위에서 작품을 틀리지 않
고 제대로 연행해내기 위해 연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연습 및 공연 후에는
곧장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단체 내의 생활이나 문화, 혹은
연행자의 인식에 대한 자료 보다는 예술단 작품의 특징에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남한 대중에게 북한 예술을 보여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단체 내 구성원간의 사회적 관계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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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성격은 연구자로 하여금 이들의 공연 레퍼토리 및 작품의 분석을 우선적인
과제로 여기도록 하였다.
평양민속예술단이 연행하는 장르는 노래와 무용, 가무(歌舞)이다. 이들의 공연
레퍼토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이 구분은 공연 내 휴식시간에 의한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레퍼토리 흐름 내의 작품 성격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나
눈 것이다. 공연은 평균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연 내 쉬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
는다. 예술단이 연행하는 작품은 북한에서 창작된 북한작품과 남한에서 창작된 퓨
전작품으로 나뉘며 북한작품이 먼저 연행되고 그 이후에 퓨전작품이 연행되는 양
상을 보인다. 즉 공연의 전반부에서 예술단은 남한 대중에게 이질적인 북한의 원
작을 연행함으로써 북한을 재현해내고 공연 후반부에서는 남한 대중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새로이 창작된 퓨전작품을 연행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은연중
에 암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예술단 공연의 레퍼토리 흐름을 본 논문구조의 골자로 선택하였다. 본
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대상을 개괄하는 Ⅱ장에서 예술단 단원구성과
단원들의 예술단 활동 이유, 그리고 공연 일상이 민족지적으로 기술될 것이다. 그
런 후에 공연 레퍼토리 흐름에 따라 Ⅲ장에서는 예술단의 북한작품에, Ⅳ장에서는
예술단의 퓨전작품에 한정하여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탈북공연예술단체의 레퍼토
리에서 북한적 요소가 어떻게 드러나고 재현되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본 연구가
각각의 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단이 연행하는 작
품은 형식, 내용, 표현기법 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특징은 북한예술과 어떻게 맞닿아있는가? 셋째, 북한예술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상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술단 공연은 북한의 공연예술과 어떠한 관계성
을 맺는가? 이러한 세 질문은 Ⅲ장과 Ⅳ장에서 동일한 순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각각의 장에서 다루어지는 작품은 북한작품과 퓨전작품으로 다르기에 논
의의 구체적인 진행양상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Ⅲ장에서 연구자는 북한원작과 동일하게 연행되는 예술단의 북한작품을 크게
무용과 노래로 구분하여 북한무용작품과 북한노래작품이 형식, 내용, 표현기법에
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적 특징이
작품 그 자체의 특징을 넘어서 북한적 요소로 확장된다는 것을 함께 논의할 것이
다. 또한 각 장의 마지막 소절은 세 번째 연구 질문인 사상성과 관련하여 예술단
공연이 북한의 가무예술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검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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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데, Ⅲ장의 마지막 소절에서는 탈북공연예술단의 정체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북한예술과의 간극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Ⅳ장에서는 공연의 후반부를 구성하
는 퓨전작품이 남한사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작품
에서 북한적 요소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논의한 후에, 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
역시 북한에서의 예술개념이 구현된 결과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퓨전작품의 특징을 작품의 내용, 표현기법 그리고 형식의 순서로 분석한 후에 북
한예술의 혼종성 개념을 점검할 것이다. 북한예술의 혼종성에 대해 검토할 때 연
구자는 북한의 왕재산예술단의 2011년 공연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였다.3) 더불
어 Ⅳ의 마지막 소절에서는 Ⅲ장의 마지막 소절에서 밝힌 북한예술과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탈북공연예술단의 활동 그 자체가 남한사회에서 북한예술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의하려 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본 연구에 주요한 용어인 ‘북한민속무용’, ‘북한
현대무용’, ‘북한민요’, ‘북한가요’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민속
무용과 북한현대무용은 예술무용의 하위범주로서 작품내용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
다(백과사전출판사 2008:738). 북한민속무용은 “인민들속에서 다양한 생활과 아
름다운 풍속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고 추어지면서 전해오는 무용”(김일성 2011:
339)으로 인민들의 전통적인 생활과 풍속을 형상화하는 반면, “현시기에 살며 투
쟁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반영한 무용”인 북한현대무용은 수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충성심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 및 혁명정신 등을 작품의
주제로 한다(백과사전출판사 2008: 739). 북한의 민속무용과 현대무용은 모두 감
상을 위한 창작물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작품내용의 소재가 되는 것이 과거의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4)
3) 연구자는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공연실황 녹화자료를 보며 본 연구대상인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가 단순히 남한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는 환경에서 비롯된 결
과로만 해석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예술단 레퍼토리 내에 북한적 요소가 녹
아있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비교대상으로 북한의 어떤 단체를 선택할지 고민을 하였을
때, 본 연구대상인 예술단이 연행하는 주된 장르가 가무인 만큼 ‘왕재산예술단’이 적합할 것
으로 생각되었다. 왕재산예술단은 노래와 춤을 주된 장르로 연행하는 단체로서 본 연구대상
인 평양민속예술단의 레퍼토리의 특징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4) 연구자는 예술단의 무용작품을 북한민속무용과 북한현대무용으로 구분할 때, 일차적으로
“작품의 소재가 과거의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기준삼아 작품들을 구별해보았다. 우선적
으로 인민들의 전통적인 생활과 풍속을 소재로 하는 것을 북한민속무용으로 먼저 구분한
후에, ‘그렇지 않은’ 것을 북한현대무용의 범주로 묶어보았던 것이다. 북한에서 현대무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흠모심과
항일혁명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혁명정신, 투쟁모습을 반영”(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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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민요는 “민족적선률의 특성이 뚜렷하고 민족적정서가 안겨오게 잘 지
어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되는 노래로 정의되고, 북한가요는 “인간의 사상
감정에 잘 맞고 누구나 다 부를수 있는 대중적인 음악종류”(백과사전출판사
2008: 338)로 정의된다. 북한의 민요와 가요는 모두 창작된 노래라는 점에서 공
통점을 보이고 특별히 작품소재의 부분에서도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
다.5) 그러나 두 장르는 가수의 창법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북한민요는
‘민성’으로 불리는 반면, 북한가요는 ‘양성’으로 연행되는 차이를 보인다.6) 즉 북
한민요와 북한가요는 작품소재의 시대성보다는 작품의 표현성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는 분단을 겪고 있는 현재 직접 볼 수 없는 북한가무공연을 간접적
으로 경험하도록 할 뿐 아니라, 예술단의 작품을 통해 북한예술의 특징을 점검하
고 그로 인해 북한사회의 성격을 어렴풋하게나마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
을 열어준다.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를 분
석함으로써 그들이 남한 대중을 상대로 재현해내는 북한적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
할 때, 북한적 요소가 녹아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북한사회로 연결될 수 있는 가
교가 놓이기 때문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현재, 분단의 역사를 짙게 내재한
탈북이주민들이 남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탈북공연
예술단체를 통해서 북한예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가 분단 70년의
역사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북한 사회에 대한 거대한 이해의 퍼즐을 맞추는데 작
은 조각으로서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출판사 2008: 739)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예술단의 무용작품에는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
하는 작품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인민들의 전통적인 생활과 풍속을 소재
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예술단 감독에게 이를 확인하였고 감독은 연
구자의 결과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를 통하여 북한민속무용과 북한현대무용을 구별
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작품소재의 시대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북한현대무용의 경
우 작품소재의 범주가 북한저서에서 기술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북한에서 “민요는 당의 문예방침에 따라 전통적인 민족음악으로 널리 장려되고 있으며 주체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창조, 재형상”(백과사전출판사
2008: 339)된다. 그렇기에 혁명가요, 정책가요, 행진가요 등의 북한가요가 가사로 표현하는
주제가 북한민요의 주제로도 동일하게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민요와 북한가요를 구별
할 때, 작품의 가사내용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6) 민성과 양성에 대해서는 Ⅲ-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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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공연예술, 사회, 문화
본 연구는 예술단의 작품에 북한의 사회문화가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류학에서 예술이 사회문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다루어져 왔
는지 살펴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연구대상인 평양민속예술단이 가무(歌
舞)를 장르로 하여 공연 예술을 연행하기 때문에 공연 예술이 인류학에서 어떻게
위치지어 졌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예술을 통하여 사회에 접근할 가능성은 인류학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아
스는 문화권과 상관없이 인간 모두에게 리듬과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기본
본성이 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Kaeppler 1978: 33). 그러나 그는 예술 혹은
춤을 인간 보편의 언어로 결코 설명하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에 방점을 찍어 문화
상대주의의 맥락에서 춤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aeppler 2000: 119). 즉
춤은 인간의 보편성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문화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라는 것이다.
각 문화는 움직임의 패턴, 스타일, 강약, 가치 그리고 춤의 존재 이유를 배열하는
독특한 방식들이 있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 춤은 다른 문화권과 비교했
을 때 구별이 된다(Kaeppler 1978: 34 재인용). 이처럼 미국 인류학의 시초에서
부터 예술 형태를 띤 인간의 행동에 문화적 맥락이 긴밀하게 영향을 준다는 전제
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입장이 존재했을지라도 196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인류학자에게 춤 혹은 예술이라 불릴 수 있는 형태의 인간 행위들은 주
된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단순히 부족민들이 하는 ‘놀이’로 취급되거나 마치 케
이크의 크림장식에 불과한, 문화의 표면을 장식해주는 정도의 가치로만 여겨졌을
뿐이다(Kaeppler 1978: 32). 그러나 곧 춤과 춤이 구현해내는 사회문화적 체계간
의 관계는 인류학자들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Kaeppler 1978: 45).
에드워드 쉐플린은 파푸아 뉴기니의 칼룰리 부족이 연행하는 기사로(Gisaro) 의
례를 렌즈로 삼아 부족민들이 삶을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이해한다
(Schieffelin 1976: 1-3). 의례의 형식을 띤 연행을 분석함으로써 칼룰리 부족의
사회체계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는 기사로 의례를 통해 칼룰리 부족민들에게 내재
된

문화적

시나리오(cultural

scenario)를

발견하고

레비스트로스의

호혜성

(reciprocity) 개념과 연결한다. 기사로 의례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병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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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집으로 연행자를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쉐플린은 이 의례를 분석함
으로써 칼룰리 부족사회의 문제해결방식이 교환체계, 호환성의 논리에 기반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는 의례뿐 아니라 부족사회의 일상적인 삶도 조명
하면서 문화적 시나리오가 기사로 의례를 통해서 현실의 영역에 실천되고 만들어
진다는 것을 밝힌다. 쉐플린이 기사로 의례를 시작과 끝이 뚜렷한 장르적 퍼포먼
스로 분석함으로써 칼룰리 부족의 문화적 시나리오를 읽어냈다는 사실은 본 연구
자로 하여금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는 점
에서 매우 고무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연예술은 인류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 빅터 터너가 부족사
회의

의례(ritual)와

현대복합사회의

연극(theater)을

구분하기

이전까지(터너

1996[1982]: 58) 인류학의 시선은 비서구 국가들 혹은 부족들의 의례에 집중되
어 있었다(Beeman 1993: 370). 그가 현대복합사회에서의 극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인류학자들은 부족의례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무대에
서 연행되는 공연을 분석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된다. 부족사회의 심각하고 의무적
인 리미널(liminal)한 현상과 현대사회에서의 재미있고 선택적인 리미노이드
(liminoid)를 구분하며, 터너는 연극을 일과 놀이가 구분됨으로써 생겨난 레저 현
상이라 정의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이 분명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심각한 의례의 형태가 아닌 재미를 목표로 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
에서 터너의 이론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한편 터너는 연극이 리미노이드한 형태일지라도 사회와 동떨어진 무관한 것이
라 설명하지 않는다. 분명 부족사회에서는 일과 놀이의 결합체인 리미널한 의례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행하는 돌파구(터너 1996[1982]:
77)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의 위기를 재통합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리미널한 의례
는 사회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다. 더불어 터너(1996[1982])는 놀이의
형식을 띤 리미노이드의 한 종류인 무대극 역시 누운 팔자의 도식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사회극의 잠재적 영역으로 흘러들어 갈 뿐 아니라 무대극이 사회극
(social drama)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밝힌다. 사회극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작과 끝맺음이 있는 단위의 사건으로 위반-위기-교정-재통합의 흐름
으로 진행된다. 터너에게 사회극은 “어떠한 인간 사회의 공동체 내에서라도 만인
이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극적인 사건”(터너 1996[1982]: 113)으로 정의된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의 가능성이 시작되었다. 평양민속예술단이 연행하는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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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무라는 점은 무대극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던 터너와 다른 지점이지만 터너의
연구는 연구자로 하여금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의 춤과 노래가 북한의 어떠한
사회극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혹은 ‘이러한 작품이 북한의 사회극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하는 초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즉 북한가무작품의 원작을
비교적 많이 연행하는 예술단의 특성상, 예술단의 작품이 북한 사회의 문화에서
비롯되었을 북한예술과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논문의 근본 전제가 시작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터너가 무대극의 성격을 포괄적인 사회극의 제 3단계, 즉 교정 단계
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터너 1996[1982]: 180)으로 위치 지은 것은 본 연구
에 또 다른 주요한 이론적 바탕이 된다. 그는 만인이 경험하는 사회극이 ‘위반-위
기-교정-분열의 재통합 혹은 재인식’ 의 변하지 않는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설
명하며, 사회극이 모체가 되어 발생한 무대극이 근본적으로 사회의 위기를 교정한
다고 설명한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무대극은 사회극에서의 분열을 재통합으로 이
끌어내는 제의적(祭儀的)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터너의 논의는 연구자로 하
여금 남한 대중과 탈북공연예술단 공연간의 관계성을 추측해봄으로써 남한사회에
서의 탈북공연예술단 활동의 의미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터너는 인류학자에게 무대극을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의례의 연장
선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시작단추를 꿰었다.
이제 연구자는 위에서 살펴본 예술, 문화, 사회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와
연결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크리스틴 야노는 20세기 초반
에 형성된 일본의 발라드풍 대중가요 장르인 엔카를 통해 일본인의 감정성에 접
근한다(Yano 2002). ‘왜 일본인들은 엔카를 들으면 그리움에 사로잡히고 이내 곧
눈물을 흘리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녀는 엔카의 역사, 엔카의 구성
요소, 엔카를 만드는 과정, 무대 위에서의 가수와 관객들 사이의 소통을 분석한
다. 그녀의 질문은 본 연구대상인 평양민속예술단의 가수가 북한 노래, 혹은 남한
의 대중가요를 부를 때 남한 관객들이 특정한 감정적 반응, 예를 들면 노스탤지어
나 동포애를 느끼는 현상으로 확장된다. 야노는 일본인이 “엔카를 일본스러운 것
으로 만드는 패턴화 된 요소”(Yano 2002: 24)인 카타를 들으면 곧장 그리움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사회화되어 내재되었기에
엔카를 들을 때 그리움이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쉐플린이 칼룰리 부족의 기
사로 의례를 통해 부족민들에게 내재된 문화적 시나리오를 발견한 것과 연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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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더불어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 작품이 북한주민들에게 어떠한 문화적
감정, 행위 등을 야기하는지 혹은 남한관중이 탈북공연예술단 가수가 부르는 트로
트로 인해 어떠한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고민하도록 한다. 대중노래인 엔카가
일본 사회뿐 아니라 일본인의 문화 심리를 분석할 수 있는 렌즈가 되었다는 점에
서 야노의 연구는 값진 선행연구로 자리 잡는다.
정향진(Jung 2013)은 북한의 아리랑 대집단 체조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주민에게
주체사상이 어떠한 양상으로 성립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대집단 체조는
북한의 사회를 압축하여 볼 수 있는 전형이며(Jung 2013: 115) 이를 통해 정향
진은 수령의 존재가 북한주민에게 문화 심리적으로 가족 구조에서의 아버지와 자
녀 간의 정서적 관계로 위치 지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북한의 사회 체제와 관련해
북한주민의 내재된 태도를 집단 체조를 통해서 분석해낸 것이다. 그리고 대집단
체조를 연행하는 연행자들의 몸과 관련하여 대집단 체조의 제의적 성격을 집중하
여 조명하였다. 연구자는 정향진의 연구를 통해서 북한의 공연예술이 단순히 사회
와 동떨어진 채로 존재하지 않고 북한사회의 조직체계와 이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이 스며들어 있으며 이를 연행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주요기치인 수령체제가
연행자의 몸에 다시 각인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극과 무대극간의 관계를 주형적(鑄型的) 거울(터너 1996[1982]:
179)이라고 분석했던 터너의 이론에 기대어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예로
샤오메이 첸(Chen 2002)의 연구는 인류학적 연구는 아니지만 사회와 예술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잘 짚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문화혁명시기를
포함하여 1966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의 현대 연극을 문화역사적으
로 기술하는데, 단순히 역사적인 기술에서 벗어나 중국의 특별한 사회적 시기였던
문화대혁명 시기에 어떠한 양상의 모델극(model theater)이 만들어졌는지를 분석
해낸다(Chen 2002: 17). 그녀는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8년과 1979년도 주목하
는데, 이 시기에 사회 부조리극으로 낙인찍혔던 연극이 성행(Chen 2002: 160)했
다는 것 또한 밝힌다. 역사에 따라 사회극이 변화됨으로써 무대극의 양상도 변했
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김숙영(Kim 2008)은 첸의 역사적 접근에 비해 보다 현재 시점에 가까운 연구
를 수행했는데 북한의 연극, 사진, 공연예술이 북한사회의 선전선동과 정치적 세
뇌도구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다루었다. 북한 주민에게 유토피아의 환상을 형성
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북한의 사회극이 특정 형식의 대집단체조나 혁명가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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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념물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리미노이드가 다시 북한 주민에게 교정의 역할을
하여 유토피아적 환상으로의 사회극에 잠재적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첸과
김숙영의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확신하게 된 지점은 예술작품과 사회와의 긴밀한
관계이다.
연구자는 선행연구검토를 하며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성이 인류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초보적으로 점검하였고, 빅터 터너의 이론을 주로 하여 인류학
에서의 공연예술의 위치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이론의 구체
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탈북공연예술단의 작품이 북한의 사회문화를 반영하
는 혁명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북한, 무용, 노래
본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에 점검해야 할 또 다른 선행연구의 범주는 북한의 공
연예술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공연예술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본 연구대상이 연
행하는 장르가 가무(歌舞)인 만큼 북한의 노래와 무용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선행
연구검토를 하고자 한다. 북한에서의 무용예술구분에 따라 말하자면, 민족 무용에
서도 예술 무용에 한정하며 그 중에서도 현대무용과 무대예술화 된 민속무용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다(김채원 2008: 25). 이후 Ⅱ장과 Ⅲ장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논하겠으나 무대 위에서 남한 관중에게 북한을 재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 전반부는 북한작품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렇기에 남한 출신의 연구자에게 생소한 북한의 무용과 노래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북한의 무용과 노래에 관한 연구(김채원 2008; 민경찬 2000; 민성희 1996; 배
인교 2010, 2011, 2012; 이소영 2009; 이소정 2011; 이수정 2010; 이지미
2010; 이해원 2001; 정미래 1997; 조진영 2002; 지제욱 2008; 최영애 2010; 한
정미 2003; 황경숙 1990, 1994;

홍성규 2014)는 대체적으로 무용학, 체육학,

국문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의 예술이 “우리식사회
주의”를 선전 선동하는 일환으로 만들어졌음을 전제하고, 북한의 문예이론이 무용
과 노래, 특별히 민속무용과 민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변형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피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다. 영상자료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북한의 노
래 및 무용을 북한 문예이론에 연결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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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일정한 연구 흐름 속에서 비슷한 결과를 이끌어 내
고 이렇게 도출된 북한 예술의 특징은 결국 북한의 문예이론으로 다시 귀결되는
논리적 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연구가 북한예술에 있어서 문예이론의 영향력만
을 재확인하도록 했다는 점은 분명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특유의 주체
사상과 예술 간의 밀착 관계를 학문적으로 점검한 선행 연구의 시도는 연구자로
하여금 예술단의 북한작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인민성,
통속성 개념과 관련하여 ‘민속’ 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고찰할 수 있게 했다.
북한무용에 관련한 기존 연구들 중 현대무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북
한무용을 다루는 학자들의 시선은 무대 예술화된 북한의 민속무용을 향하고 있었
고(김채원 2008; 민성희 1996; 이소정 2011; 이해원 2001; 지제욱 2008; 황경
숙 1990, 1994)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의 민속무용을 비교하는 맥락에서 비롯된
다.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이질적인 민속춤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민성희 1996; 이소정 2011; 황경숙
1994)은 남한과 북한의 ‘민속’ 개념이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북한의 민
속춤은 혁명과업에 맞도록 가공하여 획일적인 조선민족무용으로 전형화(이소정
2011: 99)된 춤을 뜻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전통 그대로의 춤사위를 계승하여
자유로운 몸짓 표현을 구사(민성희 1996: 51)하는 대동춤의 성격을 갖는 남한의
민속춤과는 전연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정미래
(1997)는 이러한 북한의 무용이 “사람들의 율동적인 움직임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사회현실과 사상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형태” 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용예술
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였다(정미래 1997: 119)라고 까지 평가한다. 이
에 비해 지제욱(2008)은 민속춤 그 자체가 가진 공동체적 기능에 착안하여 북한
의 민속춤 역시 사회주의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재창조된 ‘창작 민속무용’적 성격
을 갖지만, 북한 내부에서 공동체 생활과 춤을 일치시키는 공동의 생활예술로써
삶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 즉 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하였다(지제욱 2008:
218)고 평가했다. 북한 민속무용이 영도(領導)예술이라는 명제에 각기 다른 판단
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판단을 내렸느냐와 상관없이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자로 하여금 평양민속예술단의 북한 민속무용이 단순히 남한 대중들에게
문화적 이질감을 덜기 위해 선택된 레퍼토리로서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고, 북한사
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민속무용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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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속무용의 동작에 대해서 깊이 다룬 연구는 김채원의 『최승희 춤: 계승
과 변용』, 이수정의 석사학위 논문 「북한 민속무용 쟁강춤에 나타난 동작분석
연구」, 이해원의 박사학위 논문 「북한무용의 창작경향과 기초 동작 훈련에 관한
연구」가 있다. 다른 연구들도 북한 무용의 특징들을 열거하며 ‘테크닉을 고도로
집약시켜 기교화 했으며, 템포가 빠른 동작법과 스타카토식 끝맺음이 특징이다(민
성희 1996: 51)’ 혹은 ‘민속 무용에 있어서는 내면미 보다는 형태미와 외형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소정 2011: 95)’와 같은 평가를 하기도 하나 이는
북한 민속무용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추상적인 해석일 수 있다. 그러
나 김채원(2002), 이수정(2010), 이해원(2001)의 연구물은 북한 민속무용의 동작
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특별히 몸의 쓰임새를 사진으로 찍은 후 이를 동작의 순
서대로 묘사하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북한 민속무용의 특징을 보다 더 구체적
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연구는 평양민속예술단의 연행을
여러 차례 보더라도 ‘한국 무용에 비해서 빠르고, 경쾌하며 익살스러운 면이 있
다’라는 막연한 인상만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에게 예술단의 민속무용 작품을 구
조적으로 감상하고 무용의 어떠한 요소가 남한 관객에게 특정한 반응을 야기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각기 다른 연구자들이 각각
다른 소재를 다루었는데도 이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는 북한 민속무용의
주된 몸짓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평양민속예술단이 연행하는 민속무
용에서도 동일하게 이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제 북한 노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노래에 관한 연구는
무용에 관한 연구보다 미비하며 노래 중에서도 북한가요를 다룬 연구는 최근 5년
을 전후하여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의 박사학위 논문 「북한 서정가요의
주제와 음악분석」과 이지미의 석사학위 논문 「북한가요에 나타난 여성상의 연
구」는 북한사회의 문예이론이 북한가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홍성규(2014)는 북한의 가요 종류를 장르에 따라 서정, 서사, 교술, 희곡으
로 나누어(홍성규 2014: 58) 연구대상을 서정 가요에 한정한 후 주제에 따라 나
뉜 다섯 종류7)의 서정가요를 악곡 분석하였다. 한편 이지미(2010)는 광복 후에
창작된 북한가요들 중 여성을 형상화 한 67개의 노래를 선정하여 여성이 어떠한

7) 서정 가요를 주제에 따라, 경치를 노래한 가요, 전통민요를 수용한 가요, 애정과 풍속을 노
래한 가요, 가극 속의 가요, 수령을 찬양하는 가요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홍성규
201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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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형상화 되어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두 연구자는 각각 북한의 서정 가요들
과 북한가요가 당의 요구를 반영 하여 북한의 체제유지와 선전을 위해 활용되었
음을 연구결과로 도출한다.
북한민요에 관한 연구(배인교 2010, 2011, 2012; 이소영 2009; 한정미 2003)
는 북한가요에 대한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보였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북한현대무용이 조명되지 않은 것에 비해 민속무
용이 주로 다루어지는 현상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질적인 남북한의
문화 속에서 동질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분단이 지속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에게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자들은 민요를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혹은 공유했던 음악적
장르로 전제한다. 그 중 이소영(2009)은 민요 중에서도 일제 치하 시기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였던 ‘신민요’라는 구체적 장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방 이후
남·북한의 음악사회에서 각각 신민요가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비교한다(이소영
2009: 306). 남한에서는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노래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
민요가 북한사회에서는 흥겨운 선율로 조국과 민족의 긍지를 심어준 노래로 긍정
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소영(2009)과 한정미(2003), 배인교(2010,
2011, 2012)가 진행한 각 연구들을 통해서 점검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민
요에 대한 개념이다. 한정미(2003)는 남한에서는 민요의 영역에 속하지 못하는
통속 민요가 북한에서는 어떠한 영역에 속하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
지를 밝히고자 했고, 결국 북한에서 통속 민요가 문예정책을 위한 유용한 도구였
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북한에서 신민요가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대표적인 7개 작품을 통해 점검하고 신민요 역시 북한체제를 위해 선전선동을 목
적으로 재창조된 민요라는 것을 도출한 이소영(2009)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북한 민요의 작품적 특징 중 장단에 집중하여 분석한 배인교(2010) 역시 북
한사회의 문예정책에 따라 민족장단이 변형되거나 새로 만들어져 민요풍 노래에
쓰였음을 기술했다. 즉, 세 연구자 모두 북한에서 민요풍의 노래가 북한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첫째, 북한의 무용과 노래가 북한사회의 문예이론에
매우 밀접하게 구속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북한 예술에 있어서 변형
혹은 재창조의 개념이 긍정적 가치라는 것을 점검하였다. 이는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 그 자체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북한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 14 -

마련해주었는데 평양민속예술단의 후반부 레퍼토리의 창작 과정이 무엇을 뜻하는
지 짐작해보게 되었다. 셋째, 연구자는 본 연구가 선행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지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행연구는 북한 문예이론이 북한의 무용 혹은 노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질문 해결에 몰두하여 영상자료 속의 작품
혹은 북한 가사집에 그려진 악보들의 북한의 문예이론과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탈북공연예술단체의 공연에 북한적 요소가 어떻게 녹아져있는가?’
하는 질문 아래 예술단이 연행하는 레퍼토리를 분석할 것이다. 단순히 작품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의 연행과 이를 둘러싼 전 과정, 그리고 연행자와
관중으로까지 연구자의 시선을 확장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완성된 작품을 영상
스크린을 통해서 혹은 가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종이 위에 그려진 악보만을
분석했던 선행연구들보다 북한예술의 특징에 대한 풍부한 결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대체적으로 북한작품 분석을 통해 남·북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반면에 본 연구는 작품 분석을
통해 그 작품을 배태한 이질적인 북한사회를 향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선
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탈북이주민
본 연구의 방점은 탈북이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양상에 있다기보다는 그들 너머
에 있는 북한사회에 찍혀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탈북이주민에게 남한사회 정착
과 관련하여 예술단 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심층적으로 밝히는 것이 본 연
구의 제일(一)의 목적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인 평양민속예술단의 정체
성이 탈북이주민단체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예술단 공연의 후반부8)가 전반부
의 공연 레퍼토리와는 전연 다른 양상으로 연행된다는 사실은 예술단 공연이 펼
쳐지는 곳이 남한사회라는 것을 증명한다. 즉, 평양민속예술단은 북한예술단이 아
8) 예술단 공연의 전·후반부의 구분은 연구자에 의한 분석의 결과이다. 공연 시간이 한 시간일
때 공연은 휴식시간이나 1부, 2부의 구분 없이 각 작품의 연이은 진행으로 끊이지 않고 연
행된다. 연구자는 예술단의 공연을 수차례 본 후에서야 공연의 20분정도에 해당되는 전반부
와 그 이후의 공연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는 이 논문의 전체적인 장
의 구분과도 연결이 된다. 전반부의 경우 북한 작품만을 연행하는 양상이 보였다면 연구자
가 명칭한 후반부에서는 남북한이 함께 부르던 노래가 불리어지거나 북한의 작품과 남한의
작품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연의 전·후반부의 구분은 연구자의 해석이 깔린 구분임
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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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탈북공연예술단인 것이다. 그렇기에 탈북이주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점검할 필
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탈북이주민 연구 중에서도 정체성과 관련한
연구로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이는 ‘북한 사람’으로서 레퍼토리를 연행해야할 의
무를 가지고 남한 대중에게 “북한을 보여주며 남한과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단에게 정체성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로 다
가가기 때문이다.
최대석과 조은희(2010)는 이제까지의 탈북이주민에 관한 연구들은 탈북이주민
을 한국사회에 적응시켜야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부적응의 양상만을 집중하여 다
루어왔음을 비판한다. 즉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이주민을 ‘문제 있
는 북한’에서 온 ‘문제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여 남한사회 정착의 어려움을 개인
의 문제로 귀결시키고(최대석·조은희 2010: 217) 그들을 사회에 잘 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탈북이주민을
한국국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끊임없는 간섭과 정책에도 불구
하고(장선하 2008) 3천명이 넘는 탈북이주민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안정적인 국가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제 3국에서 외국으로 난민보호를 신청하거나, 한국을
경유하여 최종거주지를 외국으로 결정한다(전우택·유시은·이연우 2011: 2). 이러
한 현상은 선행 연구자들로 하여금 탈북이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이 갖게 되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최대석·조은희 2010: 218)로 정의되는 국가정체성의 개념이 탈북이
주민 연구에서 대두되고, 탈북이주민의 북한 이탈 후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경험에
보다 주목함으로써 선행 연구자들은 탈북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게 되었다(전우택·유시은·이연우 2011; 김희진·유호열
2014; 최대석·조은희 2010).9)
이러한 선행연구는 연구자로 하여금 평양민속예술단 단원이 예술단활동을 할
시에 선택하는 국가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였다. 공연장을 향하는 예술단
버스에서 분장을 하는 순간부터 공연 일정이 마친 후 다시 버스에 오르기까지 단

9) 전우택 외(2011)는 연구물을 통해 탈북이주민들의 국가 정체성 유형이 ‘고향이 북한인 한국
사람’, ‘북한 출신 한국국적자’, ‘탈북한(北韓) 한국국적자’, ‘탈국가적 개인주의자’로 나뉘어
짐을 밝혔다. 탈북대학생을 심층면접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한 최대석·조은희는 ‘나는 북한사
람이면서 남한사람이다’, ‘나는 북한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니다’, ‘나는 북한 사람이다’, ‘남
한사람 북한사람 구분하는 것 싫다’ 의 범주에서 스스로를 ‘북한사람이면서 남한사람이다’,
혹은 ‘나는 북한사람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다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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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스스로 “북한사람”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선택할 뿐 아니라 남한 대중으
로부터 “북한사람이기를” 요구 받는다. 더불어 예술단 활동이 주류 문화가 아닌
원문화(原文化)10)에 해당된다는 점(이은혜 2014)을 고려할 때, 예술단 단원들은
‘한국국민’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저항
하여 예술단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장선하 2008) 한국사회에서 북한예술활동을
하며 탈북이주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편 부유하는 탈북이주민의 국가 정체성은 그들의 이동경로에서 비롯된 경험
의 폭에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정병호(2004)는 탈북이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
식혼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11)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대부분 냉전논리로
고착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됨을 밝힌다. 정병호의 논의는 김윤애(2015)의 논의와
도 연결되는데, 그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속되는 분단의 역사를 짊어진 채 남한에서
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 속의 비극적인 존재로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이 남한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남한의 구조적 장벽, 분단권력의 지
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애석한 현실을 드러낸다(김윤애 2015: 151). 탈북이주
민들은 남한사회에서 귀순동포, 북한이탈주민으로 동정 받다가 점차 생활보호대상
자로 영세민으로 취급받고, 실업자이자 무능력자, 무자격자로 낙인찍히며(정병호
2004: 49), 이러한 인식 속에서 스스로를 남한사회의 이방인으로 여기고(최대석·
조은희 2010: 235) 남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김윤
애 2015; 김정미 1999; 장선하 2008).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건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권나혜(2006)는 그

10) 이은혜(2014)은 탈북이주민 대학생이 남한으로 이주하기 전 경험한 북한에서의 생활을 ‘원
문화’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서 ‘원문화’에 대항하는 개념은 ‘주류문화’
인데, ‘주류문화’는 탈북이주민 대학생들이 적응해야 할 남한사회의 문화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은혜의 개념에 따르면, 본 연구대상인 평양민속예술단 단원들에게 예술단 활동은
북한에서의 생활을 재현하고 재경험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원문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11) 정병호는 먼저 한국 사회에서 해방 후 분단의 역사 흐름에 따라 탈북이주민을 어떻게 인식
했는지를 먼저 점검한다. 탈북이주민은 해방 후 6.25 전까지는 ‘체제 선택적 이주민’으로
서, 전쟁 시에는 ‘피난민’으로, 냉전시대에는 ‘귀순용사’로 영웅시 되었다가, 사회주의 블록
경제가 붕괴하고 북한의 사회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귀순북한동포’로, 남북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탈북이주민의 숫자가 급등하게 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정병호는 역사의 흐름에 따른 이러한 남한사회의 태도가 결국에는 남한사회
내 사회집단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혼란과 갈등을 마련했음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탈북이주민들에게 형성된 남한에 대한 환상으로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판적
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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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이산자(diaspora)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 다루어
지겠지만, 평양민속예술단 회장은 예술단 공연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 회장이 공연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좋지 않은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람들
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술단의 공연은 앞선 선행연구
들이 밝힌 남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만연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무대 위의 예술단 공연은 북한과 남한 간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탈
북이주민과 남한 국민의 만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가장 밀접한 탈북이주민 관련 선행연구로 두 연구를 언
급하고 싶은데, 첫째는 나경아·한석진의 「한국사회 내 탈북인 예술단체의 사회문
화적 정체성 및 가치에 관한 연구」이며 또 다른 것은 정향진의 「탈북 청소년들
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이다.
나경아·한석진(2009)은 탈북이주민 개개인의 정체성과 정착의 문제를 다룬 앞
선 선행연구들과 달리, 탈북이주민단체에 집중하여 탈북공연예술단이 한국 사회에
서 어떠한 사회적 정체성을 갖는지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평양민속예술단
과 같은 탈북공연예술단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활동을 민간차원의 문화교
류 틀에서 설명해내었다. 남북한 양국의 정치적 관계 및 경제적 실용주의에 따라
제한되는 문화교류를 2000년대 이후로 우후죽순 생겨난 탈북인 예술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공연예술단체에 관한 선행연구가 단 하나
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이들의 연구대상이 본 연구대상과 다른 ‘평양예술단’이지만 공유할 수 있는 지
점들이 많이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자들이 심층면담을 진행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들의 주된 연구방법이 예술단 홍보 팜플렛,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언론
기사를 통한 문헌조사에 있었던 것은 예술단 내부의 역동성을 잘 다루지 못한 채
예술단의 표면적 명분만을 분석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자들
의 시선이 외부자의 시선에 멈추어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살아 움직이는 단체’
로서의 예술단이 아닌 팜플렛과 홈페이지의 기록만을 실제인양 다루는 한계를 보
인다. 탈북공연예술단체가 무대 위에서 연행하는 실제 레퍼토리가 팜플렛과 홈페
이지에 기술되어있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만을 감안하더라도 평양민속예술단
을 5개월간 현지 조사한 본 연구자의 연구는 탈북공연예술단체의 현실에 보다 밀
착함으로써 나경아·한석진의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향진(2005)의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을 통해서 북한의 문화심리에 접근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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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앞선 탈북이주민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연구 궤도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기존의 탈북자 연구에 비해서는 정체성 문제에 보다 밀착하여
북한이주민을 주체적 이주자로 다루었다는 특이점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남한
사회의 탈북이주민들 정착 문제를 다루는 탈북이주민 연구로 그친다. 그러나 이에
비해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하나원에서 민족지적 현지조사를 한 정향진은 탈
북이주민의 정착 문제를 넘어서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를 검토하고 북한의 문
화심리를 밝히고 있다. 탈북 청소년 아이들의 ‘매우 정감 넘치다가도, 직설적이며,
공격적인’ 심리적 경향을 통해 북한사회의 문화심리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에 더하여 정향진은 감정표현의 계층적 차이에 착안하여 탈북 청소년의 감정성이
남한사회의 문화심리에 의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탈북이
주민을 통하여 북한사회의 문화적인 특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
례가 되었다.

3. 연구과정과 방법
본 연구자는 인류학의 주된 연구방법론인 민족지적 현지조사를 함으로써 연구
를 수행하였다. 2015년 2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지조
사를 시작하기 전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을 2014년 5월에 처음 접하였다. 평소
인류학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던 연구자는 첫째, 북
한의 접근성 한계로 인해 탈북이주민을 연구대상으로 만나야 할 필연성을 갖게
되었고 둘째, 북한사회의 특징이 녹아있는 예술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
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지인이었던 한 탈북이주민의 추천을 통하여 인터넷에
탈북공연예술단을 검색했을 때 몇 개의 예술단이 검색 결과로 나왔고 그 중 ‘평양
민속예술단’의 공연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평양민속예술단이 다른 예술단에 비
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민속’이라는 단어가 예술단체명에 포함됨으로써 타(他)
예술단에 비해 ‘더 북한다운’ 작품을 많이 연행할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었다.
2014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평양민속예술단의 지방축제공연이나 KBS
가요무대 방송 녹화 시, 한 달에 한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간식을 들고 방문하였
다. 이러한 행동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남한의 어린 학생’ 인 연구자를
예술단 단원들에게 노출시킴으로 라포(rapport)를 쌓기 위함이었으며 둘째로는 평
양민속예술단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가늠해보고자 함이었다. 이 기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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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예술단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평양민속예술단이 2002년에 창단됨
으로 가장 오래된 탈북공연예술단체라는 것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공
연예술단들의 모체(母體)가 되는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남한에서 활동
하고 있는 탈북공연예술단체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광광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이자 통일부 장관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
다. 무엇보다도 예술단 공연이 다수의 북한작품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평양민속예술단이 적합한 연구대상이라 생각하여
2015년 1월에 IRB를 준비하여 1월 26일에 승인을 받은 후12) 2월 말부터 8월 초
까지 민족지적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지조사 중에서도 참여관찰과 비공식면담, 그리고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
구의 초반기인 2월과 3월에는 대림동에 위치한 연습실 안에서의 연습과정을 주로
참여관찰하였는데, 이 시기는 예술단 공연의 빈도수가 적은 비성수기이자 4월부
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연을 위한 연습 기간이었다.13) 예술단은 평양민속예술단
의 공연준비 외에 창작 뮤지컬 <봉이>14) 연습도 수차례 진행하였다. 연습은 목적
과 규모에 따라 개별연습과 전체연습으로 나뉘었고 새로운 춤을 익혀야 하는 신
입은 ‘고참’에게 개별 훈련을 받고, 신입이 앙상블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무용수들이 함께 모여 전체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공연날짜가 가까이 이를
때는 가수와 무용수가 함께 모여 전체연습을 하였다. 또한 뮤지컬 준비를 위해 무
용수들은 해오름 극단의 남한 출신 음악감독의 지시 아래 뮤지컬 안무를 연습하
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연습의 종류와 내용을 망라하여 무용수의 연습 과정을 가
수의 연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참여관찰 할 수 있었다.15)
12) IRB 승인번호는 1501/002-012 이다.
13) 연구자는 2015년 2월 26일부터 정식적인 현지조사를 시작하였는데 2월에는 1회의 공연을
참여관찰할 수 있었다. 3월에는 7회의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2월과 3월은 예술단의 공연이
다른 월에 비해 적기 때문에 단원들은 이 시기를 ‘비수기’라 일컫는다. 2월과 3월에는 공
연이 없는 날에는 연습실에 모여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14) 뮤지컬 <봉이>는 남한의 해오름 극단과 평양민속예술단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작품이었
다. 한 탈북여성의 남한 정착기를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이다. 회장은 연구자에게 “광복 70
주년을 맞이하여 예술단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뮤지
컬 <봉이>는 2월과 3월, 연습만 진행된 채 결국 무대에 올려 지지 못하였다.
15) 이러한 현상은 무용과 노래의 장르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예술단의 무용작품은 3인무인
<사당춤>을 제외하고는 모두 8명 이상이 함께 연행하는 군무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단
한사람이라도 춤을 새로 배우는 신입이거나 오랜만에 예술단 활동을 하는 단원이라면, 앙
상블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무용의 경우, 무용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가수들은 매 번 연습실에 나와 앙상블을 맞춰야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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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매 번의 연습시간, 연습실 뒤편에서 연습과정을 지켜보았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연습실 앞쪽으로 가서 보다 자세한 관찰을 하였다. 연습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전면 거울은 단원들의 표정과 몸짓을 관찰하기에 용이하였다. 연습실에서
의 참여관찰 내용은 주로 공연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각 작품의 특징과 관련된 것
이었다. 무용수 한 사람이 북한 작품을 연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몸짓을 주로 몸에
익히는지, 전체연습 시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단원들에게 강조되며 훈련되는지 등
무대 위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집중하여 참여관찰할 수 있었다.
연습이 시작되기 전과 쉬는 시간에는 비공식 면담도 진행하였으며 면담의 주제는
면담 대상자와 면담 상황에 따라 매번 다양하였다. 특별히 남한 출신의 한국무용
전공자인 단원들과의 비공식 면담은 연구자로 하여금 남북한 무용의 차이를 인식
하고 북한 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뮤지컬 <봉
이>와 예술단 공연을 위한 연습양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뮤지컬
<봉이>는 예술단이 연행하는 작품의 대조군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북한 출신 단
원이 뮤지컬연습을 할 때 ‘어색해 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은 무용수의 몸에 익혀진
북한 무용의 특징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예술단 공연을 함께 따라
다니며 공연활동을 참여관찰하였다. 예술단은 대체로 지역축제, 경로잔치, 안보교
육, 공공기관 및 정치단체의 행사, 그리고 동창회 및 팔순잔치와 같은 사적모임에
서 공연 요청을 받는다.16)
요성이 적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가수들의 안무나 동작은 매번 앙상블을 맞춰야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 무대 위에서 가수 대신, 가수의 안무를 습득한 무용수가 자리를 메워 연행
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동작이다. 둘째, 군무를 추는 무용수들에 비해 가수들은 독무대
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가수들은 매번의 연습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연을 할 수 있
었기에 연습 빈도수가 무용수들에 비해 적었다.
16) 현지조사 시 갔던 ‘지역축제’는 대구 벚꽃축제(3월 29일), 부산 대저토마토축제(4월 5일),
여의도 벚꽃축제(4월 13일), 마산 미더덕축제(4월 17일), 구미 새터민과 구미지역민이 함
께 하는 한마음 음악회와 누리장마당(4월 25일), 고양시 꽃박람회 축제(5월 1일), 부안 마
실축제(5월 3일), 구미 도량도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 콘서트(5월 7일), 남해 멸치축제(5월
8일), 영양 산나물축제(5월 15일), 영덕 물가재미축제(5월 15일), 화순 운주문화축제(5월
24일), 서천 꼴깝축제(5월 30일), 대구 나라사랑 콘서트(7월 25일), 서울 가든파이브 나라
사랑 콘서트(8월 8일)였다. ‘경로잔치’의 경우, 창원 불교인들을 위한 단합대회 및 경로잔
치(3월 28일), 전주 시청 제 43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위안 행사(5월 8일), 하동 경로위안
잔치(5월 8일), 함양 경로위안잔치(5월 9일), 마포구 SH공사 가정의 달, 효 한마당 공연(5
월 10일), 군산 대야교회 제 3회 경로위안잔치(5월 13일), 성남 수정구청 2015년 가정의
달 어르신 효 위안 잔치(5월 26일), 광양시청 제 43회 어버이 날 경로위안잔치(5월 30일)
이다. ‘안보교육’의 일환으로는, 송파구청 2015년도 생활 속의 민방위 교육(3월 3일,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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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 버스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공연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연구자는 예술단 단원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사진 기사이자 스태프(staff)로 활동
하였다. 공연장에 도착하여 무대소품과 같은 공용 짐을 옮기고 리허설 시 무대 위
단원의 자리를 테이프로 마킹하며 공연 시에는 관객석에서 예술단 공연의 모습을
찍었다. 공연이 시작하기 전까지 예술단 단원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예술단 버
스 안에서의 모습 뿐 아니라, 분장 과정, 리허설 모습, 대기실 안의 풍경을 지속
적으로 참여관찰 할 수 있었다. 한편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진을 찍어야하는
임무로 늘 관객석에 있어야 했기에 공연 당시의 대기실 모습과 관련된 자료는 획
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관객석에 앉아있으며 예술단 공연을 주의 깊게 관찰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연 시 남한 대중의 반응과 분위기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
었다. 공연장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단원들과 비공식 면담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환자를 처음 발생시키면서 확산된 메르스(MERS)는 예
술단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17) 메르스로 인하여 두 차례의 공연을 제외한 6,
7월에 예약된 공연들이 전부 취소되었고 7월 24일이 되어서야 공연은 겨우 재개
되었다. 이 시기 단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해야만 했고 예술단을 생계형 직
업으로 지속해야 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기를 보냈다. 이 기간에 이루
어진 심층면담의 결과물에는 단원들의 이러한 태도가 반영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 시기에 예술단 단원들 중 열세 명을 만나 심층면담을 하였다. 메르
스로 인해 공연이 대거 취소되자 단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동시
에 ‘지난 공연에서 얻은 육체적 피로를 풀면서 메르스가 잠잠해지면 곧 시작될 공
연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였다.18) 그렇기에 연구자에게 이 시기
4일), 예산 문예회관 한국자유총연맹 사랑해요 대한민국, 평양민속예술단 초청공연(5월 21
일), 홍성 문화예술회관 평양민속예술단 초청 안보 공연(7월 24일)에서 공연을 하였다. ‘공
공기관 및 정치단체 행사’의 경우, 국제구호기구 공연(3월 27일, 4월 22일), 충주 시민 걷
기대회(3월 28일), 완주 지방행정연수원 (4월 8일, 6월 4일), 계룡 한국자유총연맹 행사(4
월 22일), 원주 골목상권살리기 운동(4월 24일), 을주 2015 양성평등 주간기념 행사(7월
23일), 부산 을숙도 환경포럼 콘서트(7월 29일)이었다. 동창회 및 팔순잔치 같은 ‘사적모
임’의 경우, 남해 덕신초등학교 동창회(4월 18일), 진주 수곡초등학교 동창회(4월 20일),
진주 태평초등학교 동장회 (4월 20일), 문경 호경초등학교 동장회(4월 26일), 서울 낙성대
세광중앙교회(5월 20일), 대구 퀸벨호텔 현순덕여사 팔순연(6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
배삼도님 팔순연(7월 26일)이었다.
17) 예술단은 4월에 13회, 5월에 18회, 6월에는 메르스로 인하여 12회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대거 취소되어 2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메르스 여파는 7월 중순까지 계속되었으며 예술
단은 7월 24일부터 공연을 다시 시작하여 현지조사를 마치는 8월 8일까지 6회의 공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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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고, 이 시기 단원들은 잦은
공연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평소보다 덜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상태로 심층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연구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심층면담자 명단이다.
나이

역 할

남한거주 기간

북한에서의 예술활동

1

이

강은성

름

29

가수

7년

선전대

2

곽아진

29

무용팀장

남한출신

한국무용전공

3

권세경

35

가수·기타리스트

7년

소조, 선전대

4

권수향

24

무용수

3년

소조

5

김명인

46

감독

15년

예술단

6

김청아

28

가수

5년

소조

7

김경숙

43

가수

7년

소조, 선전대

8

김혜정

32

가수·아코디언수

10년

소조, 선전대

9

박정아

27

가수

5년

소조

10

이연희

25

무용수·아코디언수

8년

소조

11

이미진

41

가수

13년

소조

12

이민혜

33

무용수

4년

체육무용

13

주명신

52

회장

17년

음악대학교수

18) 지방에서 한 회 공연을 하기 위해 단원들은 꽤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4월 5일에 진행
된 부산대저토마토 축제에서의 공연을 예로 들면, 단원들은 오후 2시 30분 공연을 위해
예술단 버스가 출발하는 장지역(8호선)에 아침 일찍 모인다. 아침 7시에 버스에 탑승하여
다섯 시간동안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단원들은 멀미로 고생을 하였다. 비가 오는 날 추위
에 떨면서 축제장 국밥을 선 채로 얼른 먹고 15kg가 넘는 개인 짐을 끌고 대기실로 향한
다. 대기실에 짐을 두고 자리를 세팅한 후에, 단원들은 감독의 지시 아래 공터에 모여 비
를 맞으면서 무대 전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구도 작업이 주를 이룬 리허설을 마친 후 단원
들은 대기실에서 의상을 갈아입고 분장을 고치며 육체적인 피로로 지친 마음에 공연이 시
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공연이 시작되어야지 “이 지긋지긋한” 공연을 마치고 다시 서울
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비가 온 뒤의 추위 속에서 예술단의 차례를 기다리
며 서로 농담을 하고 있다. 예술단의 차례가 왔고 단원들은 한 시간 동안 옷을 수차례 갈
아입으며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이 마치자 단원들은 순식간에 의상을 벗어 짐가방에 넣
은 후, 버스에 짐을 싣는다. 추위와 기다림에 지친 단원들은 다시 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
고 버스는 밤 11시 30분에 장지역에 도착하였다. 단원들은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서 서
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지쳐 잠에 들기 일쑤였다. 이처럼 한 회의 지방공연을 위
해서 단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시간을 보내며 공연이 없는 ‘쉬는 날’에는 공연 시에
생긴 피로를 풀기 위한 쉼을 누리기에 최선을 다한다. 현지조사를 하는 연구자에게도 공연
날은 굉장한 육체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날이었으며, 다음 공연까지의 하루 이틀정도의 쉬
는 날에는 충분히 쉬어야만 했다. 이러한 단원들에게 메르스 사태는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
하는 재난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가처럼 경험되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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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시, 평소 연습실이나 버스 안에서 비공식면담을 통하여 이야기를 많이
나눈 단원들은 면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심층면담대상자들과는 한 차례씩 면담
을 진행하고 부족한 자료의 경우는 심층면담 이후 비공식면담에서 보충하였다. 예
술단 회장의 경우는 두 차례 심층면담을 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탈북과정과 관련
된 개인사, 북한에서의 예술 활동 경험, 평양민속예술단에 오게 된 과정, 예술단
활동의 의미 및 이유, 예술단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예술단에 대한 인식, 무대에
서의 연행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등이었다. 대
상자에 따라 한 시간 반에서 세 시간동안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사전 약속을 통해
정한 카페에서 만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대상자와 만났을 때 연구를
위한 면담 녹음의 여부를 허락받았으며 한 명의 대상자를 제외한 면담의 내용은
녹음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의 레퍼토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문헌자료 연구를 수행
하였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북한의 가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으며 특
별히 북한의 문예이론 및 미학에 관한 자료를 통해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을 이
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문헌조사를 통해 통속성, 인민성, 민속과 같은
개념을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유튜브(Youtube)의 영상자료도 연구 자료로 사용
하였음을 밝힌다. 평양민속예술단이 연행하는 작품의 원형을 찾아 영상 자료로 확
인함으로써 예술단 작품의 변형 정도를 확인하였다.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있지 않
은 작품의 영상자료들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찾아 열람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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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의 민족지적 배경
1. 평양민속예술단과 단원의 구성
평양민속예술단은 2002년 12월 6일에 ‘평양민족예술단’으로 창단되었다. 북
한에서 음악교수였던 현 평양민속예술단 회장은 1998년에 탈북하여 전라도에 거
주하게 된다. 생계유지를 위해 세차, 과일장사 등 여러 일을 하다가 출석하던 교
회 목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예술단을 만들었다. 그
때 함께 했던 단원 중 현재까지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원은 단장과 감독이다.
전라도 전주에서 정착 기간을 지낸 회장은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당시 서울에서
감독은 일곱 명의 단원을 모아 ‘백두한라통일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회
장과 감독은 서로의 상생을 위해 각 예술단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한다. 2006년
5월 16일 한국자유총연맹의 후원으로19) 평양민족예술단과 백두한라통일예술단은
‘평양민족예술단’으로 새롭게 합해지고, 당시 평양민족예술단은 무용조 열 명,
성악조 다섯 명, 기악조 다섯 명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20) 2007년 예술단의 이름
은 ‘평양민속예술단’으로 바뀌었다.
19)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수우파의 성격을 가진 단체이다. 예술단이 보수우파 단체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남한사회에서 탈북이주민단체가 어떠한 정치적 입지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신난희(2015: 336-346)는 국내외 권력집
단이 조직의 존속과 정치적 이해를 위해 탈북단체와 의도적으로 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탈북단체 역시 남한에서 생존하기 위해 보수우파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오
히려 적극적인 후원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까지 선택한다는 것을 안타까운 목소리로
논의한다. 그의 논의는 냉전논리가 여전히 지속되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평양민
속예술단이 한국자유총연맹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이유를 추측하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냉전시대의 반공논리가 여전히 지속되는 남한사회에서 탈북공연예술단이 좌파 단체
의 후원을 받아 조직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남한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예술단은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창단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
다. ‘안보 공연’을 매달 주기적으로 하는 예술단의 공연양상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이 구현
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 평양민족예술단의 공연모습은 2005년 6월 5일에 방영된 KBS“남북의 창-평양민족예술단의
특별한 나들이 편”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당시의 평양민족예술단 공연은 현재의 평양민
속예술단 공연과는 매우 다른 형식으로 연행되고 있었다. 평양민족예술단 단원들은 키보
드, 전자기타, 드럼, 아코디언을 직접 연주하며 이 반주에 맞추어 한복을 입은 두세 명의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형식은 북한 ‘경음악단’의 전형적인 모습과 똑같은데
현재 평양민속예술단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의 작품이다. 평양민족예술단에서 현재의 평
양민속예술단이 되기까지 예술단의 프로그램 레퍼토리는 남한 대중문화의 미감에 따라 변
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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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은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평
화통일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한다.21) 그리고 이때 예술단이 연행하
는 장르는 가무(歌舞)이며 각 작품은 짧게는 2분 길게는 4분 동안 연행되는 소품
(小品) 형식이다. 연극과 달리 작품 내 극적 내러티브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연
레퍼토리 전체에 흐름(flow)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
서 각각의 가무 작품은 공연의 맥락과 예술단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순서가 변동
될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작품은 무용작품, 노래작품, 기악작품, 혼합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연
행해내는 예술단 조직을 살펴보면 회장과 단장, 감독을 필두로 하여 단원들은 성
악팀, 무용팀, 기악팀으로 구성된다. 모든 단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예술단에서
유일하게 남성인 회장은 예술단의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은 남한사회의 행사계(界)에서 공연계약을 따내고 예술단에 공연문의가 들어오면
공연의 가능성을 타산하고 규모와 일정을 정하는 것이다. 단장 역시 공연의 기회
를 따내기도 하지만 그의 초점은 단원들에게 향하여 있다. 공연 당일에 참석하는
단원이 누구인지를 미리 체크하여 계약된 공연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예술
단 내부를 점검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단장은 예술단
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녀는 예술단의 가수로서 독무대를 펼치기
도 하며 공연 내 사회자로서 공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감독은 회장과 단장과의 논의를 통해 새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 레퍼토리를 정
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무용수로 활동했던 감독의 가장 주된 역할은 단원이
무대 위에서 작품을 연행할 수 있도록 춤을 가르쳐주고 그 춤이 몸에 익도록 계
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회장, 단장, 감독은 예술단 운영을 위해 유기적으
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조율해나가는 핵심 인물이다. 가무를 연행하는 예술단은
성악팀, 무용팀, 기악팀으로 조직되는데 소수의 단원으로 공연을 올려야하는 예
술단 운영의 특성상, 단원 한 명이 여러 역할을 감당해낸다. 따라서 성악팀, 무
용팀, 기악팀의 구분은 그다지 견고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 무용수가 가수의 자
리에서 연행하기도 하며 가수가 무용수와 함께 무용을 연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평양민속예술단22)은 남한의 여러 탈북공연예술단체 중 가장 오래된‘원조’로
21) “본 예술단 존재의 가치는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서 유
행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 민요들과 대중문화들을 한국 무대에서 함께 공유함으로써
낯설지 않은 통일의 길을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평양민속예술단 2015년도 팜플렛).
22) 평양민속예술단은 (사)남북통일예술인협회에 소속되어있다. (사)남북통일예술인협회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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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회23) 이상의 활발한 공연을 할 뿐 아니라 TV 방송에도 출연하는 공신력 있
는 단체로서 관객에게 소개된다. 연 150회 이상 진행되는 공연 횟수는 다른 예술
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다. 연구자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예술단에서 과
거에 활동했던 전(前)단원을 만날 수 있었다. 특별히 과거에는 평양민속예술단의
단원이었지만 현재는 또 다른 예술단에서 활동하는 전(前)단원은 예술단 단원들을
만날 때 “그래도 여기만한 곳이 없다, 여기는 공연이 어떻게든 계속 들어오잖아.
여기만한 곳이 없어. 힘들어도 여기에 꼭 붙어있어야 돼” 하고 푸념조로 조언을
했고, 이 이야기를 듣는 현(現)단원들은 “그래, 여기가 가장 낫다니까. 여기 말고
는 다들 ‘된다, 된다’고 해도 안 돼. 여기가 이렇게 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나
가지 말라니까. 왜 나갔어?” 하는 식의 대답을 했다. 이러한 대화는 평양민속예술
단이 타예술단들에 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공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
을 단편적으로 드러낸다.
무대 위 사회자는 관객에게 “어르신들의 쌈지 돈을 빼앗아가는 짜가 예술단”
과는 다른 “진짜 예술단”이라는 것을 강조한다.“진짜 예술단”의 대조군으로
설명되는 “짜가 예술단”은 다단계판매 설명회의 식전행사와 식후행사에 동원되는
예술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술단을 단원들은 “벤처”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현재
남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공연예술단체 중 “벤처”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단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평양민속예술단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을 때, 우연하게 타예술단의 공연 팸플릿과 티켓을 보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단
계판매 설명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예술단 단원들에게 “벤처”는 “돈을 벌기 위
해서는 하고 싶지만, 힘이 들어 못하는 것” 혹은 “예술 하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예술단을 소개 하는 이러한 방식의 근저에는 타예술단과의 경쟁 관계가 전제되
어있는데 2000년대부터 우후죽순 설립된(나경아·한석진 2009: 65) 탈북공연예술
단체들 속에서 평양민속예술단은 14년 동안 활동해오면서 타예술단과 차별된 예
술단이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예술단은 타예술단과 경쟁관계를 형
양민속예술단의 주명신 회장이 대표로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
았으며 2013년도“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소속단체로는 평양민속예술
단, 휘파람예술단, 한민족 예술단, 아리랑예술단, 평양실버예술단이 있으며, 그 중 평양
민속예술단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주명신 대표가 예술단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23) 평양민족예술단으로 새롭게 발족된 2006년부터의 기록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160회,
2007년에는 116회, 2008년에는 166회, 2009년에는 128회, 2010년에는 131회, 2011년에는
158회, 2012년에는 142회 2013년에는 120회의 공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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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뿐 아니라 모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남한사회에서 탈북공연예술
단체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단원이 평양민속예술단을 나와 새
로운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단체는 평양민속예술
단의 레퍼토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평양민속예술단은 경쟁상대를 배태
한 결과를 맞이한다. 그러나 인맥이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여겨지는 공연예술
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탈북공연예술단체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평양민속예술단
을 이탈했던 전(前)단원이 다시 평양민속예술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예술단은 타 예술단과 상부상조의 관계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예술단에게 공연
요청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들어올 경우 평양민속예술단은 이름이 비슷한‘평양
예술단’에게 공연을 넘겨주기도 하며 단원이 갑작스럽게 부족할 경우 타예술단
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이 빈자리를 메우기도 한다.
신입단원을 뽑을 때 예술단은 남한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북한에서 예술분야에
종사했던 경력자를 단원으로 발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단원 전
부가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삼아 활동했던 것은 아니다. 예술단은 다수
의 탈북이주민 단원과 함께 소수의 남한 출신 단원과 조선족 출신 단원으로 구성
되어 있고, 탈북이주민 역시 전문적으로 예술 훈련을 받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예술단의 홍보를 위한 수사(rhetoric)가
현실에 맞지 않는,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북한에서의 예술 교육의
제한성, 탈북이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의 어려움, 예술단의 운영 원칙 등이 밀접하
게 서로 역동하면서 만들어내는 현상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 회장과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평균 열일곱 명의
단원이 활동하였다. 단원들의 잦은 입·출입으로 인해서 매회 공연마다 출연진들은
늘 동일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열일곱 명보다 적은 숫자의 단원들로 공연이 진
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회장과 단장, 감독은 매 공연마다 출연하는 단원들이 누
구인지를 체크하여 당일 공연에 출연한 단원들의 숫자에 따라 공연의 규모를 결
정하고 빈자리들을 메우는 작업을 한다. 한 회 공연을 ‘문제없이’ 잘 연행하기 위
해서 열일곱 명은 적합한 규모였다.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단원들의
잦은 입·출입을 경험하였다. 두 명의 단원이 예술단 활동을 그만 두었으며, 또 다
른 단원은 예술단 활동을 잠깐 쉬었다가 재기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연구자는 세
명의 신입 단원이 예술단에 들어와 작품을 배우는 모습도 보았으나 그 중 한 명
만이 남아 예술단 활동을 지속하였다. 열일곱 명보다 더 적은 단원이 공연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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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때는 각각의 작품 규모가 축소된다. 예를 들면 열 명이 연행해야 하는
작품을 여덟 명이 연행하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규모를 축소하였다.
열일곱 명의 단원 중 열두 명이 북한 출신 단원이었는데 그 중 일곱 명이 북한
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다섯 명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
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일곱 명 중 다섯 명이 모두 가수라는 특징을 보인다.
전문적인 훈련이 뜻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학교 졸업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선전
대 혹은 예술단 활동을 했는가의 유무를 일컫는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단원은
어릴 적부터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와 무용을 시작하고 학교에서 동아리와 같은
소조활동 뿐 아니라 방과 후에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위해 건
설된 일종의 어린이 회관”(정창현 2006: 83)인 학생소년회관에서 체계적인 훈련
을 받음으로써 예술단 혹은 선전대 활동으로까지 확장되는 경험을 가진다. 그렇
지 않은 단원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긴 했으나 개인적인 이유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의 소조활동으로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한다.
북한에서 있을 때 음악을 시작한 것은 5살부터 시작을 했어. 다섯 살 때 악기를 시작
한 게 아니고, 그 때 당시는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 노래를 해서 전국 아동 어린이 노래
경연에 나가서 3등을 했고, 그 계기로 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 세경이는 뭔가 시켜야겠
다’ 그래서 ‘악기를 뭐하나 배와줘야겠다’ 했는데 그 때 당시 우리 집안이 그렇게 크게
부잣집은 아니었어. […] 그 때 당시는 가격이 기타가 많이 쌌거든. 기타를 사서 전문
배워주는 사람한테 어머니가 (나를 붙여줬지). 북한에서는 그 학교 소조에서만 배와 주
게 되어있거든. 그래서 내가 1, 2년 정도 배왔고, 그렇게 배우고 학교 소조에 들어가서
부터는 내가 최고의 기량자지. […] 1, 2년 배와가지고 바로 학교 독주, 무대 연주에도
올라갔고. 소조에서는 항상 첫자리였댔어. (웃음) […] 내가 13살 때 청진시에 포항도에
학생소년궁전이 있어. 정말 대단히, 청진시에서 소년궁전이 제일 큰 데야. 예술 대학 밑
에 있는 데야. 그래서 거기서 또 다년간 다니다가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지방으로 다시
이사 오게 된 거야. […]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선전대에 들어가게 됐지. 선전대에 들
어가서도, 역시 그냥 선전대 활동하면서 기타치고 노래 부르며 항상 독창 가수로 활동했
지(권세경, 기타리스트, 2015년 7월 13일).

평양민속예술단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는 세경은 북한에서 다섯 살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여 학교에서 소조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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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레슨을 받으며 기타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방과 후에는 소년궁전에서 기타
를 계속해서 배웠으며 졸업한 후부터는 선전대에 나가 기타를 치면서 독창 가수
로 활동했다. 그러나 아래의 면담은 세경과는 달리 학교에서 음악 소조 활동만
했을 뿐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사례를 보여준다.
정아 : 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음악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
다보니까, 학교에서, 여기는 모르겠는데, 북한에는 음악 소조라는 게 있어. 김일
성 탄생일이라던가 김정일 탄생일 이 때는 인제 공연 같은 거 하거든. 그런 데는
안 빠지고 하려고 했지. 그러고 졸업하고서는 그 쪽에서는 일을 안 했지. 학교
때만 좋아하다 보니까 참가하려고 하고. 졸업해서는 그런 여건도 안 됐고.
연구자 : 소년회관에 가거나 그런 지는 않았어요?
정아 : 소년회관 이런데도 있지. 도마다 소년회관도 있고. 소년궁정은 평양에만 있지. 여
러 가지 악기도 배울 수 있고 뭐 노래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있는
데, 여기도 생활의 여유가 있고, 사는 집 자식들이 그런데 가는 것 같아. 그냥
무작정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해서 가도, 들어갈 수는 있어도 뒷바라지 하는
게 쉽지가 않고. […] 거기 다니는 자식들 보면 뭐 그래도 엄마아빠들이 한자리
하거나, 아빠가 한자리 하지 않으면, 장사라도 해서 생활이 좋은 집 자식들이 많
이 가는 편이지(박정아, 가수, 2015년 7월 4일).

두 면담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듯이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예술 훈련을 받
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경은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있었던 반면 정아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을 “좋
아하는 것”으로만 차치하고 졸업 후 다른 일을 해야만 했다. 단원들의 개인사는
모두 다르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단원 대부분은 “배워보고 싶었으나
사정상 배울 수 없었던 춤 혹은 노래”를 평양민속예술단 활동을 통해 남한에서
경험하고 있었다.24) 예술단의 북한 출신 단원은 북한에서 선전대 및 예술단 경험
이 있는 사람과 그러한 활동을 직업으로 삼지 않았을지라도 학교에서의 예술소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탈북이주민 외에도 평양민속예술단은 세 명의 남한 출신 단원과 두 명의 조선
24) 이
는
게
기

지점에서 연구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남한사회에서 받아들여지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한다. 예술 활동이 사회 전반에 익숙하
포진되어있는 북한에서의 예술 경험은 분명 남한사회와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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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출신 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되는 현상이다. 첫
째는 사단법인 남북통일예술인협회의 소속단체인 평양민속예술단이 구성원의 성
격을 탈북이주민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통일을 위해 남한 출신의 단원도 포함하고
자 하는 실천으로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는 단원의 잦
은 입·출입으로 인해 불안정한 예술단에 안정성을 마련하며 “실력 있는 예술
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회장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먼저 예술단 단원 중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온 남한 출신의 무용수들의 면담 내용을 보고자 한다.
아진과 나는 선후배 관계에요. 사실 우리는 둘 다 키가 좀 작아요. (연구자 : 키가요?)
일반 한국 무용단, 시립, 도립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68은 넘어야 되요. 근데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무용단(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했
었는데, 그 일이 잘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춤은 정말 추고 싶고. 그러
다가 여기를 알게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북한 춤이던지 아니던지 사실 상관이 없었
고, 내가 춤을 출 수 있고 무대에 설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에요
(신희경, 무용수, 2015년 3월 3일).
대학교 졸업을 하고 1년을 쉬었어요,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1년
을 쉬었어요. 1년 동안 무용을 쉬면 정말 몸이 많이 굳어요. 몸이 말도 못하게 굳어요.
처음에는 한국 단체에 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북한 무용이 좀 빠
르고 그러니까 ‘아, 이것저것 좀 하다 보면 몸이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몸을 좀
만들고, ‘6개월 정도 몸을 좀 만들고 (한국단체에) 오디션 보러 가야겠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에요! 너무 오래 된 거예요! (웃음)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나가죠
(곽아진, 무용팀장, 2015년 7월 17일).

남한 출신의 한국무용 전공자인 희경과 아진은 각자 개인적 이유로 평양민속예
술단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비록 희경은 남한의 무용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
격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나 그녀는 평양민속예술단에서 활동함으로써 무용 작
품을 무대 위에서 연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아진 역시 1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굳어버린 몸을 풀기 위해서 예술단에 들어와 북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북한 무용을 추게 되며 예술단에 “정이 들어” 5년이 넘도록 남한 무용수이
자 현재 무용팀장으로 예술단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예술단에서 개인적인 뜻
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예술단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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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 운영에 있어 남한 출신 한국무용 전공자와 조선족 출신 중국무용 전공
자가 있다는 점은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예술단의 무용 실력을 향상시키
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2, 4월에 각각 신입단원으로 들어온 남
한 및 조선족 무용수를 제외한 다른 세 명의 무용수는 모두 무용전공자일 뿐 아
니라 예술단에서 5년 이상 활동을 해온 ‘고참’이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것은 북한 출신 단원들이 예술단 활동을 자주 그만두었다가 다
시 시작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다. 이들은 가장 실력 있는 무용수로 인정
받으며 연습이 필요한 단원에게 무용을 가르쳐주고 늘 무대의 앞자리와 중심 자
리에서 연행함으로써 예술단 공연의 질을 높인다. 감독은 이러한 현상에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연구자 : 춤을 가르쳐주실 때, 남한무용수랑 북한무용수 중에 어느 쪽이 더 잘 받아들여
요?
감독 : 북한 춤이랑 남한 춤이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동작은 거의 비슷하거든,
‘잦은걸음’ 이라든지, ‘휘몰아 감기’라든지 이런 용어랑 동작은 근본적으로 비슷
해,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민속’ 이라는 건 잘 주고받을
수 있어, 서로 통하거든 […] 가끔은 내 말을 (남한 애들이) 잘 못 알아듣지, 내
가 그걸 눈치 채고 다른 말로 바꿔주면 남한 애들이 곧장 알아줘서 배워주기 쉬
워. […] 근데 우리 북한 애들은, 여기(남한)에 온 사람 중에 정말 전문적으로 무
용을 배운 사람들은 몇 없어. 몇이 안 되고 각자 예술단에 흩어져 있지. 전문적
으로 배운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 예술단에서 무용 감독이요, 단장이요 하고
있단 말이야 […]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은 흩어져 있고, 이제 북한에서 예술을
취미로 하다가 여기에 와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술단으로) 좀 오지, 북한
에서 3-4년 정도 기초나 뗄 정도로 배워온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우리 북한 사
람들은 중간에 공백기가 있잖아.
연구자 : 아, 공백기요.
감독 : 응, 공백기가 있으니까 기초를 배워준 사람도 몸이 굳어 버리는 거야.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여기(예술단)와서 다시 풀어주려면 좀 오래 걸려(김명인, 감독,
2015년 3월 4일).

감독은 북한민속무용을 가르쳐줄 때 한국무용 전공자인 남한 출신 무용수와
“통하는 것” 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북한의 민속무용과 남한의 한국무용 동작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몇 개의 기본 동작은 비슷하기 때문에 춤의 어휘가 다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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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한국무용 전공자가 손쉽게 감독의 춤을 따라하며 춘다는 것이다. 감독은 이
러한 남한 출신 무용수가 북한에서 춤을 취미로 추다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중
국이나 제 3국에서 “공백기”라 일컬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북한 출신 무용수
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북한 춤과 느낌이 많이 비슷한” 중국 무용을 전공한 조선족 출신의 무용
수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남한 출신 무용수는 연습실에서 조선족 출신 무용수
의 연습모습을 보면서 중국무용이 한국무용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자
주 하였다. 특별히 손을 뻗는 동작을 보며 남한 출신 무용수는 한국무용과 중국
무용의 ‘호흡’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한국무용의 경우
에는 겨드랑이 안에서 호흡이 시작”되는 반면, 중국무용은 “팔을 다 바깥으로
젖혀서 사용하기 때문에 호흡이 안에서 바깥으로 다 뻗어 나간다”고 설명하였
다. 한국무용은 무용수의 힘이 몸 안에서 맴돌기 때문에 “깊은 맛”이 있지만
중국무용은 무용수의 힘이 바깥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가볍고 방방 뜬다”는 것
이다. 이러한 중국무용의 동작은 북한무용의 그것과 비슷한 측면을 많이 공유한
다. 그렇기에 조선족 출신 무용수는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무용을 배우지 않은 북
한출신 무용수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원활하게 작품을 연행해낸다. 이러한 남한
및 조선족 출신의 단원들은 탈북공연예술단체의 중요한 단원이 된다.
또한 감독은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무용 훈련을 받은 탈북이주민이 탈북공연예
술단체로 흩어져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는 감독과 남한출신 무용수, 조선족
출신 무용수를 제외한 평양민속예술단의 북한 출신 무용수들이 대부분 전문적으
로 훈련받지 못하고 무용을 취미로 했다는 것을 뜻한다.
열한 명의 무용수가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어있는 반면에 여섯 명의 가수는
모두 탈북이주민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수들이 모두 탈북이주민인 것 역시 필연적
인 결과로 보이는데 평양민속예술단이 ‘북한예술단’ 이 되기 위한 가수의 핵심 조
건은 ‘어떠한 노래를 부르느냐’ 보다도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가’ 에 더 강한 방점
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무용의 경우, 관객은 북한무용의 배경음악을 듣고 무용수
들의 몸짓을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예술단을 북한예술단으로서 인식하게 된다. 이
러한 북한식 몸짓은 계속되는 훈련과 연습 과정을 통해서 탈북이주민이 아닌 단
원들에게도 점차 익숙해지는 특성을 갖는다. 한 가지의 사례를 보자.
아진이 유정에게 “여기(평양민속예술단의 북한작품)는 손목을 많이 써요.” 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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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손목 돌리기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유정은 “지난번에 이거 대학생 둘이랑 하는
데 나만 안 돌아가고, 나만 어깨춤이 안 춰지더라고.” 라고 창피한 듯이 이야기하였다.
아진은 “나도 처음에 여기 와서 손목을 어떻게 돌리는지, 어깨를 어떻게 움직이는 지 한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잘 돼요” 라고 유정에게 이야기해주었다(2015년 3월 6
일, 연습실 참여관찰).

신입 단원인 유정에게 무용팀장인 아진이 <돈돌라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
이다. 남한 출신 무용수인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신입 단원인 유정은 북한의 주
된 춤동작인 ‘어깨춤’을 어색해하는 것이 보인다. 북한출신 무용수인 “대학생”들
은 어깨춤을 잘 추는 반면에, 본인은 잘 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어깨춤
이 한국무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동작이라는 것을 아는 아진은 유정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며 연습을 계속 하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춤동작 이 익숙해질 것이
라 격려한다. 이러한 대화가 있은 후 몇 개월 사이에 결국 유정은 북한출신 무용
수보다도 “더 북한 사람 같이” 춤을 연행하는 것으로 다른 단원들에게 인정받는
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식 동작이 계속되는 훈련과 연습과정을 통해 탈북이주민이
아닌 단원에게도 점차 익숙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가수들은 어떠한 노래를 부르던지 간에 특정한 북한식 발성법인 ‘주
체 발성법’을 구현하느냐의 여부로 예술단의 북한다움을 증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창법은 남한 출신 혹은 조선족 출신의 무용수가 북한 무용 동작을 훈련하
는 것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게 되며 훈련으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신입 단원을 뽑는 회장의 기준에도 반영된다.
연구자 : 회장님 단원들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세요?
회장 : 단원들 뽑을 때, 우선 그 무용이면 무용가로서의 기질이 있는가. 자질. 기량. 그
런 게 우선 첫 번째 그거겠지.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인물, 체격, 또 마음씨 도덕
성을 봐야 되겠지. 기량은 있는데, 노래는 잘 부르는데, 키가 쪼곰해. 그럼 어떻
게 쓰겠나? […]
연구자 : 기량이라고 하는 건, 음 노래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요?
회장 : 노래 잘한다는 건, 들어보면 알지. 노래하는 목소리가 예쁜가? 북한식 창법을 가
지고 있는가?
연구자 : 북한식 창법. 그게 중요해요?
회장 : 응, 그렇지! 거 한국식으로 부르면 우리가 굳게 쓸 일이 없지. 한국 가수를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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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를 찾겠어. 우리는 북한예술단이기 때문에 북한 창법으로 불러야 ‘아, 북
한예술단이 맞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북한 창법으로 한국 노래를 부
르더라도 창법은 북한 창법, 그 서도민요 맑고 깨끗한 꾀꼴새 같이 부르는 것을
해야지, 막 여기 북한 창법도 아니고 한국 창법도 아니고 얼치기 가운데, 짬뽕으
로 해서 부르면은 그건 안 돼. […] 고런 게 예술단 받는 기준점이야(주명신, 회
장, 2015년 6월 25일).

회장은 예술단 단원이 되는 기준으로 체격을 우선시한다. 예술단 공연이 시각예
술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단원들은 우선적으로 키가 커야 하며 얼굴이 너무 “못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은 이후 면담을 통하여 “그러니까 무용은 못
해도 원래는 1m 65면 좋아, 그런데 그렇게는 안 돼도, 58, 60은 돼야 되지. 무용
은.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돼야지. 작아도 58, 60은 돼야지. 힐을 신으
면, 10cm짜리 신으면 그래도 좀 올라가니까. 원 키가 그래도 1미터 58정도는 돼
야 하지 않겠나.”하며 단원의 체격조건을 밝혔다. 이러한 체격 조건은 가수와
무용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회장이 언급한 또 다른 기준인 ‘예술적 기량’ 은 무용수와 가수에게 각
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 ‘무용가로서의 기질’은 보다 잠재적인 의미로 이는 단순
히 북한무용을 배웠는가의 여부라기보다 북한무용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 하는 가능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예술단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이 체
격적 조건이 좋고 북한무용을 잘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면
남한, 북한, 중국이라는 출신지와 상관없이 단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회장은 가수로서의 예술적 기량을 “좋은 목소리”와 “북한의 발성법”
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이는 무용수를 뽑는 기준과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
는데 체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북한 창법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만 예술
단의 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격이 좋을 지라도 트로트 창법을 구사
하는 남한 출신의 가수는 평양민속예술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예술단
에서 트로트식 창법을 구현하는 가수는 핀잔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북한식 창법
은 ‘남한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북한 사람에게 내재해있는 속성’으로 여겨진
다. 남북한의 창법이 섞여 “얼치기”로 부르는 탈북이주민일지라도 북한에서 살았
기 때문에 북한식 발성법을 다시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
기에 북한에서 특별한 성악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목소리가 예쁘고 체격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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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북한이탈주민은 가수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대략 열일곱 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평양민속예술단은 말투가 서로 다를지
라도 피부색깔이 비슷하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남·북한 및 조선족 출신의 사람들
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탈북공연예술단체이다.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전
문적으로 예술 훈련을 받은 단원이 그렇지 않은 단원들을 가르쳐주는 것은 예술
단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2. 예술단 단원의 활동의 이유
단원의 예술단 활동의 이유는 복합적이다. 단원은 일차적으로 남한사회에서의
생계유지를 위해 예술단을 직업으로 삼는다. 예술단은 월급체계가 아닌 수당체계
로 운영되며 단원들은 예술단 활동의 연수에 따라 각각 다른 수당을 받는다. 회장
은 작품을 배우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연행할 수 있는 작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수당을 높여주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공연 주최 측에서 받는 금액을 출연진의
숫자로 나누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운영원칙이며 동시
에 예술단이 월급체계로 운영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다. 단원이 한 회당
받는 비용은 최소 오만 원에서부터 최대 십오만 원까지이고 공연 규모에 따라서
최대금액이 십오만 원에서 십만 원으로 축소되기도 한다.
예술단의 활동에는 비성수기와 성수기가 존재한다. 12월부터 2월까지 날씨가
추울 때와 지나치게 더운 7, 8월에는 공연 횟수가 십 회 미만이기 때문에 단원들
은 이 시기를 “비수기”라고 하고 5월과 9월, 10월은 공연이 많아 예술단 단원이
가장 바빠지는 “성수기”이다. 그러나 성수기라 할지라도 매 해 마다 공연이 일정
하게 보장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평양민속예
술단의 공연 횟수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남북 관계
의 정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장은 연구자에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가 “가장 살 맛 났다”
고 자주 회고하였다. 한 회당 받는 공연비도 현재 받는 금액과 천지차이가 났으
며, 공연을 할 때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의 집권 시기에는 북한에 대한 정책 흐름이 이전과 바뀌면서 회장은 공연을 당당
하게 하기에는 이상하리만큼 눈치가 보였다고 말했다. 마치 “남의 것을 도둑질 하
는 것 같은 기분”으로 공연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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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격과 같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회장은 “이제 공연이 없겠
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 대해 형성
된 사회적 분위기는 공연 시 회장을 비롯한 단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예술
단의 연중 공연 횟수에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예술단은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단적인 예로
2014년 4월 16일에 발발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예술단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고 한다. 국가적인 슬픔으로 인해 모든 행사와 공연들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단원들은 어떠한 경제적인 수익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연구자가 현지조사
를 하는 동안에 2015년 6월부터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해 예술단은
부침(…沈)이 심하였다. 열두 회로 예정되어있던 6월 공연이 대거 취소되어 두 번
밖에 공연을 할 수 없었고 7월의 공연은 전부가 취소되어 7월 23일부터 다시 겨
우 공연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예술단은 단원에게 직업으로서의 안정감
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수당으로 받는 금액은 남한에서 생활을 하기에 넉넉한 비
용이 아닐뿐더러 고정적이지 않다.
탈북이주민 단원은 수당 금액에 매우 민감하다. 타예술단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거나 평양민속예술단에 비해서 공연 횟수가 조금이라도 많다
는 소식은 단원을 다른 예술단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단원은 예술단을 나와 타예술단에서 활동하게 되고, 이는
여러 예술단을 이동하며 활동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자주 일어나
는 익숙한 모습이다.
오면 오나보나, 가면 가나보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1, 2년 잘 하다가도
또 그냥 다른 단체로 가고 그런 사람들도, 이 바닥에 10년 있으면서 나도 많이 봐가지
고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 근데, 그 이렇게 좀 하다가 다른 단체로 가는
사람들, 좀 이해를 해요. 거기 뭐 공연이라도 1, 2회 더 많다고 하던가, 1, 2만원이라도
더 올려준다고 그러면 가는 거 이해는 해.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어쩌겠어요. 가야지 […] 돈 때문에 가는 사람들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갈 수도 있겠지(임혜정, 아코디언수·가수, 2015년 7월 28일).

혜정은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탈북이주민으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다
른 예술단으로 이동하는 단원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한 회라도 공연을 더
하여 만원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그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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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정의 이해심 이면에는 단원의 잦은 출입으로 인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하는 식의 무관심한 태도도 함께 배태된다. 예술단 수입
으로 인한 단원의 잦은 입·출입은 신입 단원과 기존 단원 간의 관계 맺기 양상에
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감독이 연습을 더 하자고 하자, 단원들은 “좀 쉬면 안 돼요?” 했고 감독은 좀 쉬라고
하였다. 숨을 돌리면서 다들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
야기를 하기도 한다. 진서는 갑자기 감독에게 “저 사람은 몇 살이에요?” 하고 물었다.
‘저 사람’ 이라는 건 혼자 있는 소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감독은 소미에게 “몇 살이야?”
하고 물었고 21살이라고 하자, 쉬고 있던 단원들은 다들 감독을 보며 “수향이보다 어리
네.” 하고 말을 하고는 각자 할 일을 했다. 진서는 더 이상 소미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
다(2015년 4월 9일, 연습실 참여관찰).

점심을 받고 나는 진서, 혜정, 정아가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앉아서 보니 향이
가 다른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었고, 향이는 혼자 앉은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
이었다. 향이가 혼자 앉은 것을 보고 내 옆에 앉은 진서가 “언니, 저 분 혼자 앉았어.”
하고 혜정에게 말했고, 혜정이 향이를 한 번 응시했다가 생각하기에 피곤하다는 말투로
“은성이가 잘 할 거야, 은성이는 기도 많이 하니까.” 하고 말을 했다. 그 순간 은성이
마지못해 향이에게 본인 옆자리로 오라고 권유했다. 이에 향이가 쑥스러운 듯이 ‘됐다’
고 표현했다. 그렇게 따로 먹고 있는데, 반대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한출신인 아진이
향이를 보고 ‘왜 혼자 먹느냐’ 며 ‘은성 옆 자리로 가서 먹으라’ 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했다. 이에 향이는 은성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밥을 먹었다. 신입을 따뜻하게 챙겨주거
나 같은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챙겨주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다. 진서가 나에게 향이가
몇 살인지,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었지만 나 역시 아는 게 없었고 단
원들도 굳이 향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지 않았다(2015년 6월 4일, 완주지방행정연
수원 공연 전 식사시간 참여관찰).

두 사례는 신입 단원에 대해서 기존 단원이 관계를 맺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사례의 경우, 진서는 소미의 나이를 물을 때 소미에게 직접 묻지 않고 제 3
자인 감독에게 “저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나이를 물었다. 진서의 지극히
개인적인 화법일 수도 있으나 소미가 예술단에 처음 들어온 지 두 달이 지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단원 중 감독만 제외하고 아무도 소미의 나이를 알지 못 했
을 뿐더러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지할 만하다. 진서가 두 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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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단원인 소미의 존재를 “저 사람”이라는 용어로 처음 드러낸 것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또 다른 신입단원인 향이를 대하는 기존 단원의
태도는 흥미롭다. 신입단원이 혼자 앉아 점심식사를 한다는 상황은 단원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던 문제적인 상황이었다. 연구자 옆에 앉아있던 진서가 혜정에게 어떻
게 행동해야하는지 넌지시 물었고 혜정 역시 혼자 앉아있는 향이가 신경 쓰이는
듯 했다. 신앙심을 가진 은성 역시 외로워 보이는 향이와 같이 밥을 먹어야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원간의 관계를 챙기는 남한 출신 무용
팀장인 아진에게 이는 분명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단원 모두가 향이가 혼자
앉아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단원들은 북한에서 이탈
하여 예술단 활동을 하러 온 “같은 처지”인 신입단원에 대해 아주 무관심 해보이
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단원의 잦은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보장이 되어있지 않는 신입단원과 관계를 맺는 것을 피곤
하게 느끼고 있었다. 단원들은 “진득하게 예술단에 나와야지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 향이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결국 예술단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기
존 단원들은 연구자가 향이에 대해서 물을 때 향이를 기억 하지 못해 연구자가
한참을 설명한 후에서야 향이가 누구였는지를 떠올렸다.
예술단은 단원에게 경제활동으로서 일차적 의미를 지닌다. 매월 안정적인 수입
을 얻지 못하는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단원들은 예술단 활동의 지속여부를 고민하
기도 하고 일부 단원은 예술단을 떠나기도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잦은 입·
출입을 겪어내는 기존 단원들은 새로운 단원과의 관계맺음에 특이한 양상을 보였
다. 예술단을 이탈한 단원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부분 다른 탈
북공연예술단체로 이적하며, 타예술단에 비해 평양민속예술단이 “더 낫다”는 것을
경험한 단원은 또 다시 예술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행동이 단
원들에게 예술단 활동이 단순히 경제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지는 않는
다. 타예술단으로 이적하는 단원뿐 아니라 평양민속예술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
원 모두 예술단이 직업으로서 안정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술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진실장은 “모니터가 뭔지도 모르니. 이것 참. 갈 길이 멀구만.” 했다. “신입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죽겠구나 하고 있어야겠다.”고 했다. 연구자인 내가 “그러면서 배우는 거
겠죠.” 하고 위로하자 미진은 “하나 배우려니 욕 한 바가지 얻어먹고 배운다”며 슬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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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말했다. “모니터가 뭔지도 못 알아먹으니, 갈 길이 멀구만” 하면서 “그래도 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따라다니지” 했다. “기본적으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리
저리 다니는 것도 좋아하니까. 버스 자체를 좋아하니까 따라다니지. 안 그러면 그릇 씻
는 데에 가야지. 설거지나 해야지. 이건(예술단) 돈도 안 되는데.” 했다(2015년 5월 8
일, 남해 멸치축제 후 숙소에서의 비공식면담).

혼잣말 같은 미진실장의 말에서 예술단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
게 드러난다. 그는 남해 멸치축제 공연 현장에서 무대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실
수를 해 대기실과 버스 안에서 단장에게 호되게 혼이 났다. 그날 밤 미진실장은
숙소에 들어와 연구자에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신입이라 혼이 난다”며 슬
픈 표정으로 하소연을 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는 말투로 “노래하
는 걸 좋아하니까, 버스 자체를 좋아하니까 따라다니지, 안 그러면 설거지 하러
가야지, 이건 돈도 안 되는데.”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북한에서 버스
를 유난히 좋아하던 미진실장은 남한에 오자마자 버스 운전면허를 땄고 집안 사
정으로 북한에서 노래를 배울 수 없었던 그녀는 현재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고 있다. 이러한 그녀에게 “식당일보다도 돈이 벌리지 않는”예
술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전국
곳곳에 버스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특히 북한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단원에게 평양민속예술단은 북한에서의
예술 경험을 지속하고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생계 때문에. 첫째 생계고, 그리고 그나마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여기 와서 대학을 나왔어, 자격증이 있어, 뭐가 있어. 이 나이에 어디 샵(Shop)에 가도
안 받아줘, […]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귀농하지 않으면, 식당에서 그릇 닦는 일 외에
는 진짜로 할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나이에는. 그나마 내가 취미 생활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벌 수 있는 게 이 일이니까 .. 감사하면서
하는 거지. […] 개나 소나 예술단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진짜 유치원,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이거니까,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당
당한 게, 이거 밖에 못 해. 무대에 나설 때만큼은, 내가 진짜 최고가 돼.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내가 최고네, 아, 나, 가수네’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관
객들)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고. 북한의 노래를 알릴 수 있는 기회. 그 때만큼은 너무
즐겁고 행복해. 너무 감사해(김경숙, 가수, 201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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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 활동의 이유를 묻는 연구자에게 경숙은 탈북이주민인 본인에게 예술단
이 남한사회에서의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설명
한다. 어린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40대 중반의 경숙이 남한사회에서 직업을 찾기
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예술단은 경숙에게 북한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왔
을 뿐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면담이 더 진행되면서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나답다’
는 것을 느끼고 본인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
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예술단 활동을 통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
입을 마련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예술단 활동이 남한사회에서 스스로의 정체성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단원의 예술단 활동의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
또한 예술단은 북한출신 단원에게 남한사회에서의 정착을 돕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연구자 : 예술단이 언니한테는 어떤 의미에요?
세경 : 오늘날의 권세경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술단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만큼 잘 나가고, 이만큼 잘 되고, 이만큼 사람들한테 인
지도가 있고,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감 하나 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예술단의 무
대 자체가 없었어봐. 이만한 권세경이가 없었겠지. 그리고 또 한 고향에서 온 사
람들이잖아. 밉던 곱던 그 안에서 비벼대는 거야. 비벼대 가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 막 북한에서 예술을 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나같이
막 방황을 해. ‘이걸 해야 하나? 에이, 북한 음악 그 촌스러운 걸 가지고.’ 예술
단체들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을 영원히 덮어버리잖아.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
의 기량이 있고, 끼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
꼭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무조건 다 (남한사람들이) 100%가 북한 음악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조금이라도 북한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 될 때까지 예술단체라는
건 꼭 있어야한다, 그래야만이 특히 예술인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마음을 최대로 정착시켜주는 곳이 그곳이거든. […]
연구자 :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거네요?
세경 : 응, 왜냐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이주했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는) 아무 사람도 모
르는데 그 앞에 가서 북한 곡 불러봐. 좋아하겠어? 그렇지만 단체가 들어왔을
때, 북한 곡을 부르면 어울려!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어, 힘들다고 북한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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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봐, 정신 나갔다고 하지, 반동 아닌가, 정신 잘못 됐다하지. 사람이 아무리
한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어. 그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고, 정착시켜주고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데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게 그 단체야, 예술하는 사람들한테(권세경, 기타리스트·가수,
2015년 7월 13일).

평양민속예술단에서 기타리스트로 7년간 활동했던 세경은 현재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본인이 프리랜서로 자립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를 예술
단에서의 무대 경험에서 찾는다. 탈북 7년 차인 세경이 7년간 예술단 일원으로
남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대에 자주 서고 무대 매너와 기술을 터득함으로
써 남한 대중의 공연 입맛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무대 경험을 충
분히 쌓은 세경은 현재 남한사회의 행사계(界)에서는‘잘 알려진 북한 기타리스
트’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예술단의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짚어내는데
그는 예술단이 탈북 예술인들에게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된
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설명하였다. 북한의 한 지방에서도 기타를 잘 치기로
유명했던 세경은25) 남한으로 이주하였을 때 본인이 북한에서 했던 음악을 스스로
“촌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촌스러운” 음악으로도 남한사회
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술단을 통하여 확인했고 이는 남한사회에서 묻혀
버릴 수 있었던 북한 예술인으로서의 세경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탈북예술인으로
서 거듭나도록 하였다. 세경은 예술단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반동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북한 노래를 정당하게 부를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탈북예술인
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출신의 단원으로 구성된 예술단의 특징은 이들에게 예술
단 활동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인제 예술단에 나가면 마음이 너무 편해. 왜냐면 북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순 전
부 다 북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 발을 더 이상 들어놓지 않을 수도 있지
25) 예술단 단원인 혜정과 세경은 함경북도의 같은 군 출신이다. 북한에서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으나 혜정은 세경을 알고 있었는데 세경은 그 군에서 “기타 잘 치는 사람”으
로 유명했다고 한다. 세경이 연주를 하러 오면 주민들 사이에 “세경 떴다” 하는 소리를
들었고, 혜정은 그러한 소문으로 세경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고향에서는 서로
잘 알지 못하던 두 사람은 평양민속예술단에서 만나게 되었고 오디션을 보러 온 세경을 보
고 혜정이 “혹시 세경씨 아니세요?” 하고 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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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 […] 예술단에 나가게 되면 아진언니나 희경언니나, 한국 분들이 있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분들도 여기서 쭈욱 살았던 분들이고 하니까,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고. […] 그래도 나가면 한국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술단을 끊었다가도 다시 나가고 그러지 않았을
까(박정아, 가수, 2015년 7월 4일).

남한에서의 사회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정아는 북한 출신 단원들
과 “거리두기”(이은혜 2014: 55)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거리두기 태도는 정아
만이 아니라 북한 출신 단원 대부분에게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원들은
정아와 마찬가지로, 남한 출신과 조선족 출신의 단원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예술
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예술단이
탈북이주민 단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해서
는 안 된다. 북한 출신 단원은 남한사회 정착이라는 긴급하고 중대한 목표로 인
해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탈북이주민 단원과 거리를 두고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기도 하지만, 이내 곧 “문화적으로 더 가까운”예술단을 “집”처럼
느끼게 되고26) 앞선 세경의 면담 내용에서와 같이“한 고향 사람들”인 북한 출
신 단원들끼리 “비벼대면서” 남한사회에 정착한다. 정아 역시 예술단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비슷한 또래의 북한출신 단원들이다.
이처럼 예술단은 우선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
러나 계획적이지 않은 공연 일정과 넉넉하지 않은 수당으로 인해 단원들은 직업
으로서 예술단 활동을 지속해야하는지의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업을 통해 또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단원
의 일부는 예술단을 이탈하며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다른 예술
단으로 이적한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예술단의 불안정성으로 빚어지는
잦은 입·출입 현상은 단원 사이에 특이한 관계맺음의 양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 자체를 좋
아하기 때문에 예술단 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었다. 소득의 정도는 분명 예

26) 예술단 활동을 하며 남한에서 회사도 다니고 있는 은성은 예술단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물
은 연구자에게 “그냥 예술단은 ‘집’ 같지, 하도 오래 생활을 했고, 또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 문화적으로 좀 더 가깝잖아, 저쪽(남한 회사)이랑은 편하기는 한데, 이제 말이
나 언어나 그런 게 안 통할 때가 많으니까 어려울 때가 좀 있지(강은성, 가수, 2015년 5월
23일).”하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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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단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예술인으로
살아온 단원들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과 그로 인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술단 활동을 포기하지 못하였다.“같은 고향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 조
선족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예술단에서 북한 출신 단원들은 북한에 대한 그리움
을 정당하게 표현하기도 하며 남한사회에 점차적으로 적응하며 정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3. 공연의 민족지적 풍경
공연 날 이른 아침 예술단 버스는 8호선 장지역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에
서 회장과 일부 단원을 기다린다. 자가용을 타고 온 단원들은 회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버스에 탑승한다. 아파트 앞에서 탑승해야 할 단원이
모두 버스에 탄 후에 감독은 장지역 근처의 편의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단원에게 전화로 버스가 출발했다는 것을 알린다. 전화를 받은 나머지 단원
들은 편의점을 나와 예술단 버스에 탑승하고 버스는 공연장으로 향한다.
공연은 전국곳곳에서 이루어진다. 공연 요청이 들어오면 회장은 기존 일정을 확
인하고 가능성의 여부를 타진한다. 다른 공연이 예약되어 있을 경우 새롭게 요청
받은 공연시간과 공연장 간의 거리를 따져보고 공연 시간 전에 버스가 도착할 수
있다면 공연요청은 성사된다. 물론 이는 단원들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가 보장될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로 인해 단원들은 하루에 3회까
지도 공연을 한다. 비슷한 지역에서 연일로 공연 일정이 잡힐 때는 공연 후 서울
로 돌아오지 않고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일정을 수행한다. 3박 4일간
의 지방공연은 예술단에게 일반적인 공연 스케줄이며 최대 9박 10일 동안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고정된 일정이 아닌 유동적인 스케줄에 따라 전국 방
방곡곡을 찾아가는 이러한 예술단의 공연양상은 연구자로 하여금 ‘유랑극단’의 이
미지를 연상시켰고, 남한출신의 단원들도 예술단 활동에 대해 동일한 인상을 가지
고 있었다.
버스에 탑승한 단원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각자의 좌석에 앉는다. 가수들은
대부분 버스 앞쪽에 앉는 반면, 무용수들의 자리는 모두 버스 뒤쪽에 위치한다.
구형의 오래된 버스27)는 뒷좌석으로 갈수록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단원일수록 앞자리에 앉는 경향을 보이며 가수들은 무용수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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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다. 그러나 꼭 ‘나이’만이 가수와 무용수간의 분리된 좌석 배치의 유일
한 요인인 것은 아니다. 버스는 단순히 이동수단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연습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같은 팀끼리 밀집하여 앉는 것이 연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몸을 사용하는 무용수들은 비좁은 버스 안에서 연습하기 어
렵지만 앉아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들은 앞좌석에 앉아 서로 노래를 하며
앙상블을 맞춘다. 무용수의 좌석 구조 역시 나이가 많고 활동 연수가 높은 사람들
일수록 무용팀의 좌석 범주 안에서 앞쪽에 배치되며 나이가 어린 단원이나 신입
단원은 뒷좌석에 앉는다.
자리는 단체생활 속에서 허락되는 개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장거
리를 자주 이동하는 버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단원들은 각자의 자리에
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등 개인 시간을 즐겼으며, 개인용 목 베개와 담요는
버스 안에서 취침하는 단원들에게 필수적인 물품이었다. 또한 창가에 쳐져있는 커
튼 줄에는 개인용 수건과 옷걸이들이 듬성듬성 걸려있다. 아코디언과 개인 의상
짐, 분장도구와 신발 등 공연에 필요한 수많은 물품으로 가득 찬 34인승 버스는
열일곱 명 단원이 편안하게 앉기에는 비좁지만 공연 요청이 오는 곳이라면 어디
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공연장으로 가는 버스 안, 자리에 앉은 단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서 핸드폰을 하다가 버스가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갈 즈음에 잠이 든다. 휴게소나
주유소에서 버스가 멈출 때 자던 단원들은 잠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을 청한다. 버스 안에서 감독은 회장과 함께 레퍼토리를 확인하고, 노트북을 켜
음악파일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놓는다. 그러다가 공연장에 도착하기 한 시간 전,
버스 앞쪽에 앉은 감독이 자리에서 일어서 자고 있는 단원들을 향해 “이제 일어
나서 분장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하고 말한다. 자고 있던 단원들은 부스스 일
어나 의자 아래에 놓여있는 개인용 분장 도구 가방을 꺼내고 탁상용 거울을 앞
의자에 걸어놓는다. 건조한 얼굴에 스킨을 몇 차례 뿌린 후 그들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분장을

시작하면서

‘북한예술단’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입히

27)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 버스는 걱정의 대상이었다. 10년 동안 달린 구형의 버스는 자주 엔
진이 타면서 연기를 내뿜었다. 부산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올 때면 매번 장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엔진이 꺼져서 도로에서 서버리기 일쑤였다. 단원들은 타는 엔진냄새를 맡을 때마다
“살려고 (북한에서) 왔는데 여기서 버스 타다가 죽고 싶진 않다”면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걱정을 했다. 결국 버스는 7월 29일 부산 을숙도문화회관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정차
하면서 수명을 다했다. 현재 예술단은 새로운 버스를 구입하여 타고 있으나, 이 역시 중고
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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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Goffman 1959) 시작한다.
분장을 다 마치고 검은 티셔츠와 보라색 풀치마로 된 리허설 복장을 입을 즈음
에 무용팀장은 단원들에게 ‘짐조’가 누구인지 발표한다. 짐조는 한 회 공연당 두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공연장에 버스가 도착하면 다른 단원들보다 먼
저 내려 트렁크에 있는 짐들을 바닥으로 내리고 공연 후 그 짐들을 다시 버스에
실으며 공용짐을 운반하는 의무를 갖는다. 단원들은 공연장에 내리기 전 짐조가
누구인지 늘 체크하고, 감독과 단장은 단원들에게 “예술인답게”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검은색 티셔츠와 리허설 치마를 입고 버스에서 내리라고 몇 차례 강조한다.
공연이 시작되기 두 시간 전에 버스가 공연장에 도착한다. 짐조인 두 사람은 빠
르게 내려 버스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짐을 신속히 꺼내기 시작한다. 짐조
가 아닌 단원은 바닥에 내려져있는 여러 짐 속에서 10kg 내지 15kg가 되는 각자
의 의상 가방을 찾아 대기실로 끌고 가고,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단원은 12kg가
되는 악기를 어깨에 메고 개인 의상가방을 끌며 대기실로 향한다. 공연 당일에 단
원은 “예술인답게” 하이힐을 신는 것이 요구되는데, 높은 굽의 구두를 신은 여성
단원에게 15kg의 개인용 짐, 무거운 악기, 공용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몇 단원은 연구자에게 “차라리 공연 백 번 하는 게 낫지, 이 짐 싣
고 짐 끌고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라며 예술단 활동에 육체적인 노동력이 필수
적이라는 것을 자주 드러내었다.
대기실로 들어온 그들은 먼저 대기실 상황을 파악한 후 가수와 무용수로 나뉜
다. 공연장 혹은 행사장의 환경에 따라 두 개의 대기실이 있지 않을 경우 가수와
무용수가 하나의 대기실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대기실이 무대 옆에 있지 않을 경
우에는 공연의 특성상 2, 3분 내에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하기 때문에 단원들은
무대 커튼 뒤의 공간을 대기실로 사용한다. 무용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많은
의상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선반’인 의자를 찾아 배열하
고 앉을 자리를 잡는다. 무용수에 비해 가수는 부피가 큰 의상을 걸어둘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순서에 맞추어 의상을 정리한다. 이들이 공연 순서가 적힌 프로그램
에 따라 의상을 정리하는 동안, 회장과 감독은 팸플릿이나 현수막을 주의 깊게 보
면서 계획한 공연 레퍼토리가 공연의 맥락에 적합한 지를 따진다.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장은 단장과 감독에게 레퍼토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고 감독은 결정한
내용에 따라 노트북으로 음악을 재배열한다.
그동안 단원 중 한 명은 리허설이 시작되기 전 무대 위에 올라가 열한 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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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포인트를 테이프로 마킹하고 대기실에 들어가 프로그램에 변경된 레퍼토리를
반영한다. 현지조사 시, 이 역할은 연구자의 몫이었다. 단원들이 수정된 레퍼토리
를 확인하고 의상정리를 마무리할 즈음에 감독은 리허설을 진행하자고 한다. 무대
로 모인 무용수는 먼저 군무(群舞)를 중심으로 구도 리허설을 진행한다. 음악 없
이 감독의 구령에 따라 군무를 연행하면서 이들은 춤동작을 기억에서 다시 일깨
울 뿐 아니라 무대를 몸에 익힌다. 무대 위에 테이프로 마킹된 포인트를 직접 보
고 무대에 서봄으로써 중심이 어디인지, 무대를 얼마만큼 활용해야하는지 서로 확
인한다. 1차 구도 작업을 마친 후에 무용수들은 다시 음악에 맞추어 리허설을 진
행한다. 이때 집중하는 것은 ‘앙상블’인데, 구도 작업에서는 동작 하나하나를 완벽
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반면 음악 리허설 시에는 동작을 온전하게 연행함으로써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집중한다. 무용수의 리허설이 마칠 때
대기실에 있던 가수들이 합류하고 무용수와 가수가 함께 연행하는 집단작품의 구
도 작업이 진행된다. 단장은 가수의 연행을, 감독은 무용수의 연행을 점검함으로
써 각자의 위치와 무대 동선을 약속하는 것이다. 집단작품 리허설이 마치면 가수
들은 본격적으로 마이크 테스트를 하면서 공연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을 마련한다.
리허설이 마친 후 대기실에서의 모습은 다양하다. 단원들은 땀으로 번진 분장을
고치기도하고 버스 안에서 다 하지 못한 분장을 완성하기도 한다. 그런 후에 그들
은 첫 번째 무대 의상을 갈아입는다. 무용팀장은 소품들을 무대 옆에 순서대로 배
열해놓고 공용 짐에서 개인 소품을 찾아 무용수에게 전달한다. 대기 시간이 여유
로울 경우에는 낡은 의상을 바느질하거나 풀칠하면서 수선을 하며, 북한과 관련된
고향이야기로 목소리 높이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감독은 연습이 필요한 단원을
코칭하고 무대에 나가기 전까지 춤이 몸에 익도록 연습을 시킨다. 그러던 중 회장
이 들어와 “스탠바이 5분전” 이라고 외치면 단원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다. 버스가 공연 시간에 맞추어 공연장에 급하게 도착할 경우 이러한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진행된다.
예술단 공연의 전형 레퍼토리를 공연 순서에 따라 기술하자면, 전형 레퍼토리는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 북한민속무용 <돈돌라리>, 북한민요 <통일아리랑> 혹은
<신고산타령>, 북한가요 <휘파람>, 북한민속무용 <사당춤>, 아코디언 독주, 아코
디언 연주에 부르는 <홍콩 아가씨> 혹은 <이별의 부산정거장>, 퓨전무용작품
<도라지>, 개사한 북한노래 <아직은 말못해>, 북한계몽기가요 <홍도야 우지마
라>, 퓨전무용작품 <씽씽씽>, 북한식으로 기타연주를 하며 부르는 <남한 트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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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들리>, 퓨전무용작품 <계절춤>, 북한식 창법으로 부르는 남한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자기야>, 퓨전작품 <찔레꽃>, 북한가요 <다시 만납시다> 등으로 구성
된다. 예술단 회장은 각 행사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혹은 예술단 상황에 따라 감
독 및 단장과의 논의를 거쳐 전형 레퍼토리 내에서 작품 순서를 바꾸는 등 일정
한 틀 안에서 수정을 가한다.
예술단은 안보 교육의 일환으로 초청 될 때 전형 레퍼토리와 다른 몇 가지의
작품을 새롭게 연행하는 규칙성을 보인다. 이는 전형적 레퍼토리 구조 내에서 작
품의 순서나 내용을 바꾸어 연행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민방위 교육 공연으
로 초청받거나 광복절이 있는 8월에 공연을 올릴 시, 예술단은 전형적인 레퍼토
리와는 다른 레퍼토리를 연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 연행되는 것을 특별 레퍼
토리라 명하고자 한다. 특별 레퍼토리는 전형적 레퍼토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다. 공연의 앞부분과 마지막 작품에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특별 레퍼토리는 공연
의 시작을 알리는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 후에 북한현대무용 <아리랑>, 북한가
요 <임진강>이 첨가되어 연행된다. 그리고 전형 레퍼토리의 마지막 순서였던 <다
시 만납시다>를 대신하여 남한 노래인 <아, 대한민국>을 부른다.
전형 레퍼토리와 특별 레퍼토리의 흐름을 살펴보면 예술단 공연 작품은 두 가
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북한작품을 원작 그대로 연행해내는 작품(이하 북한작품)
과 남한의 노래나 춤을 북한 작품에 혼합하여 새롭게 만든 퓨전 형식의 작품(이
하 퓨전작품)이다. 이러한 두 성격의 작품 중 북한 작품은 레퍼토리의 앞부분에
배치되고 퓨전 형식의 작품은 뒷부분에 배치된다.
이러한 레퍼토리 구조는 남한 관객이 공연의 전반부에서 재현되는 ‘북한’의 모
습을 통해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경험하도록 하고 곧 퓨전 형식의 작품을 통해
동질성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는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문화와 예술로 해
소”하고자 하는 예술단의 목표와 남한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는 탈북공연예술단체
의 생존 전략이 함께 역동하여 구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구조가 북한의 예술개념이 예술단 공연의 레퍼토리에 녹아들
어 남한사회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전반부에서 연행되는
북한작품이 북한가무예술의 특징을 필연적으로 내포할 뿐만 아니라 후반부의 퓨
전작품 역시 인민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북한예술의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작품이 북한작품이건 퓨전작품이건 상관없이 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는
대체로 북한의 예술 개념에 기대어 형성되었으며, 예술단의 작품은 모두 북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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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공연을 마친 후 주최 측과의 기념촬영은 필수적이다.
기념촬영을 마치면 단원들은 대기실로 들어와 재빠르게 의상을 갈아입고 다시 짐
을 끌고 버스로 향한다. 가장 일찍 나온 짐조는 단원의 의상 가방을 받아 버스 트
렁크에 차곡차곡 넣고, 다른 단원은 버스에 탑승한다. 공연을 끝낸 예술단의 행로
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이다. 주최 측과 식사를 하거나, 다음 날 공연을 위해 숙소
로 가거나, 서울로 올라간다. 주최 측과 식사를 할 때에도 단원들은 “화장을 지우
면 예술단 단원인지 시장 통에 앉아있는 아줌마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회장의
뜻에 따라 분장을 지우지 않은 채 무대 위의 북한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한다. 식사 시간은 단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바탕 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탈북이주민들에 대한 남한 사람의 차별적인 인식을 견뎌야 하는 “감정노
동”(혹실드 2009[1983])을 격하게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주최 측과의 식사까지 다 마친 후 단원들이 버스에 탑승하면 회장 혹은 단장이
버스 앞자리에 서서 “총화를 짓는다.”28) 총화 짓기는 공연 후 예술단에서 규칙적
으로 행해지는 행동인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개로 구분된다. 칭찬하기, 잘못 지적
하기, 공지하기 이다. 회장은 공연 일정 중 단원들에게 모범이 된 단원을 공개적
으로 칭찬한다. 실수할까 걱정했던 단원이 실수를 하지 않았거나, 가수임에도 불
구하고 무용 연습을 잘 따라하여 공연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에
회장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칭찬을 한다. 공연 일정동안이나 무대 위에서 실수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회장은 단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잘못했다는 것 또
한 지적한다.
총화를 지을 때 단원들은 칭찬 받는 사람을 조용히 놀리기도 하고 지적받는 단
원을 보며 키득거리기도 한다. 잘못의 정도와 전체적인 공연의 성공여부에 따라
총화의 분위기는 결정된다. 칭찬하기와 잘못 지적하기를 마치면 회장은 다음 공연
28) 북한에서 ‘생활총화’를 해오던 예술단 단원에게 ‘총화’는 익숙하다. 북한에서 “생활총화는
책임자가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말씀을 엄숙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한사람
씩 일어나 자기생활의 결함이나 오류에 대해 자기비판을 한다. 자기비판이 끝나면 연이어
서 다른 동료의 결함이나 오류를 비판을 한다. 이를 호상비판이라고도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이우영 황규진 2008: 123-124) 예술단의 총화는 북한의 생활총화와
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장이나 단장만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단원은 이들의 말을 수용적으로 듣는다. 다시 말해 단원의 자기비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다. 다만 회장 혹은 단장이 공연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단원을 비판함으로써 호상비
판, 즉, ‘잘못 지적하기’가 이루어진다. 예술단 회장은 총화를 지으면서 ‘잘못 지적하기’ 외
에도 ‘칭찬하기’와 ‘일정 알려주기’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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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알려주는 공지와 함께 총화를 마무리한다. 칭찬하기와 잘못 지적하기는 순
서가 서로 바뀌기도 하지만 공지하기는 늘 총화의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총화가
끝나는 것은 공연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을 뜻한다. 단원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맞이하는 첫 번째 휴게소 화장실에서 짙은 분장을 지운다. 분장을 지운 단
원은 서울 혹은 숙소로 행하는 버스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자리에서
휴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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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작품의 연행과 재현
1. 예술단 공연의 전반부 레퍼토리: 북한작품
팔순잔치이다. […] 회장은 <휘파람>뒤에 아코디언 연주인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연행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보았다. 그러나 혜정(아코디언수)이 <휘파
람>을 연행해야했기에 아코디언을 메고 다시 무대로 등장하는 혜정의 동선이 보기 좋지
않다는 문제가 생겼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연행할시,
그 다음 무대인 <씽씽씽>의 의상을 혜정이 갈아입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였다.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골칫덩어리였다. 단장이 “그럼 <휘파람> 을 빼버리자.” 하는 의
견을 냈다. 이에 회장과 감독은 생각을 좀 하더니 회장은 “아니, 그래도 북한 냄새가 좀
나는 것도 하나 해야지, 우리가 다 남한 것만 하면 굳이 우리를 부를 필요가 없지, 북한
냄새 나는 것은 꼭 해야지.” 하고 말했고, 감독도 이에 동의했다. 결국 <휘파람>이 아니
라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레퍼토리에서 빠졌다(2015년 6월 13일, 참여관찰).

본 사례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팔순잔치에 예술단이 초청되었던 날의 일
이다. 회장은 1953년도에 발표된 노래 <이별의 부산정거장>를 연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가 이 노래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이별
의 부산정거장>를 통해 팔순연의 주인공인 현순덕 여사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었다. 공연의 흐름 상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휘파람> 뒤
에 연행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였다. 문제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연행해야하는 가수 혜정이 <이별의 부산정거장> 앞뒤의 프로그램
모두에 출연해야 했기 때문에, 의상을 갈아입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했다. 팔순연
의 주인공과 그 친구들의 흥을 돋아주고 싶었던 회장은 공연실황을 상상하며 <이
별의 부산정거장>을 레퍼토리의 순서 곳곳에 갖다 붙이면서 그 가능성을 계속 타
진해본다. 그러나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고 단장이 “그럼 <휘파람>을 빼자”며 단
호하게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실 <휘파람> 만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되면 <이별의
부산정거장>도 문제없이 연행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장과 감독은 잠시 생각하
는듯하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 반응은 예술단이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부터 획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분명 회장이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연행하기 위한 여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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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심했음에도 그에게 <휘파람>을 제외하는 것은 적합한 대안이 되지 못했
다. 이 순간 회장은 ‘남한노래’인 <이별의 부산정거장>과 ‘북한노래’인 <휘파람>
의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예술단’이 필수적으로 연행해야할 작품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북한 냄새”가 보다 확실하게 나는 작품을 공연 프로그램에서 제
외하는 것은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과 같다. 회장은 단장에게
“남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 예술단을 잔치에 초청한 이유를 생각해보라”며 <휘파
람>을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느니 차라리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연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예술단은 북한의 원작을 무대 위에서 연행함으로써 ‘북한예술
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회장은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북한 창법으로 <이
별의 부산정거장>를 부르는 것보다는 북한에서 연행되었던 작품 <휘파람>이 보
다 “북한냄새”가 나고 이를 통해 ‘북한예술단’으로서의 고유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냄새”가 나는 작품을 연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
반적으로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냄새를 발현하는 그 무엇이 우선적으로 존재하고,
그 냄새가 감각기관인 코에서 인식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현 대상을 익숙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냄새를 통해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북
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단순히 후각기관인 코에 물리적 자극이 주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단이 무대 위에서 북한 작품을 연행함으로써 관객은 어
떠한 감각 혹은 정서를 자극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냄새”인 만큼 냄새의 발
현 대상은 북한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은
북한작품을 통하여 관객에게 “북한냄새”를 발현하며, 이를 통하여 그들은 ‘북한예
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예술단은 레퍼토리의 전반부에서 북한에서
창작된 작품을 연행한다. 마지막 순서로 고정된 <다시 만납시다>와 레퍼토리 중
간 부분에서 연행되는 <임진강>을 제외하면 북한에서 창작된 예술 작품은 대부분
공연의 전반부에 위치한다. 작품은 각각 북한민속무용, 북한현대무용, 북한민요,
북한가요로 구분되며, 북한민속무용과 북한민요, 북한가요는 예술단에서 독립적으
로 각각 완성된 한 작품으로서 연행되는 반면 북한현대무용은 북한가요 및 북한
민요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먼저,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민속무용을, 둘째로는 북한민요를, 셋째로는 북한가요를 기술한 후
에 넷째, 북한노래에 맞추어 연행되는 북한무용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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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민속무용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반갑습니다>가 마치면 여덟 명의 무용수가 금색으로 만
들어진 소랭이를 머리에 이고 바깥쪽으로 약간 몸을 기울인 채 익살스러운 표정
으로 <돈돌라리>29) 반주음악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소랭이는 세숫대야를 뜻하
는 북한단어이다. 무용수의 치마는 부피감 없이 몸에 붙고 저고리 역시 팔에 붙어
날렵함이 드러난다. 하얀 저고리의 어깨부분은 청색, 노란색, 진달래 색깔의 천이
덧대어져있고, 끝동, 깃, 고름은 청색 천으로 색깔이 입혀졌으며 하얀 천에는 은
은하면서도 반짝거리는 분홍꽃 장식이 되어있다. 진달래 색깔의 치마 아랫동에도
금색 꽃장식이 되어있다. 이러한 의상을 입고 반주음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무
용수들은 오른손으로는 머리에 인 소랭이를 붙잡고 왼팔은 손목을 꺾어 “손끝을
살린 채” 길게 뻗었다.
신비롭게 느껴지는 선율이 흐르고 드럼소리와 신디로 박자감이 드러나고 “돈돌
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하는 여성의 중창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익살스
럽게 서 있던 무용수들이 일체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왼쪽 어깨를 사용하여
“팔을 률동적으로 어깨우로 메올리는 춤동작”(백과사전출판사 2008: 748)인 메기
동작을 한 채로 어깨를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며 박자에 맞추어 팔꿈치를 접었다
펴고, 그 반동으로 인해서 손목도 위아래로 튕겨진다. 옆으로 스쳐 걸으면서 경쾌
하게 성큼성큼 뛰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는 무용수들은 어느 순간에 반원 구도를
만들어내고 뿌리치기 동작30)과 손목 돌리기를 반복하며 돌기 동작31)을 연행한다.
29) “돈돌라리춤의 특색은 그 춤가락에서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춤은 우선 걷기동
작부터 특징적이다. 강약이 명확한 장단과 노래에 맞춰 첫발을 크게 내짚고 깊은 굴신을
하였다가 다음은 얕은 굴신으로 가볍게 걸어나가는 걷기동작은 어찌 보면 한발을 절름거
리는듯한 독특한 률동감을 자아낸다. 또한 이러한 걷기률동에 맞추어 머리와 함께 두팔을
겹하여 좌우로 살래살래 흔들다가 두손목을 강하게 펴며 한동작을 매듭짓는 가락이 아주
특징적이다. 그리고 온몸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면서 손목을 돌려 얼굴을 살짝살짝 가리우
는 동작, 그와 대조되게 두팔을 앞뒤로 활달하게 흔들며 스쳐달려가는 동작, 땅에 무릎을
대고 돌며 몸방향을 급속히 바꾸거나 허리를 틀어돌리며 바가지 장단을 치는 동작 등은
돈돌라리춤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동작들이다.”(리순정 1991: 7-8)
30) “손으로 무엇을 뿌려던지듯 놀리는 춤동작이다. 뿌리치기는 놀림의 미감에 따라 손끝을 튀
기는 활개치기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팔을 언제나 굽혔다 펴며 뿌리치는것과 순간 정지된
모양을 동반함으로써 활개치기와 구별된다. 뿌리치기에는 두발뿌리치기, 한팔뿌리치기, 메
고감아 뿌리치기가 있다.”(백과사전출판사 2008: 748).
31) “어느 한 부위를 축으로 하여 몸전체를 돌려주는 춤동작이다. 돌기는 정확하고 안전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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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민속무용 <돈돌라리>, 2015년 5월 7일 구미 어울림한마당

반주노래에는 간헐적으로 “돈돌라리!”, “훌라리!”, “히야!” 하는 여성의 노래 소
리가 삽입되어있는데, 이는 마치 추임새와 같이 흥을 돋우는데 긴요한 역할을 한
다. 12/8 박자의 자진모리장단으로 연행되는 <돈돌라리>에서 무용수들은 무대를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반원형에서 분산형, 사선형, 1열형의 구도, V형구도
를 넘나들며 춤의 구도를 형상화한다(김채원 2008). 무용수들은 소랭이를 머리에
이거나 옆구리에 끼고 혹은 바닥에 내려놓고 춤을 춘다. 팔을 시원시원하게 폈다
가 접기도 하고 두 팔꿈치를 접었다 피면서 사선으로 밀고 뻗어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몸통 전체를 뒤로 약간 저친 채 어깨를 흔들면서 ‘조금 빠르게 흐느적
거리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첫발을 크게 뛰고 뒷발은 그 앞발을 따라
가면서 연행되는 ‘곱디디는’ 발동작은 절름발이 걸음과 같이 익살스럽게 보이고,
돌기 동작을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회오리 돌기 동작 후 무대의 오른편에 치
우진 작은 반원구도에서 단원들 모두가 엉덩이와 어깨 전체를 들썩들썩하는 동작
은 춤의 경쾌함을 배가시킨다.
작품이 막바지로 갈수록 두 명의 무용수는 바닥에 놓은 소랭이를 중심으로 뛰
어 돌기 동작을 연행하고 이에 관객의 박수는 커진다. 점차 반주음악과 여덟 무용
수의 몸짓은 물아일체가 되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동작들이 연행되어 속도감과
일체성은 확장된다. 음악의 마지막 박자에 맞추어 여덟 명의 무용수는 몸 방향과
시선을 사선으로 두고 활개치기 동작으로 팔을 뻗어 절도 있게 자리에 앉아 멈추
는 것으로 마무리 동작을 취한다. 이에 관객은 박수갈채를 보낸다.
심잡기와 동작수행에서의 민활성을 키워주며 격동적인 감정을 기교적으로 표현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워준다. 돌기는 크게 제자리 돌기와 돌아나가기로 나누는데 이것도 돌 때의
발디딤과 중심관계등 구체적인 기법에 따라 맴돌기, 엇걸어돌기, 회오리 등 각이한 돌기
동작으로 갈라진다.”(백과사전출판사 2008: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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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 레퍼토리는 1년마다 수정되는데 <돈돌라리>를 연행하기 이전에는 <물
동이 춤>이라는 작품이 연행되었다. 꽃 장식이 달린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덟 명
의 무용수가 새초롬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등장한다. 왼팔로는 물동이를 옆구리에
안았고 오른팔은 굽혀 편 채 머리 위로 링 모양의 물동이 받침대를 들었으며, 무
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굴신(屈伸)동작을 연행하며 사선구도를 만들어낸다.
작품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이 춤은 시냇가에 물을 뜨러 나온 아낙네들을 형상화
하는데, 무대 우측 편에서 작은 반원구도를 만들어 물동이를 내려놓은 후 물동이
주변에 앉아 작은 바가지 소품으로 물을 퍼 올리는 동작은 이 춤의 주제를 잘 드
러낸다. 양팔을 사선으로 길게 뻗은 채로 허리만을 사용하여 뒤로 넘어갈 듯 넘어
가지 않으며 물동이에서 물을 뜨는 동작을 표현한다. 이때 반주음악은 마치 새소
리를 연상케 하는 피리소리가 흘러나오고 무용수들은 ‘어디에서 새소리가 들리
지?’ 하는 표정과 몸짓을 연행하며 작품의 익살스러움과 재치를 더한다.

그림 2 북한민속무용 <물동이춤>, 2014년 제 19회 천안농업인한마당 큰잔치
출처 : 평양민속예술단 홈페이지

음악의 곡조가 바뀌고 무용수들은 물동이를 자리에 둔 채 일어나 어깨춤을 추
며 무대 중앙에 위치한다. 노래 박자에 맞추어 무릎을 낮게 들고 손목을 돌리면서
춤의 흥겨움을 더한다. 무용수들은 1열형의 구도와 V형의 구도를 번갈아가면서
연행한다. 또한 맨 앞자리에 있는 한 명의 무용수를 기준으로 사선구도로 서 있는
무용수들은 앞무용수들에게 손을 올리고 ‘새가 저기 날아간다!’ 하는 메시지를 주
는 동작을 연행하기도 한다.
한바탕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춘 후에 무용수들은 다시 물동이의 근처로 돌아와
물동이를 머리에 이기 시작한다. 머리에 인 물동이를 떨어뜨리지 않고 어깨춤을
추면서 굴신(屈伸)으로 무대 위를 누비고 상반신은 어깨동작을 지속적으로 연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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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은 무용수들이 큰 반원형구도를 형성하고 그 중앙에서 무
용수 중 한 사람이 물동이에 손을 대지 않고 돌기 시작한다. 한 명의 무용수가 아
홉 바퀴를 돌았을 때 옆에 있던 두 명의 무용수가 각각 왼쪽과 오른편에 서서 음
악에 맞추어 돌기 시작한다. 총 스물다섯 바퀴를 돌자 가운데 있는 무용수 곁으로
모든 무용수가 재빨리 모이는데, 돌기 동작을 연행하던 무용수 두 사람은 물동이
를 잡으면서 ‘어휴, 떨어질 것 같았는데 십년감수했네.’ 하는 표정을 연기하며 중
앙으로 모인다. 관객의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온다. 가운데에 모인 무용수들은 다
시 오목블록 구도로 서서 다시 한 번 더 물동이에 손을 올리지 않은 채 돌기 동
작을 연행하고 춤이 마무리 될 때에는 앞치마를 사선으로 들었다가 관객에게 공
손히 인사를 한다.
무용수들 중 가장 실력 있는 세 명의 무용수는 <사당춤>을 연행한다. “최승희
선생님의 대표적인 무용작으로 흥겨운 삼인무를 보시겠습니다. 사당춤.”하는 소개
가 떨어지자마자 경쾌한 음악과 함께 세 명의 무용수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옆으로 달아나온다. 선명하게 대조되는 파란색, 빨간색 원색의 의상을 입은 세 명
의 무용수가 각각 은색과 금색으로 장식이 된 파란색 부채와 진분홍색 부채를 들
고 반주음악 박자에 맞추어 얼굴을 가렸다가 하늘 높이 부채를 솟구치면서 재치
있는 표정의 얼굴을 보인다.

그림 3 북한민속무용 <사당춤>, 2015년 5월 9일 함양군 안의면 경로위안잔치

세 명의 무용수 중에 한 명은 여사당을, 두 명은 남사당의 복장을 입었다. 여사
당은 파란색 꽃 장식이 되어 있는 새빨간 치마에 깃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끝동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장식된 하얀 저고리를 입었다. 그리고 저고리 위에는
진분홍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색동장식이 된 등거리를 걸쳤으며 각 색깔의 천에
는 작은 크기의 여러 꽃장식이 붙어있다. 등거리를 고정시켜주는 허리띠는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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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그 안에 자개 문양의 장식이 달려있다.
시선을 끄는 것은 고깔 형식의 빨간색 쓰개인데, 오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쓰
개에는 반짝이는 은색 천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다. 두 명의 남사당 무용수는 흰
색의 홀태식 바지를 입고 흰색바탕에 소매끝동 부분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천
이 덧대어진 색동저고리를 입었다. 여사당이 등거리를 걸친 것과 마찬가지로 남사
당은 새파란 쾌자를 입었고, 앞쪽은 짧은 반면 뒤쪽은 엉덩이를 가리는 정도의 길
이로 제작되었으며 깃과 허리띠는 은색 꽃무늬로 장식이 되어있다. 또한 이마를
가릴 정도의 기다란 연하늘색 수건을 둘러 뒤통수에 매듭을 짓고 그 위에 연분홍
색 초립을 약간 삐딱하게 썼다.32)
이러한 의상을 입은 세 명의 무용수가 부채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춤동작을
연행한다. 접은 부채를 손바닥이나 어깨를 탁 치면서 천천히 굴신 동작을 하거나
고갯짓과 어깨동작을 함께 하며 익살스러움을 연출한다. <사당춤>의 반주음악은
민족 악기와 서양악기가 배합된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것을 녹음한 것으로 보이며
12/8박자 굿거리장단으로 시작되었다가 2/4박자 휘모리장단으로 바뀌게 되면 춤
의 속도감이 더 빨라진다. 음악반주가 휘모리장단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무용수들
은 더 시원시원하게 팔을 뻗고 무대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남사당과 여사
당 간의 ‘대화식 춤’을 연행하고 기예적인 동작을 연행한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
진 두 배역의 무용수들, 대체적으로는 남장을 한 무용수와 여장을 한 무용수가 짝
을 이루어 춤을 출 때, 이러한 쌍무를 북한에서는 “대화적으로 구성된 춤”(백과사
전출판사 2008: 737)이라고 표현한다.
여사당이 접은 부채를 자신의 어깨에 올려둔 채 다른 팔을 펴고 무대를 가득
채운 큰 원을 그리며 열일곱 바퀴를 도는 기교를 부리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작
품의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르고 “벼락같이 원돌기”(리순희 2005: 134)를 하는 여
사당을 관객에게 자랑하듯 동작을 연행하던 남사당들도 갑자기 서로 자리를 맞바
꾸면서 제자리 돌기를 연행하기 시작한다. V자 구도로 서서 ‘놀라운 속도’로 끊임
없이 도는 무용수의 동작에 관객의 박수 소리는 이전과 다르게 커지고, 이곳저곳
에서 감탄사가 튀어나온다.
원돌기를 마친 세 무용수는 희열에 가득 찬 표정으로 재치 있게 고갯짓을 까딱

32) <사당춤> 의상묘사에 관해서는 민족문화유산(2005(1): 42-43)를 참조하였다. 북한원작과
예술단 작품의 의상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는 북한원전을 참고하여 기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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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한다. 또한 허리를 숙였다가 펴며 발을 뒤로 굴렀다가 앞으로 구르거나 두 팔
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식의 춤동작을 연행하면 마치 달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 연출된다. 무용수들은 점점 속도감이 느껴지는 반주음악에 맞춰 다시
제자리에서 두 바퀴 반을 돈 후에 부채를 눕혀 자신의 허리와 머리에서 8자를 그
리며 격렬하게 흔든다. 그러다가 마지막 박자에 맞춰 부채를 순식간에 접고 팔과
함께 앞으로 쭉 내밀면서 동시에 고개를 절도 있게 숙임으로써 <사당춤>은 끝이
난다.
한편 예술단의 북한민속무용 작품 중 매번 연행되지는 않지만 특별 공연이나
전라도 남원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연행되는 작품이 <명절날>이다.
사실 예술단이 연행하는 <명절날>은 북한의 두 원작 <명절날>과 <춤추는 인형>
이 혼합된 작품이다. 두 원작 모두 왕재산경음악단이 연행하였는데, 원작 <명절
날>에는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은 네 명의 여성 무용수가 등장하여 명절
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원작 <춤추는 인형>에서는 하늘색 한복에 파란 쾌자를
걸친 남장 무용수 네 명이 더 등장하여 남녀 무용수 여덟 명이 ‘인형이 춤을 추는
모습’을 연행한다.
이에 비해 예술단의 <명절날>은 원작 <명절날> 안에 <춤추는 인형>을 삽입하
여 작품의 앞부분과 끝부분은 <명절날>의 반주음악이, 작품의 중간 부분에서는
곡조가 다른 <춤추는 인형>의 반주음악이 흐른다. 곡조가 달라지는 <춤추는 인
형>에서부터 남장을 한 네 명의 무용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예술단의 <명절날>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네 명의 여성 무용수로만 구성된 원작 <명절날>과는 다
른 형태의 끝맺음 양상을 보인다. 예술단의 <명절날>은 원작과 형식적 차이를 보
이지만 원작 <명절날>과 <춤추는 인형>의 각 요소를 ‘있는 그대로’ 연행해내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4 북한민속무용 <명절날>, 2015년 7월 23일 을주 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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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노란 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입은 한 여성 무용수가 투명한 하얀 천으로 얼굴
을 감싼 채 등장한다. 흐르는 물소리와 유유자적한 자연의 풍경이 상상되는 반주
음악에 미소를 띠고 있는 무용수는 무대의 양쪽을 잦은걸음으로 빠르게 걸어 다
니며 한쪽 팔은 얼굴 천을 잡고 한쪽 팔은 길게 뻗어 마치 아름다운 풍경 속 한
마리의 나비와 같은 느낌을 형상화한다. 천천히 흐르던 음악에 장구와 같은 타악
기의 장단이 삽입되면서 무용수가 무대 중앙에 위치하여 빨라지는 박자에 맞추어
제자리돌기 동작을 연행한다. 열다섯 바퀴를 돈 후에야 무용수는 변화하는 음악
곡조에 따라 잦은걸음으로 무대우측을 향한다.
그녀가 무대 우측에서 다시 반대편을 보고 서 반주의 박자에 맞추어 제자리 굴
신동작과 발을 떼어 앞으로 전진 하는 굴신동작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뒤로 똑같은 의상을 입고 똑같이 분장한 세 명의 무용수가 동일한 동작을 하며
차례차례 등장한다. 무대 위 네 명의 무용수는 천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다시 열어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며 동작을 수행하는데, 두 손이 천을 잡고 있어야 하기에 작
품의 초반에서는 굴신동작과 어깨동작이 자주 연행된다. 저고리의 어깨 부분에 천
을 부착한 후부터는 팔 동작을 본격적으로 연행하고 어깨에 부착된 천은 망토 역
할을 하며 춤의 표현성을 확대시킨다. 네 명의 무용수는 V자형 구도와 마름모형
구도를 번갈아 만들면서 두 팔 뿌리치기 동작과 메고 감아 뿌리치기 동작, 굽혀메
기 동작, 활개치기 동작들을 연행하고, 서로 짝을 지어 그네를 타거나 널뛰기를
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경음악으로 연주된 반주음악에는 “루루루”, “하!”, “이히
리! 좋다!”, “좋다! 좋지!” 하는 노래 소리가 추임새로 녹음되어있다.
신비한 느낌이 나는 차임벨 효과가 나는 소리가 나오고 음악의 곡조가 바뀌는
데, 바로 이 순간부터 무대 위 여덟 무용수는 이전과 다른 느낌으로 몸을 사용하
여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인형 도령 말을 타고 단오명절에 그네터를 지나가던 춘
향을 보았네, 춘향은 홀로 남았고 다짜고짜 사랑을 약속하자네” 하는 노랫말이 녹
음된 반주음악으로 인해 지금까지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은 네 명의 무용
수가 춘향이가 되고 무대 위에는 춘향의 짝꿍 역할을 하는 네 명의 이도령이 등
장한다. 진분홍색 저고리 및 바지 위에 푸른색 쾌자를 입고 푸른색 쓰개를 쓴 도
령들은 난이 그려진 큰 부채를 편 채로 등장한다.
두 양팔을 앞으로 쭉 편 채로 부채를 들고 있는 도령은 무대의 왼편에 위치해
있는 네 명의 춘향에게 다가가는데, 이때 도령은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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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 아래로 흔들며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꼿꼿하게 걸어간다. 제자리에서 돌 때
에도 중심축 반대편의 다리를 높게 들고 순식간에 돌고 두 발을 번갈아 사용함으
로써 한 바퀴를 돌더라도 반 바퀴씩 두 번을 도는 느낌을 연출한다. 춘향 역할의
무용수들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팔꿈치와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채 동작을 재빨
리 연행 한 후 길게 멈추었다가 다시 동작을 연행함으로써 이전에 표현되었던 춤
의 선(線)이 뚝뚝 끊기는 느낌을 연출한다.
파트너를 이룬 도령과 춘향은 남한에서 어린 남녀 아이들이 추는 꼭두각시 춤
이 연상되는 쌍무를 추는데 이러한 쌍무 역시 군무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덟 명
의 무용수는 허리와 팔꿈치, 무릎 근육을 경직시켜 동작을 연결하지 않고, 오직
고갯짓만을 허용하여 마치 로봇처럼 ‘사람의 움직임 같지 않게’ 춤을 춘다. 그러
던 중 다시 음악이 <명절날>의 곡조로 돌아오면 춘향과 도령은 숨을 크게 들이쉬
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 동작의 선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도령들이 제자리 돌기
동작을 연행한 후에 춘향이 어깨에 붙어있는 하얀 천을 떼어 아래에서부터 위로
높이 들며 제자리 돌기 동작을 연행함으로써 작품의 흐름은 최고조에 다다른다.
도령들이 각자의 파트너를 잦은걸음으로 데리고 와 일렬형 구도를 만들면서 작품
은 끝나게 된다.

2) 북한민요
속도감이 빨라 “정신이 번쩍 드는” <돈돌라리>를 마치고 무용수가 퇴장하면 빈
무대에서는 “아~ 통일 아리랑, 삼천리 내나라 삼천리 내나라 통일 아리랑” 하는
높은 목소리의 전주가 울려 퍼진다. 전주에 맞추어 무대 오른편에서 우아하게 등
장한 작은 체구의 여성은 무대 중앙에 서 관객에게 여유롭게 두 팔을 벌려 인사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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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북한민요<통일아리랑>, 2015년 7월
23일 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수는 샛노란 드레스 혹은 때에 따라 빨간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데, 드레스
의 디자인을 보면 양쪽 어깨는 치마색깔과 같은 색깔의 천으로 크게 부풀려져 레
이스로 장식되었고, 반짝이는 천으로 제작된 드레스의 상반신은 가슴라인과 허리
라인이 드러나도록 몸에 매우 꽉 낀다. 원색인 드레스 치마는 사선으로 넓게 퍼져
서 상반신에 대비되어 매우 풍성하게 보인다. 이는 마치 ‘어깨가 부각된’ 18세기
의 로코코 의상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다. 4/4 박자로 만들어진 <통일 아리랑>
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헤어져 얼마냐 아리랑 아리랑
반세기 아픔이 가슴 친다 가슴 친다
[후렴] 아리랑 아리랑 통일의 아리랑
삼천리 내 나라 삼천리 내나라 통일 아리랑
2절. 이대론 못 참아 아리랑 아리랑
철조망 거두고 (원작 : 장벽을 부수고)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후렴]
3절. 온 겨레 손을 잡고 아리랑 아리랑
자주의 새날을 앞당기자 앞당기자
[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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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현악단의 연주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반주음악은 매우 경쾌하고 신이 난다.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 활짝 웃은 미소를 잃지 않고 마이크를 들지 않은 왼
쪽 팔을 앞뒤로 살랑살랑 흔들며 음악의 흥을 돋운다. 높은 톤의 목소리는 매우
맑고 고우며 곡의 선율을 잘 드러낸다. 또한 각 절을 부를 때마다 가수의 몸짓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1절의 가사 내용대로 가수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는
동작으로 반세기 분단에 대한 아픔을 형상화한다.
2절에서는 한쪽 주먹을 가볍게 쥐고 박자에 맞추어 앞뒤로 흔듦으로써 철조망
을 거두고 하나 되기를 호소하는 가사에 희망찬 결의를 다진다. 간주는 1절이 마
친 후와 2절이 마친 후에 연주되는데, 1절 뒤 짧은 간주에서 가수는 어깨춤을 추
면서 노래의 흥을 돋우고 조금 더 긴 2절에서는 가사말 대로 ‘하나가 되었을 때’
를 상상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양팔을 벌려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다. 그런 후
관객석에 몸을 기울여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고 관객은 노래의 박자에 맞추어 더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한다.
3절에서 가수는 가사의 내용처럼 온 겨레가 손을 잡고 “자주가 실현되는 새
날”이 왔음을 상상하는 듯 1, 2절과 달리 몸과 팔을 조금 더 크게 흔들고, 작은
반경 안에서 움직이며 흥겨움과 벅찬 마음을 표현한다. “의지를 안고 랑만적으
로”(박충성 2014:122) 노래를 부르던 가수는 마지막 소절에서 몸의 중심을 뒤로
하였다가 앞으로 튕기면서 팔을 높이 솟구치며 새로운 일을 도약하는 사람의 의
지를 표현한다. 환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멈춰있는 가수를 향해 관객은 환호와 박
수를 보낸다.
북한민요 <신고산 타령>은 <통일 아리랑>이 연행되지 않을 때 연행되는 작품
이다. 관현악과 전자악기로 연주된 <신고산 타령>의 반주음악이 나오면 한 명의
가수가 등장하여 무대 중앙에 서는데, 때에 따라 그는 한복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드레스를 입기도 한다. <통일 아리랑>과 같이 가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맑으며
민요풍의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기교적 소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신고산 타령>
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도입부. 신고산이 우르릉 그 무슨 소린가 하였더니
농장 마을의 처녀들이 트랙터 (원작 : 뜨락똘) 모는 소릴세
(빠른 반주로 바뀜)
1절.

신고산이 우르릉 그 무슨 소린가 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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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마을의 처녀들이 트랙터 (원작 : 뜨락똘) 모는 소릴세
어랑어랑 어허야 어럼마지여라
뜨락똘 모는 소릴세
2절.

온다야 온다기에 동구밖 큰길에 나갔더니
자동차에 가득가득 흥남비료가 오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럼마지여라
흥남비료가 오누나
(간주)

3절.

신고산이 들썩하게 농악소리 울리더니
집집마다 풍년분배 웃음 (원작 : 쌀독이) 가득 넘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럼마지여라
웃음 (원작 : 쌀독이) 가득 넘쳤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럼마지여라
우리의 신고산 자랑하세 (좋다!)

매우 느리게 시작하는 첫 소절을 부를 때 가수는 움직임 없이 정면을 보며 신
중하게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그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살짝살짝 흔드는 몸짓은
곧 노래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조이다. 박자가 조금씩 빨라지는 두 번째 소
절이 시작하면 가수는 박자에 맞추어 팔을 흔들고 다리를 굴신한다. 속도가 완전
히 빠르게 되었을 때 어깻짓을 하고 자유롭게 발을 움직이며 흥을 돋운다. ‘좋다!’
‘좋지!’ 하는 추임새로 노래의 흥을 더한다. 마지막 구절인 “우리의 신고산 자랑하
세! 좋다!” 하며 가수는 한쪽 손으로 ‘만세’를 하는 동작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3) 북한가요
<통일 아리랑>을 불렀던 가수가 관객에게 “계속해서 <휘파람>을 불러드리겠습
니다.” 라고 소개하는 순간 무대 양 옆에서 드레스를 입은 다섯 명의 가수가 등장
한다. 초록색, 주황색, 진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의 드레스를 입은 여섯 명
의 가수가 절도 있게 차례차례 무대 위에 일렬로 서서 노래전주에 맞추어 동일하
게 몸 방향을 바꾸며 일체감 있는 모습으로 리듬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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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북한가요 <휘파람>, 2015년 4월 13일 여의도 벚꽃축제

드레스는 앞서 언급했듯이 18세기의 로코코 양식의 귀족의 드레스를 연상시키
며 가지각색 원색의 드레스와 조명으로 인해 무대는 매우 화려하다. 가수들은 시
작박자에 맞추어 흔들던 몸을 순간 일제히 멈춘 채 동시에 입을 열어 “빠바바빰
빠바바빰 빠바바빠 빰!”하는 하나의 소리를 냄으로써 흥겨운 노래의 시작을 알린
다. <휘파람>의 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절.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이 가슴 설레어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후렴구] 휘 휘휘 호호호 휘휘 호호 호호호
휘 휘휘 호호호 휘휘 호호 휘파람

2절.

한 번 보면은 다신 못 볼 듯
보고 또 봐도 그 모습 또 보고 싶네
오늘 계획 삼백을 했다고 (원작 : 어젯밤에 밤샘을 했다고) 생긋이 웃을 때
이 가슴에 불이 인다오 이일을 어찌하랴
[후렴구]

3절.

휘휘 호호

(원작 :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휘휘 호호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휘휘 호호 휘파람

혁신자의 꽃다발 안고서 휘파람 불면은

아- 휘파람 아- 휘파람

복순이도 내 마음 알리라

아- 휘파람

알아주리라

휘휘 호호 휘휘 호호 휘휘 호호

휘 휘휘 호호호 휘휘 호호 호호호

휘파람!

휘 휘휘 호호호 휘휘 호호 휘파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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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각색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가수들은 다리보다는 상체를 움직임으로써
<휘파람>의 역동성을 표현한다. 동일하게 손바닥을 편 채 팔을 쭉 뻗어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기도 하고,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동작을 연행함으로써 “벌써 몇 달
째 불었네”하는 가사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후렴구를 부를 때 오른손을 얼굴 옆에
위치시켜 어깨와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팔을 아래로 내려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
드는 동작은 <휘파람>의 주된 동작이다. 이때도 역시 여섯 무용수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며 동일한 동작을 연행한다. 노래의 마지막 구절로 “휘파람”
을 외치며 노래를 마칠 때 여섯 가수가 일제히 손으로 입을 순간적으로 가렸다가
재빠르게 바깥으로 손을 젖힘으로써 노래의 박력이 극대화된다.
이후, 빈 무대에 서정적인 전주음악이 울려 퍼진다. 무대의 오른편에서 몸에 붙
는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오고, 그의 표정은 앞선 작
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애수가 가득하다.

그림 7 북한가요 <임진강>,
2015년 7월 23일 을주 문화
예술회관

그의 드레스 디자인은 사선으로 퍼지지 않고 몸의 라인이 드러나도록 제작되었
는데 드레스의 앞부분은 무릎이 보이고 뒷부분은 바닥에 치마가 닿는 길이로 만
들어졌다. 마치 큰 장미꽃을 연상시키듯 가슴 부분에는 큰 레이스가 붙어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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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의 밑 부분은 흘러내리는 레이스로 장식되어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가득 찬 가수는 무대의 중앙에 서서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중앙에 선 가수는 시선을 가까이에 두지 않고 멀리 두고 노래를 부르기 시
작한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흘러 내리고
뭇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
내 고향 북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냐

2절.

강 건너 갈밭에선 갈새만 슬피 울고
메마른 들판에서 풀뿌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우에 춤추니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는 못하리라

3절.

내 고향 북쪽땅 가고파도 못가니
임진강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냐
원한 싣고 흐르느냐

중저음의 고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한 소절 소절의 가사를 들을 수 있을 정
도의 느린 속도로 <임진강>을 부르고 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단 한 번도 밝게
웃지 않고“가고파도 가지 못하는”임진강 너머의 북쪽 땅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을 노래 가사에 싣는다. 1절을 부르자 관객석에서는‘작지만 진심어린’박수소리
가 흘러나오고 이는 앞선 북한 가요 <휘파람>이나 북한 민속무용 <돈돌라리> 때
의 박수와는 다른 결의 박수소리이다. 가수의 표정,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 처
리, 가끔씩 먼 곳을 가리키는 손짓은 가사의 내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한
다. 가수는 3절을 부르기 전에 감정을 보다 고조시켜 고향에“가고파도 가지 못
하는”애통한 그 심정을 확장시킨다. 그러나 곧 체념하며 애통한 목소리로“임진
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냐”하며 노래의 감정을 절제하며 곡을 마무리한다.
애수에 가득차서 등장했던 가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해졌다. 그는 관객에
게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관객은 잔잔한 박수로 화답한다.
예술단 공연의 레퍼토리 중 마지막 순서로 고정되어 있는 작품은 <다시 만납시
다> 이다. 한 시간 동안 공연이 이루어진 후에 공연의 끝을 알리는 작품으로서
가수와 무용수가 모두 일렬로 무대에 서서 <다시 만납시다>를 부른다. 작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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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다음과 같으며, 예술단이 연행하는 <다시 만납시다>는 2절을 부르지 않고
‘화술’을 연행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원작과 차이를 보인다. 화술은 특유의 북한식
억양으로 웅변하듯이 대사를 읊는 것을 뜻하는데, 예술단의 한 단원은 학생소년궁
전에서 북한의 청소년들이 악기나 노래를 배우는 것처럼 화술도 하나의 분과로
자리하고 있음을 연구자에게 알려주었다.
1절.

백두에서 한라로 우린 하나의 겨레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후렴구]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메어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화술.
가수 1 : “백두에서 한라로, 한라에서 백두로
우리는 수천년을 함께 살아온 한겨례 한 핏줄입니다.“
가수 2 :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2천 3백만 동포들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땅을 밟아볼 수만 있다면
저 평양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 오빠 언니들도
이 자리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사람 함께 : “통일의 그날은, 통일의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2절.

[후렴구]

그림 8 북한가요 <다시 만납시다>, 2015년 6월 4일 완주지방행정연수원

노래의 선율은 매우 서정적이다. 단원들이 일렬로 서서 1절을 부른 후, 한 명
의 가수가 반주에 맞추어 차분한 목소리로 북한과 남한이 한 겨레, 한 핏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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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체성을 내용으로 하는 화술을 한다. 그런 후 조금 더 고양된 목소리의 또
다른 가수가 북한에 있는 동포와 가족을 떠올리며 분단으로 인한 비극을 상기시
키고 두 사람은 한 목소리가 되어 애타는 목소리로 “통일의 그날은, 통일의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하며 통일에 대한 애타는 바람과 의지, 결의
를 표현하며 감정을 폭발시킨다. 관객은 이에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단원은 약속
한 박자에 맞추어 모두 왼손을 들고 좌우로 천천히 흔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다. 무대 위 몇 몇 단원은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 관객석에 앉은 관객도 손을
흔들며 <다시 만납시다>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며 몇몇은 기립박수를 치며 예
술단의 공연에 반응한다.

4) 북한노래와 북한무용이 결합된 작품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 작품 중에 북한노래와 북한무용이 결합된 작품은 <반
갑습니다>와 <아리랑>이다. 가수들은 북한가요 <반갑습니다>를 부르고 이에 맞추
어 무용수들은 북한의 현대무용을 연행하며, <아리랑>의 경우엔 북한민요인 본조
아리랑을 두 명의 가수가 부르고 이에 맞추어 무용수들은 북한현대무용을 춘다.
<반갑습니다>는 예술단 공연의 첫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다. 예술단 가수이자
공연의 사회자 역할을 맡은 한 단원이 무대 위에 등장하였다. 그녀가 입은 한복
의 저고리는 하얀색인데 끝동과 깃은 고동색이고 마치 자개 느낌이 나는 은색 꽃
이 그 안에 수놓아져있다. 긴 고름 역시 고동색이며 고름의 중간부터 아래까지
달린 아홉 개의 작은 크기의 은색 꽃은 정성스럽게 수놓아져있다. 저고리의 어깨
와 팔 부분에는 중간 크기의 새빨간 꽃이 장식으로 있으며 그 꽃 색깔과 동일한
새빨간 치마에는 은색 실로 꽃과 나비가 화려하게 형상화되어있다. 치마의 중간
부터 아랫단까지 꽃과 나비가 사방 면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치마는 마치 드레스
인양 사선으로 넓게 퍼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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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회자의 모습, 2015년 3얼
27일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사뿐히 무대중앙으로 걸어온 사회자는 관객을 보며 익살스러운 표정으로“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문을 뗀다. 북한 특유의 말투로 인사를 하는 사회자는
관객석을 좌우로 한 번씩 쳐다보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께 저희 평양민속예술단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고 박수를 치는 시늉을 한
다. 사회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럼 지금부터 평양민속예술단 공연을 시작하
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형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
니다!”하고 외치면서 오른 팔을 높이 들어 손을 흔든다.
그 순간 경쾌한 <반갑습니다> 노래 반주가 공연장에 가득 울려 퍼지고 무대의
양쪽에서는 동일한 의상을 입은 여섯 명의 가수가 각각 세 명씩 등장하고 그 뒤
로는 진분홍의 치마와 색동으로 장식된 하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꽃 장식을 한
여덟 명의 무용수가 양 손에 꽃을 든 채 무대 중앙으로 달려 나온다. 경쾌하고 힘
찬 노래 반주에 맞추어 일렬로 선 가수들은 팔을 뻗어 허리 높이에서 동일하게
박수를 치고, 몸과 한쪽 팔을 살짝 살짝 흔들며 박자를 탄다. 양손에 노란 색, 빨
간 색 꽃을 든 무용수들은 팔을 굽혀 올렸다가 내리며 이열형 구도에서 작은 원
형 구도로, 그리고 사선구도를 재빠르게 만들어내며 무대의 화려함을 더한다. 노
래가 시작되면 여덟 명의 무용수가 일곱 명의 가수 사이사이에서 왼팔을 높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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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박자에 맞추어 팔꿈치와 어깨, 손목을 튕기며 꽃을 흔든다. 이때 무용수들은
동일하게 몸 방향을 일치시키고 좌우로 시선을 처리함으로써 흥겨운 느낌을 배가
시키고 가수들 역시 노래의 박자에 맞추어 팔을 앞뒤로 살짝 살짝 흔든다.

그림 10 북한가요와 북한무용 <반갑습니다>, 2015년 5월 7일 구미 어울림한마당

간주가 진행될 때 일곱 명의 가수는 각각 세 명씩 나뉘어져 바깥으로 세 발자
국 걸어 나가고 무대 중앙에 있던 한 명의 가수는 동일하게 뒤로 세 발자국을 가
자신의 위치를 정한다. 가수들은 노래 초반의 동작과 같이 허리 높이에서 박수를
치며 꽃을 품에 안은 무용수들은 순식간에 일렬형 구도에서 사선형 구도로 바꾸
어 제자리 돌기 동작을 연행하고 한쪽 팔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면서 굽혀 앉기
동작을 연행한다.
팔을 사선으로 뻗으며 작은 원형 구도를 만들던 무용수들은 점점 작품의 하이
라이트 장면을 향한다. 여덟 무용수는 무대 중앙에 위치한 가수를 중심으로 두 팔
을 굽힌 채로 뻗어 열여섯 개의 꽃이 가수를 감싸는 하나의 액자가 되도록 만들
어준다. 맨 앞의 두 무용수는 무릎을 꿇어앉고 맨 뒤의 두 무용수는 서기 때문에
중간의 네 무용수가 다리와 몸을 기울여 ‘기울여진 화관’ 같은 원을 만들게 되며
무용수들이 상체를 바깥으로 젖히고 얼굴을 관객석으로 돌림으로써 이 장면은 완
성된다. “반갑습니다!”하는 가사에 맞추어 일제히 무용수는 꽃을 흔들고 그들에게
둘러싸인 가수는 팔을 들어 격렬하게 손을 흔든다.
2절이 시작되면서 가수들은 다시 세발자국을 걸어 들어와 무대의 중앙에 일렬
로 서고 무용수들도 본인의 자리에 돌아가 팔과 어깨를 튕기거나 제자리 돌기 동
작을 연행한다. 음악이 진행될수록 무용수들도 허리를 양옆으로 튕기면서 1절과
간주에서보다 동작을 더 흥겹게 춘다. 노래가 마칠 즈음에는 가수 뒤에 있던 무용
수들이 앞으로 나와 일렬로 선 뒤 열다섯 명의 단원은 좌우로 몸을 동일하게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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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며, 같은 각도로 팔을 굽혔다가 튕기며 <반갑습니다>를 연행하고, 마지막 장면
에서는 움직이던 몸을 멈춘 채 정면을 향해 손을 흔든다.
아리랑 음악의 반주가 흘러나오고 한 가수가 무대 위에 등장하며 비장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네.” 하며 천천히 멘트를 읊는다. 무대의 한
쪽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가수는 “지난날 나라 없던 그 세월엔 눈물을 흘
리면서 불러야 했던 아리랑이 오늘은 우리 민족의 단결의 아리랑, 행복의 아리랑,
통일의 아리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내용의 대사를 북한 특유의
억양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매우 천천히, 절제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읊는다. 그
가 대사를 읊고 퇴장하면 반대쪽의 무대에서 또 다른 가수가 익숙한 서정적 멜로
디를 가진 북한민요 본조 아리랑을 부르며 무대 중앙까지 천천히 걸어 나온다. 낭
만적인 표정으로 시선을 멀리 둔 채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가사에 맞추어 팔을
위로 들며 ‘그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듯한’ 표현을 한다.
관현악과 전자악기가 같이 녹음된 반주음악으로 인해 노래의 비장함과 아름다
움은 잘 표현된다. 서정적인 선율의 아리랑 1절이 마치자 반주에 맞추어 여덟 명
의 무용수가 양팔을 사선으로 든 채 하얀 천을 양손으로 잡아 ‘신비하고 거룩한’
느낌을 풍기며 무대 양쪽에서 잦은걸음으로 등장한다. 무용수의 의상은 하얀색에
서 점차 하늘색으로 짙어지는 색으로 염색되었는데, 하얀 저고리의 경우 끝동으로
갈수록 짙은 하늘색으로 염색이 되어있으며, 치마 역시 중간에서부터 끝단까지 짙
은 하늘색으로 염색이 되었다. 저고리의 깃은 반짝거리는 분홍색 천으로 덧대어져
있고 소매와 가슴에는 반짝거리는 분홍색 꽃 장식이 의상의 화려함을 더하고 있
으며 치마 역시 끝단에는 주먹 크기의 하얀 꽃들이 곡선을 이루며 달려있다. 특이
점은 무용수가 두 종류의 치마를 입는다는 것인데, 두 치마는 같은 색깔과 디자인
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겉에 입는 치마의 경우 다섯 개의 철사가 일정한 각도로
들어가 있으며, 겉치마의 안쪽 면에도 은색 물고기 모양의 장식이 달려있다. 또한
무용수들은 모두 하얀 천을 들며 춤을 연행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목에 걸어
두는데, 이 하얀 천은 발목까지 내려온다.

- 71 -

그림 11 북한민요와 북한현대무용 <아리랑>, 2015년 7월 24일 홍성문화예술회관

무대 양쪽에서 등장한 여덟 명의 무용수가 서로 교차하면서 분산형구도33)를 만
든 후에 목에 천을 두르고 제자리 돌기를 연행하는 그 순간 음악의 곡조가 갑자
기 바뀐다. 비장하고 웅장한 느낌의 단조 음악에 맞추어 무용수들은 뒤집힌 V 자
형 구도를 다시 만들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팔과 허리를 사용하여 동작을 연
행한다. 노래를 부르던 가수도 무용수와 동일하게 동작을 연행하고, 뒤에서 처음
대사를 읊었던 가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면서 애통한 목소리로 대사를 천천히
읊기 시작한다. “아득한 옛적부터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 수천 년을 살
아온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진지 어언 70년, 저 하늘의 새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
유로이 날아가고 임진강의 맑은 물도 유유히 흘러가건만, 어이하여 우리는 이대로
헤어져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를 천천히 읊는다.
가수의 뒤에서 동작을 연행하는 무용수들은 모두 팔을 편 채 동일한 방향으로
허리를 사용하여 팔을 돌리며 가수의 대사를 감정적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애달픈 목소리로 “얼마나 가보고 싶은 저 북녘 땅입니까, 얼마나 와보고 싶
은 여기 남녘땅입니까.” 하는 화술을 할 때 반주음악은 보다 어둡고 비극적인 느
낌을 연출한다. 잠시 호흡을 쉬었다가 가수는 보다 더 비장한 목소리와 당당한 목
소리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이 민족이 너무나도 귀중하기에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다 바쳐서 지켜냈습니다.”하며 특유의 톤으로
화술을 하고, 이에 무용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얀 천을 위 아래로 뿌리치는 동
작을 하면서 원형구도와 사선구도를 만들어 가수의 짙은 호소력에 표현성을 더한
다. 보다 격앙된 감정으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이 민족이 너무나도
33) “분산형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나 리듬에 급격한 전환이 있을 때 보이
는 공간구도로, 등장하는 춤꾼이 적은 경우엔 적용할 수 없는 군무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분산형은 불규칙하게 흩어져있는 형태가 아니라 무대 전체에 3열 횡대나 4열
횡대의 규칙적인 구도로 넓게 퍼진 형태를 말한다.”(김채원 2008: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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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하기에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다 바쳐서 지켜냈습니다.
애국선열들이 피로서 지킨 이 땅! 금은보화 가득한 삼천리금수강산에 무궁화 꽃이
만발하게 피어날 것입니다!”하는 대사를 읊은 가수는 노래를 불렀던 또 다른 가수
와 함께 무용수들이 만들어놓은 원형 구도 안을 향해 감격적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림 12 <아리랑>의 주요 장면, 2015년 7월 24일 홍성문화예술회관

그 순간 무용수들은 가수들을 향해 돌아앉아 철사가 들어있는 겉치마를 손으로
편다. 꽂혀있는 철사를 잡고 팔을 올림으로써 여덟 명의 무용수가 모두 무궁화 꽃
이파리가 되어 입체적인 무궁화 한 송이를 형상화해낸다. 그 무궁화 안에서 감격
적으로 만난 두 무용수는 각각 남한과 북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손을 감격적으로 맞잡은 두 가수가 한 바퀴를 돌 때 무용수들은 각자의 겉치마를
흔들고 음악의 곡조는 다시 본조 아리랑의 음악으로 바뀐다. 음악에 맞추어 무용
수들은 일어나 큰 반원 구도를 만들고 두 손을 잡은 가수들은 무대의 앞으로 천
천히 걸어 나오며 <아리랑>을 부른다.
여전히 겉치마를 활짝 핀 무용수들은 스스로가 한 송이의 무궁화가 되어 동작
을 연행하고, 노래의 최고조 부분에 제자리 돌기 동작을 연행함으로써 겉치마와
안치마가 부풀어 올라 입체적인 꽃송이들을 연출해낸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
라지.” 하는 가사에 맞추어 돌기 동작을 하다가 이열 구도로 다섯 명은 자리에 서
고 세 명은 앞줄에 앉음으로써 기개가 높은 백두산을 형상화한다. “동지섣달에도
꽃만 핀다”하는 마지막 노래구절에 맞추어 허리를 숙여 겉치마로 스스로를 덮었
던 무용수들은 허리를 피면서 꽃이 피는 모습을 재현하고 두 명의 가수가 인사를
할 때 겉치마를 내려놓고 잦은걸음으로 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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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용에서 연행되고 재현된 북한적 요소
본 절에서는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무용작품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를 점검함으로써 이 특징이 북한예술과 어떻게 맞닿아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관객석에 앉아있는 남한 관객을 대상으로 무대 위에서 북한을 재현해내는 것
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예술단이 어떠한 이유에서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지 무용작품 안에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술단 무용작품의
특징을 먼저 작품의 형식, 작품의 표현 기법, 그리고 동작적인 측면 순으로 분석
하려 한다.

1) 작품의 형식: 소품 형식의 군무와 앙상블
예술단이 연행하는 무용작품은 소품(小品)형식이자 동시에 다수의 무용수가 함
께 연행하는 군무형식의 작품이다. “무용소품은 규모가 작은 형식의 무용작품”(김
정일 2011a: 342)을 뜻한다. 또한 세 명의 무용수가 연행하는 <사당춤>을 제외
하면 모든 작품은 여덟 명의 무용수가 5분 이내에 연행하는 소품 형태의 군무(群
舞)로 연행되는데 이는 단순히 예술단 작품 간의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탈북공연
예술단체로서 예술단이 ‘북한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감독은 수향과 자영 사이에 앉아 “<박판무>도 배워야지?” 하며 유튜브에서 3년 전에
공연했던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박판무>, <장고춤>, <쟁강춤>, <방고춤> 영상이
었다. 감독은 3년 전 당시의 무용수들이 가장 기량이 좋았기 때문에 무용을 가르쳐줄
맛이 났다고 했다. <장고춤> 동영상도 보았다. 동영상을 보면서 감독은 ‘좋았던 그 시
절’을 떠올렸다. 감독은 이때를 전성기라 여러 번 이야기했다. […] 수향과 자영은 “정
말 앙상블이 잘 맞는다”고 반응했고 감독은 “그래, 기량이 높은 애들이야. 이때는 내가
무용할 만 했어. 근데 이걸 하려면 무용을 할 줄 알아야 해. 수향아 자영아, 우리 상반
기에는 열심히 연습해서, 하반기에 내놓자?” 하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였다. 감독은 현재
기량이 있는 무용수가 5명(아진, 세빈, 희경, 민혜, 감독)밖에 되지 않아서 10명이 만들
어내는 작품을 다 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이 작품들을 다 살리고 싶어, 5명을
더 채워서 하고 싶다고. […] 정말 요새는 이 작품들을 살리고 싶어 죽겠어.” 하고 말하
였다. […] 감독은 현재 ‘무용다운 무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서 안타까워했다
(2015년 3월 14일, 연습실 참여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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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향과 자영에게 <돈돌라리>를 가르쳐주던 감독은 연습을 마친 후 두 사람에게
예술단이 과거에 연행했던 작품들을 핸드폰으로 보여주었다. 현 시기에 연행되고
있지 않은 <박판무>, <장고춤>, <쟁강춤>, <방고춤> 역시 모두 소품 형식의 작
품인데, 작품에 따라 여덟 명에서 열 명의 무용수가 연행한다. 감독은 동영상을
보며 당시 활동했던 무용수들이 기량이 좋았기 때문에 감독 스스로도 무용수에게
춤을 가르쳐줄 맛이 났고 무용수들 역시 “신나게” 작품을 연행했었다는 것을 회
상한다. 그러나 그가 과거의 ‘좋았던 그 시절’을 예술단의 전성기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용수 개개인의 실력이 하나같이 다 출중했다는 것에 있기도 하지만, 그
러한 열 명의 무용수로 인해 <박판무>, <장고춤>, <쟁강춤>, <방고춤> 과 같은
소품 형식의 군무가 모두 연행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더 강한 방점이 있
다. 다시 말해, 감독은 현시점에서 “무용다운 무용”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를 무용수 개개인의 실력에서 찾기보다는 작품을 연행할 수 있는 무용수의 숫자
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찾고 있었다. 즉, 전문적으로 무용 훈련을 받지 않은 수향
과 자영에게 어려운 춤을 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설득하는 감독의 행위
는 군무 연행을 위해 필수적인 무용수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실천이라 할 수 있
는 것이다.
열 명의 무용수가 함께 연행해야 무용작품은 ‘작품다운 작품’이 되고 아무리 기
량이 좋은 다섯 명이 춤을 완벽하게 연행할지라도 그 작품은 ‘제대로 된 작품’이
될 수 없다. 이때 작품다운 작품으로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왜 감독은
출중한 실력의 다섯 무용수가 연행하는 <장고춤>을 무대에 내보내지 않았던 것일
까? 실력이 부족한 무용수에게 동기를 부여시키고 훈련시키는 고된 노력을 통해
서 감독은 어떠한 것을 얻고 싶었던 것일까? 감독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
었던 것은 여덟 명 이상의 무용수가 군무를 연행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작품의 형
상성이다. 감독이 생각하기에 실력이 좋은 다섯 명의 무용수가 무용작품을 아무리
‘완벽하게’ 연행할지라도 그 춤의 표현력은 여덟 명 이상의 무용수가 연행하는 군
무의 표현력에는 결코 못 미치는 것이다. 개개인의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여덟 명
의 무용수가 함께 연행하는 작품이 소수가 연행하는 작품에 비해 보다 나은 북한
작품으로 자리매김 된다.
이러한 군무 작품을 연행할 때 예술단 무용수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은 ‘앙상블’
이다. 예술단의 연습 양상에서도 이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개인연습은 전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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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개인연습을 기반으로 한 전체연습을
통하여서만 예술단은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
다시 음악에 맞추어 <돈돌라리>를 연행 하려던 중 유정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
여 수향이 유정의 자리에 대신 들어갔다.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에 갑자기 수향이 투입되
어 <돈돌라리>가 시작되자 아진은 수향에게 웃으며 “너, 정신 사납게만 하지 마!”하고
말했다. 아진은 웃긴 했지만 불안함과 짜증이 조금 섞인 태도였다. 그러나 이내 곧 유정
의 자리에 처음 서 본 수향은 주변 무용수들과 부딪혔고 짜증을 일으켰다. 무용수들은
화를 참으면서 “야~수향아!” 하거나 “수향이 나가~”하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곧
단장이 “나가!!!!!” 하고 매우 앙칼지게 소리치는 바람에 수향은 결국 유정의 자리뿐 아
니라 연습대열에서도 나가게 되었다. 수향은 기가 죽어서 손을 모으고 언니들의 연습을
지켜보았다. […] 단장은 이런 식으로라면 <돈돌라리>를 무대에 세울 수 없겠다고 화를
내었다(2015년 3월 17일, 연습실 참여관찰).

이 사례는 개인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전체 연습에서의 혼란
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작과 동선을 몸에 충분히 익히지 않은 수향은 구도와 앙
상블을 맞추는 전체연습에 참여하였다가 동선이 엉켜 무용수들과 부딪히고 감정
적인 불쾌함을 증폭시켰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단장이 수향에게 호통을 쳤고 연
습 대열에서 빠진 수향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전체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개인연습만 해야 했다. 앙상블이 맞지 않는 작품은 ‘절대 무대에 올릴
수 없는 작품’이 된다. 그렇기에 예술단 무용수에게 개인연습은 앙상블을 맞추는
것이 목적인 전체연습을 위한 필수단계이며 예술단 작품은 전체연습을 통하여서
만 ‘앙상블이 맞는’ 작품다운 작품으로 완성된다. 앙상블을 보장하는 것은 예술단
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무용수들에게 앙상블의 개념은 정면에서 카메라가 사진을 찍었을 때 모든 무용
수가 정확한 구도에서 동일한 동작을 하여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단 한 사람도 다른 무용수와 달라서는 안 되며 ‘있기로 약속한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감독은 팀원들의 동작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위쪽, 허공 쪽에 둠으
로써 전체적인 팔의 움직임(제때에 손이 올라오는지, 손의 방향, 속도, 움직임 등)을 보
고 있었다. 앙상블이 깨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했고 동작을 고쳐주었다(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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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연습실 참여관찰).
리허설을 하며 감독은 무용수들에게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라고 지적하였고,
이때 “해은씨가 사진을 요새 잘 찍는데, 정확한 데에 딱딱 찍는데 우리가 동작이 다 다
르다.” 고 말했다(2015년 5월 13일, 군산대야교회 리허설 참여관찰).

전체연습 시 무용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감독은 시선을 개별 무용수에 두지 않
고 허공에 둠으로써 스스로의 시야를 전체 무용수로 넓힌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앙상블을 체크하기 위한 방식인데, 감독은 일차적으로는 허공에 이차적으로는 바
닥에 시선을 두어 무용수의 동작이 제때에 올바르게 연행되는지를 예민하게 살핀
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혹은 느리게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약간이라도 다른 방향으
로 동작이 연행될 때 혹은 무용수가 구도를 조금이라도 이탈하여 춤 구도가 흐트
러질 때 감독은 그 즉시 연습을 멈추고 동작을 잘못 연행한 사람을 지적하고 고
쳐주었다. 또한 공연 시 찍는 사진은 예술단의 공연 실적을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앙상블을 맞추지 못한 단원을 지적하는 평가기준이
된다. 앙상블이 잘 맞아야 하는 그 순간에 카메라 셔터를 눌렀음에도 사진 속 무
용수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찍혔다면 이는 앙상블을 맞추지 못한, 문제 있는 상
황이 된다. 감독은 단원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전체 앙상블을 위해서 고쳐야 하는 점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예술단 홈페이지에는
앙상블이 잘 맞아 통일성이 드러난 사진만이 선별되어 업로드 된다. 이처럼 앙상
블을 맞추는 것은 군무 형식의 무용작품을 연행하는 예술단에게 최우선적인 가치
이자 최고의 가치이다.
이처럼 예술단의 북한무용작품은 5분 내외로 연행되는 무용소품이자 군무이며
앙상블을 맞추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히
평양민속예술단 작품의 특징으로 한정된다기보다는 예술단이 무용예술의 형식면
에서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품 형식의 군무를 고집하고 앙상블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예술단의 북한무용
작품의 형식 그 자체에도 북한적 요소가 녹아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무용소품은 모든 무용예술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기본 형상수단으로
서 가장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대상으로 위치지어진다.34) 이는 인민성과 긴밀히
34) 북한에서 예술무용은 작품의 규모에 따라 무용소품, 무용조곡, 무용극으로 나뉜다(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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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데 인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담는 것을 무용예술의 가장 근본적인 원
칙으로 내세운 북한의 예술론에 간단한 춤 구성과 특색 있는 율동으로 생활을 구
체적으로 명백하게 형상하는 무용소품은 “인민들에게 쉽게 이해”(김정일 1992a:
41) 될 수 있는 강점을 갖는다. 짧은 시간동안 인민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
는 무용소품은 인민에게 ‘쉬운 형태’의 무용예술 형식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예술
단이 연행하는 무용작품들이 모두 무용소품이라는 점은 북한에서 무용조곡, 무용
극보다도 무용소품을 인민성의 측면에서 보다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창조하
는 형태의 예술형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그러나 예
술단에서 연행되는 무용소품이 모두 군무 형식으로 연행되고 더불어 앙상블을 가
장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작품의 형상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북한 예술의 인민성
너머의 또 다른 차원의 요소와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무용예술을 소품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시켜야 무용예술에 당정책적요구를 기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사회주의 무용예술은 매 시기 제기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인민의 투쟁을 잘 형상하여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
장시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무용소품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기동적으로 만들 수 있고 공연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기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반영하여 인민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김정일 1992a: 42).

무용소품은 인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무용일 뿐 아니라 적은 인원을 가지
고 기동적으로 만들 수 있고 공연할 수 있기에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적합한 형식
이다. 즉 인민을 즐겁게 만들 뿐 아니라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무용
소품이 사용되는 것이다. 약 5분 동안 연행되는 작품을 통해 인민을 변화시켜야
할 때, 그 작품은 어떻게 연행되어져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술단이 연행
하고 있는 북한 무용작품의 특징을 통해 해결된다. 앙상블을 강조한 군무 형식의
무용소품은 인민에게 쉽게 다가갈 뿐 아니라, 다수의 무용수가 “기계의 치차35)처
럼 맞아떨어지고 모든 형상이 통일적인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강력한 집체미가 나
1992b: 40-47). 무용조곡은 여러 개의 독자적인 무용종목을 하나의 주제사상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묶은 형식(김정일 2011b: 346-347)으로 무용종목들은 소품적 형태로 형상되
어있다. 무용극은 가장 큰 규모의 무용작품으로서 극적사건이 전개되는 무용예술형식을 말
한다. 김정일은 “무용소품을 기본으로 무용예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김정일 1992a: 40)는
원칙을 내세웠다.
35) 톱니바퀴의 북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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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그것으로써 예술적 위력이 높이 발휘되어 사상 정서적 교양의 기능을 원
만하게 수행해 내는 것이다(백과사전출판사 2008: 737).” 이를 뒤집어서 이야기
하면 앙상블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군무 형식의 무용소품은 인민성을 갖춘 사
회주의 무용예술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단이 연행하는 ‘앙상블을 강조한 군
무 형식의 무용소품’ 은 북한의 예술과 맞닿아있다.

2) 작품의 표현기법: 소도구 및 의상 사용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 무용작품의 표현 기법에 있어 눈에 띠는 특징은 무용
수가 매 작품에서 소도구를 들고 등장한다는 점이다. 제작된 소도구는 의상의 일
부로 작품을 연행하는 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돈돌라리>에서
는 금색으로 만들어진 큰 세숫대야, <물동이 춤>에서는 반짝이는 하늘색 천이 덮
인 물동이, <사당춤>에서는 접이 부채, <명절날>의 경우 도령을 위한 접이 부채
와 춘향이가 사용하는 얼굴 면사포, <반갑습니다>에서는 노란색 꽃과 빨간 꽃,
<아리랑>에서는 하얀 천이 소도구로 사용된다. 이러한 소도구들은 작품의 흥을
돋우거나 작품을 더 화려하게 하는데 매우 긴요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소도구를
통한 궁극적인 효과는 작품의 주제가 명확해진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인민들 속에서 다양한 생활과 아름다운 풍속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고 추어지면
서 전해오는 무용”(김정일 2011a: 339)으로 정의되는 북한민속무용은 소도구로
인하여 인민의 전형적인 생활이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돈돌라리>와
<물동이 춤>을 살펴보자.
원래 <돈돌라리>는 함경남도 북청지방에서 유래한 전통 춤이야. ‘동틀날’ 이 원래 이
름이었어. “동틀 날이요, 동틀 날이요” 하다가 “돈돌라리요, 돈돌라리요” 이렇게 된 거
야. […] 악기가 없던 옛날에 놋그릇인 바가지, 세숫대야 그걸 엎어놓고 두들긴 거야,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던 거를 형상화한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백성들이 지혜로운 거
지. 장단은 두드리고 싶고 춤은 추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농촌에
서 구하기 쉬운 걸로, 부엌에서 이용하기 쉬운 걸로(김명인, 감독, 2015년 3월 6일).

감독에 따르면 <돈돌라리>는 동이 틀 때를 기다리며 장단을 두드리고 놀았던
백성을 형상화한 춤이다. 장단을 두드릴 수 있는 악기가 없던 백성에게 세숫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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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위에 얹어놓을 놋 바가지는 꽤나 적합한 악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습이 무
대예술로 작품화된 <돈돌라리>에 세숫대야 모양의 소도구는 작품의 유래가 되었
던 인민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민속무용 <물동이
춤> 역시 무용수들이 물동이를 한쪽 품에 안고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관객은 그
소도구로 인해 작품에서 형상화 하는 내용이 물을 뜨는 아낙네의 모습이라는 것
을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소도구는 민속무용작품의 주제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
며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술로서의 추상성보다는 현실적인 감각을 일깨우도록 한다.
더불어 세숫대야, 물동이 모양의 소도구는 북한민속무용의 주요한 형상원리인 “민
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내용”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민의
일상적 물건을 형상화한 소도구는 “브루죠아” 계급의 생활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
니라 근로인민의 전형적인 생활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내용’을 대변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반영한 무용”(백과사
전출판사 2008: 739)으로 정의되는 북한의 현대무용에서도 소도구는 인민의 사
상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해내는 데에 사용된다. 생활모습의 전형을 드러냈던 <돈
돌라리>와 <물동이 춤>의 소도구와 달리, <아리랑>에서 사용된 소도구인 하얀
천 그리고 철사로 제작된 의상은 인민의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다기
보다는 노래 가사를 형상화함으로써 인민의 “사상 감정”을 뚜렷하게 제시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가수가 분단의 비극을 내용으로 하는 대사를 읊을 때 무용수는 바
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이용하여 동작을 연행하거나 소도구인 하얀 천을 높이
뿌리치면서 혼돈스러운 모습과 격렬함을 표현함으로써 분단의 비극성을 확대하여
재현한다. 작품 흐름이 바뀌어 분단의 비극에 반대되는 개념인 ‘백두산’과 ‘무궁
화’에 대한 노래와 대사가 읊어질 때, 무용수들은 특수하게 제작된 의상을 이용하
여 고귀한 가치로서의 ‘백두산’과 ‘무궁화’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해낸다. 즉 소품을
통하여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보다 풍성하게 재현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도구의 사용은 위에서 설명한 무용소품이라는 형식에서 필연적으로
비롯되는 표현 기법일 수 있다. “인민의 생활 모습 중에서 의의 있고 전형적인 생
활의 한 단면을 집중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하고”(김정일 1992a: 44) 인민
의 사상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는 무용소품이 5분 이내라는 짧은 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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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다 명확하게 주제를 형상하기 위해서는 소도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두드러지
게 되는 것이다.

3) 동작의 특징
(1) 상체동작과 형상성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무용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동작의 첫 번째 특
징은 상체동작이 많다는 것이다. 상체동작이 많다는 것은 상반신의 움직임이 매우
다양하며 팔 동작이 주를 이루어 연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체동작은 무용수의
동작을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야기하며 무용 작품이 화려하게
연출되는 결과를 갖도록 한다. 이는 단순히 예술단 작품만의 특징이 아니라 ‘민족
적 정서’를 나타내고자 하는 북한의 무용형상 원리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김정
일은 “조선춤은 팔놀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률동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
이다”(김정일 1992a: 84)라며 ‘민족적 정서’를 담아야 하는 조선무용의 성격을 직
접 제시하였다. 이로써 상체동작은 하체동작에 비해 ‘민족적 형식’으로서의 무용
예술의 예술작품의 형상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물론 다
리동작 및 발동작이 북한민속무용의 표현성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무용에서 하체동작의 근본적인 기능은 ‘상체를 지지하고 몸
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백과사전출판사 2008: 742). 하체동작이 상체동작을 뒷
받침함으로써 춤의 표현력은 가능해지고 무용수의 상반신에서 이루어지는 동작들
로 춤의 성격은 보다 확실해진다.
<돈돌라리>에서 소랭이를 바닥에 내려놓은 여덟 명의 무용수가 분산형 구도로
서서 한 팔을 번갈아가며 위아래로 밀어 뻗치기 동작을 하는 것, <사당춤>에서
여사당과 남사당이 접은 부채를 들고 팔을 시원시원하게 내밀거나 팔을 허리에
감았다가 바깥쪽으로 들어 치는 뽑기 동작을 연행하는 것, <물동이 춤>에서 양
팔을 길게 뻗은 후 허리를 이용하여 물을 뜨는 모습을 형상하고 <계절춤>에서 절
제한 채 고갯짓과 어깨 동작을 지속적으로 연행하는 것, <반갑습니다>에서 무용
수가 양 손에 꽃을 들고 팔을 사선으로 들어 어깨와 팔목을 튕기는 동작을 연행
하는 것, <아리랑>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팔과 허리를 이용하여 흐르는
임진강의 모습을 형상화 하는 모습은 상체 동작 즉, 팔 동작이 예술단의 북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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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작품에서 잦게 연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팔 동작이 춤 형상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무용
의 형상성과 관련하여 동작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태도와 밀접히 연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무용은 어디까지나 주제가 선명하게 구도가 짜여져야하
며 그에 알맞은 춤가락으로 엮어져야하며, 방창이나 환등, 조명이나 의상의 도움
이 없이 순수 무용동작 하나만 보고서도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하는것이 뚜렷이
안겨오도록 형상되어야 한다”(황경숙 1994:12 재인용)라고 말함으로써 무용의 동
작이 선명하고 명백하게 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운다. 즉, “춤가
락은 성격이 뚜렷하여야”(김정일 1992a: 80)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무용과 비
교하였을 때 한국 전통무용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여백의 미가 북한무용에 존재
하지 않는다는 분석으로도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황경숙 1994: 12). 이와 관련
하여 예술단의 한 무용수는 스스로가 연행하는 북한무용을 “낭창낭창하다”고 표
현하기도 하였다.
아진은 내게 “한국무용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랑 많이 다르죠?” 하고 물었고, 내가
“많이 다른 것 같다.” 고 이야기하자 아진은 “그냥 우리끼리, 무용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인데, 북한 춤은 ‘낭창낭창하다’고 표현해요. 낭창낭창. (웃음) 좀 가볍다는 표현이에
요.” 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정체성이 흔들려요, 이제 한국무용 추라고 하면 잘
못 출 것 같아. 하도 여기서 열고 쳐가지고.” 라고 말했다. 내가 “열고 춰서요?” 라고
되묻자, 어깨와 가슴 쪽을 가리키면서 “응, ‘연다’는 건 여기를 다 핀다는 걸 의미하는
데, 여기(북한) 춤은 다 열고 추다보니까, 아 그렇다고 한국 무용이 (어깨를 움츠리며)
이렇게 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는 다 열고 추니까, 내 몸이 너무 벌어졌어.”(곽아
진, 무용팀장, 2015년 3월 13일)

북한무용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는 “낭창낭창하다”는 말은 무용의 속도가 빠를
뿐더러 상체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북한 춤에 대한 느낌을
감각적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아진과의 면담에서 그가 “더 이상 한국무용을
추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지점은 예술단의 북한 무용 작품에서 상체 동작
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국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깨와 가슴을 더 열
고 추어야 하는 북한 무용을 5년 이상 추어온 아진의 몸은 어느 새 북한무용을
추는데 적합한 몸으로 바뀌어버렸다. 실제로 <돈돌라리> 연습 시 감독은 무용수
들에게 “몸 열어!” 하고 자주 외쳤고 몸을 닫으면 보기 안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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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즉 팔 동작을 중심으로 하는 상체 동작을 제대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무용을 연행할 시에 요구되어지는 무용수의 태도와는 다르게, 어깨와 가슴이 바르
게 펴져있어야 했다. 어깨와 가슴이 안으로 구부러져 있을 때, 팔 동작은 자유자
재로 연행되지 않을 것이며 <돈돌라리> 혹은 <사당춤>만의 특유의 시원시원함은
표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상체동작과 관련하여 무용수가 북한 무용작품을 연행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동작은 ‘손목춤’과 ‘어깨춤’이다. 예술단에서 손목춤이라고 일컬어지는 동
작은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손동작 혹은 손목놀리기 동작이다. 손동작은 손목튕
기기, 손목돌리기 등 여러 가지 손놀림 동작인데(백과사전출판사 2008: 742) 예
를 들면, <물동이 춤>에서 무용수들이 팔을 앞으로 뻗어 팔꿈치를 굽혔다 피면서
손목을 튕겨 마치 ‘흘러가는 물길’을 형상화하는 동작, <돈돌라리>에서는 상체를
뒤로 약간 기울인 채 몸통을 좌우로 흔들며 팔과 손목을 튕기며 익살스러움을 풍
기는 동작, <명절날>에서 인형춤을 추는 무용수들은 손목을 의도적으로 꺾어 마
치 로봇같이 움직이는 모습에서 연행된다. “어깨 동작은 장단에 맞추어 어깨를 으
쓱거리거나 들썩이는 어깨 튕기기, 어깨 돌리기 동작”(백과사전출판사 2008:
742)을 의미하고, 특별히 <물동이춤>에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무용수가 작품의
흥겨움을 표현하는 데에서 매우 증폭되어 연행되며 <반갑습니다>에서 무용수는
어깨를 지속적으로 튕김으로써 경쾌함과 활달함을 계속하여 재현한다. 다시 이야
기하자면 손목동작과 어깨동작은 특정한 작품에서만 특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
니라 예술단이 연행하는 모든 북한무용작품에서 만연하게 연행되는 기본 동작인
것이다. 즉, 북한무용을 무대 위에서 ‘북한 무용답게’ 제대로 연행해내기 위해서
무용수는 손목동작과 어깨동작을 반드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만 한다.
어깨춤, 손목춤이 많아. 거의 다야, 어깨춤 손목춤. 북한에는 이 춤이 기본동작으로 따
로 있거든(김명인, 감독, 2015년 3월 6일).

감독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돈돌라리> 동작은 어깨춤과 손목춤의 잦은 반복으
로 이루어진다. “북한에는 어깨춤과 손목춤이 기본 동작으로 따로 있다”고 설명하
는 감독은 한국무용에 존재 하지 않은 범주의 동작이 북한 무용의 특징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무용수가 이러한 어깨동작과 손목동작을 자유
자재로 연행해 낼 수 있을 때 <돈돌라리>를 비롯한 무용작품은 북한 무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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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게 된다.
연구자 : 북한 춤이 한국 무용이랑 다른지 궁금해요.
희경 : 정말 달라요.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좀 달라요. 비슷
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분명 있어요. 음, 손목을 좀 더 많이 꺾어요. 여기
는. 예를 들면, (길게 팔을 내 쪽으로 뻗고 손등 정도만을 뒤집으며) 한국무용에
서는 이 정도만 했는데, 여기에서는 (팔을 접고 손목을 꺾으며) 이렇게 꺾죠. 그
래서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너무 어색했어요. 이 동작이. 어떻게 꺾고 어떻게
돌리는지 잘 몰라서. 그리고 북한 음악이 좀 빠르죠. 한국무용에 비해서. 박유정
씨가 요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좀 어색해하고 어려워해요(신희경, 무용수,
2015년 3월 3일).

남한 출신의 무용수인 희경은 북한 무용작품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동작인 손목
춤을 처음 배울 때, 손목을 어떻게 꺾어야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손목 쓰임
그 자체에 어색함을 느꼈다고 회상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무용에서도 손목 동작은
분명 존재하지만 한국무용에서의 손목동작은 손등과 손바닥을 천천히 뒤집는 정
도의 수준으로 연행되기 때문에 손목을 자유자재로 꺾어 손목을 굽히거나, 튕기거
나, 돌리는 북한식 손목춤은 희경에게 매우 낯설었던 동작이었다. 심리적으로 낯
설었던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몸을 이용하여 북한식 손목춤을 연행하는 것이
어려웠던 희경에게 예술단의 북한무용을 북한무용답게 추기 까지는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로 했을 것이다. 어깨춤을 익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시 아진이 수향을 연습시키기 시작하였다. […] 수향은 아진의 동작을 찬찬히 보면
서 “(어렵다는 듯이, 할 수 없다는 듯이)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돌려요?” 라고 볼멘소리
로 말했다. 아진은 수향에게 “어깨를 계속 써야해, 네가 안 쓰니까 이상해보여. 북한 무
용은 어깨 많이 쓰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방정맞으면 안 되고, (팔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밀고, 펴고, 펼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라고 옆에서 설명하였다(2015년
3월 9일, 연습실 참여관찰).

남한출신인 무용팀장 아진은 감독이 연습에 나오지 못할 때 무용수에게 춤을
가르쳐준다. 위의 사례는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예술 훈련을 받지 못한 수향이가
<돈돌라리>를 처음 배울 때의 모습이다. 현재 수향이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손목

- 84 -

동작이라기 보다는 어깨동작이다. 그는 ‘왜 이렇게 손목을 많이 돌리느냐’는 질문
으로 즉 <돈돌라리>의 주된 특징을 이유로 삼아 연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아
진의 대답은 손목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동작을 향한다. 어깨를 사용하지 않
기 때문에 동작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다. 어깨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빠른 동작
을 하려다보니 수향이 연행하는 무용은 본래의 느낌을 풍기지 않고 어딘가 “이상
해 보이는” 불안정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아진의 평가는 <돈돌라리> 특유의
춤가락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깨 근육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어깨춤을 자연스럽게 출
수 있도록 해야 손목을 돌리는 동작도 더 쉽게 연행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
어있다. 어깨춤은 손목춤과 함께 북한무용작품의 특색을 이루는 동작인 것이다.
아진의 말을 듣자마자 어깨를 위 아래로 크게 들썩거리는 수향에게 아진은 곧장
“방정맞아서는 안 된다”며 지적한다. “방정맞지 않은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어깨
춤이 연행되어야 무용작품의 ‘맛’은 표현되는 것이다.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무용작품에서 무용수는 팔 동작을 중심으로 하는 상체
동작을 많이 연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비록 작은 부위의 동작이지만 손동작과 어
깨 동작은 무용의 내용을 표현하는데서나 춤의 성격과 흥취를 돋우는데서 중요한
역할”(백과사전출판사 2008: 742)을 하고 있었다.
(2) 구도변화와 집체미
예술단 북한무용작품의 두 번째 특징으로 짚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은 구도 변화
의 무쌍함이다. <돈돌라리>의 경우 무용수들은 약 4분 내에 19개의 구도를, 약 4
분 30초 동안 진행되는 <물동이 춤>에서는 12개의 구도를, 4분 동안 연행되는
<명절날>에서는 12개의 구도를 만들어내며, 또 약 3분 동안 연행되는 <사당춤>
에서는 10개의 구도를, 약 2분 30초 동안 연행되는 <반갑습니다>에서는 10개의
구도를, <아리랑>작품의 중반부터 등장하여 약 2분 동안 연행되는 무용작품에서
는 11개의 구도를 형상화한다. 각 작품의 속도와 특징에 따라 구도의 변경 정도
는 다르지만 모든 작품은 10번 이상 구도의 변화를 겪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더불어 하나의 춤 구도가 만들어졌을지라도 그 구도가 한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무대 위를 평행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관객에게 경험되는 작품
구도의 변화무쌍함은 앞서 밝힌 객관적 숫자보다도 더 큰 수준으로 인식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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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측할 수 있다. 즉 예술단의 무용작품은 관객들로 하여금 ‘지루할 틈’을 결코
주지 않는다.
이러한 춤 구도의 잦은 변화는 예술단 무용수의 연습양상과 리허설양상에 긴밀
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밝혔듯이 예술단의 연습은 개인연습과 전체연습으로 나뉘
고 전체연습은 구도 작업과 앙상블 작업으로 나뉜다.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
들기 위해서 무용수에게 구도 작업은 선행되어져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무용수의
입장에서 보면 춤의 구도는 무용수가 작품 내에서 가야하는 길(동선)을 가고 각자
가 약속해 놓은 자리에 정확히 위치했을 때 구현된다. 단 한사람이라도 약속하지
않은 길로 움직이거나 위치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춤의 구도는 순식간에 깨어
지기 마련이다. 다수의 무용수가 마치 ‘하나’인 것 마냥 기계적으로 정확히 움직
였을 때 춤 구도는 확실하게 재현되고 이로 인해 무용작품의 형식미가 살아나게
된다. 그렇기에 동작을 똑같이 맞추는 앙상블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서로의 동
선을 맞추고 다시 약속하는 구도 작업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연당일에도 시
간이 부족하여 앙상블 작업을 하지 못할 때라도 구도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하루 동안 세 차례 공연이 있을 때에도 매 회마다 구도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구
도를 정확히 재현해내기 위해 무대 크기를 무용수의 몸에 익혀야 했기 때문이다.
공연 시간이 아무리 임박했을지라도 예술단에게 있어 공연 전 리허설 구도 작업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었다. 구도 작업에 대한 예술단의 태도가 단적
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다.
부산을 향하는 버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자는 중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별일 아
니겠거니’ 했다. 그러나 버스 실장님은 부산에 도착하기 전 휴게소 정비소에 버스를 끌
고 갔다. 꽤나 심각한 모양이었다. 단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잔뜩 겁을 먹었고, 공연
시간 전에 공연장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정비소에서
버스 상태를 보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정아를 비롯한 단원들은 버스 안이 덥다고 난리
였고, 감독과 단장은 ‘버스에서 내려서 그늘에 가거나 휴게소 안에 들어가서 분장을 하
라’고 했다. 그러다가 버스 정비를 위해서 한 4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소식을 듣고 감독
은 마음이 급해져서 무용수들에게 ‘공터에서 한번 맞춰보자’ 고 하였다. 혹여나 공연장
에 늦게 도착하거나 리허설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큰일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은
자영이 공연에 오지 못했기에 대신 타예술단원인 영희가 공연에 참여하였다. 공연 전에
영희와 함께 전체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였다. 무용수들은 찌는 더위에도 구도를
맞춰보자고 하니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단원이 왔을 때 구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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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공터에 모였다. 이 상황을 보던 정아는
“기본 무용수가 고정되면 좋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영희가 자영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구도를 맞추기 시작했다. 다들 찌는 더위에 땀을 주르륵 흘리며 이를 악
물고 구도 작업을 했다(2015년 7월 29일, 공연가는 길 참여관찰).

고장 난 버스로 인해 예술단이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하지 못할 때를 염두에 두
었을 때 구도 작업은 휴게소 공터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었다.
땀이 빗물같이 흐르는 뜨거운 날에 진한 화장에 리허설 복장을 한 무용수들을 신
기하게 쳐다보는 시민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양하게 변화되는 구도를 다시 몸
에 일깨우고 익히는 과정은 무용수에게 필수적이다. 더욱이 타예술단에서 활동하
고 있는 새로운 무용수가 이 공연에 참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무용수를 위해서라
도 구도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했다.
이러한 구도 작업의 필연성은 하나의 작품 내에서 매우 다양한 구도가 형성되
어야 하는 양상과 그 구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술단에게 무용작품에서 구도를 “일체성 있고 확실하게” 형성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무용수들의 동작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하더라
도 무용 구도가 깨졌을 때 그것은 앙상블을 이루었다고 결코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히 ‘북한다운’ 무용이 아니게 된다. 그렇기에 감독은 관객에게 작품에서 구도
를 철두철미하게 만들어 앙상블을 이루는 무용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버스가 수리
되는 잠깐의 시간에 무용수들과 공터에서 구도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계속되는 훈련을 통하여 무용수가 여러 번 바뀌는 구도를 때마다 제대로 재현
하였을 때 작품의 조형미는 확실하게 드러난다. “무대적균형이 시각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 질서정연하게 조직”(백과사전출판사 2008: 745)됨으로써 작품의 형식미
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무용 구도가 제대로 연행되었을 때 ‘질서정연함’ 이라
는 가치가 시각적으로 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용수가 <돈돌
라리>에서 연행되어야 하는 구도를 제대로 연행하였을 때 관객은 무용수의 연행
을 통해 ‘질서정연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질서정연함은 ‘일체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관객은 무용수가 연행해내는 구도를 통해 ‘집단이 하나 되는 느낌’, 즉 일
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잦은 무용 구도의 변화는 관객에게 구도 변화의 수만큼 질
서정연함과 일체성을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작
품에서 적어도 10번 이상 관객은 일체성을 경험하고 잘 구현된 구도에서 조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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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질서정연함과 일체성의 아름다
움을 무의식 가운데에 인지하게 된다. 무용 구도가 작품의 조형미와 춤동작의 풍
성함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잦은 구도 변화의 횟수만큼 일체성과 집단성이 재현되
는 것이다.
(3) 기예동작과 감정고조
예술단 북한 무용작품의 세 번째 특징은 돌기 동작으로 대표되는 기예동작이
매 작품 빠지지 않고 연행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당춤>의 경우
여사당 역할을 하는 무용수가 무대 위에 큰 원을 그리며 “벼락같이” 돌아가는 동
작으로 제자리에 도착하여 연이어 제자리돌기 동작을 할 때에 두 명의 남사당도
여사당의 뒤쪽 대각선에 서서 제자리돌기를 연행한다. <물동이 춤> 역시 한 명의
무용수가 머리 위에 이은 물동이에 손을 대지 않고 제자리에서 아홉 바퀴를 돌고
이에 두 무용수가 합세하여 같이 스물다섯 바퀴를 돌기 시작한다. 이들이 돌기 동
작을 마친 후에는 여덟 명의 무용수가 다 같이 제자리에서 돌기 동작을 한다.
<돈돌라리>에서는 여러 번 돌기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사선으로 길
게 서있던 무용수가 회오리 돌기를 하며 무대 오른 편에 놓여있는 각자의 소랭이
앞으로 위치하는 동작이다. 관객석에서 보기에 마치 바닷물의 밀물이 연상케 되는
모습이다. <명절날> 역시 네 명의 도령이 만든 큰 사각형 구도 안에 네 명의 춘
향이가 마름모 구도를 만들어, 도령은 편 부채를 들고 춘향은 얼굴 덮개를 높이
든 채로 제자리 돌기를 함으로써 작품에 화려함을 더한다. <반갑습니다>의 경우,
무용수들은 가수들의 뒤에 서서 제자리에서 한차례씩 도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연
행하고 간주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제자리돌기 동작을 연행한다. <아리랑>에서도
역시 기다란 철 막대기로 특수하게 제작된 겉치마를 든 채 돌기 동작을 함으로써
무궁화와 백두산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해낸다. 이처럼 돌기 동작은 예술단 작품에
서 빠지지 않고 늘 연행되었다.
감독은 무용수들을 불러 <돈돌라리> 연습을 시작했다. 감독은 희경에게 미향의 자리
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희경은 처음 서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동작을 감독에게 체크 받
았다. 희경이 돌기 동작을 해야 했다. 돌기 동작은 이전에 부단장이었던 미향과 감독 두
사람이 <돈돌라리> 중간에 솔로로 추는 춤인데, 한 바퀴 반을 그리면서 제자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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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야하기 때문에 무용수들에게는 어려운 동작이다. 희경은 한 번 연습을 해보더니 “이
거 진짜 못하겠는데!” 하고 옆으로 널브러졌고, 옆에서 보던 감독은 “연습해봐.” 하며
웃었다. 감독이 도는 속도에 맞추어 희경이 도는데, 희경이 원을 더 크게 돌아 잘 맞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무용수들에 비해서 잘 하는 편이었고, 감독도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그 즉시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다. 세빈은 옆에서 “그걸 어떻게 해?”
하면서 본인도 돌아보다 어지러워 곧 포기하였다. 감독은 희경과 자신 앞에 빨간 의자를
두고 계속 돌기연습을 하였다. 희경은 점차 나아졌고 감독은 희경을 격려하면서도 “막
덤비면 안 돼! 너무 들치면 안 돼! 지난번에 미향이가 막 덤벼버리니까 무용이 아니게
됐었어.” 하고 조언하기도 하였다(2015년 3월 13일, 연습실 참여관찰).

<돈돌라리>에서 돌기 동작은 여러 종류인데 무용수들이 만든 반원 구도 안에서
두 명의 무용수가 각각 큰 원을 그리며 도는 동작은 <돈돌라리>의 핵심장면을 구
성하는 동작이다. 과거에 이 동작은 감독과 미향이 함께 연행했는데 미향이 예술
단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위
의 사례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무용수들은 자리를 옮기며 도는 돌기 동작을 연
행할 수 없었기에 미향이 섰던 자리를 도맡기 꺼려했다. 감독은 두 무용수가 돌아
야지만 작품의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여 혼자서는 돌기 동작을 하지 않으려 하
였고 유일하게 자리를 옮기며 돌아다닐 수 있는 희경이 동작 훈련을 시작하게 되
었다. 희경의 연습을 보면서 다른 무용수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며 어지러움을
걱정하였다. 이는 돌기 동작이 기예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아무나 쉽게 혹은 조금의 훈련만 받으면 가능하게 되는 무용동
작이 아니라 특정한 기술과 재주가 있어야 연행가능한 동작인 것이다. 희경은 의
자 하나를 연습실에 두고 그것을 기준 삼아 계속해서 그 주변을 돌고 다른 무용
수들이 쉬고 있을 때에도 혼자서 뛰며 도는 연습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돌기 동작은 작품의 흐름에서 늘 절정에 위치하거나 절정을 만들어낸다.
이는 예술단 작품만의 특징이 아니라 북한무용예술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현
상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1992a: 85)의《무용예술론》에는 “무용에서 기교를
보여주는 춤가락은 주로 절정장면에서 펼쳐진다”라고 기록되어있다. 북한의 무용
예술에서 절정장면은 이야기 줄거리가 없거나 극성이 없는 작품에도 반드시 있어
야 하는 요소이며, “높은 기교를 절정장면에서 보여주면 전개하여오던 이야기가
강조되고 률동적화폭은 보다 화려하게 펼쳐지게 되기”(1992a: 85) 때문에 반드시
기교동작은 절정장면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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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에 일찍 도착한 연구자인 나는 단원들을 기다리며, 유튜브로 <사당춤>을 찾아
보았다. 감독, 아진, 세빈이 MBC ‘우리나라 우리가락’ 프로그램에서 녹화한 방송이 유튜
브에 나와 있었다. 흥미롭게 인식된 것은 방송에 녹화된 관객들의 표정이었는데, 약 1분
30초 동안 굿거리장단의 V구도에서 연행되는 춤 동작에 사람들은 큰 표정의 변화 없이
그냥 박수만 쳤다. 그러다가 반주음악이 휘모리장단으로 바뀌고 조금 더 다양한 구도와
빠른 동작이 연행되자 사람들의 박수소리는 조금 더 경쾌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추임새
도 가끔씩 들렸다. 특히 감독이 큰 원을 그리며 돌기 동작을 할 때 카메라가 사람들을
비추었는데, 초반에 비추던 관객들의 표정과는 전혀 다르게 웃음을 띠거나 입이 벌어져
있거나 박수를 더 적극적으로 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관객들이 허
리를 세워 공연을 보고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들 같았다. 감독이 돌기 동작을 하고 세
빈과 아진이 함께 제자리 돌기를 할 때, 관객들은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더 강렬하게 쳐
댔다. 나는 이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 무용수가 연습실에 도
착했다(2015년 3월 17일, 현지조사노트 기록).

연구자는 MBC ‘우리나라 우리가락’ 프로그램의 녹화 방송을 통해서 <사당춤>
의 돌기 동작이 갖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카메라가 무용수만 비추지 않고
관객석을 자주 비추었기에 관객의 표정과 태도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는데, 돌기 동작이 연행했을 전후에 관객은 ‘마치 다른 사람들 같다’는 인상
을 받을 정도로 표정에 변화가 있었다. 상상을 뛰어넘는 횟수와 속도로 도는 그
모습에 단순히 놀란 표정일 수 있지만, 관객의 박수소리와 환호 소리는 돌기 동작
이전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 즉 관객은 시각적으로 화려한 무용장면
을 접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감정적인 고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감정적인
고조를 경험함으로써 이전의 감정 상태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사당
춤>외의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며 연구자는 공연 장소에서도 관객의 호응정
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4) “빠르고 동적인” 무용
지금까지 살펴본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무용작품의 동작적인 세 가지 특징, 즉
손목동작과 어깨동작을 비롯한 상체동작이 많고, 구도변화가 무쌍하며, 돌기 동작
으로 대표되는 기예동작이 늘 존재한다는 이러한 특징은 궁극적으로 북한무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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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해 “동적이며, 빠르다”는 인상을 갖도록 한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예술단 북한무용작품의 네 번째 특징이다. “동적이며 빠르다”는 것은
첫째, <돈돌라리>, <사당춤>, <물동이 춤>, <명절날>, <반갑습니다>와 같이 빠른
장단 혹은 빠른 속도로 연주되는 반주음악에 맞추어 무용수가 다양한 동작을 연
행할 때 생겨나는 인상이다. 둘째, <아리랑>과 같이 반주음악이 서정적이고 느리
게 연주될지라도 북한무용작품은 변함없이 ‘빠르고 동적으로’ 연행된다. 무용수가
느리게 연주되는 반주음악에도 다양한 구도를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바삐
움직여 이동하고 팔 동작을 지속적으로 하며 작품의 내용을 형상화하는 등, 무용
수의 춤놀림은 ‘쉼 없이’ 계속 연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무용 전공
자인 무용수는 “동적이고 빠른” 북한무용에 대해 “가볍다”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
명하고자 했다.
내가 제일 다르게 생각하는 게 ‘가벼워요’. 나 그거밖에 이야기를 못하겠어. 춤을 출
때. 뭔가, 끈적끈적한 그런 호흡이 없다고 해야 하나? 눌러주는 호흡이나 갖고 있는 호
흡이 아니라, 여기는 (자신의 손으로 어깨 위 얼굴 주변을 가리키며) 위에서 방방 뜨는
호흡. 그리고 겉으로 뻗어내는 호흡(이라고 할까?). (북한무용에는) 별로 누르는 호흡이
없어요. 다 위로 뜨는 가벼운 호흡들. 그러니까 이걸 풀어 이야기하자면, 한국무용은 ‘깊
게 눌러준다’, ‘깊게 호흡을 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방방 떠서 율동 같은 느낌이랄
까? 북한 무용 자체가 정적인 게 없어요. 정적이여도 너무 가벼워, 아무튼 가벼워(곽아
진, 무용팀장, 2015년 7월 17일).

한국무용과 북한무용 모두를 연행해 온 무용수에게 북한 무용은 한국 무용에
비해서 “가볍게” 느껴지는 특징을 갖는다. 직접 스스로 춤을 추면서 경험한 그 차
이를 언어화하고자 노력하는 아진은 북한 무용이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를 ‘호흡의
방향’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고 추측한다. 앞선 면담 내용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
만 그녀는 ‘호흡’ 이라는 개념을 연구자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주었다.
무용수의 횡격막 안에 하나의 추가 달려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추가 흔들리지 않
도록 춤을 추는 것이 “호흡이 좋다”고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몸이 움직임에도 불
구하고 추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때 무용수 개인의 몸에는 힘(에너지)이 필요로
하게 된다. 아진이 앞선 면담에서 북한 무용에 대해서 “눌러주는 호흡이나 갖고
있는 호흡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힘에 대한 논의인 것으로 보인다.
아진이 보기에 한국무용수와 북한무용수 모두에게 호흡을 잘 유지하여 몸의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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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림이 없게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이다. 특별히 그녀는 만수대예술단의 작품을
보며 “무용수들이 호흡이 기가 막히게 좋다, 몸에 흔들림이 없다”고 평가했고 “호
흡이 좋을 때 몸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만수대예술단 무용수가 그렇다”
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진에게 “방방 떠서 가벼운 느낌”으로 경험되는 북한무용
과 “깊게 눌러주는” 한국무용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무용수 안에서 생겨나
는 힘을 한국무용의 무용수는 아래로 깊이 눌러주거나 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반
면, 속도감이 빠르고 동적인 북한 무용을 연행하는 무용수의 경우에는 위로 발산
하여 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무용의 호흡 방향이 아진에게 “방방 떠서 가벼
운 느낌”으로 경험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힘을 ‘위와 겉으로’ 뻗어내는 북
한무용을 율동에 비유하여 그 특징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상은 동
적이고 빠른 북한 무용의 특징을 제대로 짚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무용에서 속도는 춤의 정서와 깊이 관계되여있다”(백과사전출판사 2008:
742).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작품을 보았을 때 일사분란하게 연행되는 작품 그
자체는 매우 경쾌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리고 그 작품의 정서는 자
연스럽게 관객에게도 전달된다. 무용의 속도가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작품의 정서
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머리스타일도, 남한에서는 머리를 뒤통수 아래쪽에 동그랗게 묶은 다음 ‘비녀’를 꼽거
나 ‘쪽’을 트는데, 북한에서는 똥머리(동그랗게 묶은 모양의 머리)를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만들어 묶는다고 한다. 이전에 아진이 신참이었을 때, 머리를 ‘남한식’ 으로
하고 갔더니 단원들의 반응이 “왜 나이 들어 보이게 머리를 아래로 묶었느냐” 고 했다
고 한다(2015년 2월 28일, 현지조사노트 기록).

예술단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진은 평소 하던 대로 ‘한국무용식 머리스타
일’을 묶었다. 이에 북한출신 단원들은 “왜 머리를 나이 들어 보이게 묶었느냐”하
고 반응하였다. 북한출신 단원에게 한국무용식 머리스타일은 고상하거나 우아하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이 없이 보이는 노인의 머리 스타일로 인식된 것이다.
동그랗게 말은 머리를 뒤통수 아래에 묶는 것은 호흡의 힘을 “깊이 천천히 눌러
주는” 한국무용에는 적합하지만 호흡의 힘을 ‘위로 발산하며’ 빠르고 동적이게 진
행되는 북한무용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동그랗게 머리
를 말되 뒤통수 아래가 아니라 중간보다 더 높은 곳에 묶어야 속도감이 있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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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용의 맛을 살릴 수 있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이 들어 보이는” 한국
무용식 머리스타일은 북한무용의 속도감을 처지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처럼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무용작품은 속도감이 빠르고 동적인 특징을 보
인다. 무용수는 상체동작을 화려하게 연행하고 마치 무대 위를 날아다니는 듯 이
동하며 구도를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작품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기예동작을 연행
함으로써 쉴 틈 없이 춤을 추고, 관객은 지루할 틈 없이 속도감이 빠른 북한무용
작품을 보는 것이다. 춤의 속도감이 작품의 정서를 결정하고 그 작품의 정서가 관
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예술단의 북한무용작품의 특
징은 혁명적 도구로 사용되는 북한 예술의 기능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보는 이
로 하여금 감정적인 고조를 경험하도록 특정한 표현요소 및 동작기법이 사용된
무용소품은 5분 이내로 연행되기 때문에 인민에게 이해되기 쉽고 다가가기 쉬운
형태의 무용작품이 되고, 이러한 형식의 무용작품은 북한에서 인민에게 용이한 혁
명도구로 의미 지어졌을 것이다.

3. 노래에서 연행되고 재현된 북한적 요소
본 절에서는 앞 절과 같은 형식으로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노래작품에 집중하
여 예술단이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이유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통일아리랑>, <신고산타령>, <휘파람>, <임진강>, <반갑습니다>, <아리랑>, <다
시 만납시다>를 실례로 하여 각 작품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
고, 이를 북한노래의 특징과 연결지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1) 작품의 형식
(1) 절가 형식
예술단의 북한노래 형식과 관련하여 첫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절가 형식으로 구성된 노래라는 것이다. “절가란 형상적으로 완결된 선율이
반복되면서 가사내용의 변화발전에 따라 형상이 전개되여 나가는 음악 형식을 말
한다”(김정일 1992b: 75).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통일아리랑>의 경우, 가수는
작품의 기본선율을 약 2분 30초 동안 세 차례 반복하여 연행한다. 물론 1절,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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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의 가사는 다르지만 선율이 입혀진 ‘절 가사+후렴구’의 구조가 세 차례 반복
되는 것이다. 1, 2절과 3절 사이의 간주에서 기본선율에 약간 변형이 이루어진
형태의 선율이 연주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일아리랑>에서 청중은 기본선율을
네 차례 듣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신고산타령> 역시 마찬가지로 약 2분 40초
라는 연행시간동안 1절부터 3절까지 기본선율이 동일하게 세 번 연주되며 곡의
도입부와 간주에서는 변형된 기본선율이 각각 한 번씩 연주된다. <임진강>에서도
간주를 포함하여 동일한 선율이 총 네 번 반복되고 가수는 3절에서 동일한 선율
에 1절 가사를 반복하여 부른다. <반갑습니다> 역시 기본 선율이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반복되며 후반부에서 후렴구가 두 차례 이상 더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휘파람>, <아리랑> 그리고 <다시 만납시다>의 경우, 예술단은 각 작품의 원작
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연행하고 있다. <통일아리랑>, <신고산타령>, <임진강>
과 같이 ‘전주-1절-2절-간주-3절’ 구조로 연행되는 원작에 변형을 주어 2절이나
3절에 혹은 2절과 간주를 합한 부분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대사를 읊도록 하였
다. <아리랑>과 <다시 만납시다>의 경우, 2절과 간주부분에서 가수 한 명 혹은
두 명이 정해진 멘트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읊고 <휘파람>의 경우 3절을 부르
지 않고 휘파람 소리를 듣는 복순이의 모습을 시늉함으로써 원작에 변형을 가했
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변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본 선율은 세 작품에
서 모두 두 차례 이상 가수의 목소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며 가수가 대사를
읊거나 몸으로 동작을 연행하고 있을 때라도 기본 선율은 반주음악으로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즉, “절가형식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선율의 반복성이
다”(김정일 1992b: 77). 이와 관련하여 예술단의 <다시 만납시다>는 절가형식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술단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시 만납시다>가 연행될 때 단원들은 <다
시 만납시다>의 후렴부분이 연주되는 전주에 맞추어 무대 위에 대열을 갖춘다.
그런 후 후렴구를 포함한 1절 “백두에서 한라로 / 우린 하나의 겨레 / 헤어져서
얼마냐 /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 (후렴)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 잘 가시라 다
시 만나요 / 목메어 소리칩니다 / 안녕히 다시 만나요”를 부른다. 1절을 마치고
반주 음악에 맞추어 두 명의 가수가 각자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화술을 하고 나
면 단원들은 함께 손을 흔들며 후렴구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때의 관객석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공연에 감동을 받은 몇몇 관객은 <다시 만납시다> 후렴구
를 더듬더듬 부르기 시작하여 단원의 노래 소리를 따라 후렴구를 정확히 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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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그로 인해 무대 위에 서 있는 ‘북한예술단’과 관객석에 앉아있는 남한
관중이 서로를 향해 ‘다시 만납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가요 <다시 만
납시다>가 남한 관객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노래일 것이라는 추측과 둘째, <다시
만납시다> 노래 자체의 형식이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지라도 따라 부르기 쉽도록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로 <다시 만납시다>는 남북한 공동 행사의
마지막 무대에서 자주 불리는 노래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2000년 5월 남북정상회
담을 축하하는 의미로 남한 예술의 전당에서 이루어진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
연과 2003년 8월에 방영한 KBS 전국노래자랑-평양편, 그리고 2002년에 방영된
MBC 평양특별공연에서 공연의 마지막 곡으로 <다시 만납시다>가 연행되었던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첫 번째 해석은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러
나 절가인 <다시 만납시다>의 선율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불리고 전주 및 간주에
서도 연주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 번째 추측 역시 매우 일리 있는 해석이다. 북
한 노래의 형식 그 자체 “완결된 선율을 반복하여” 연주하는 절가 형식은 청중으
로 하여금 한 곡 안에서 동일한 선율을 세 차례 이상 듣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
때 반복되는 선율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예술단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세경은 북한노래가 한국노래에 비해 “단조롭
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북한 노래는 첫
박자에 강세를 두어 “정박에 시작하고” “기본 코드에 맞추어 조성되는” 반면에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인 트로트, 발라드, 락, 랩은 박자와 화음의 진행사항이 예
측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기에 그녀는 탈북이주민이 한국 대중음악을
따라 부르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그나마 트로트가 따라 부르기에 상대적으
로 나은 장르라 평가한다. 세경이 왜 트로트를 그나마 부르기 쉬운 장르로 선택하
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연구자는 그녀와의 면담을 통해 북
한노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다른 한국 대중가요의 장르에 비해
트로트와 북한노래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하는 지점일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
을 한다. 세경에 따르면 “주3화음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속7도 화음으로까지 밖에
변형이 되지 않도록” 작곡되는 북한 노래는 듣는 자로 하여금 음의 진행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번 듣더라도 기억되어 따라 부르기 쉬운 특징을 갖
는다. 즉 “간단명료하게” 기억하기 쉽도록 작곡된다는 것이다. 세경의 말에 의지
하여 다시 이야기하면 북한노래의 선율은 화음이나 코드 진행에 있어서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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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아 예측되는 특징을 가지며 편안하게 들려 쉽게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노래, 혹은 북한노래의 선율은 “단조롭다”고 평
가될 수 있다.
세경은 단조로움의 정도를 북한음악이 교회음악과 매우 비슷하다는 비유로 연
구자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회의 찬송가가 어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
도록 만들어지는 것처럼 북한의 노래도 그렇다는 것이다. 교회음악이 “쉬운 선율,
폭 넓지 않은 음역, 화성 안에서 이루어진 도약, 쉬운 리듬과 반복, 적은 화성 변
화, 유절 형식”(류수현 2007: 32-33)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세
경이 설명하는 북한노래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다시 예술단의 북한 작품의 특징으로 돌아가 보자.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노래
작품은 모두 절가이며 각 작품은 완결된 선율을 세 차례 이상 반복한다. 그리고
그 선율은 “아름답고 유순하여 오르내림과 굴곡이 심한것을 없애”(김정일 1992b:
59) 예측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손쉽게’ 들리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기
에 남한의 청중은 ‘어렵지 않은 선율을 반복하는’ 예술단의 북한노래를 들으며 박
수를 치거나 따라 부르면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노래작품은
“지배계급의 음악문화”가 아니라 인민, 즉 민중이 향유할 수 있는 음악 형태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북한은 절가의 유래를 “인민대중의 창조물인 민요”(김정일
1992b: 76)에 두고 있다. “민요는 대부분이 절가형태로 되어있고 흔히 전렴과 후
렴이 먹이는 소리와 받는 소리로 구성되여있다”(백과사전출판사 2008: 399)는 것
을 고려한다면, ‘1절+후렴’의 구조가 세 차례 반복되는 절가는 분명 “인민에 의하
여 발생발전되여온 인민적인 음악형식”(김정일 1992b: 76)이며 “인민음악의 기본
형식”(김정일 1992b: 75)인 것이다. 따라서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노래의 형식
은 북한에서 인민성의 개념이 음악예술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2) 새로 창작되는 ‘민요’
작품의 형식과 관련하여 두 번째 북한적 요소로 짚고자 하는 것은 예술단의 민
요작품 형식 그 자체이다. 예술단의 <통일 아리랑>과 <신고산 타령>이 북한가요
가 아닌 북한민요로 규정되는 사실 그 자체에 연구자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이
며 이는 북한에서 민요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민족문화유산에 대

- 96 -

한 태도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된다.
무대 위에 서양 로코코 시대의 귀족 드레스가 연상되는 화려한 샛노란 드레스
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가수가 등장하여 <통일 아리랑>을 부른다. 그녀의 목
소리는 매우 맑고 청명하며 소리의 톤은 상당히 높다. 가수의 노랫소리는 마치 벨
칸토 발성법을 사용하는 소프라노를 연상시키고 반주음악은 장단이 드러나지 않
은 채 관현악 악기가 경쾌한 선율을 연주한다. 가수는 음악반주에 맞추어 팔을 흔
들거나 몸을 흔들며 흥을 돋운다. 분명 북한민요를 연행하는 예술단의 모습은 남
한에서 민요를 부르는 소리꾼과는 전연 다른 양상이다. 남한의 소리꾼은 민요를
부를 때 한복을 입고 그 한복은 몸의 라인이 드러나지 않되 바깥으로 퍼지지 않
는 항아리형이다. 또한 소리꾼은 일반적으로 앞가르마를 타 잔머리가 나오지 않도
록 기름을 바른 후 머리를 동그랗게 말아 뒤통수 아래에 묶어 비녀를 꼽거나 쪽
을 튼다. 노래의 발성법에서도 남한 소리꾼의 창법은 북한에서 “쐑소리”(김정일
1992b: 26)라 분류되어 <통일아리랑>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남한
의 민요를 부르는 양식과 예술단의 무대 위 <통일 아리랑>은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아리랑>은 예술단 프로그램에 북한가요가 아닌 북한민요로 명시된
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민요 개념이 한국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
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날에는 작가, 작곡가가 따로 없이 오랜 력사적시기를 거쳐 인민대중속에서 널리
불리워오면서 다듬어지고 완성된 노래만을 민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민요
를 그렇게만 볼수 없다. 음악전문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노래도 민족적선률의 특성이 뚜
렷하고 민족적정서가 안겨오면 잘 지어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되면 민요화되였다
는 의미에서 민요라고 할 수 있다(김일성 2011b: 403-404).
일정한 시기에 창조된 민요는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구전으로 전하여 내려오는 과
정에 시대의 변화와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변화발전하게 된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주위환경과 사람들의 생활처지, 그들의 지향과 정서적요구가 달라지
기 때문이다. […]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미 있던 민요는 보다 세련되기도 하고 또한 새
로운 민요들이 창작보충되기도 하면서 부단히 발전풍부화되여왔다. 이것은 민요발생발전
의 합법칙적과정이다(윤수동 2011: 166).

북한에서 민요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음악 전문가들에 의해 창작되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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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선률의 특징이 뚜렷하고 민족적정서가 안겨오고”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
리우게 되면 민요화되였다는 의미에서” 그 작품의 장르는 민요가 된다. 이는 과거
의 민요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국의 민요 수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임이 분명하
다(임경화 2011: 423). “시대의 변화와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변화발
전”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민요이며 또한 새롭게 “창작보충되기도 하면서 부단
히 발전풍부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북한 민요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남북한의 역사적 맥락의 차이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는데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전통문화를 체현한 것으로서의 향토민요를 중시하여 그 연구 및
수집에 치중한 것에 비해, 북한은 통속민요나 신민요 등의 대중적인 민요의 선율
을 살리고 사회주의적 국가건설과 같은 자국의 정치방침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창작민요를 강조해왔다(임경화 2011: 409).
남한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민요를 수집하고 원형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였던 반면에, 북한에서는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사회주
의민족문화건설의 중요한 요구”(김정일 2003: 3-5)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시
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처지, 그들의 지향과 정서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민요가 만들어지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 합법칙적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예술단의 <통일아리랑>이 북한 민요로 규정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1998년이라는 시대의 “시대적미감”(김정일 1992b: 27)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통일아리랑>이 민요로 분류되는 것에는 북한에서 민요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창
작 혹은 창조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고산타
령>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통일 아리랑>은 최근에 북한에서 창작되어 비교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나 <신고산타령>은 남한에서도 <어랑타령> 혹은 <신고산
타령>으로 불리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민요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무색하게도 남한의 <신고산타령>과 북한의 <신고산타
령>은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노래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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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남한의 <신고산타령> 악보

그림 14 북한의 <신고산타령> 악보

두 악보를 보면 동일한 제목일지라도 두 작품이 결코 같지 않은 노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악보에서 드러나듯이 두 곡의 전개과정은 매우 상이하다.
<신고산타령>은 북한의 민요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변화하는 “주위환경과 사람
들의 생활처지, 그들의 지향과 정서적요구”에 맞추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
인다. 특별히 가사에 사용된 ‘농장 마을’, ‘트랙터 (뜨락똘)’, ‘자동차’, ‘흥남비료’,
‘풍년분배’ 라는 단어는 남한의 <신고산타령>가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가사는 북한 인민의 노동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신고산타령>
이 “시대적미감에 맞게 재창조, 재형상”(김정일 1992b: 27) 되었다는 것을 드러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장마을의 처녀가 트랙터를 몰고, 자동차에 흥남비료가
가득하며, 풍년이 들어 집집마다 쌀이 풍성하게 분배된 모습은 <신고산타령>이
분명 인민의 미감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창작민요라는 것을 증명한다.

2) 작품의 표현법
(1) ‘주체발성법’ 및 ‘우리식 창법’
예술단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북한노래를 부를 때 ‘북한식으로’ 부른다. 북한식
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북한식 발성으로 북한식 창법을 사용하여 소리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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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서 예술단은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획
득한다. 먼저 북한식 발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딸리아발성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그들의 발성법을 그대로 적용
하여서는 우리 음악을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게 형상할수 없다. 다른 나라의 발성법으로
는 민성의 다양하고 섬세한 우리나라의 창법적기교를 해결할 수 없으며 조선민요의 독
특한 맛을 살릴수 없다. […] 우리는 어디까지는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게 맑고 선명하
며 부드럽고 고우며 여무지고 후련한 소리를 우아하게 내는 발성법을 택하여야 한다. 거
칠고 투박한 소리, 어둡고 침침한 소리, 오무라진 소리, 지르는 소리는 우리 인민의 정
서에 맞지 않는다. […] 옛날에 창을 하던 배우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쐑소리를 냈다. […] 아름답고 유순한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
와 모순되며 우리 시대 인민의 기호에도 맞지 않는 것을 전통적인것이라고 하면서 되살
리려는 것은 복고주의의 표현이다. 발성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은 복고주의와 아무런 인
연이 없다(김정일 1992b: 144).

위의 자료에서는 두 가지 발성법이 기록되는데, 하나는 ‘이딸리아발성법’이라고
언급되는 벨칸토 발성과 “거칠고 투박한 소리, 어둡고 침침한 소리, 오무라진 소
리, 지르는 소리”를 뜻하는 “쐑소리” 즉, 판소리 발성법이다. 판소리는 “선명하며
부드럽고 고우며 여무지고 후련한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인민의 감성에 “맞지 않
는” 것으로 규정되고 결국 북한 발성법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대상이 되었다.
이탈리아 발성법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발성법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우리 음
악을 조선 사람의 감정에 맞게 형상 할 수 없다”의 언급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 구절은 언뜻 보기에 벨칸토 발성법을 판소리와 같이 부정하는 것처
럼 보이나 “그대로”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그들의 발성법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다
면 우리음악을 조선인민의 감정에 맞게 형상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즉, 이탈리아 발성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않는다면 민성의 고유
한 맛을 살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발성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발성법은 북한의 발성법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 예술단
가수인 경숙은 이를 “주체발성법”이라 설명한다.
연구자 : 언니, 발성법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경숙 : 우리는 단 한가지 밖에 없어, 발성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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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래요?
경숙 : 북한은, ‘주체발성법’이라고. 러씨아에서 들어왔어. 유럽 성악이지. 여기로 말하면
오페라 가수들? 성악 소리야. (그 사람들은) 가성이 기본이지. 그게 기본인데, 여
기(남한)는 오리지날로 외국꺼를 들여와서 그대로 부르잖아. 근데 북한은 그대로
들여와서 하되, (강조) 우리 개성을 살려서, 옛날에 부르던 민요, 판소리 이런 거
가 기본이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우리만의, 북한만의 독특한 주체발성
법이 나온 거지. 그니까 밑 소리는 약간 진성으로 나오다가 윗소리로 올라가면
서 성악으로 나오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소리가 나오는 거지. 오페라 같은 성악
은 밑소리, 윗소리가 다 통일이 되어야해. 다 뒤집어서 가성으로 내는 게 밑에
도레미파 .. 하다가 솔라시도레미 (옥타브) 윗소리까지 다 통일이 되야 해. (오페
라 성악은) 밑에서부터 벌써 가성으로 나오는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가성으로
소리 내고 있음)’ 이렇게 내는 건데, 북한은 ‘도레미파(육성으로 내고 있음)’ 하
고 자연스럽게 하다가 중간에 ‘라시도레’도부터 두돌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소
리를 뒤집어서 가성으로 소리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소리를 내야하는 거
지. 약간 민요풍을 좀 섞어서. 이거는 완전 성악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북한만의 그런 발성법이지(김경숙, 가수, 2015년 6월 30일).

경숙은 주체발성법이 “러시아로부터 들어왔다”고 설명한다.36) 이는 북한의 발
성법이 앞선 자료에서 “쐑소리” 라고 불린 판소리 발성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곧 “유럽 성
악”, “오페라”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미뤄보건대 경숙이 설명하고자 하는 주체발성
법의 근간은 앞서 살펴본 이탈리아 발성법 즉 벨칸토 발성법임이 분명하다. 경숙
역시 벨칸토 발성을 북한에 그대로 들여오지 않고 “북한의 개성을 살려서” 북한
만의 독특한 발성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직접 소리를 냄
으로써 연구자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현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아랫소리부터
가성으로 부르는 오페라 발성법과 달리 북한식 발성법은 아랫소리를 진성으로 내
고 환성(換聲)기교를 사용하여 윗소리를 가성으로 부르더라도 진성과 환성된 소리
의 색깔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환성기교를 사용하
여 가수가 가성을 사용할지라도 진성을 사용했던 아랫소리와 동일한 소리를 냄으
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성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연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

36) 김정일의《음악예술론》에서 설명된 ‘이딸리아 발성법’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수입되
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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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성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숙의 설명은 “아래웃소리를 같은 음량과
음색을 통일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음악적련결을 보장”(김정일 1992b: 146)하는 것
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북한의 발성법에 긴밀히 맞닿는다. 그는 면담의 말미에
민요풍이 섞인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창법에 대한 논의로 확장시킨다.
예술단의 가수들이 부르는 북한노래작품, 즉 <통일아리랑>, <신고산타령>, <휘
파람>, <임진강>, <반갑습니다>, <다시 만납시다>는 모두 북한식 발성법을 기반
으로 하여 불린다. 그러나 발성법은 동일하지만 <통일아리랑>과 <신고산타령>은
민요를 부를 때 사용되는 창법인 ‘민성’으로 <휘파람>, <임진강>, <반갑습니다>,
<다시 만납시다>는 가요를 부를 때 사용되는 창법인 ‘양성’으로 연행되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노래가 민요인지 가요인지에 따라 다른 창법이 선택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연구자 : 성악을 하면서도 민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숙 : 그렇지! 그렇지! 성악을 하면서도, 소리를 가성으로 내면서도 민요풍으로 하는 거
지.
연구자 : 아, 민요풍이라는 게,
경숙 : 간드러지게. “~~~ 산천가” 이게 민요고, 소리를 뾰~족하게 하이(high)를, 성악
으로 낸다 뿐이지, 민요는 똑같은 거야, 형태는. 근데 여기(남한)는 판소리로 민
요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창법을 가지고 민요를 부르는 거지.
스타일은 똑같은데, 창법이 틀린 거야. 민요 스타일을 같은데, 창법이 틀린 거야.
여기는 판소리고 북한은 성악적인 소리를 가지고 기교를 내는 거지. 그게 여기
사람들하고 북한의. 남북간의 차이인거야. 창법이 틀리니까, 스타일을 똑같은데,
창법이 틀린 거야(김경숙, 가수, 2015년 6월 30일).

북한민요 <통일 아리랑>을 들을 때마다 성악작품인지 민요작품인지를 헷갈려하
는 연구자는 경숙에게 북한에서의 민성 창법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결국 이는 “성
악을 하면서도 민요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는 투박한 질문이 되어버렸다. 이
에 경숙은 성악 발성법으로 노래를 부르며 민요풍의 기교를 넣는 것이 민성 창법
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이때의 성악은 단순히 벨칸토 창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벨칸토 창법을 기반으로 하되 환성기법을 사용한, 즉 앞서 살펴본 북한의 주체
발성법을 뜻한다.
북한에서 창법은 두 개인데 민요에 기초한 성악을 부를 때 사용하는 민성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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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가요에 기초한 성악을 부를 때 사용하는 양성이다. 김정일의《음악예술론》
에서 민성과 양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우리가 민성과 양성이라는 말을 쓰고있는것은 어디까지나 다같은 우리 음악이면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는 민요에 기초한 성악과 현대적인 가요에 기초한 성악을 구
분하기 위해서이다(김정일 1992b: 148).

이에 따르면 민성은 민요에 기초한 성악을 부를 때 사용되는 것이고 양성은 현
대적인 가요에 기초한 성악을 부를 때 사용된다. 즉 경숙이 앞서 설명한 주체발성
법에 “민요풍으로 기교를 내는 것”이 “악보에 그려진 음을 골격으로 하면서 거기
에 다양한 형태의 미분음을 넣고 섬세한 굴림을 써서 음악을 감칠맛나게 돋구
는”(김정일 1992b: 149) 민성 창법인 것이다. <휘파람>, <임징강>, <다시 만납시
다>, <반갑습니다>와 같은 북한현대가요를 부를 때 사용되는 창법은 양성인데 양
성은 민요풍의 기교 없이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유순하고 편안하게 부르는것”
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창법은 모두 북한의 “우리 식 창법”(김정일 1992b: 150)
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식 창법”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행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일까?
연구자 : 북한 창법은 어떤 거예요?
세경 : 북한 창법은, 그냥 소리를, 다 한~ 소리로 내야해. 다 한소리. 근데 여기 우리 트
로트 가수들을 보면 자기감정에 맞게, 소리를 꺾어주기도 하고 소리를 또 내 목
에서 허스키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높은 음정에서 올라가는 음정에
서 못 올라가면은 뭐 소리를 확 내 소리를 훅 죽여주고 소리를 한번 팍 쳐줬다
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 창법은 일단 내가 소리를 냈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리가 다 똑같아야 돼.
연구자 : 똑같다는 게, 색깔이 똑같아야하는 거예요?
세경 : 응, 색깔이 다 똑같아야 해. 한국 트로트나 발라드나 보면은, 색깔은 똑같지가 않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낼 수도 있고, 내가 그리고 또 감정에 따라서 소리를 조
금 가늘게 내겠다고 하면, 가늘게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건드러지게 부르고
싶다, 하면 건드러지게 부르기도 하고. 그 노래 한개 소절에 자기감정에 맞게 들
리잖아. 예를 들면 트로트 <우연히>를 부른다고 하면, 해은이가 부르는 거는 해
은이 감정에 맞게 부른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내 감정에 맞게 부를 수 있잖아?
근데 북한 노래는 아니야. 이 노래를 부른다하면은 그 감정이 똑같애! 너가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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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내가 부를 때. 너가 부를 때도 이 소리를 내야해. 나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소리를 내야해. 그렇게 똑같은 창법이 똑같아야해. […] 그래서 대게 보면은
한국에 와서 북한 가수들이 부르는 게, 30분 이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지루해 하
는 게, 그래서 지루해 하는 거야. 왜냐면은 30분 동안 주구장창, 그 한소리만 들
어봐! 해은이 같으면 안 지루하겠어? 지루한 거야! 다른 가수들이 30분 올라가서
노래를 해도 왜 안 지루하겠어? 매 노래 노래마다 그 특성에 맞게 가수들이 그
감정에 맞게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근데 북한 가수들
이 올라가서 30분하면, 지루해지고 지겨워해(권세경, 기타리스트·가수, 2015년 7
월 13일).

세경은 북한식 창법에 대해서 묻는 연구자에게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라
설명한다. 앞서 경숙이 설명한 주체발성법이 한 개인이 내는 소리의 색깔이 음역
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나야한다는 것을 뜻했다면 세경이 이 지점에서
설명하는 “하나의 소리”는 첫째, 노래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가수의 음색이 작품
전체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북한노래에서 가수 개인의 감정 변화
는 노래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야하며 노래의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어떠
한 소리 색깔의 변화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개인의 감정흐름은 북한노래에서
절대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세경은 여러 가수들이 동일한
노래를 부른다면 개개인의 가수가 내는 소리가 서로 똑같아야 한다는 맥락에서
북한식 창법을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가수 개인의 개성은
드러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북한노래를 각자 다른 가수들이 여러 번 부
를지라도 연행된 노래들은 결국 한가지의 스타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
경은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30분 이상 듣기에 지루하다고
이야기한다. 실력이 좋은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더라도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
지 감정의 변화 없이 동일하게 부르고, 혹여나 다른 가수가 등장하여 노래를 부른
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앞선 가수와 동일한 창법으로 개성이 없이 첫 소절부터
마지막소절까지 부르기 때문에 30분 안에 여러 곡을 듣더라도 마치 한곡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듣는 것과 같아 지루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예술단 활동과
프리랜서 활동을 겸하고 있는 세경은 남한에서의 본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하여
북한 창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었다.
이처럼 북한만의 발성법과 창법은 분명 존재한다.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노래
작품은 모두 벨칸토 발성법을 기초로 한 주체 발성법이 사용되어 가수들의 목청

- 104 -

은 마치 서양의 성악가를 연상시키는 소리이다. 그러나 분명 오페라 성악가와는
다른 소리 색깔이 그들에게 묻어나고, 이는 앞서 경숙이 설명한 아랫소리와 웃소
리를 통일해야 하는 주체발성법의 원리에서 비롯된 특징이라 추측된다. 또한 주체
발성법뿐 아니라 이들이 사용하는 창법도 북한노래의 고유한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노래의 장르에 따라 민성 혹은 양성으로 구분되는 “우리식
창법”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 개인의 감정이나 개성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
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 노래의 ‘북한다움’을 보다
확장시킴으로써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색 의상과 앙상블
희경 : 우리가 보기에는 “촌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정말 예쁘다” 면서 감탄해요,
아진 : (웃으며) 맞아 맞아.
희경 : 촌스러워서 어떻게 입나 싶은 정도인데도 이분들은 그게 너무 예쁘데요, 처음에
는 이해 못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음).
연구자 : “촌스럽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 같아요?
아진 : 원색에 대한 고집이 있는 거 같아,
희경 : 빨간 색을 정말 좋아해요.
아진 : 화려한 것, 붉은 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
금 ‘촌스러운 느낌’이지만(2015년 3월 6일, 현지조사 노트기록).

남한출신인 희경과 아진은 의상과 관련하여 스스로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의
상을 북한 출신 단원들이 “예쁘다”고 말했던 간극을 이야기한다. 희경과 아진이
느꼈던 촌스러움의 감각은 의상의 색깔에서 비롯된 인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술단의 의상이 전부 원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
는 아진은 “원색에 대한 고집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즉 희경과 아진은
원색으로 제작된 의상이 그들의 미적 감각에 어색하고 낯설었기 때문에 “촌스럽
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특히 희경은 빨간 색이 의상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말
하고 아진 역시 붉은 색, 화려한 색이 선호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예술단이 의
상을 통하여 어떻게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예술단 가수가 입는 의상은 원색이다. <반갑습니다>의 경우 무대 위에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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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명의 가수들은 모두 치마의 아랫단부터 중간까지 은색으로 화려하게 수가 놓
여있는 새빨간 치마를 입고 있다. 가수 뒤에 서 있는 무용수의 치마 역시 진분홍
색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의 연행 시 열다섯 명 단원의 의상으로 인해 무대
는 붉은 색으로 물들게 된다. <휘파람>은 가수의 의상으로 인해 무대의 화려함이
가장 증폭되어 나타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여섯 명의 가수가 각각 샛노란
색, 진달래색, 분홍색,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다. 상체는 몸
에 달라붙고 치마는 사방으로 퍼지는 형식의 드레스를 입은 여섯 명의 가수는 ‘디
즈니 만화사의 공주들’, 예를 들면 신데렐라, 백설공주, 알라딘의 쟈스민공주, 잠
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등을 연상케 한다. 이들의 의상은 조명에 비추이면
더 반짝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공연 도중 원색의 의상은 더 강렬하게
색감을 발현한다. <신고산타령>과 <통일 아리랑>, <임진강>은 가수 한 명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상도 진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등으
로 원색으로 제작되어 한 명의 가수가 매우 눈에 띄는 특징을 갖는다. 즉 원색으
로 제작된 가수의 의상은 독무대일 경우에는 가수를 도드라져보이게 하고, 중창
무대 혹은 무용수와의 집단 무대일 경우에는 무대 그 자체를 매우 ‘화려하게’ 만
드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무대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사로
잡는 힘을 갖는다.
음악은 인간생활에 약동하는 생기를 넣어준다. 약동하는 생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
에 대한 희열과 랑만을 가지게 한다. 생에 대한 희열과 랑만은 인간의 자주적인 삶에 대
한 긍지와 참된 삶을 빛내이기 위한 인간의 지향을 더욱 높여준다. 약동하는 생기가 있
어야 사회생활이 활기있고 혁명적인 기백이 넘치게 된다(김정일 1992b: 13).

예술단 가수의 의상이 원색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북한에서 음악을 정의하는 것
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음악은 사람에게 “약동하는
생기를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쓸쓸한 애수와 염세, 저속하고 기형적인 향락
과 방종을 부추기는 음악은 사람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는 타락한 음악으로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인간의 사상감정과 인연이 없으며 인간의 자주적
이며 창조적인 지향을 가로막는 반동적인 음악이다”(김정일 1992b: 13). 즉 북한
에서 음악은 인민들에게 반드시 “뜨거운 열정을 안겨주어” “사람들을 교양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역할”(김정일 1992b: 13-14)을 해야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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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불타게 하는 뜨거운 것”(김정일 1992b: 14)
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가수들의 의상이 원색으로 제작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
으로 추측된다. 원색의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경쾌하
고 빠른 속도의 노래는 보다 시각적으로 청중들에게 전달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
민에게 생동하는 힘을 불어넣어야 할 때 명도나 채도가 낮은 색으로 만들어진 의
상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앙상블 역시 인민들에게 “약동하
는 생기”를 주기 위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현하고자 하는 앙상블은
두 가지 차원인데 먼저는 여섯 명의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의 소리를 내
고자 하는 소리 앙상블과 무대 위에서 안무를 동일하게 연행해내고자 하는 무대
앙상블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각각 “기술적안삼블”과 “무대적안삼블”이라고 명명
하고 있다(김정일 1992b: 156).
경숙은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 가수들이 정말 노래 연습을 많이 했었다”고 미진에게
말했다. 여러 명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앙상블’ 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소리가 튀는 것
을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노래를 했었다고 했다(2015년 5월 3
일, 참여관찰).

위의 사례는 고참인 경숙이 신참에게 과거의 연습양상을 근거로 중창을 부를
때 익혀야 하는 덕목을 설명한 것이다. 신참가수는 독창무대를 연행하기에는 실력
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술단의 노래 작품들 중 중창 작품인 <반갑습니다>, <휘파
람>, <다시 만납시다>만을 주로 연행하고 있었다. 경숙이 강조하는 것은 예술단
의 노래작품은 “여러 명이 같이 부르는 노래” 라는 점이다. 그는 “개인의 목소리
가 튀는 것을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이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청중들이 집중하지 않도록 “음향의 통일, 음악적울
림의 조화”(김정일 1992b: 156)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숙이 강
조한 것은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의 음향을 조절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 가수들과 다른 음색을 가진 신참가수는 본인의 음향을 조절하더라도
결코 음악적 울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음악적울
림은 음색, 음량이 형상적으로 통일될 때 조화롭게”(김정일 1992b: 156) 들리는
데 신참가수의 음색은 음악적 울림의 조화가 깨어지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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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버스에 오르기 전에, 회장은 단장에게 ‘총화 주고 헤어지자’고 했다. 냉면집 앞에
서 단원들이 모두 모여 총화를 지었는데, 내용은 첫째 ‘2박 3일 공연, 정말 수고 많았
다’는 것과 둘째, ‘신입생들은 연습을 계속 하라, 특별히 가수들 중 신입생은 6개월 정도
는 공마이크를 써야 한다. 마이크를 사용하면 본인 목소리가 튀게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
에 공마이크를 사용하고, 공마이크가 아닌 마이크는 오랫동안 활동했던 가수들에게 무조
건 줘라.’ 하는 것이었다(2015년 4월 26일 참여관찰).

예술단은 신참가수가 소리 앙상블을 이룰 수 있기까지 6개월 동안 공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설 것을 결정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다른 가수의 목소리와 조화를 시
킬 수 있는 방식을 터득하지 못한 신참가수가 실제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개인의
목소리가 전체 앙상블을 깨뜨리며 이는 북한노래로서의 특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히 훈련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의 공마이크 사용은 필
연적이었다. 이러한 예술단의 태도는 “안삼불형상에서 연주가의 개별적기교는 전
반적인 안삼불에 복종되여야 한다”(김정일 1992b: 156)는 북한음악의 원칙과 맞
닿아있다. 중창 시 개인은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체 앙상블을 구성하
는 요소로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무대적안삼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술단 가수는 공연 전 리허설
시 <통일아리랑>, <신고산타령>, <임진강> 과 같은 독창무대는 마이크테스트를
하며 간략하게 리허설을 진행하지만 여섯 명 이상의 가수가 함께 연행하는 <반갑
습니다>와 <휘파람>은 반드시 무대 아래에서 함께 동작을 한차례 맞춰보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도 각자의 자리와 안무를 맞춰보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무대 위 여
섯 명의 가수는 반드시 동일한 간격으로 서야하기 때문에 리허설이 시작되기 전
감독은 본인의 보폭을 기준 삼아 가수가 서야할 일곱 개의 지점에 마킹 테이프를
반드시 붙인다. 이는 공연준비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또한 연습 시 단장은 단원들
에게 “틀리면 안 된다, 틀리면 그 사람한테 눈이 간단 말이야.” 하는 말을 자주하
였다. 예술단에게 무대 위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은 ‘여러 명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앙상블, 즉 집체미(集體美)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반갑습니다>의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가수들
은 서로 같은 방향과 각도로 손을 올려야하고 동일한 강도로 손을 흔들어야 하며
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옆 가수와 같은 걸음의 보폭으로 이동해야 한다. <반갑습니
다>에 비해 팔 동작이 조금 더 많은 <휘파람>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팔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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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미는 안무를 할 때 가수는 옆 가수에 비해 팔이 내려가서도 안 되고 올라
가서도 안 된다. 또한 팔을 옆으로 살랑살랑 흔들 때에도 모두가 같은 수준의 경
쾌함으로 흔들어야 한다. 즉 무대 위의 가수 모두가 같은 동작을 ‘동일하게’ 연행
함으로써 그 중 단 한사람이라도 ‘눈에 띄면’ 안 되는 것이다.
미진실장은 본인이 초보이기 때문에 (안무를) 완전하게 터득하지 못하여 무대 위에서
곁눈질을 하면서 옆 사람을 보고 손짓을 맞추거나 팔을 든다고 하였다. 그 모습을 보고
단장이 ‘왜 그것을 잘 맞추지 못하느냐’고 핀잔을 주었다는 것을 말했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야’ 하고 말했다(이미진, 가수·실장, 2015년 5월 29일).

신참 가수인 미진은 <휘파람>을 연행할 때 옆 사람을 곁눈질 하고 손짓을 맞추
거나 팔을 들어 단장에게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미진의 태도는 다른 사람과 동일
한 모습으로 연행하기 위한 시도였으나 곁눈질로 따라하는 미진은 결코 다른 단
원과 동일하게 동작을 연행할 수 없었다. 면담내용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지만 단
장은 미진이 곁눈질을 하면서 다른 단원보다 뒤늦게 팔을 올리거나 손짓을 고침
으로써 관객의 시선이 미진에게 쏠려 앙상블이 깨지는 것을 크게 우려하였을 것
이라 추측된다. “가수들이 입을 벌리는것도 안삼불이 맞아야한다. 다같이 입을 크
게 벌리는데 한두사람만 입을 작게 벌리면 보기도 싫고 울림도 좋지 않다”(김정
일 1992a: 156)는 북한의 《음악예술론》을 고려하였을 때, 미진이 무대 위에서
곁눈질로 동작을 따라했던 것은 분명 문제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가수들은 ‘오늘 <휘파람>할 때 세경이 나왔으니까 간주 때 돌지 말자’고 서로 이야기
했다. 세경이 부황을 떴기 때문에 드레스 뒤쪽으로 부황자국이 있어 관객들에게 등을 보
이지 말자고 한 것이었다. 공연 시 약속대로 등을 돌리지 않았다(2015년 4월 22일, 리
허설 참여관찰).

<휘파람> 의상은 등이 보이도록 제작되었다. 이날 부황을 맞고 공연장에 온 세
경의 등에는 벌건 부황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단장과 가수들은 그 모습을
보더니 “간주 때 돌지 말자” 며 <휘파람> 안무에 수정을 가했다. 이러한 결정에
는 앞서 무대 앙상블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명의 가수에게 시선이 쏠리지 않도록
모두가 동일한 동작을 연행하도록 하는 원칙이 근거한다. 부황자국이 강하게 남은
세경이 기존의 안무대로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도는 동작을 연행할 시, 관객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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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세경의 등으로 향하게 되고 이는 “시각적으로 안겨오는 무대적안삼불”이 깨
어져버리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원색의 화려한 의상을 입은 가수는 무대 위에서 무대앙상블과 소리
앙상블을 구현해낸다. 그들의 의상과 조명으로 인하여 더욱 더 화려하게 연출되는
무대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여러 가수가 일체감 있게 연행하는 안무와 조화
롭게 울리는 노래 소리는 관객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틀”(베이트슨 1998[1955
])37)을 만들어 공연내용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게 한다. 예술단 가수들이 구현
해내는 앙상블과 원색 의상으로 인하여 예술적 조형미가 형성될 뿐 아니라 관객
의 집중력이 무대로 고정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직 훈련되지 않은 신참 가수가 공마이크를 사용하는 것, 가수가
<반갑습니다>, <휘파람>에서 안무를 동일하게 연행해야 하는 것, 세경의 부황자
국으로 인해 <휘파람>에서 돌기 동작을 생략한 것은 작품 그 자체의 조형미를 높
이기 위한 실천이었을 뿐 아니라, 관객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예술단의 연행
에 집중시키기 위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세경이 벌건 부황자국이 등에
남아있음에도 <휘파람>의 간주부분에서 등을 보이며 돌기 동작을 연행했다면, 세
경의 등에 시선이 쏠린 관객은 질병과 아픔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무대

위의

연행을

공연으로

인식하던

“심리적인

틀”(베이트슨

1998[1955])은 그 순간 깨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관객들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자 하는 예술단 가수들의 작품 표현법
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한 사상정서적교양”(김정일 1992b: 1)의
수단으로 음악의 성격을 결정지은 북한의 음악예술론과 연결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갖는다. 노래를 통해 “자주적인 존재” 즉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민들
37) 베이트슨(1998[1995])은 ‘놀이’를 상호 행동하는 생물체가 어느 정도의 메타커뮤니케이션,
예를 들면 “이것은 놀이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베이트슨 1998[1955]: 288). 이때 “이것이 놀이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형성되는 것이 일종의 ‘틀’인데, 이 틀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행동하는 생물체의 심리 안에 형성되는 ‘놀이 틀’이다. 예를 들면 소꿉놀이를
하는 어린 아이들은 “이것은 실제 현실이 아닌 놀이이다”라는 전제를 모두 공유하게 되는
데 이는 각 어린이의 심리에 ‘놀이 틀’이 형성되어 가능하게 된다. 만약 심리적인 틀이 만
들어지지 않은 아이는 소꿉놀이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참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리적인 틀을 만드는 것은 놀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며, 그러한
틀을 잘 유지하는 것은 놀이에의 집중력을 확대시키는 조건이 된다. 연구자는 관객들이 평
양민속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할 때, 심리적 틀을 형성하고 “이것은 공연이다”라는 것을 인
식하며 공연을 즐길 것이라 해석한다. 그리고 공연을 ‘공연’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심리적
틀이 유지될 때 관객들의 몰입도는 확대될 것이라 추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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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중력이 반드시 요구되며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에게는 그 집중력을 분산시키
지 않는 능력, “심리적인 틀”(베이트슨 1998[1955])을 깨뜨리지 않는 태도가 필수
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3) 작품의 내용 및 주제: 쾌감과 비감을 불러일으키는 북한노래
마지막으로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노래작품들의 특징으로 짚고자 하는 것은
작품이 표출하는 감정의 성격에 관련한 것이다. 예술단의 노래작품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연구자는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노래작품이 각각 쾌감(快感)
과 비감(悲感) 중 하나를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일아리랑>, <신고
산타령>, <반갑습니다>, <휘파람>이 쾌감을 자아내는 작품이고 <임진강>, <아리
랑>, <다시 만납시다>은 비감을 일으키는 작품이다. 이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쾌감을 일으키는 작품의 주제는 여러 가지인 반면에 비감을 일으키는 작품
의 주제는 오직 하나, 민족분단으로 인한 비극에 국한된다는 것이며 둘째, 모든
작품이 자극하는 쾌감과 비감의 차원은 개인적 차원의 감정이 아닌 민족 혹은 사
회적 차원의 감정이라는 것이다.
먼저 쾌감을 일으키는 작품을 보자. <통일아리랑>과 <신고산타령>은 아직 도래
하지 않은 미래를 주제로 한다. 각각의 작품에는 온 겨레가 손을 잡고 아리랑이
불릴 때를 기대하는 민족적 소망과 농장처녀가 트랙터를 운전하고 흥남비료가 가
득가득 실어 온 집안에 풍년이 드는 것을 바라는 사회적 희망이 경쾌하고 발랄한
곡조로 표현된다. <반갑습니다>에서는 동포 간에 느껴지는 반가움이 곡 전체에서
빠른 박자와 힘찬 곡조로 반복된다.
한편 <휘파람>은 복순이라는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이 노래 가사로 표
현되었다는 점에서, 민족 및 사회적 기쁨을 노래한 앞선 세 곡에 비해서는 상대적
으로 개인의 감정에 가까운 감정이 주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휘파람>
원작의 3절의 “혁신자의 꽃다발 안고서 휘파람 불면은 복순이도 내 마음 알리라
알아주리라” 하는 가사는 사랑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마저도 “혁신자”를 바
람직한 인간상으로 여기는 사회에 종속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예술단이 복순이를 사랑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가수 간의 앙상블을 강조함으로써 집체미가 드러나도록 연행한다는 점
은 <휘파람>의 주제가 ‘복순이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심정’ 이 아닐 것이라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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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을 하도록 한다. 즉 <휘파람>에서도 사랑이라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노래 그 자
체의 유쾌함과 경쾌함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에서 음악을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풍부
한 정서, 약동하는 생기, 래일에 대한 희망과 랑만을 안겨주는 인간생활의 가장
친근한 예술”(김정일 1992b: 1)로 정의하는 것과 맞닿는다.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단의 네 가지 노래 작품들이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독특한 생명력”(김정일
1992b: 13)을 가지고 있으며, 노래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겹고 신바람이 나
기도 하며 투지와 용기가 넘쳐나 달려나가고싶어”(김정일 1992b: 13)지도록 하는
것이다. “뜨거운 열정을 안겨”주어야 하는 북한노래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강조되
는 것은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라기보다는 기쁨, 희망, 즐거움일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음악이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김정일 1992b: 14) 위해서
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소망과 희망이 노래주제로 선택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감을 일으키는 예술단의 작품 <임진강>과 <다시 만납시다>는 어떻
게 해석될 수 있을까? 북한에서 “사람에게 약동하는 생기를 넣어주지 못하는 음
악은 참다운 음악이 될 수 없음”(김정일 1992b: 13)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와
부르는 자에게 슬픈 감정을 자극하는 <임진강>과 <다시 만납시다>는 북한에서도
대중가요로 선정되어 연행되고 있다. 더불어 이 작품들은 남한에서 활동하는 예술
단이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한다. <임진강>과
<다시 만납시다>는 분단의 비극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단
순히 두 작품 사이의 공통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노래의 주제 중 ‘슬픔’
이라는 감정을 허용하는 것은 오직 민족분단에 관한 주제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
능하게 한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민족적 차원 혹은 사회적 차원의 슬픔이 아
니고서야 북한노래에서 비감을 자극하는 노래는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는 타락
한 음악으로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인간의 사상감정과 인연이 없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지향을 가로막는 반동적인 음악”(김정일 1992b: 13)이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뜨거운 열정을 안겨”(김정일 1992b: 13)주어야 하는 임무를
가진 북한의 노래가 비감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민족적 차원의 비극, 분단의 비극
을 주제로 하는 노래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예술단이 연행하는 쾌감을 일으키는 네 작품과 비감을 일으키는 두 작품은 모
두 개인적 차원의 감정을 주제로 하지 않았다. 각각의 작품에서 표출되는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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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던 슬픔이던 작품의 주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감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사회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꿈꾸는
노래, 인민의 기쁨을 위한 노래, 동포애를 표현하는 노래, 민족분단의 슬픈 현실
을 그리는 노래인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민족적 차원의 비감을 일으키는
<임진강>과 <다시 만납시다>의 경우, 예술단의 가수들은 작품이 주제로 하는 ‘분
단의 비극으로 인한 슬픔’을 단순히 민족적 차원의 감정으로 한정짓지 않고 가수
개인의 감정으로 연결하는 현상을 보였다.
<임진강> 같은 내 노래를 스스로 부르면서도 계속 울컥! 울컥! 해. (가슴을 가리키면
서) 여기가 이렇게 꾹 차 있어. 그래서 그 노래를 할 때는 북한 생각을 많이 해. 매번
계속하는 노래지만, 여기가 짠해 그 때마다(김경숙, 가수, 2015년 6월 30일).

오늘 <다시 만납시다> 작품에서 단장이 멘트를 치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 계속 눈물
이 나는지 마지막 노래를 할 때까지 눈물을 훔쳤다. 나중에 대기실에 들어와서 내가 단
장에게 “단장님, 오늘 또 울었어요.” 하고 말하자 단장은 “응, 나는 잘 울어, 나는 울보
야. 드라마 볼 때에도 소리 내서 울고 그래.” 하고 쑥스러운 듯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을
들은 단원들은 “나도 눈물 나더라.” 하고 말했고, 민혜는 “눈물이 가랑가랑했는데, 갑자
기 <에라 좋구나> 를 불러서 ‘쓰읍’하고 눈물 닦았지(웃음).” 하고 말했다(2015년 6월 4
일, 공연 후 참여관찰).

경숙은 매번 <임진강>을 부를 때마다 울컥한 감정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무대 위에서 그는 3절을 부를 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거나 눈물이 맺혀있
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다시 만납시다>를 부르는 단장 역시 손으로 눈물을 자
주 닦았고, 다른 단원들도 눈물을 숨길 수 없어 하였다. 그리고 면담을 통하여 가
수들의 눈물은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진실 된 감정이 표출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이 주제로 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개
인적인 진솔한 감정을 표출하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첫째, 이러한 현상은 민족적 분단의 슬픔을 주제로 하는 <임진강>과 <다시 만
납시다> 작품 그 자체가 매우 신파적인 특성을 갖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추측하
도록 한다. 노래 작품 그 자체의 선율과 박자가 인간 본연의 감정을 자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곡에서 표현되는 민족적 차원의 슬픔이 남한에서 예
술단 활동을 하고 있는 단원들의 개인적 경험과 맞물리면서 ‘개인’의 감정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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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북한노래작품이 경숙, 단장을 비롯한 예술단 단원들의 개인적 감정을 다
루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단의 비극을 개인의 경
험 안에 내재화시킨 탈북이주민인 단원에게 <임진강>과 <다시 만납시다>의 노래
가사와 선율은 단순히 한반도의 비극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
술단 가수로 하여금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과 아픈 경험을 자극하여 개인적 차원
의 감정을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단은 쾌감과 비감을 일으키는 노래작품을 연행하고 있었다. 연구자
는 혁명의 도구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북한의 예술론에 비감보다는 쾌감이 더 적
합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비감을 자아내는 예술단의 북한작
품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생기 있는 약동”을 주어
야하는 북한 음악이 비감을 허용할 때에는 민족분단의 슬픔을 주제로 한 노래에
한정지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각 작품에서 표출되는 감정이
쾌감이든 비감이든 인민의 생활에 긴밀히 결부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 차원의 감정이라는 것은 예술단의 북한노래작품의 특징이다. 그러나 분단의
비극을 내재화한 예술단의 가수에게 민족적 비애를 자아내는 작품은 지극히 개인
적인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4. 탈북예술단의 공연과 북한예술의 간극: 사라진 사상성
지금까지 연구자는 공연의 전반부에서 연행하는 북한작품들을 무용작품과 노래
작품으로 나누어 각 장르에서 분석된 작품 특징이 단순히 예술단 작품의 특징만
으로 그치지 않고 북한예술과 긴밀하게 맞닿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북한무
용과 북한노래의 형식과 표현요소를 그대로 연행하는 예술단의 작품에는 북한적
요소가 매우 농후하게 녹아있었으며 이러한 북한 작품을 무대 위에서 연행함으로
써 예술단은 남한 관객에게 북한예술을 보여주는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본 소절에서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작품들이 정말 “북한작
품”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던지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연구자는
예술단의 북한작품이 완전한 북한작품일 수는 없다는 잠정적 대답을 하려한다. 예
술단의 북한작품은 북한에서 실제로 연행되는 북한무용 혹은 북한노래와는 분명
간극을 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간극은 레퍼토리로 선정되는 예술단의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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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무예술의 장르의 일부에 그치고, 또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다.
북한무용이라는 게 김정일, 김일성 시대에 살면서 다 사회주의 체제에 거기에 맞게끔
사상성이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작품들이 북한에서 보면 좋지, 근데는 여기
에 와서 북한 체제를 자랑하는 작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작품을 선택할
때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 […]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북
한의 체제성에, 사상성에 들어갔던 말았던,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되면 안돼요. 왜냐
면 공유가 안 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민속적이면서도, 흥이 나고 이런 거를 선택해야
하니까(김명인, 감독, 2015년 7월 23일).

감독은 “사상성이 있는 작품들”을 예술단의 작품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남한에
서 북한 체제를 자랑하는 작품을 연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
며 그러한 작품이 북한에서는 “좋게” 느껴졌을지라도 남한의 관객에게는 공유되
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은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사상성이 없는, 정치적 색깔이 없는” 작품
중에 남한 관객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이 레퍼토리로 선정되는 것
이다. 이는 예술단의 작품이 북한가무의 장르를 매우 한정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 예술단의 전반부 레퍼토리로 선택될 수 있는 북한 작품
중 노래작품의 개수가 무용작품의 개수에 비해 적다는 것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성악은 가사를 동반함으로써 사람이 음악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쉽게 파악”(김정
일 2011b: 487)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북한노래는 북한무용에 비해 사상성을 뚜
렷하게 가사로 직접 드러내는 속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이 북한
노래에서 레퍼토리로 선택할 수 있는 범주는 북한무용에 비해 현저하게 더 적을
수밖에 없게 된다. 예술적인 율동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무용의 특성상, 사상성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가사를 사용하는 노래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술단의 북한작품들 중 무용작품의 개수가 노래 작품의 수보
다 상대적으로 많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예술단의 북한노래작품이 북한노래의 아
주 일부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선택된 북한작품이 남한사회에서 예술단에 의해 연행될 때
그 작품은 북한예술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사상성을 결여하게 된다. 이것이 예
술단의 북한작품과 북한예술 간의 두 번째 간극이다. 위의 면담에서 드러나듯이
- 115 -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작품의 목표는 노동 계급의 인민을 선전선동하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예술의 특징을 재현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공유지점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즉 <돈돌라리>, <사당춤>, <휘파람>, <임진강> 등이 ‘사상
성이 없어보였기 때문에’ 선택된 예술단의 북한작품일지라도 북한에서는 인민에게
“삶의 희열과 생활의 보람을 안겨줌으로써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김정일 2011: 305) 창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남한사회에서 연행될 시에 북한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사상성이 제거된 채 무대 위
에서 연행된다. 남한 관객을 북한의 ‘혁명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
이 아니라 남북한의 공통요소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자리매김하거나 북한만의
이질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장으로서 역할 하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 연행되는 예
술작품과 남한에서 연행되는 예술작품의 형식과 양식이 같을지라도 각 작품이 연
행되는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작품은 결코 동일한 작품일 수 없게 된
다. 북한 예술의 사상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장이 남한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고 또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작품에서 사상성은 제거
되고 그로 인해 예술단의 북한작품은 북한작품이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작품의 종류는 북한예술의 장르를 다 포함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또한 레퍼토리로 선택된 작품일지라도 원작이 강조하
는 사상성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북한예술과 예술단의 북한작품은 근본적인 차이
를 보인다. 그들의 북한작품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작용하는 온전
한 북한예술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행하는 작품은
분명 북한예술을 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다. 탈북공연예술단으로
서의 특수한 입장이 북한예술과의 간극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북한원작의 요소
를 그대로 연행해내고자 하는 예술단의 북한작품은 분명 남한관객에게 “북한 냄
새”를 풍기고 북한예술의 일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술단은 남한사회의 무
대 위에서 북한 예술을 재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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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퓨전작품의 연행과 재현
1. 예술단 공연의 후반부 레퍼토리: 퓨전작품
30분은 순수한 북한 거, 그 다음 한 15분 정도는 남북한이 함께 불렀던 민요, 알아듣
는 거. 그 다음 15분, 남은 걸로 한국노래. 트로트라던지 흘러간 옛노래라던지, 아코디
언이라던지. 요렇게. 그렇게 하면 30분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30분은 북한걸로 생소한
거.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원칙이지. 그러면은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주명
신, 회장, 2015년 6월 25일)

예술단 공연은 평균 한 시간동안 이루어진다. 한 시간짜리의 레퍼토리를 구성할
때 회장은 남한 관객에게 “생소한” 북한원작과 “알아들을 수 있는” 퓨전작품을
1:1의 비율로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레퍼토리 구성은 10년이 넘도록 예술단을
꾸려온 회장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전략이다. 그에 따르면 30분 이상 북한 작
품이 연행되면 남한 관객은 이내 지루함을 느끼고 하나둘 자리를 떠버렸다. 공연
이 진행되는 한 시간 동안 관객을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회장은 레퍼토리에 변
형을 주어 남한관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작품을 조금씩 연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공연 중간에 공연장을 나가버리는 관객들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는 전반부에는 북한에서 창작된 작품으로, 후
반부에서는 남한에서 새롭게 창작한 퓨전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예술단의 후반부 레퍼토리 작품에서도 북한적 요소는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남한 대중의 취향을 의식하여 후반부 레퍼토리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지만 후반부 레퍼토리가 단순히 남한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는 예술단의 생존 전략,
즉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예술단
의 후반부 레퍼토리는 남한 관객의 대중예술 취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창작되었
으면서도 동시에 북한예술의 특징이 녹아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연구자의 입
장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예술단이 후반부 레퍼토리에서 연행하는 작품들
을 기술한 후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북한적 요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범주로 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무대 위에서
연행되는 예술단 공연 레퍼토리의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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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용작품
무대 위의 한 가수가 북한 특유의 억양으로 다음 무대를 소개한다. “북한의 현
대적인 무용과 남한의 신나는 섹시댄스를 퓨전무용으로 엮어보았습니다. 그 신나
는 무대, 씽씽씽!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하는 소개를 마치자 드
럼소리와 신디소리,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되
어있는 북한의 경음악 반주가 시작된다. 반주음악에 맞추어 무대 양쪽에서 각각
네 명의 무용수가 팔을 8자로 휘저으면서 굴신동작으로 등장하여 무대 중앙으로
위치하는데 이들의 모습은 여러 마리의 나비를 연상시킨다.

그림 15 퓨전무용작품 <씽씽씽>의 전반부, 2015년 4월 13일 여의도 벚꽃축제

무용수의 의상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얀색의 민소매 원피스 모양이다. 특이한
점은 치마가 안치마와 겉치마로 총 두 겹으로 제작되어있다는 것이다. 안치마는
하얀 천으로 살결이 드러나지 않도록 몸을 감싸는 역할을 하고 상단에서부터 끝
단으로 갈수록 진분홍색의 농담이 짙게 염색된 겉치마는 날개처럼 펼쳐지는 역할
을 한다. 이 의상은 무용수 사이에서 “날개옷” 이라 불린다.
<씽씽씽>의 전반부 동작은 모두 무용수가 겉치마를 잡은 채 팔을 움직이는 것
을 기본으로 한다. 겉치마를 잡은 채 여덟 명의 무용수가 활개 치기를 하고 팔을
허리의 앞쪽에서 감았다가 다시 뒤쪽에서 감기도 하며 팔을 수평으로 뻗어 십자
구도를 만들어 도는 동작을 연행하기도 한다. 진분홍색의 겉치마를 펼쳐 동작을
연행하는 무용수는 마치 화려한 나비를 연상시키고 겉치마를 이용한 동작은 무대
의 풍성함을 확장시킨다. 음악 반주에 맞추어 2열형으로 서 있던 무용수 중 앞에
서 있던 네 명의 무용수가 먼저 돌기 동작을 하고 겉치마를 활짝 펼친 채 잦은걸
음으로 ‘사뿐히’ 양쪽 무대로 퇴장한다. 연이어 나머지 네 명의 무용수도 돌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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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연행한 후 나비가 날아가듯이 퇴장한다.
그 순간 반주음악은 2014년 9월 KBS ‘가요무대’ 방송녹화 시에 편곡되었던
‘씽씽씽, 위드어스윙(Sing Sing Sing With a Swing)’으로 바뀌고, 무대엔 허벅지
가 드러난 짧은 빨간색 치마를 입고 빨간 하이힐을 신은 무용수들이 탬버린을 들
고 등장한다. 연이어 남은 네 명의 무용수가 등장하여 여덟 명의 무용수가 함께
춤을 추는데, 이들의 춤은 앞서 긴 치마를 입고 연행하는 춤과는 전연 다른 느낌
을 연출한다. 마치 탭댄스를 추는 듯 발을 무대 위에 한시라도 붙이지 않고 계속
뛰며 춤의 경쾌함을 표현한다. 이로 인해 무대 위에는 마치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품의 일부분이 연출되는 듯한 느낌이 가득하다. 무용수들은
탬버린을 가슴에 모았다가 양쪽 팔을 사선으로 뻗으며 마지막 구도를 완성하고
관객에게 인사를 함으로써 <씽씽씽> 작품을 마무리한다.

그림 16 퓨전무용작품 <씽씽씽>의 후반부, 2015년 4월 13일 여의도 벚꽃축제

한편, <계절춤>은 “예술단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소개되는 작품이다. 회장과 단
장은 공연연행시간이 갑작스럽게 단축될 때에도 짧은 레퍼토리에 반드시 <계절
춤>을 포함시킨다. 그만큼 <계절춤>은 예술단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사회자는
“SBS 스타킹과 KBS 가요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그 작품, 춤을
추면서 감쪽같이 옷 색깔이 네 번이나 바뀌는 그 신비의 마술쇼”라는 고정된 멘
트로 <계절춤>을 소개한다.
KBS 가요무대에서 예술단 가수들이 부른 ‘아리랑낭낭’의 녹음 반주가 나오자
빨간색 옷을 입은 열두 명의 무용수가 무대왼쪽에서 2열로 등장한다. 이들은 반
주 박자에 맞추어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팔 동작을 하며 살랑살랑 몸을 흔든다.
열두 명의 무용수는 정확한 팔 동작과 다리 동작으로 일체감 있게 동작을 연행한
다. 그러다 무용수들은 무대 중앙에 모여 서로 어깨와 어깨가 닿게 선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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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는 여덟 명이 서고 나머지 네 명은 첫 번째 열의 무용수들 뒤에 서있다. 첫째
열에 서있는 여덟 명의 무용수가 무릎을 살짝살짝 구부리며 반주의 리듬을 몸으
로 표현하고 있을 때, 뒤에 있던 무용수들은 노란색 옷을 입고 첫 번째 열의 무용
수 가운데에서 등장한다. 노란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등장할 때 첫 열의 양 옆에
있던 빨간 치마를 입은 네 명의 무용수는 뒤로 들어가고 다시 곧장 다시 노란색
옷을 입고 등장한다. 순식간에 빨간 옷을 입고 있던 열두 명의 무용수가 모두 노
란색 옷을 입은 것이다. 이때 관객은 황당한 마음에 박수를 크게 치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하며 무대 위의 무용수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노란 옷을 입은 무용수들은 다시 무대 위에 넓게 퍼져 반원형 구도에서 팔 동
작을 하며 허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그러다가 다시 중앙에 일렬로 모인 노란 옷의
무용수들은 상체를 사선으로 향하고 서로 붙어 선다. 반걸음씩 옆으로 전진하면서
맨 오른쪽에 있는 무용수는 몸을 돌려 열한명의 무용수 뒤편으로 가서 다시 일렬
의 끝자리, 대열의 왼쪽에 가서 선다. 그런데 걸어오는 순간 노란 치마를 입고 있
던 무용수의 옷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옆으로 반걸음씩 전진하던 무용수들이 대
열의 뒤꽁무니로 걸어오는 사이에 모두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다. 관객석에
서는 박수소리와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하는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인다.

그림 17 퓨전무용작품 <계절춤> 2015년 3월 29일 대구두류벚꽃축제

파란 옷을 입은 열두 명의 무용수가 분산형 구도에서 춤을 추다가 다시 한 번
더 무대 중앙에 모여 작은 원형구도를 만들었다. 어깨와 어깨를 맞닿은 채 관객을
보고 있는 방향으로 서 있는 무용수들은 팔을 허리선까지 올렸다가 내리며 잦은
걸음으로 원형구도 자체를 회전시킨다. 그때 원형구도가 돌아가면서 뒤쪽에 있는
무용수들이 무대 앞쪽으로 위치하는 순간 옷은 다시 분홍색으로 바뀌어있다.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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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가 회전할 때 모든 무용수는 분홍색 치마를 입었다. 관객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크게 치고 깔깔 거린다.
분홍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무대에 넓게 퍼져 몇 가지 동작을 연행하고 다시
무대 중앙에 일렬로 붙어 선다. 첫째 열에 서 있는 여덟 명의 무용수가 굴신하며
동작을 연행하고 있을 때 양쪽에서 또 다시 붉은색과 검은색이 배합된 치마를 입
은 네 명의 무용수가 각각 두 명씩 등장한다. 양쪽에서 두 명씩 대열에 합류하고
동시에 대열 가운데에 서 있던 분홍색의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뒤로 들어간다. 가
운데에 있던 무용수들이 뒤로 들어갈 때 양옆의 무용수들은 서로 가운데로부터
마치 문이 닫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 뒤로 들어간 무용수들도 곧장 새로운 옷
을 입고 대열에 합류하고 분홍색 치마를 입은 마지막 네 명의 무용수도 뒤로 들
어갔다가 새 옷을 입고 등장한다. 이로써 검은색과 빨간색이 배합된 치마를 입은
열두 명의 무용수가 무대 중앙에서 마무리 동작을 취하고,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온다. 분명 여벌옷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용
수들은 무대 위에서 새로운 원피스를 네 번이나 입었다.
한편 예술단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효 특집으로 꾸며진 KBS 가요무대를 위
해 새로운 무용작품을 창작했다. 가요무대 프로듀서(PD)는 예술단에게 가수 설운
도와 함께 무대를 꾸며보기를 제안하였고 특별히 효 특집인 만큼 “어르신”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회장은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
을 드러내기 위해 북한무용을 연행하되 남한 대중을 고려하여 남한식 의상을 입
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의상에는 각각 30년대, 70년대, 90년대의 교복이 선택되
었다. 각 시대별 남녀 학생이 짝을 이루어 트위스트를 추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남한 대중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였을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
극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회장은 <거울춤>38)이라 이름붙인 북한무용을 ‘사랑
의 트위스트’ 음악에 맞추어 추기로 결정한다. ‘북한예술단’으로서 남한의 대중가
요 ‘사랑의 트위스트’에 맞추어 남한식 교복을 입고 <거울춤>을 연행하기로 한 것
이다. 반주곡이 되는 노래가 ‘사랑의 트위스트’인 만큼 감독은 <거울춤>의 동작에
트위스트 동작을 응용하여 새롭게 동작을 창작하였고 무용작품의 형식만 <거울
춤> 형식을 사용하였다.

38) 회장이 <거울춤>이라 이름붙인 무용이 북한의 아동무용 <명절의 아침>에서 연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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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퓨전작품 <거울춤>, 출처: 2015년 5월 11일자 가요무대 녹화자료

구체적으로 묘사해보면 가수 설운도가 1절을 부를 때 무대에는 총 여섯 명의
무용수가 등장하고 이들은 무대 왼편에서부터 두 명씩 짝을 이루어 30년대, 90년
대, 70년대 교복을 입고 있다. 한 쌍을 이룬 두 명의 무용수는 각각 남자 교복과
여자 교복을 입었고 서로 간에 대화식 동작을 연행하기도 하다가 여섯 명 전체가
일체감 있는 흥겨운 트위스트 동작을 연행하기도 한다. 간주가 나올 즈음에 여섯
명의 무용수가 무대 뒤쪽에 놓여있는 세 개의 무대장치물39)에 각각 “곱디뎌걷기”
동작40)으로 익살스럽게 다가간다. 무대장치물은 사람의 키보다 더 큰 크기의 네
모난 틀이며 그 틀에는 천이 붙어있다. 각각의 무대장치물 앞에 서있는 무용수들
은 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며 천을 양쪽으로 걷어내는데 걷어내는 순간 그 안에는
동일한 의상을 입고 동일하게 분장을 한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있다. 이때서야 무
대장치물이 거울을 형상화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며41) 거울 안에 있는 무용수
는 거울 밖에 있는 무용수가 ‘거울에 비추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39) “무용의 무대미술에는 의상과 소도구, 분장, 무대배경, 무대장치 같은 형상수단이 있다. 무
대장치는 무용배우가 춤을 출수 있는 마당을 충분히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무대장치
물이 춤형상과 조화를 이루어 작품의 예술적형상을 부각시켜주도록 하여야 한다.”(백과사
전출판사 2008: 752)
40) “곱디뎌걷기는 말그대로 곱디디며 걸어나가는 동작으로 한발을 앞으로 내짚고 다른 발을
그옆에 모아짚은 다음 먼저 내짚은 발을 다시 앞으로 한번 내짚은 걷기동작이다. 따라서
곱디뎌걷기는 세번 발디딤으로 걷기의 한 주기를 이루며 매 주기마다 발이 엇바꿔진다.”
(백과사전출판사 2008: 743)
41) 무대장치인 거울도 북한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 무대장치를 본 연구자는 그것을 거
울이라 상상할 수 없었다. 거울을 형상화하는 것임을 알고 무대장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
고 매우 낯선 모양이었기에 연구자는 KBS 가요무대 무대미술팀이 거울을 특이하게 형상
화 했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북한 아동무용 <명절의 아침>에서의 무대장치와 KBS 무
대장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술단 회장과 감독이 가요무대 무대미술감독
에게 거울 형상의 무대장치모양을 특별히 주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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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춤을 춘다. 간주동안 거울 안에서 춤을 추던 무용수들은 2절이 시작되면서
거울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무대 위에는 총 열 두 명의 무용수가 트위스트 춤을
신나게 연행한다. 설운도가 부르는 ‘사랑의 트위스트’는 예술단의 <거울춤>으로
인해 대중에게 기이함과 흥겨움을 선사하였다.

2) 노래작품
가수들이 후반부 레퍼토리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아직은 말못해>를 제외하고
모두 트로트를 비롯한 남한의 대중노래이다. 사실 <아직은 말못해>는 북한에서
창작된 작품이 개사된 작품으로서 Ⅲ장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도 하였으나 연구자
는 이 노래가 예술단에서 연행되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퓨전작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술단에서 <아직은 말못해>는 방송 프로그램인 ‘남남북녀’에 출연 중인 준연예
인급 단원인 청아가 부른다. 원래 이 노래는 예술단의 기존 레퍼토리가 아니었으
나 청아가 ‘남남북녀’ 프로그램에서 일부를 부르게 되면서 예술단의 중요한 레퍼
토리로 선택되었다. 청아가 점차 남한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서 <아직은
말못해>는 청아가 출연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뿐 아니라 예술단의 상품적 가치
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다음은 개사한 가사와 원작의 가사를 비교한 것이다.
1절. 어머니는 선보러 가자하지만

(원작) 어머니는 선보러 가자하지만

이 가슴에 사연을 어쩌면 좋아

이 가슴에 사연을 어쩌면 좋아

잘 생긴 총각보다 대구에 사는

도시의 총각보다 쇳돌을 캐는

야구하는 그 동무가 마음에 들어

검은 머리 그 동무가 마음에 들어

[후렴] 하지만 말 못 해
아직은 말 못 해
아아 말 못해
2절. 양평에 둥근 달 솟던 그 밤에

룡산에 둥근달 솟던 그 밤에

그 동무와 맺은 약속 아무도 몰라

그 동무와 맺은 약속 아무도 몰라

올해엔 예쁜 사랑 더 많이 쌓고

혁신자 영예 떨친 넓은 가슴에

어머님께 우리 사이 말씀 드릴래

내가 만든 꽃다발만 드리고 싶어

[후렴]
3절. 남남북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가 캐는 금돌을 실어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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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 사랑 지켜봐줘요

이 가슴의 사랑은 깊어만 가요

삼천리에 통일의 꿈 이루고 나서

올해엔 쇗돌산 높이 쌓고서

야구하는 그 동무와 결혼 할래요

어머님께 우리 사이 말씀 드릴래

[후렴]

연두색 저고리와 진한 한복 치마를 입은 청아가 <아직은 말못해>를 다 부르고 나
면 본격적으로 남한의 대중가요가 연행되기 시작한다.
가슴라인과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주황색 드레스를 입은 가수 한 명이 무대
우편에서 “남북한이 함께 불렀던 계몽기가요 ‘홍도야 우지마라’를 불러드리겠습니
다!” 하며 당차게 등장한다. 몸을 살랑살랑 흔들고 관객의 반응을 유도하기도 하
는 가수는 신파조 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제곡이었던 김영춘의 <홍도
야 우지마라>를 힘차게 부른다. 또 다른 가수는 홀로 무대에 등장하여 어깻짓을
하면서 손짓과 표정으로 앙증맞은 느낌을 연출하며 남한가수 금잔디의 <오라버
니>나 남한가수 이자연의 <아리랑처녀>를 부르며 관객을 흥겹게 만든다. 공연의
후반부에는 젊은 가수 두 명이 짧지만 풍성하게 만들어진 하얀색, 분홍색의 드레
스를 각각 입고 나와 남한가수 박주희가 부른 트로트 <자기야>를 부르는데 이들
은 서로 동일하게 몸을 흔들면서 팔을 올리고 내리는 안무를 연행한다. 젊은 가수
들이 부르는 <자기야>가 마치면 중견급의 가수 세 명이 한복을 입고 나와 남한의
젊은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불렀던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른다. 이때 세 명이
입은 한복은 모두 동일한 스타일이 아니라 남한식 한복 의상, 북한식 원색 한복이
섞여있는 특징을 보인다. 팔을 앞으로 뻗어서 어깨를 튕기거나 팔을 사선으로 높
이 올리는 등 단순한 안무를 세 명의 가수는 절도 있게 연행하며 노래를 부른다.

그림 19 퓨전작품 <자기야>,
2015년 5월 26일 성남수정구청

그림 20 퓨전작품 <내 나이가 어때서>,
2015년 5월 26일 성남수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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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두 종류이다. 북한에서 손풍금이라 불리는 아코디
언과 또 다른 북한 대중악기인 기타이다. 한 명의 가수가 아코디언을 메고 무대
중앙에 위치한다. 준비를 마친 아코디언수가 악기에 손을 얹자 반주음악이 흘러나
오고 가수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가늘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남한가수 금사향의
<홍콩아가씨>를 부른다. 관객석에서는 노래를 잘 아는 남한 관객의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도 들린다. 때론 아코디언수는 <홍콩아가씨> 대신 <서커스렌즈>를 연주
하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 독주로 연주하기도 하고 2중주로 연행하기도 한다. 아
코디언수들의 시선은 관객석의 특정한 몇 지점을 향하는데, 한 곳을 쳐다보았다가
다른 곳을 쳐다보며 미소를 짓고 눈썹을 씰룩거리는 익살스러운 표정은 <서커스
렌즈>의 음악소리와 함께 작품 전체의 유쾌함을 배가시킨다.
<서커스렌즈>가 끝나면 양쪽에서 두 명의 가수가 등장하여 아코디언 연주와 함
께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별의 인천항>을 각각 1절씩 연이어 경쾌하게 부른
다.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한국전쟁 직후의 기억이 가사화되어 남한가수 남인수
에 의해 불렸으며, <이별의 인천항>은 인천사람들의 삶이 애상적인 노랫말 가사
와 비교적 빠른 경쾌한 느낌의 곡조로 표현되어 박경원에 의해 불렸다(황성상
2013: 115). 이러한 두 노래를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예술단의 두 가수는 아코디
언 수 양 옆에 서서 몸을 살짝살짝 흔들다 한쪽 팔을 높이 올리며 노래를 마친다.

그림 21
퓨전노래 <이별의 부산정거장>, 2015년 5월 30일 서천꼴깝 축제

그림 22 퓨전작품<트로트 메들리>,
4월 13일 여의도 벚꽃축제

한편 반짝거리는 무대의상을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여성가수가 기타를 메고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녀가 관객에게 인사를 하자 박진감이 넘치는 <남행열차>
반주음악이 흘러나오고 가수는 미소를 머금은 비장한 표정으로 북한식으로 기타
를 치기 시작한다. 현란한 손동작으로 기타 상판을 두드리며 마치 드럼이 연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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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 리듬을 “흥취나게” 표현하고 기타 줄을 뜯는 것 같은 주법을 사용함으로써
전자기타의 소리도 함께 낸다. 이러한 생소한 주법으로 연주되는 <남행열차>는
남한관객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노래가 된다. <남행열차>로 분위기를 띄운 가수
는 화려한 무대 매너를 보이며 <사랑의 트위스트>, <여행을 떠나요> 등 트로트
메들리를 노래하며 신나게 연주한다. 관객은 노래와 연주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3) 무용과 노래가 결합된 작품
아코디언 연주와 함께 한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마치면 아코디언수는 퇴장을
하고 양옆에서 파란색 북한식 한복을 입은 가수 두 명이 더 등장한다. 무대 양 끝
에 각각 두 명씩 총 네 명의 가수가 서 있는 셈이고 이들의 의상은 저고리와 치
마가 모두 짙은 파란색으로 고름은 하얀색이다. 저고리 팔부분과 치마의 중간부터
끝동까지 은색으로 화려하게 꽃이 수놓아져 있으며 고름 안에도 은색의 꽃이 수
놓아져있어 단색의 한복의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한 느낌을 연
출한다. 또한 치마는 사선으로 넓게 퍼진다.

그림 23 퓨전작품 <도라지>의 1절, 2015년 4월 6일 완주지방행정연수원

민요 <도라지>의 간주가 나오자 여덟 명의 무용수는 부채를 앞으로 모아 얼굴
을 가린 채 잦은걸음을 하여 무대중앙으로 달아나온다. 머리에 꽃 장식을 단 무용
수들은 끝동이 하늘색으로 염색된 저고리와 중간부터 아래로 같은 하늘색으로 염
색이 된 치마를 입었다. 치마의 끝동에는 은색 꽃 모양의 장식이 달려있으며 저고
리에도 마찬가지의 장식이 달려있다. 부채는 진분홍색으로 염색이 되어있는데 부
채의 중앙에서 끝으로 갈수록 더 짙은 농담으로 염색되어있으며 부채의 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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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져있고 작은 꽃모양 장식이 달려있다. 무용수들을 보고 있
자면 도라지꽃을 연상하게 된다.
무대 양 끝에 서 있는 가수들은 <도라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무용수들은
그 노래에 맞추어 부채춤을 춘다. 1절과 2절에서 연행하는 부채춤의 특징이 다르
다고 할 수 있는데 1절에서 무용수들은 V자형 구도로 서서 부채를 펼쳤다가 접
고, 또 공중에서 부채 돌리기를 다양한 방향에서 연행한다. “부채돌리기는 손목과
부채를 돌리면서 진행되는데 활짝 핀 아름다운 꽃송이가 살아움직이는듯하다”(리
순정 1991: 142). 또한 편 부채를 사선으로 든 채 그 자리에서 돌기 동작을 연행
함으로써 치마의 아랫단과 부채가 만들어내는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2절에서는 삼각형 구도를 만든 무용수들이 활짝 편 부채를 서로 맞닿게 하
여 큰 원을 만들어 도라지꽃이 핀 모습을 형상화한다. 원형구도로 서로 등을 맞대
고 서서 부채와 부채 끝을 맞닿게 한 다음 원형구도 자체를 회전시켰다가 일렬
구도로 서서 부채의 끝이 떨어지지 않도록 곡선을 만드는 동작을 연행한다. 2절
의 춤동작은 남한관객에게는 익숙한 부채춤의 전형적인 동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분 30초 동안 연행되는 <도라지>의 마지막 소절에서 무용수들은 자기 자
리에서 돌기 동작을 연행하다가 가수들의 “좋다!” 하는 소리에 맞추어 정지한 채
마무리 동작을 취하고, 가수들은 왼팔을 높이 솟구치며 작품을 마무리한다.
또 다른 작품인 <찔레꽃>은 <다시 만납시다>의 전에 연행되는 작품으로 위에
서 언급한 <거울춤>과 함께 KBS 가요무대에서 방영되었다. <찔레꽃>을 설명하
기 이전에 무용수의 의상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찔레꽃>의 핵심이 의상
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열두 명의 무용수는 꽃이 연상되는 분홍색 의상을 입었
다. 이때 일반적으로 찔레꽃이 하얀색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찔레꽃>
작품의상이 분홍색인 것에 연구자는 두 가지로 추측해보았다. 첫째, 노래가사 중
에 “찔레꽃 붉게 피는”이라는 구절에 착안하여 ‘붉게 피는’ 꽃을 무대 위에서 형
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예술단의 분홍색 의상은
‘붉은 찔레꽃’을 형상화하는 의상일 수도 있다. 실제로 국경찔레라고 불리는 장미
과의 나무에 피는 꽃이 붉은 찔레꽃이라 일컬어지는데, 예술단의 의상 색깔과 머
리 장식품은 이러한 붉은 찔레꽃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예술단 감독에게 <찔
레꽃> 의상이 왜 분홍색으로 제작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흥미롭게도 감독은 “원
래는 무궁화 꽃 형상으로 만들었던 거야. 작품도 그에 맞는 작품으로 계획하고 시
작했었는데, ‘가요무대’에 출연하면서 찔레꽃작품이 된 거야.”하고 대답하였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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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색 의상은 본래 찔레꽃이 아니라 무궁화 꽃을 형상화하는 의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첫째, 무용작품이 기존의 창작의도와 다른 형식으로 연행될지
라도 예술단에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꽃의 모양을 직접 형
상화 하는 것이 예술단 작품형성의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시 <찔레꽃> 의상을 보자. 저고리와 치마는 분홍색으로 풍성한 디자인이 아
니라 아래로 ‘일자로’ 떨어지는 디자인이다. 치마의 끝동은 여전히 반짝거리는 장
식이 달려있다. 이러한 의상 위에 조끼 형태의 치마를 하나 더 걸치는데 이 의상
이 <찔레꽃> 작품만의 특색을 살리는 데에 핵심요소이다. 겉치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상은 치마의 아랫단으로 갈수록 짙은 진분홍색으로 염색이 되어있으며, 치마
의 양쪽 끝단에 둥근 철사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특징을 보인다. 겉치마에
둥그런 모양을 내는 철사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슴 쪽에는 금색
장식이 달려있고 무용수가 머리 위에 쓴 화려한 장식품과 함께 꽃의 수술과 암술
을 떠올리게 한다.

그림 24 퓨전작품 <찔레꽃>, 2015년 6월 4일 완주지방행정연수원

이러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은 <찔레꽃> 간주가 나오면 겉치마의 둥근 철사를
손으로 잡고 왼팔은 사선으로 뻗고 오른팔은 수평으로 뻗은 채 등장한다. 이러한
모습은 선녀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며 신비하고 경이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찔레
꽃>에서 무용수의 동작은 둥근 철사 의상을 사용하면서 찔레꽃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둥근 철사를 잡고 팔을 뻗으면 하트모양이 만들어
지고, 팔을 휘감으면 동선에 따라서 천이 움직이며 꽃의 화려함이 표현된다. 무엇
보다도 열두 명의 무용수가 서로 일체성 있게 같은 동작을 하며 제대로 된 구도
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무대 위에서 <찔레꽃>을 부르고 있는 여섯
명의 가수도 무용수 사이에 서서 북한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며 작품의 완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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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인다. 작품은 두 명의 가수를 가운데에 위치시킨 후 무용수들이 원형구도를 만
들어 큰 찔레꽃 한 송이를 형상화하는 것을 절정으로 삼는다. 선녀와 같이 무대
위를 움직이며 꽃을 형상화 한 무용수와 가수는 무대 중앙에 모여 우아하게 인사
를 하며 퇴장한다.

2. 퓨전작품에서 연행되고 재현된 북한적 요소
1) 신기함과 재미를 연출하는 북한현대무용
예술단 공연의 후반부 레퍼토리를 살펴보면 민속무용 부채춤을 소재로 삼은
<도라지>를 제외하고 <씽씽씽>, <계절춤>, <거울춤>, <찔레꽃>에서 연행되는 북
한무용은 모두 북한현대무용에 속한다. 북한에서 예술무용은 내용상 특성에 따라
민속무용, 현대(물)무용으로 나뉘고 후자는 지난날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과 풍속
을 반영한 민속무용과 시대적으로 구별된다(백과사전출판사 2008: 738-739). 즉
북한에서 민속무용과 현대무용은 모두 창작물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작품의 내
용이 되는 것이 과거의 것인지 혹은 현대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예술단이 연행하는 퓨전작품 내에서의 북한현대무용은 현시점의
현실생활을 형상화한다기 보다는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보는 이로 하여
금 기이하고 신기한 느낌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이 본 소절에서 이
야기하고자 하는 예술단의 퓨전작품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북한적 요소이며, 북한
에서 예술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초현실적인 기묘한 느낌은 작품의 의상 그 자체의
특징뿐 아니라 의상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예술단의 북한현대무용에서는 날개의상이 사용된다. “북한의 현대무용과 남한의
섹시댄스를 엮은” <씽씽씽>에서 날개의상을 입은 무용수는 한쪽 날개를 펼친 채
등장하며 <찔레꽃>에서도 동일하게 무용수는 끝 모양이 둥그런 날개를 펼치고 잦
은걸음으로 무대 위로 위치한다. 인간에게는 날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물
외에 날개가 달렸다고 상상되는 존재는 선녀나 요정과 같은 초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열 명의 무용수가 날개를 펼친 채 무대 위에 등장할 때 연출되는
신비로움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날개를 활짝 펼친 무용수가 무대 위에 등장하
는 순간부터 작품의 기이한 분위기는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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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에는 나[연구자] 혼자 남아있었다. 나는 TV를 혼자 보면서 숨죽이고 있었다.
예술단의 녹화는 시작되었고 다행스럽게도 단원들은 실수를 하지 않고 ‘잘 했다’. <찔레
꽃> 작품 녹화가 끝나고 나는 대기실 문을 열고 단원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단원들이 가벼운 표정으로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 감독은 “우리 잘 한 거 같아!”
하고 말했다. 아진은 나에게 “해은씨, 우리 간격 잘 맞았어?” 하고 물었고, 나는 정말
잘 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단원들은 동영상을 보면서 “우
리 맞나 할 정도로 잘했네!” 하고 소리쳤고, “정말 예쁘다. 선녀 같다.”고 서로 이야기했
다(2015년 4월 23일, 가요무대 방송녹화 참여관찰).

가요무대 녹화방송에서 <찔레꽃>을 연행하고 대기실로 돌아온 단원에게 그들의
모습을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무용수들은 스스로 “잘했다”며 “정말
예쁘다. 선녀 같다.” 라고 이야기한다. 실수하지 않고 앙상블이 잘 맞아떨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선녀 같다”라고 평가한 것은 <찔레꽃> 작품이 자아내고
자 하는 이상적인 분위기가 신비하고 기묘한 느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날개 의상을 사용하는 예술단의 북한현대무용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
가 되는 것은 현대 인민의 현실적인 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신
비한 느낌을 풍기는 것인 듯하다.
더불어 날개의상이 작품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할 때 작품의 신비함은 더
확대된다. 가요무대 녹화 전 날 회장은 무용수들에게 <찔레꽃>의 핵심 장면은 순
식간에 꽃 한 송이를 무대에서 연출해내는 것이라 강조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그
꽃은 “숄”이라 불리는 날개 의상을 잘 사용함으로써만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약속한 순간에 무용수가 각자가 위치해야할 자리에서 날개 의상을 들고 펼침으로
써 관객이 전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꽃 한 송이를 무대 위에 만드는 것이 핵심
장면이라는 것이다. 회장이 겨냥하는 것은 마치 선녀와 같이 무대 위를 누비던 무
용수들이 스스로 꽃의 일부가 되어 관객의 눈앞에서 찔레꽃 한 송이를 피우는 것
을 통하여 관객에게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이한 느낌’
은 무용수들이 날개 의상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에서도 비롯되지만 그 의상을 사
용하여 꽃과 같은 화려한 대상을 순식간에 재현해내는 것에서도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퓨전작품 중 무용작품의 두 번째 특징은 작품 소재 자체의 기발함이다.
<계절춤>과 <거울춤>의 작품 소재는 관객으로 하여금 신기함과 재미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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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마술쇼”로 소개되는 <계절춤>의 감상 포인트는 무용수가 춤을 얼마나 전
문적으로 잘 추는가보다는 순식간에 옷을 얼마나 정확하게 갈아입는가 하는 것이
다. 다른 작품에 비해 전문적인 무용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무용수가 부족할
때에는 젊은 가수들이 함께 연행하기도 한다. 가수이건 무용수이건 상관없이 예술
단에 들어온 신입단원이 첫 번째로 습득하게 되는 작품은 <계절춤>이다.
새로운 사람(A)이 연습실에 들어왔다. A가 들어오자 연습이 멈춰졌고 키가 큰 A에게
감독은 ‘키가 크다’ 면서 좋은 내색을 비췄다. […] 감독은 우리 예술단에 아코디언을
하는 사람이 두 명 있음을 밝혔고, 그 사람들도 아코디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춤과 노래
를 다 같이 한다고 말했다. “우리 예술단을 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해요. 1인 2
역, 3역이야.” 하고 말했다.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한 한국인 A에게 감독은 노래를 하는
지, 춤을 추는지 등에 대해서 물었다. A는 본인의 생각과는 좀 다른 이 상황에 약간 당
황해 하면서 ‘노래는 취미 정도, 춤은 안 춰봤다’고 했다. 감독은 A에게 “키가 크니까,
가수를 하면 좋겠다, 무용을 하려면 (키가 크니까) 센터를 해야 하는데, 센터를 하려면
(무용을) 잘 해야 하니까 (그건 안 되겠고,) 가수를 하면 좋겠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는 A를 신입단원들 뒤에다가 세워서 <계절춤>을 한번 따라 해보라고 했다. 감독은 “우
리가 추는 건 <계절춤> 이라는 건데, 이건 기교적 동작보다도 옷을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벗을 것인가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추는 무용 중에 제일 쉬운 무
용이에요.” 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5년 6월 3일, 현지조사 노트기록).

위의 사례는 아코디언을 연주하고자 예술단을 찾아온 한 한국 사람에게 일어난
당황스러운 사건이다. 피아노를 전공한 한국인 A는 아코디언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예술단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미 두 명의 아코디언수가 있었
던 예술단에서는 더 이상의 아코디언수가 필요하지 않았고 감독은 키가 큰 A가
예술단의 가수로 활동하면 더 적합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A에게
가수활동을 하라고 이야기한 감독이 곧장 A에게 <계절춤>을 따라 추어보라고 하
며 무용작품 연습대열에 합류시켰던 점이다.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싶어 찾아왔다
가 가수활동을 제안 받고 실제로는 <계절춤>이라는 무용을 배워야 했던 A는 당
황한 기색이 역력해 몇 차례 <계절춤>을 연습하고 연습실을 빠져나갔다. 그 이후
로 A는 예술단에서 만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A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당황스러운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예술단
의 입장에서 보면 아코디언수로 예술단 활동을 하고자 찾아온 A에게 <계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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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을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무용수가 부족할 경우의 혹시 모를 사
태를 대비하여 특별한 무용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계절춤>은 예술단의 단원이
라면 가수이든 아코디언수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몸에 익혀 놓아야 하는 작품
이었다. 이 지점에서 <계절춤>이 예술적인 조형미 감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품
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A에게 <계절춤>을 예술단의 작품 중 “가장 쉬운 작
품”으로 설명하고 “기교적인 것보다는 옷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감독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작품”인 <계절춤>은 역설적이게도 예
술단 공연 레퍼토리에서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
예술단이 1시에 무대에 올라가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화순 문화센터 사람들의 장기
자랑식 공연이 계속 끝나지 않고 지연되자 예술단이 설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
다. 결국 1시 30분이 다 되어서야 무대 위에 올라갔고, 주최 측에서는 1시 50분까지 공
연을 해달라고 했다. 결정된 공연 순서는 “<반갑습니다>, <돈돌라리>, <통일 아리랑>,
<휘파람>, <사당춤>, <경숙의 노래 2곡 : 남한 노래 ‘아리랑처녀’ ‘우지마라’>, <계절
춤>” 이었다 (2015년 5월 24일, 현지조사 노트기록).

원래 한 시간짜리의 공연이 계약되었으나 행사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예술단에
게 허용된 시간은 결국 20분이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장이 어떠한
작품을 레퍼토리로 선택하는지를 봄으로써 예술단에서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작
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장이 가수 경숙에게 무용수들이 <계절춤>
의상을 입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숙이 부를 노래 두 곡을
레퍼토리에 넣었던 것을 감안하면, 예술단의 여러 퓨전작품에서 선택된 단 하나의
작품은 <계절춤>이었다. 단장의 선택을 통해 연구자는 ‘북한예술단’으로서 예술단
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남한 관객에게 필수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은 <반
갑습니다>를 비롯한 북한원작과 <계절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용수가 아닌 가수나 신입단원이 함께 연행하는 <계절춤>은 분명
관객에게 예술적 조형미를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장이
20분짜리의 짧은 레퍼토리를 구성할 때 <계절춤>을 선택하고 게다가 마지막 순
서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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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춤>이 연행될 때 관객은 여벌옷을 들고 나오지 않았음에도 무대 위에서
옷을 네 차례나 갈아입는 무용수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결코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 순간에도 무용수가 태연하게 옷을 감쪽같이 갈아입음으로써 관객의 신
기함과 재미는 배가된다. 재빠른 손놀림과 특별한 기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무용수
는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객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
해 노력하지만 결국 그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채 작품이 마무리된다. 비밀을 알아
채지 못한 관객은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작품이 끝난 것에 아쉬워하지만 그 아쉬
움은 재미를 바탕으로 하는 기분 좋은 감정이다. 이처럼 <계절춤>은 관객으로 하
여금 예술적 조형미를 감상하도록 하기 보다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작품은 공연레퍼토리에 필수로 포함되곤 했다.
<거울춤> 역시 작품 소재의 기발함으로 인해 관객의 즐거움을 유발한다. 관객
은 당연히 거울에 비친 상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에서 사람이 거울 밖으로 튀어 나
오는 것을 보면서 당연하게 예상했던 것이 깨어짐으로써 경험되는 재미를 느낀다.
관객에게 더 큰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용수들은 거울에 비추인 것처럼 파트
너와 동일하게 춤을 추는 연습에 매진하였다.
회장은 무용수에게 “<사랑의 트위스트>는 ‘거울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울 안에
서 추는 무용수가 더 능력이 좋아야 한다.”고 당부 했다. “거울춤”인 만큼 거울 안에 있
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동작을 해야 신비성이 있다는 것이다(2015년 4월
21일, 연습 후 총화 참여관찰).

거울 안에 있는 무용수와 거울 밖에 있는 무용수가 똑같이 춤을 추어야 거울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며 이 때 관객의 재미가 폭발된다는 것을 회장은 알고 있
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작품의 핵심요소라 설명한다. 관객에게 ‘신비함’을 전달
해야 성공한 작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울춤>을 연습하며 감독은 키가 비슷
할뿐더러 생김새도 비슷한 무용수를 서로 파트너로 정하였고, 가요무대 녹화 당일
날에는 파트너끼리 동일한 분장을 하도록 하였다. 관객에게 거울이라 착각을 일으
키기 위해서 무용동작뿐 아니라 무용수의 외형까지도 “쌍둥이”처럼 만들었던 것
이다. 방송이 방영된 다음 날 공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단원들은 흥분한 목
소리로 주변 지인이 “거울로 착각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무
용수 본인이 작품을 의도에 맞추어 잘 연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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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하여 의도하였던 재미가 발현된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거울춤> 역
시 그 자체의 조형미보다는 눈속임을 통해 관객에게 재미를 주고자 하는 오락성
이 짙은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계절춤>과 <거울춤>은 모두 TV 방송에서 방영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연
구자는 방영된 프로그램의 성격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예술단은 2007년에 <계절
춤>을 소재로 SBS ‘스타킹’에 출연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상에 존재하는 기이
하고 신기한 것들을 모아 그 중 최고를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프
로그램에서 <계절춤>이 연행되었다는 것은 <계절춤>이 남한 대중에게도 어필되
는 종류의 기발함과 신기함을 자극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쇼 프로그램에
출연할 만큼 예술성보다는 오락성이 짙은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때 오락성이 짙다는 의미는 단순히 재미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남녀노소 모
두에게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에 <거울춤>을 선보인 또 다른 방송프로그램은 ‘가요무대’이다. 50, 60
대 이상이 주로 시청하는 가요무대에서 예술단이 <거울춤>을 연행했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재미있고 쉽게’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계절춤>과 <거울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일반 대중에게 재미있
게 어필되는 작품으로 특정한 부류,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부르죠아”만이 이해
할 수 있는 작품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자연스럽게 “인민대중을 위
하여 복무”해야 하는 북한예술의 특징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예술적
소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
들어진 두 작품은 북한예술에서 통속성과 인민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는지
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남한과 공유하는 ‘신나는’ 노래
연구자 : 공연이 끝났을 때 회장님이 ‘이 공연 괜찮았다’ 하고 느낄 때가 언제세요?
회장 : 그거는, 딱 내가 관중석에 앉아서 보잖아, 그때 내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있잖아.
실수하지 않고 매끈하게 잘 나갔다 (그것이) 첫째야. 두 번째는 관중의 반응을
내가 보는 거지. 내가 앉았을 때, 관중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무반응이야, 아무
리 실수를 안 하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공감대가 전달 안됐다는 것을 말하고. 예
를 들면, 감정이 전달이 안됐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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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감정이요? 예를 들면요?
회장 : 예를 들면, 여기 앉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북한 노
래만 계속 불렀다 던지, 1시간 동안. 그러면 한 20분, 30분까지는 호기심으로 어
르신들이 앉아계시는데, 한 30분이 넘어가면 알아도 못들을 걸 계속 미국말로
노래 부르는 거거든. 딱 그 식이란 말이야. 공감대가 없단 말이야(주명신, 회장,
2015년 6월 25일).

예술단의 회장은 공연의 성공여부와 관련하여 공감대를 중요한 요소로 짚는
다. 감정이 전달되지 않아 공감되지 않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물은 연구자
에게 회장은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말 노래를 계속 듣고 있는 것”
이라 비유한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회장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비롯한
남한 관객에게 20분 이상 불러주는 북한노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지루한” 노
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공연 내내 북한노래만을 부르
는 것은 공연의 실패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따라서 회장은 예술단의 주요 관
객인 남한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을 레퍼토리로 선택하게 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선택된 노래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계몽기가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한의 대중가요 및 트로트이다.
계몽기가요는 북한에서 규정한 노래 장르로서 “일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사상이 높아가던 192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의 시기에 나
온 진보적인 노래들”(장영철 2011: 15)을 일컫는다. 민족문화유산으로 규정된
계몽기가요는 일제식민지통치의 특수한 환경에 반일애국의 감정을 심어주는데
이바지 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노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북
한사회에서 반일 계몽적 성격을 핵심으로 하는 계몽기가요가 예술단에 의해서
남한사회에서 연행될 때에는 각 작품이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작품으
로서만 의미지어진다는 점이다.
1920년부터 해방 전 시기에 발표된 <홍도야 우지마라>, <찔레꽃>, <아리랑
낭낭>는 예술단 공연의 후반부 레퍼토리로 선택되는 노래인데, 회장이 이러한
노래를 후반부 레퍼토리로 선택하는 이유는 “나라를 잃은 민족적울분과 항거의
감정”(장영철 2011: 194)을 호소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남한의 대중에게 익숙한
작품이라는 것에 있다. <홍도야 우지마라>를 부를 때 예술단 가수는 “남북한이
함께 불렀던 계몽기가요 <홍도야 우지마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며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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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찔레꽃> 작품이 연행될 때에도 단장은 “남북한이 함께 부른 노래 <찔레
꽃>” 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관객석에서도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목소리가 들
리는데 이는 앞선 북한작품이 연행될 때에는 보이지 않던 반응이다. 이처럼 남
한 대중에게도 익숙하며 ‘북한예술단’인 예술단이 부르기에도 생소하지 않은 노
래의 영역이 북한의 계몽기가요인 것이다.
계몽기가요인 <홍도야 우지마라>, <찔레꽃>, <아리랑낭낭>을 제외하고 예술
단 가수가 부르는 <오라버니>, <내 나이가 어때서>, <자기야>, <홍콩아가씨>,
<트로트메들리>는 모두 남한의 대중가요 장르 중에서도 주로 트로트에 해당한
다. 예술단이 연행하는 남한의 대중가요의 장르가 <여행을 떠나요>만을 제외하
고 트로트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술단은 트로트가 아닌 남한
가요를 연행하고자 노력해보기도 하였다.
경숙이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2000
년에 발매되어 히트를 쳤던 김현정의 <멍> 이였다.
경숙 : 무대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한다고 해서, (앞에서 무용 연습 중인 혜정
과 정아를 보며) 젊은 애들이 한다고 하니까, […] 젊은 층이랑 장년층들을 대상
으로 해보는 거지, 대중들과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해 보는 거야. 막
질러주고 춤을 막 추고해야 그 사람들도 같이 나와 추고 그러지.
경숙은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해서 안무와 의상을 생각하며 세빈에게 의견을 묻는다.
세빈은 “그런데 누가 김현정 같은 목소리가 나올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가수에
대한 걱정을 비추었다(2015년 3월 10일, 연습실 참여관찰).

앞서 회장과의 면담내용에서도 드러났듯이 후반부 레퍼토리는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젊은 층의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술단에서는
김현정의 <멍>이라는 가요를 연행해보기로 하였다. 문제는 세빈이 지적하였듯이
가수 김현정의 목소리와 창법을 구사할 수 있는 가수가 예술단에 없다는 것이었
다. 이는 단순히 가수 개인의 노래실력이 부족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북
한의 ‘주체발성법’과 ‘우리식 창법’이 김현정의 <멍>을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세경이 북한사람에게 남한의 노래 장르 중 트로트가 가
장 부르기에 수월한 장르라고 언급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김현정의
<멍>은 몇 차례의 연습으로만 그치고 트로트 <자기야>가 대안으로 공연 레퍼토
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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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트로트는 주로 50대 이상의 남한 대중이 향유하는 대중음악 장르이다.
예술단이 후반부 레퍼토리에서 트로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북한식 발성법과 창법
을 구사하는 예술단 가수의 제한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술
단의 관객이 50대 이상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로트는 예술단 공연의
주요 관객들에게 “익숙한” 장르로서 함께 즐기고 이해하기에 쉬운 형태의 대중
예술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수 김현정의 <멍>이 레퍼토리로 선택
되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 한다. 만약 김현정의 노래 <멍>이 50대 이상 관객의 취
향에 맞는 노래라고 판단되었다면 회장은 가수의 창법을 훈련시켜서라도 작품을
연행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김현정의 <멍>을 연행한다고 할 때 그 노
래에 공감할 수 있는 연령대는 20, 30대에 국한되며 예술단 공연의 관객 중에는
매우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술단 공연에 가끔 찾아오는 젊은 연
령대의 대중을 위해 트로트가 아닌 가요를 연행하고자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주
된 관객인 50대 이상의 남한 대중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회장은 <멍> 대신 <자기야>를 레퍼토리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예술단의 노래 레퍼토리 선정과정에서도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하는”
북한예술의 개념은 중요하게 작용하는 듯하였다. 소수의 20, 30대 관객보다도 다
수인 50대 이상의 대중을 즐겁게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예술단에게 노
래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대중성,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인민성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술단은 전문적인 예술적 소양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즐길 수 있는 노래, 통속적인 성격이 짙은 가요를 레퍼토리로 선택
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 관객의 미감에 맞는 트로트를 선택하는 것이
다. 한 가지 면담 내용을 더 살펴보자.
언니[나]는 항상 노래 선정을 할 때, 내가 좋아서 노래를 선정하는 게 아니야, 이 노
래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나요>를 한다, <누이>를 한다, <사랑의 트위스트>를 한다,
하면 이거는 애들 내놓고 10대 내놓고는 다 알 수 있는 노래야. 그러면은 젊은 애들도
‘에, 뭐 저런 (구식의) 노래 불러?’ 하다가도 중간쯤 가면은 다 (노래에) 딸려 들어가, 멜
로디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니[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하기 보다는 대중
화가 됐던 노래를 항상 선택을 해. 그래야만이 나한테 집중이 되고. […] 일단은 내가
아니라 관중을 위주로 해줘야 해, 노래 선택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이 노래 좋아해, 예
를 들면 백지영의 노래, <총 맞은 것처럼> 내가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잘 부르지도 못하
는데 위에 가서 부르면 사람들이 “야, 쟤 진짜 총 맞은 것처럼 부른다, 꼴깝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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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든. […] 이 사람들(관객들)이 흔히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그런 거를 선정해놓고,
언니[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야(권세경, 기타리스트·가수, 2015년 7월 13일).

기타리스트 세경은 다른 가수에 비해 트로트가 아닌 대중가요를 연행하기도 하
는 특이점을 보인다. 북한식으로 기타를 연주하며 남한의 대중가요를 메들리로 부
르는 그녀는 설운도의 <누이>, <사랑의 트위스트>, 김수희의 <남행열차>, 장윤정
의 <트위스트>와 같은 트로트도 부르지만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도 부른다.
세경이 연행하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는 트로트가 아닌 가요라는 점에 있어
서 다른 트로트 작품과 이질성을 보이지만 세경은 면담을 통해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의 멜로디는 남녀노소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레퍼토리로 선정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 대중화된 노래를 위주로
선택하는 세경이 레퍼토리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객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인가의 여부이다. 관객이 자리에 앉아서 단순히 귀로 노
래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입을 열고 따라 부르면서 때로는 춤을 추며 즐길
수 있는 노래가 레퍼토리의 우선순위에 오르는 것이다.
세경과의 대화는 예술단의 노래 작품 레퍼토리가 반드시 트로트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와 같이 남한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대중화된 노래라면, 특별히 젊은 층
과 50대 이상의 어른 층 모두에게 알려진 노래라면, 가수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
가 아닐지라도 레퍼토리로서 연행되기에 매우 적합한 작품이 되는 것이다. 즉 남
한 대중에게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대중가요가 후반부 레퍼토리의 노래 작품으로
선택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을 주요 관객으로 하는 예술단의 특성상
트로트가 주로 선정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50대 이상의 관객도 함께 따라 부
를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대중가요라면 트로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술단에
서 연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후반부 레퍼토리에서의 노래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
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는 원칙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아코디언 레
퍼토리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해당된다.
그것도 벌써 15년 전부터 하던 곡이에요. 모든 아코디언수들이 다. 그래서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다른 데에 가서 하는 레퍼토리를, 그걸 예술단에서 하겠다고, 반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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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계속 그 곡(서커스렌즈, 홍콩아가씨) 이 좋다고 계속 그거를
하라고 해요. (제 프리랜서 레퍼토리에) <베토벤 바이러스>도 있고, <탱고>도 있어요.
그런데 예술단에서는 못해요(임혜정, 아코디언수·가수, 2015년 7월 28일).

아코디언수 혜정은 프리랜서로 공연할 때 사용하는 레퍼토리 <베토벤 바이러
스>와 <탱고>를 예술단에서도 연행해보고자 시도하였으나 회장은 두 곡이 <홍콩
아가씨>와 <서커스렌즈>에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혜정은 예술단에서
는 <홍콩아가씨>와 <서커스렌즈> 중 하나만을 연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회장
이 <베토벤 바이러스>와 <탱고>를 예술단 공연 레퍼토리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
는 어디에 있을까? 연구자는 회장의 판단이 예술단 가수들이 후반부에서는 남한
의 대중가요를 부르는 현상과 맞닿아 있다고 추측한다. <베토벤 바이러스>와 <탱
고>는 연주곡으로서 관객으로 하여금 연주 실력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도록 만들
뿐 아니라 두 곡은 <홍콩아가씨>와 <서커스렌즈>에 비해 대중적이지 않은 특징
을 갖는다. 음악에 대한 조금이라도 훈련을 더 받은 사람이 <베토벤 바이러스>와
<탱고>를 익숙하게 느끼는 것이다. 즉 <베토벤바이러스>와 <탱고>를 연주할 경
우 관객이 따라 부르거나 박수를 치며 즐길 수 있는 장은 <홍콩아가씨>와 <서커
스렌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마련되지 않는다. 회장은 관객석에서 앉은 60대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혜정의 <홍콩아가씨>를 따라 부를 때마다 공연이
마치면 혜정에게 “역시 <홍콩아가씨>가 최고인거 같아.”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러
한 모습은 후반부 레퍼토리에서 관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는 장이 마
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어렵지 않은 통속적인 작품이 그러한 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아가씨>와 <서커
스렌즈>는 15년 동안 아코디언 작품으로 고정되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후반부 레퍼토리에서 예술단이 연행하는 노래작품은 남한 대중이라
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노래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북한의 계몽기가요과 통
속성이 짙은 남한의 트로트 및 대중가요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남한 사람
일지라도 박수를 치며 따라 부를 수 있고 춤을 추며 즐길 수 있는 작품이기에 후
반부 레퍼토리로 선택된다.
이러한 노래들이 모두 신이 나고 경쾌하며 흥을 돋우는 곡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계몽기가요와 수많은 대중
가요 중에서도 특별히 <홍도야 우지마라>, <홍콩아가씨>, <오라버니>, <아리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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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여행을 떠나요> 등의 노래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연구자 : 언니가 원래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거예요?
경숙 : 나, 발라드라던가. 그 다음에 대개 진미령의 <미운 사랑>이라던가. 이별에 대한
그런 노래. 아픈 상처 막 그런 노래. 아무튼 빠른 그런 뽕짝 같은 노래보다도 마
음을 짠하게 울릴 수 있는 <애모>라 던지. 그 부류들 .. <슬픈 인연> 이런 거 좋
아하거든. 근데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 무대에서 부를 수 없는 게, 내
가 한국에 와서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게 마음이
아파. 예술단도 제한되어 있어. 그런 노래를 하면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뽕짝 같은 거 <아리랑처녀> 같은 거. […] 북한에서도
싫어하는 거를 정부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 스타일도 아닌 힘차고
박력 있는 노래를 불렀었거든. 근데 여기 와서까지도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
하니까 너무 강압적이고 그런 거야(김경숙, 가수, 2015년 6월 30일).

경숙과의 면담 내용은 후반부 레퍼토리의 노래 작품의 특징을 드러낸다. “마음
을 울릴 수 있는” 서정적인 곡조나 느린 박자의 노래는 연행되지 않고 빠른 박자
의 “뽕짝”만이 레퍼토리로 선택되는 것이다. 경숙이 좋아하는 진미령의 <미운 사
랑>, 김수희의 <애모>, 나미의 <슬픈 인연>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모두 이별과
사랑의 아픔을 주제로 한다. 또한 세 곡의 멜로디는 모두 서정적이고 느린 박자로
구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경숙은 본인의 취향에 맞는 세 노래를 예술단 공
연에서는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은 빠른 박자의 신나는
“뽕짝”을 불러야만 한다.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는 트로트이더라도 예술
단 공연 레퍼토리로 선택되지 못하는 것이다. 경숙은 왜 예술단에서 빠르고 신나
는 노래만을 불러야하는지, 회장이 <미운사랑>, <애모>, <슬픈인연>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속상함을 내비친다.
이러한 면담내용을 기반으로 예술단이 부르는 노래 작품을 살펴보면 모두 빠른
박자의 흥겹고 신나는 곡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예술단에서
는 관객에게 슬픔을 자아내는 느린 곡조의 노래는 통속성이 짙은 트로트라 하더
라도 연행하지 않고, 감정적인 고조 및 기쁨을 유발할 수 있는 노래만을 한정하여
연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에서 “건전하고 고상한 음악”을 어떠한 속성
을 가진 음악으로 정의 내리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인민에게 “약동하는 생기”를
불어넣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갖는 북한에서의 음악은 “혁명적인 기백”을 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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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음악이여야 “건전하고 고상한 음악”이 될 수 있으며 “쓸쓸한 애수와 염세,
저속하고 기형적인 향락과 방종을 부추기는 음악”은 “타락한 음악”이다(김정일
1992a: 13). 혁명적인 기백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노래의 곡조는 발랄하고 흥
겨워야 할 것이고 노래 박자도 지나치게 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은 빠른 박자의 흥겨운 곡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인민음
악의 바람직한 형상인 것이다.
느린 박자로 이별과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대중가요가 예술단 레퍼토리로 선
택되지 않는 이유는 대중에게 감정적인 고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빠른 박자의
노래가 더 적합한 음악, 인민대중에게 더 익숙한 음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예술단 회장이 <미운사랑>, <애모>, <슬픈 인연>과 같은 느린
박자의 서정적인 노래를 “타락한 음악”이라 여긴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남한 대중이 재미 또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슬픈 감정을 자
극하는 노래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뽕짝”을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된다. 예
술단의 입장에서 볼 때, 경쾌하고 신이 나는 곡조의 노래는 대중으로 하여금 기쁘
고 즐거운 감정, 즉 감정적 고조를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레퍼토리에 적합한 노
래인 반면, 느린 박자의 서정적인 곡조의 노래는 관객에게 즐거움과 기쁨 대신 오
히려 슬픈 감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레퍼토리로 선택받을 수 없게 된다. 즉 감정을
고양시키지 않는 곡조의 노래는 무대 위에서 연행될 수 없는 부류의 노래로 규정
되는 것이다. 인민을 즐겁게 해주어야 할 뿐 아니라 혁명적인 기백, 즉 감정적인
고조를 일으켜야 하는 북한음악의 특징이 예술단의 노래 작품의 양상에서도 적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작품의 퓨전형식과 표현방식
본 소절에서 집중하여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후반부 레퍼토리 작품의 형식과
표현방식에 관한 것이다. 공연 전반부에서는 북한 원작을 연행했던 것에 비해 예
술단이 후반부에서 연행하는 작품은 모두 퓨전 형식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퓨전
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존재
하였던 작품 혹은 작품의 요소들을 서로 혼합 또는 융합함으로써 새롭게 만든 것
이 퓨전작품이다. 예술단의 퓨전작품은 첫째, 북한무용과 남한무용을 병치하거나
둘째, 남한노래에 맞추어 북한무용을 추거나 셋째, 북한창법으로 남한노래를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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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넷째, 북한악기로 남한노래를 연주하거나 다섯째, 북한노래를 남한 대중의
취향에 맞추어 개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먼저 북한무용과 남한무용을 병치한 형식의 퓨전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씽
씽씽>과 <도라지>가 이에 해당한다. <씽씽씽>은 북한현대무용과 “남한의 섹시댄
스”라고 불리는 남한식 춤이 병렬되는 구조이다. 북한현대무용에 해당되는 부분의
춤은 북한현대무용 <고향집의 봇나무42)>의 일부를 따온 것이다. 왕재산경음악단
이 연행하는 <고향집의 봇나무>의 핵심장면은 열두 명의 무용수가 각자가 입은
기둥모양의 치마를 자연스럽게 벗어 무대에 세워두고 그것을 무대 장치 삼아 ‘나
무 요정’과 같이 춤을 추는 것에 있다.
반면 예술단 무용수들이 <씽씽씽>에서 연행하는 부분은 각자가 벗어놓은 기둥
치마를 다시 입은 ‘나무 요정’들이 기둥치마에 붙어있는 날개 천을 활짝 펼친 채
꽃을 형상화 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예술단은 <고향집의 봇나무>의 반주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큰 모자를 쓴 여성무용수들이 연행하는 북한의 현대무용 <처녀시
절 꽃시절>의 반주음악을 사용한다. “북한현대무용”이라 소개되는 <씽씽씽>의 전
반부 춤에서도 북한현대무용의 여러 요소가 퓨전으로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날개
의상을 펼치며 <고향집의 봇나무>의 일부요소를 연행한 후에 연행되는 “남한의
섹시댄스”는 2014년 9월 8일 추석특집으로 방영된 KBS 가요무대에서 노래 씽씽
씽(Sing Sing Sing)을 편곡한 노래를 반주삼아 KBS 무용단과 함께 연행하였던
춤이다.43) 빨간 하이힐을 신고 반짝거리는 술이 달린 짧은 길이의 민소매 치마를
입고 추는 이 춤은 탭댄스 풍의 춤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탭댄스는 북
한에서 ‘타프춤’이라 일컬어지며 북한무용공연에서 매우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감독 : 약간 변경을 시켜서 퓨전식으로. 그렇게 해야, 민속적인 것을 계속 하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또 북한의 여성들도 뭔가 섹시한 모습이 있고, 발랄한 모습이 있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자 : 아~
감독 : 응, 왜냐면 파격적이잖아. 그렇게 해서 북한 아가씨들도 아~ 그런 모습이 있구
나. […] 우리 북한의 아가씨들도 남한의 아가씨들 못지않게 섹시하게 그런 거를

42) 자작나무의 북한식 표현.
43) 가요무대에서 <씽씽씽>을 녹화하기 이전에 이 작품은 동일한 구조로 <고향집의 봇나무>의
일부가 연행된 이후에 남한의 아이돌 가수인 미스에이의 “Bad Girl, Good Girl”의 안무,
혹은 소녀시대의 “Gee”의 안무가 병렬되어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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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야만이 남북한의 문화예술이 하나하나 서
로 접근해나갈 수 있지, 너무 동떨어지게 하면, 구식으로 보이고 좀 그렇지. 우
리도 현대적인 느낌을 살려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김명인, 감독,
2015년 7월 23일).

감독은 북한의 현대무용과 남한의 “섹시댄스”를 병렬구조로 연결한 <씽씽씽>
작품의 목적을 공연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함이라 밝힌다. 민속적인 작품을 계속
연행할 때 관객이 지루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은 남한 관객이 가졌을
것이라 추측되는 북한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씽씽씽>을 연행한다
고 한다. <씽씽씽>의 후반부 춤을 통하여 북한의 여성에게도 발랄하고 섹시한 모
습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문화예술이 동떨어져있지 않
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 : 감독님, <도라지>는 꼭 우리나라 (부채)춤이랑 많이 비슷해요.
감독: 응, <도라지> 같은 경우는 1절은 북한식, 2절은 남한식으로 했지, 너무 우리(북)
것만 고집하지 않고. 왜냐면 너무 고집하면 이질적이니까. 남북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해보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야(김명인, 감독, 2015년 3월 4일).

<도라지> 역시 북한식 부채춤과 남한식 부채춤이 병렬구조로 연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예술단 가수들이 민요 ‘도라지’를 부르고 그 노랫소리에 맞추어 무용수들
은 1절에서는 북한식 부채춤을, 2절에서는 남한식 부채춤을 연행한다. 그리고
<도라지>를 창작한 감독은 이러한 구조가 남북한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해
보고자 한 시도였다는 것을 밝힌다. 남북한이 공유하는 민요에 분명히 이질적인
남북한의 부채춤을 병렬시켜 하나의 작품으로 창작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남
북한이 결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실천인 것이다. <씽씽씽>과 <도라지> 두 작품은 북한무용과 남한무용을 병
치시켜 남한 대중에게 이질적이면서도 하나의 작품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예술단이 연행하는 퓨전작품은 남한의 노래를 반주로 삼아 북한무용을 연
행하는 구조로 형성되기도 한다. <거울춤>, <계절춤>, <찔레꽃>, <도라지>가 이
에 해당된다. <거울춤>은 설운도의 ‘사랑의 트위스트’를, <계절춤>은 ‘아리랑 낭
낭’을, <찔레꽃>은 민요 ‘찔레꽃’을, <도라지>는 민요 ‘도라지’를 반주음악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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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거울춤>, <찔레꽃>, <도라지>는 북한현대무용의 요소들을 선택하여 남한
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작된 퓨전 작품인 반면 <계절춤>은 앞선 작품들에 비해 북
한 원작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계절춤>은 원작과 달리 남한의 노래
를 반주로 삼아 연행되게 되었고 동작에도 수정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원작
에 변형이 가해진 이유를 회장은 “남한 대중들에게 더 잘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옷 갈아입는 것도 ‘아리랑 낭낭’, 남과 북이 함께 불렀던 노래에 맞춰서 해보는 거지.
<휘파람>에 맞춰서 하니까 새롭긴 새로운데 (어른들이) 알아도 못 듣는 노래보다 ‘아리
랑 낭낭’에 맞추면 (더 좋아). 다 알아듣는 노래야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같이 따라 부르
면서 옷 색깔까지 바뀌면 더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요무대에 나갔단 말이야. 고런 식
으로 함으로 해서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지. 서로 배격하지 말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다. 또 옛날에는 옷 갈아입는
것도 비욘세 노래에 맞춰서 갈아입고 그랬어. 어떤 젊은 아이들은 또 좋아하는데, 또 어
르신들한테 가면은 그래도 민요가 낫더라고. 가요무대 가니까 PD가 좀 (어르신들 취향
에 맞춘) 그런 노래로 하자고 해서 ‘아리랑낭낭’으로 해서 지금 또 쓰는 거지(주명신, 회
장, 2015년 6월 25일).

예술단의 <계절춤>은 왕재산경음악단이 연행하는 원작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변화하여왔다. 그 중 위의 면담자료에서 드러나는 <계절춤>의 양상은 총 세 가지
인데, 먼저 2014년 2월에 방영된 KBS 이산가족콘서트에서 연행한 <계절춤>이
있다. 이때 예술단은 ‘아리랑낭낭’을 반주음악으로 삼아 <계절춤>을 연행하였고,
같은 해 9월 KBS 가요무대 추석특집에서는 북한가요 ‘휘파람’에 맞추어 <계절
춤>을 연행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종합채널 중 하나인 ‘채널A’의 개국 1주년
특집에서 외국가수 비욘세의 노래에도 맞추어 <계절춤>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10년 이상을 남한에서 활동해온 예술단의 <계절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회장은 면담을 통해 <계절춤>을 관람하는 대상의 연령층을 고려하여 반주음악
이 바뀌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가요 ‘휘파람’에 맞추어 연행하는 <계절춤>도 방
송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주
요 관객으로 하는 일반 공연에서는 ‘아리랑낭낭’을 반주음악으로 하는 <계절춤>이
더 적합한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와 비교할 때 만약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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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라면

<계절춤>의

반주음악은

‘휘파람’도

‘아리랑낭낭’도

아닌

비욘세의

‘Crazy in Love’가 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작품의 완성도를 파괴하지 않으면
서도 대중의 미감을 매우 예민하게 신경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즉, 예술단에게 관객의 예술 취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품에 변화
를 가하고 관객의 취향에 적합하기만 하다면 작품의 변화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예술적 미감에 맞기만 하다면 작품의 형식이 변화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셋째, 가수들은 북한창법으로 남한의 대중노래를 부름으로써 후반부 레퍼토리의
노래작품을 연행한다. 가수가 남한의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북한 창법을 유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단이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를 때 경숙이 혜정에게 목소리를 “꺾지 말라”고 지적하였다.
동작을 서로 체크하고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은성은 허리를 숙이고 발성을 하며 소리를
다듬었다. 감독은 가수들의 음향 체크를 도와주었고, 경숙이 자신의 마이크와 은성의 마
이크를 테스트하였다. 회장은 스피커와 모니터를 체크하며 모니터의 위치를 조금씩 바꾸
었다. 단장은 <홍도야 울지 마라>를 부른 은성에게 “아~~” 하지 꺾지 말고 소리를 쭉
내라고 하였다(2015년 3월 3일, 리허설 참여관찰).

이는 공연 전 리허설의 모습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는 가수 세 명이 함께 연
행하는 작품인데 노래 리허설이 마친 후 경숙은 혜정에게 목소리를 꺾지 말 것을
요청한다. 혼자서 <홍도야 우지마라>를 부르고 내려온 은성에게도 단장은 바이브
레이션을 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경숙과 단장이 두 가수에게 요청한 것은 남한 노
래를 ‘북한식으로’ 부르라는 것이다. 남한의 트로트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트로트
창법인 “비브라토 및 꺾기”(정범희 2015)를 연행하는 두 젊은 가수에게 중견가수
인 단장과 경숙은 소리를 맑고 깨끗하게 낼 것을 지적한다. 남한 관객에게 익숙한
대중가요를 부르되 노래를 부르는 방식에서만은 북한창법을 구현함으로써 ‘북한예
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다.
흥미로운 것은 가수가 퓨전 형식의 노래를 독창할 때, <휘파람>, <임진강>,
<반갑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등과 같은 북한노래를 부를 때에 비해서 개인적
인 감정표현을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가수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허
용되지 않은 북한노래를 부를 때와 달리 <홍도야 우지마라>, <아리랑처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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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버니>를 부르는 독창 가수는 노래에 강약을 주기도 하며 관객의 반응을 유도하
는 동작을 다채롭게 연행한다. 북한노래를 부를 때에는 약속된 몇 가지의 동작만
을 철두철미하게 연행하고 작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밝게 웃고
있는 한 가지 표정만을 보여주던 가수들이 남한 노래를 부를 때는 한 곡 안에서
다양한 표정을 연출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동작을 ‘기분에 따라’ 혹은 ‘공연장의
분위기에 따라’ 연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술단 가수들은 북한창법을 유지하고자
하면서도 남한 대중가요를 부를 때는 북한노래를 부를 때보다 자유롭게 개인감정
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세경이 북한의 ‘우리식 창법’을 설명했던 것과 연결하여 해
석할 수 있다. 개인의 감정표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있는 북한노래를 부를 때 예
술단 가수는 고정된 표정을 지으며 약속된 안무를 연행하고 일정한 목소리로 노
래를 불러야하는 반면, “매 노래마다 가수의 감정에 맞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
용될 뿐 아니라 장려되는 남한의 대중노래는 예술단 가수로 하여금 감정표현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 무대 위에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연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창법으로 불리는 남한 대중노래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식
으로 연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 2005년에 발표된 트로트 ‘자기야’는
박주희라는 가수 한 명이 부르는 노래이다. 그러나 예술단에서 이 노래는 가수 세
명이 함께 부르는 집단작품으로 연행된다. 각각 다른 색깔이지만 동일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세 명의 가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약속
된 동일한 동작을 연행한다. 물론 작품의 중간에 한 차례, 가수들이 한 소절씩 돌
아가면서 각기 다른 동작을 취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짧은 소절을
제외하고는 3분이라는 시간동안 세 명의 가수가 중창으로 <자기야>를 부르며 집
체미를 강조한다.44)
남한에서 박주희의 <자기야>를 오렌지카라멜이라는 3인조 걸 그룹이 편곡하여
부른 적이 있다. 예술단이 처음으로 <자기야>를 만들 때 2014년 5월 24일
KBS2 ‘불후의 명곡’에서 오렌지카라멜이 연행한 작품을 본 따고자 하였다. 그러
나 두 집단 간의 연행 양상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오렌지카라멜의 <자기야>는
예술단과 동일하게 세 사람이 연행하는 집단작품이지만 작품 안에서 드러나는 개

44) 2012년에 연행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에서 연
행된 작품 <배우자>를 보았을 때, 예술단의 <자기야>의 무대가 연상되었고 두 작품은 매
우 비슷한 면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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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의 정도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오렌지카라멜의 <자기야>에서는
세 명의 가수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기 다
른 목소리를 가진 세 가수가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로 부르면서 노래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세 명의 가수가 함께 동일한 안무를 연행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
만, 오렌지카라멜의 <자기야>에서는 개인기를 드러내는 듯 가수 한 사람이 혼자
서 춤을 추는 모습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즉 오렌지카라멜의 <자기야>는 노
래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안무를 연행하며 중창으로 불리는 예술단의 <자기
야>와는 분명 다른 성격의 작품이다. 홍진영이라는 젊은 트로트 가수 한 명이 부
른 ‘내 나이가 어때서’ 역시 예술단에서는 중견가수 세 명의 중창으로 연행되었
다. 이처럼 예술단 가수들이 연행하는 퓨전 노래작품은 북한 노래를 부를 때보다
개인성의 표현이 보다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창법으로 불린다는 점
과 여전히 집체미를 강조하여 드러낸다는 점에서 북한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예술단은 북한 악기로 남한노래를 연주함으로써 퓨전작품을 만든다. 이
때 북한악기로 일컫는 것은 아코디언과 기타로서 북한의 대중악기에 해당된다. 아
코디언과 기타는 예술단 작품에서 각기 다르게 의미지어진다.
연구자 : 남한 사람들이 아코디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연희 : 되게 신기한 거지. 신기한 악기? 우리 나이 또래한테 아코디언 이야기하면 모르
는 애들이 많더라구요.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고 직접 자기들이 눈앞에서 본 적
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북한사람들)는 다 알고 있잖아요. 조금 어르
신들한테는 옛날에는 아코디언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되게 추억적 일거
에요. 젊은 애들은 몰라요. 아코디언 소리도 모르고(이연희, 아코디언수·무용수,
2015년 7월 22일).

20대 초반인 아코디언수 연희는 본인 또래의 남한 친구들이 아코디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소리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남한에서 아코디언은 점차
찾아보기 어려운 종류의 악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대중악기인 아코디언
은 본인을 비롯한 북한 사람과 남한의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악기이다.
어르신들에게 아코디언이 “추억적일 것이다”라고 한 연희의 표현은 아코디언이
향수를 일으키는 악기로 남한 대중에게 어필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악기의
성격은 예술단에서 아코디언수가 연행하는 작품의 특징과도 연결되는데, 예술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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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여러 대중가요 중에서도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별의 인천항>, <홍콩아
가씨>와 같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을 아코디언 연주 작품으로 선택한다. 북
한의 대중악기인 아코디언은 남한 관객에게 향수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기타는 남한에서도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악기이지만, 예술단의 공연 레퍼
토리에서 연주될 때는 남한 대중에게 신기함과 기이함을 유발한다. <남행열차>,
<사랑의 트위스트>, <여행을 떠나요> 와 같은 대중가요를 기타연주와 함께 부르
는 예술단의 가수는 북한식 기타 주법을 연행함으로써 퓨전작품에서 북한적 요소
를 드러낸다.
언니[나]가 하는 주법은 대부분 사람들이 흥이 난다고 했댔어. 여느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치는 주법이라고 하면, 언니[내] 주법은 항상 드럼에 의거한 연주법을 찾아냈
으니까 […] 언니[나]는 드럼에 가까운 소리를 쳤지. 기타가 매 앞면 옆면 뒷면이 다!
소리가 틀려. 똑같아 보여도 틀려.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 틀려! 그래서 똑같은 장단이어
도 언니[내] 주법은 남하고 많이 틀렸지. 장단은, 비트는 똑같은데 소리가 틀린 거지.
언니[나]만의 그런 것을 찾다보니까. 노하우를. 북한에 있을 때도, 좀 많이 인기가 있었
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또 연주법이 많이 틀린 거야. 여기에서는 또 포크(folk)로 치니
까, 피크 같은 것으로 치니까(권세경, 기타리스트·가수, 2015년 7월 13일).

예술단의 기타리스트 세경은 남한에서 북한기타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북한에서
체득한 기타주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연행하고 있다. 그녀의 기타주법은 기타연
주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법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경의 연주법은 왼손으로 코드를 잡고 오른손 손톱 혹은 피크로 여섯 개의 기타
줄을 한 번에 내려치거나 올려치는 스트럼 주법과 기타 줄을 하나씩 튕겨서 선율
을 연주하는 아르페지오 주법과는 다르다. 세경은 본인의 주법을 드럼 소리에 의
거한 연주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소리 울림통 역할을 하는 기타의 몸통을 구
성하는 상판, 옆판, 뒤판을 두드리면서 박자감을 연주에 가미한 것이다. 기타 줄
을 튕기거나 뜯으면서 타악기 소리로 비트를 표현하는 남한의 퍼커시브 주법과
비교하였을 때, 세경의 북한식 주법은 리듬을 표현할 수 있는 범주가 기타 줄을
넘어서서 악기 전체로 확장된다. 그는 이러한 기타 주법이 “악기 하나로 사람들을
흥취나게45)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45) ‘흥이 나게’의 북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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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노래방도 있고 전자악기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북한에는 그게 없다보니 뭐
어디 잔칫집이라든지 놀러가는 데 초청돼서 가면 기타 하나와 아코디언을 가지고 사람
들을 흥이 나게 춤도 춰야하고 노래도 부르게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을
흥이 나게 해야 하니까, 나만의 주법을 찾게 된 게 드럼소리를 많이 연구를 했어. 드럼
이 되게 흥취 나잖아. 드럼 장단들이. 그래서 드럼을 듣게 됐고, (내가 하는 기타 주법
은) 드럼에 많이 의존한 주법이었어(권세경, 2015년 7월 13일).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배웠던 세경은 북한에서 잔칫집이나 행사에서 기타를 연
주할 기회가 많았고 그때마다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라는 악기 하나로 사
람의 흥을 돋우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드럼 소리를 가미하여 기타를 연주
하기 시작하였다. 위의 면담내용은 기타리스트 세경 한 사람만의 이야기로 한정될
수도 있으나, 북한만의 특유한 기타주법이 형성된 이유에 북한의 사회적 맥락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하지 않은 종류의 한
정된 악기로 잔칫집의 흥을 돋우어야 하는 상황에서의 악기연주법은 장단과 선율
이 전부 녹음된 노래방기계가 있는 환경에서의 연주법과는 분명 다르게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세경의 주법은 남한의 관객에게 ‘신기하고 기이
한’ 주법으로 인식되며 남한의 대중노래를 기타 하나를 가지고 “흥취나게” 부르는
그의 무대는 관객에게 생소한 방식으로 흥을 고조시킨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퓨전작품의 형식은 북한가요를 남한 대중의 취향
에 맞추어 개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예술단의 <아직은 말 못해>가 북한가수 조
금화가 부르는 ‘아직은 말 못해’와 동일한 반주음악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남한 대중의 취향이 매우 긴밀하게 영향을 주어
<아직은 말 못해>란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연구자 : 그러면 ‘남남북녀’ 하기 전에는 무슨 노래를 했었어요? 지금은 <아직은 말 못
해> 를 하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노래를 했었어요?
청아 : 전에는 안 했었어,
연구자 : 아, 독창이 없었어요?
청아 : 응, 전에는 그런 독창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안 되니까. 2중창, 3중창까지는 되
고, 독창으로까지는 내가 기량이 안 되니까 안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남남북
녀’ 하면서 우연치 않게 작가들이 ‘혹시 북한 노래를 할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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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했지. 그래서 <아직은 말 못해> 가 생각이 난거야. […] 북한에서 그 노래
또 이렇게 많이 하거든. 많이 대중화 된 노래거든. 그래 노래도 괜찮았고. 근데
원곡으로 하기에는 알아 못 들을 내용이고 하니까 쪼금 개사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남남북녀> 에서 불렀었지, 그 노래를 잠깐, 1절로. […] 그냥 그렇게 했는
데, 어느 순간에 단장님이랑 대표님이 ‘이 노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고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못 한다고 그랬지. 그러다가 그래도 ‘노래 한곡이라도 서서 해봐
야하지 않겠냐’ 고 하시기도 하고. 단장님이 노래를 3절까지 다 개사를 해서 보
내주셨어. […] 그렇게 되서 하게 된 거지. 결국에는 <남남북녀>를 하게 되면서
그 노래를 하게 된 거지(김청아, 가수, 2015년 7월 5일).

위의 면담내용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청아에 따르면 북한가요 ‘아직은 말 못
해’는 “북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된 노래로 화면음악집46)으로
도 만들어지고, 보천보전자악단이 연행하기도 하며, 드라마 주제곡으로도 삽입된
다. 청아는 “북한에서 이 노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였다.
예술단의 단장은 청아가 개사하여 부른 것을 본 후에 3절까지 완전하게 개사한
작품을 청아에게 전달하고 독무대로 연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개사된 가사는 원작
‘아직은 말 못해’와 몇 소절만 비슷할 뿐 청아가 출연하는 ‘남남북녀’를 주제로 하
여 만들어졌다. 즉 예술단 공연에서 연행되는 <아직은 말 못해>는 ‘남남북녀’에
출연 중인 청아가 부르기 때문에 남한 대중에게 매력적인 것이며 청아 외에는 다
른 예술단의 어느 가수도 연행할 수 없는 작품인 것이다. 북한노래 ‘아직은 말 못
해’가 남한 대중의 취향에 맞추어 새로운 작품 <아직은 말 못해>로 재탄생한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예술단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 준
연예인급인 단원의 독무대를 레퍼토리에 삽입함으로써 예술단이 가지는 상품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아가 무대에 나
서면 관객들은 하나 둘씩 무대 근처로 나아가 핸드폰으로 찍고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며 꽃다발을 전달해주기도 하였다. 특별히 ‘남남북녀’에서 청아의
가상 남편으로 출연하는 야구선수 B의 고향인 대구에서 공연이 있는 날이면 공연
전이건 후이건 상관없이 청아를 만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인산인
46) 북한의 화면음악집은 남한의 노래방 화면을 연상시킨다. 가수의 목소리로 불리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화면에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모습과 편집된 자연환경, 도시, 인민들의 모습
이 병렬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화면에는 가사가 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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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이루었다.
연구자는 <아직은 말 못해>를 통해서 예술단의 상품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인정
한다. 하지만 <아직은 말 못해>에는 대중의 취향을 고려하여 창작되는 북한 인민
예술의 특성이 배어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 인민예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행될 때 대중의 취향에 맞추어 제작된 예술
작품이 관객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은 당연하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러한
반응은 작품의 상업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청아가 부르는 <아직은 말 못해>는 예술단이 남한사회에서 상품성을 높여 입
지를 넓히기 위해 구사한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예술이 남한 자
본주의 사회에서 실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술단의 상품성이 창출되는 현상이라
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북한의 예술개념은 인민의 취향
혹은 미감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즉 예술단의 회
장과 단장이 청아에게 <아직은 말 못해>를 독무대로 연행하라고 한 것은 남한 대
중이 ‘남남북녀’에 출연 중인 청아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야구선수 B의 가상 부인인 청아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이 남한
대중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 회장은 그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
들기로 한 것이고, 단장과 함께 3절까지 완전히 개사함으로써 대중을 ‘기쁘게 만
들 수 있는’ 작품, 즉, 가수 청아가 부르기 때문에 완성되는 <아직은 말 못해>를
“인민대중의 미감”에 맞추어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아직은 말 못
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인민성을 핵심요소로 여기는 인민예술의 성격이 바탕 되
었다고 유추한다. 인민예술의 한 형태로 만들어진 <아직은 말 못해>가 남한사회
에서 연행되자 남한 대중의 미감을 의식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자본주의 체제 안
에서 소비되며 예술단의 상품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대중의
미감을 적중하는 인민예술과 예술의 상업적인 가치는 동전 양면과 같은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퓨전 작품 <아직은 말 못해>는 남한사회에서 인민
예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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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한에서 퓨전예술하기: 남한에서의 창작물 변용과 혼종성의 의미
지금까지 예술단 공연의 후반부 작품들이 북한의 노래 및 무용과 남한의 대중
예술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퓨전형식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작품을 변용하는 현상은 남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공연예술단으로서 필연
적으로 겪어야 하는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일 것이다. 북한작품을 30분 이상
연달아 연행하면 지루해하며 자리를 떠나버리는 남한 관객을 붙잡기 위해 예술단
은 남한의 대중예술을 결합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예
술단의 퓨전작품을 예술단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존전략으로만 이해하
는 것은 퓨전작품 속에 녹아있는 북한예술의 특징을 발견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해석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문화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입니다. 사회
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꽃 피워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민족적형식을 시대적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잘 살려 나가야 하며 또 민족적형
식을 옳게 살려 나가려면 음악과 무용, 건축과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 걸
쳐 민족문화유산을 폭넓게 연구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김정일
2003: 3-5).

위의 인용문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밝히면서 동시
에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북한 예술에 있어서
민족적 형식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르
면 민족적 형식은 “시대적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매우 민감히 반응해야 한다. 결코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속성을 매우 진하게 가진 것이다.
“시대적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족적 형식”이 되지 못하
고 구식의 것이 되어 타파해야하는 대상이 된다.
음악의 형식이 철저히 인민적인것으로 되자면 대중성, 통속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음
악에서는 지난날의 고전음악에 대한 무원칙한 숭배사상을 철저히 뿌리뽑고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고전적인 음악형식을 통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주체음악은
고전적인 음악형식을 발전시키거나 대중음악 형식을 발전시켜도 인민적립장에서 통속적
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운다(김정일 1992b: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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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래가 “사회주의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아낸 것이라고 할 때 “사회
주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가사로 표현된 작품의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민족적 형식”이라는 것은 노래 자체의 형식을 규정하는 개념일 것이다. 위의 인
용문에서 김정일이 “음악의 형식이 철저히 인민적인것”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북한예술에서 “민족적 형식”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된다. 즉, 북한예술이 구현해야 하는 “민족적 형식”이라는 것은 “인민
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맞으며 그들이 알아듣고 즐길수 있는”(김정일 1992b: 8) 형
태를 의미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민족적 형식을 제대로 구현한 작품이라는 것
은 인민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대중성과 통속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예술작품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성과 통속성은 그 특성상 “현대적 미감과 시대적 요
구”에 따라 변화한다. 북한예술에 있어 “민족적 형식”을 구현해내는 것이 필요조
건이라고 한다면 북한예술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통속성과 대중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주지하고 다시 예술단의 후반부 레퍼토리의 퓨전작품을 살펴본다면 퓨전
형식의 예술단 작품이 단순히 남한사회에서의 활동을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말하
는 것은 불충분한 해석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예술단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두
사람이 북한에서 음악교수로 활동하였던 회장과 북한에서 무용수로 활동했던 감
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 안에 체화되고 내면화되어 있는 북한에서의 예술
개념이 남한사회에서의 예술단 후반부 레퍼토리를 만들어내는데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퓨전작품을 만들기 전 예술단이 한 시간 동안 북한작품을 연행할 때에 50, 60
대 이상의 남한 대중은 결코 “대중적이지 않은” 생소하기만 한 북한원작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인민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맞지” 않은 작품은 예술단 회장에게
있어서 대중이 “알아듣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해야 되는 대상이었을 것이
다. 대중의 미감에 맞지 않은 예술작품은 “진정한” 예술작품이 아니며 “아무 쓸모
도 없어” 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정일 1992b: 10). 따라서 회장은 남
한에서 활동해야 하는 예술단체로서 남한대중의 취향에 맞는 남한의 대중예술의
일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작품과 혼합하여 퓨전작품을 만들게 된다. 즉 예술단
의 퓨전작품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성과 통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예
술의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남한 대중의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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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감에 맞추어 변용된 퓨전작품은 남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아 예술단의 상
품적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연구자는 예술단의 퓨전작품이 만들어질 때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는 점
에 주목한다. 예술단이 퓨전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예술의 개념이 반영되었
다면, 퓨전작품 그 자체도 북한예술과 긴밀히 맞닿아있다. 물론 앞선 소절에서 이
미 퓨전작품의 내용과 형식 및 표현양상에서 북한적인 요소가 드러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덧붙이고자 하는 논점은 북한예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혼종성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민요 ‘통일아리랑’을 하나의 실례로 하여 북한예술의 혼종적인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북한 원작 ‘화면음악 통일아리랑’과 왕재산경음악단이 연행한 ‘통일아리
랑’을 볼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수의 옷차림이다. 화면음악에서는 남성 가수
와 여성 가수가 한 명씩 등장하는데 남성 가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는 반면에
여성가수는 새파란 원색의 한복을 입고 있다.47) 왕재산경음악단의 ‘통일아리랑’의
경우에도 화려한 진달래색의 한복을 입은 여성 가수의 뒤로 일렉트릭 기타, 키보
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여성 연주자들은 반짝이는 짧은 검은색 치마에 빨간 색
윗저고리로 구성된 양장을 입었다. 즉 두 개의 ‘통일아리랑’ 작품에서 가수 및 연
주자의 의상 스타일은 하나로 일치되지 않고 한복과 양장이 모두 사용되는 양상
을 보였는데, 이는 북한예술 작품의 의상 구성에서도 혼종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화면음악의 반주음악은 관현악과 경음악이 함께 연주되어 녹음된 것으로
추측되고 왕재산경음악단의 경우에는 드럼, 신디, 일렉기타, 베이스로 구성된 경
47) 김숙영(2010: 228-241)은 북한 여성의 한복을 ‘조선옷(Joseonot)’이라 명명하며 북한여성
이 조선옷을 입게 된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옷은 한
국전쟁 후 새롭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하는 북한이 1960년대에 식민지 유산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한 정치적 도구이다. 소위 ‘신여성’의 옷차림이라 할 수 있는 구불구불한 머리스
타일과 예쁜 모자는 금지되었으며 그 대신 조선옷이 이상적인 옷차림으로 대두되기 시작하
였다. 김숙영은 조선옷이 이상적인 옷차림이 된 것에는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함으로써 신
성하고 고귀하게 여겨지는 김일성가(家)의 수사가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즉, 1930
년대에 김일성과 그의 아버지가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지지하였
던 김일성의 모(母), 강반석이 입던 한복에서 뿌리를 찾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복은 국가의
순수성 혹은 정당성을 재현해내는 의상이 되었다. 또한 김숙영은 북한에서 남성은 조선옷
을 입지 않은 반면에 여성은 일상적인 삶에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매체에서도 한복을
입은 모습을 이상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에 의문을 갖는다. 그리고 이에 대해 1960년
대 북한에서의 여성은 가정 내에서의 혁명가, 사회에서 활동할 남성 혁명가를 만들어내는
가정 내 혁명동지로서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부과하였다는 것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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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연주된다. 무엇보다 가수의 ‘우리식 창법’ 그 자체에서 혼종성은 드러난다.
벨칸토 창법을 기반으로 하여 민요적 기교를 넣는 민성을 구현하기 때문에 민요
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아리랑’은 마치 성악작품처럼 들리게 된다.
이처럼 ‘통일아리랑’ 하나의 작품에서도 현대음악의 분위기를 내는 경음악, 민족
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듯 보이는 한복, 그러나 구식의 느낌을 탈피하고자 하는 양
장, 풍성한 소리를 내는 서양식 관현악, 이탈리아 발성법에 기초한 민요풍의 창법
이 혼종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섞여 공존하고 있는 ‘통일
아리랑’이야말로 “민족적 형식”을 제대로 구현한 인민예술이며 “우리식사회주의예
술”을 제대로 실천한 작품인 것이다. 혼종성은 북한예술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예술 자체에 혼종성의 개념이 매우 짙게 깔려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예술
단의 퓨전작품이 단순히 북한작품과 남한작품의 병렬 혹은 혼합에 그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 대중예술의 요소와 북한예술의 요소 뿐 아니라 때로는
외국의 대중예술의 요소까지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만들어지는 예술단의 후반부
레퍼토리 작품들은, 남한사회 내에서의 적응을 위한 과정에서 배태된 작품일 수도
있지만 혼종성을 특징으로 하는 북한예술의 개념이 실천되어 만들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퓨전작품은 남한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는 ‘북한
예술단’의 제약으로 인해 만들어져야 했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종성이
짙은 북한예술의 개념에 기반 하여 적극적으로 창조된 북한식 예술작품일 수 있
는 것이다. 연구자는 예술단의 퓨전작품이 “민족적 형식”을 혼종적인 양식으로 구
현해낸 북한예술과 맞닿아있다고 해석하고자 한다.
예술단 공연의 레퍼토리의 흐름을 통해서도 예술단의 공연이 북한예술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 언니, 예술단 공연을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아진 : 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기해해요.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해요. 근데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해요.
연구자 : 이상하다고 해요? 이상하다는 부분이?
아진 : 많이 다르니까. 노래랑 트로트를 하면서 갑자기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가 춤을
추고. 그런 레퍼토리는 없으니까. 우리 공연 자체에 대해서. 그런 공연 레퍼토리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 오프닝을 <반갑습니다>를 하고, 무용을 하고, 노
래 두곡을 하고, 무용을 하고, 아코디언을 하고, 춤을 추고. 이런 거는 거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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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쇼”. 한국무용 공연은 그냥 다 춤! 춤인데, 지루하니까 부채춤을 췄다
가, 북(춤)을 쳤다가, 사물놀이가 나와서(춤추고 .. 그 정도로만 다양하죠.)(곽아
진, 무용팀장, 2015년 7월 17일).

남한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아진은 본인의 친구들이 예술단의 공연을 봤을 때
“이상하다”라고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이질감은 공연의 레퍼토리 흐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아진이 이질감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한 시간짜리의 레퍼토리
안에 포함되는 장르의 범주이다. 예술단 공연은 남한의 일반적인 공연에 비해 지
나치게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한 시간짜리 레퍼토리에 묶어내는 특징을 갖는다.
아진이 예술단 공연을 마치 “쇼”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레퍼토리 안에
서 장르의 넘나듦이 매우 큰 것에 있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아진이 “쇼”와 같다고 인식한 레퍼토리 내 장르의 다양함은 북한의
공연 레퍼토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왕재산예술단’48)의 공연 하나를 살펴봄
으로써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2 2011년 왕재산예술단 음악무용 종합공연 레퍼토리
형 식

제 목

특 징

장 르

화려한 수가 놓인 가지각색의 한복
1

녀성 6중창

수령님 한 품 속에
우리는 사네

(흰색, 분홍색, 빨간색, 하늘색, 분
홍색, 보라색).

가요

구불구불한 머리스타일
2

3

녀성독창과
방창

그리움의 대하

바이올린을

기쁨 싣고 달리는

위한 음악

말발구

인민배우 김광숙의 독창

경음악에 맞춘 바이올린 연주

가요
바이올린
8중주

48) 왕재산예술단에 대한 남한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왕재산예술단과 비슷한 명칭을
가진 ‘왕재산경음악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있을 뿐이다. 그러나 평양민속예술단
감독의 말에 따르면 “왕재산예술단은 90년대 초부터 북한에서 유명해지기 시작된 예술단
체로서 북한예술을 현대적 예술로 승화시킨 단체”라고 평가된다. 남한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 왕재산예술단은 김정일 통치 기간 내에는 인지도 있는 예술단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비교대상으로 사용된 “2011년 왕재산예술
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녹화자료가 태양절을 맞아 평양(“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혼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수도시민들에게 왕재산예술
단 공연을 보여줄 데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셨습니다.”)에서 이루어진 공
연이라는 것은 이를 증거 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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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용

고향집의 봇나무

날개의상 및 기둥의상

현대무용

‘조선인민해군’ 모자를 쓴 남자 무
5

타프춤

우리 손풍금수 왔네

용수 13명의 탭댄스. 아코디언 연주

현대무용

를

(탭댄스)

하며

추는

기예

춤의

성격.

B-boy 춤의 경향도 드러남.
6명의 여성무용수들이 ‘익살스럽게
만든’ 인형 탈과 옷을 입고 우스꽝
6

무용

혜성에서 온 손님

스럽게 추는 춤. 무용이 마치고 무
용수들이 인형 탈을 벗자 관객들이

현대무용
(인형춤)

소리 내어 웃음
7

8

9

10

11

녀성독창과
방창
녀성독창과
방창
바얀을 위한
음악

녀성독창과
방창
녀성독창과
방창

인민배우 김광숙의 독창.

매혹과 흠모

꽃이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고 하얀

가요

색과 분홍색으로 염색된 한복

장군님 식솔

예쁜이

연이은 인민배우 김광숙의 독창

경음악과 관현악의 반주에 맞추어
바얀(원유철)과 아코디언의 연주

가요
바얀49)과
아코디언
연주

인민배우 전혜영의 독창.

휘파람

몸라인이 드러나는 반짝거리는 양장

가요

드레스를 입음

뻐꾸기

연이은 인민배우 전혜영의 독창

가요

진분홍색 짧은 치마 드레스를 입은
12

타프춤

샘물터에서

5명 여성 무용수의 탭댄스.

현대무용

작품의 중간에 군인의상을 입은 남

(탭댄스)

성 무용수 등장함.
남성무용수와 여성무용수가 파트너
가 되어 추는 군무. 긴 퇴머리를 한
여성무용수는 빨간 고름이 달린 노
13

민족무용

옹헤야

란저고리와 초록 치마를 입고 남성
무용수는 하얀 저고리와 바지 위에

민속무용

파란색 쾌자를 걸쳤음. 무대 위에
총 8쌍, 16명이 등장하여 연행. 포
크댄스와 같은 느낌을 풍기기도 함.
진분홍색 한복을 입은 가수 김주향
14

녀성독창

까투리타령

의 독창. 중저음의 목소리로 민요풍
의 기교를 섞어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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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15

녀성4중창

꽹과리로 추측되는 악기가 간헐적으

모란봉

로 연주됨.

민요

하얀 저고리에 파란 등거리를 걸치
16

민족무용

박편무

고 빨간 치마를 입은 무용수 9명이

민속무용

추는 군무
남성 무용수 8명이 특수하게 제작
17

인형춤

춤추며 노래 부르자

된

의상(외국인들이

무도회장에서

현대무용

춤추는 것을 형상화한 인형 의상)을

(인형춤)

입고 익살스럽게 추는 군무.
몸에 딱 붙은 파란 색의 짧은 치마
를 입은 여성무용수 10명이 탭댄스
18

타프춤

청춘시절

를 추다가 노래 중간에 의상을 벗고
수영복과 같은 의상으로 연이어 탭

현대무용
(탭댄스)

댄스를 추는 군무.
19

녀성2중창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몸의 라인이 드러나는 긴 드레스
(하얀색, 분홍색)을 입은 두 명의

가요

가수가 부르는 노래
앞선 가수들의 의상 디자인과 동일

20

녀성3중창

우정의노래

한 파란 색 드레스를 입은 가수가

가요

합류하여 부르는 노래
21

22

독창과 방창
바이올린을
위한 음악

공격전이다

발걸음

사선으로 퍼지는 파란 드레스를 입
은 가수 윤혜영이 부르는 가요
경음악의 반주에 맞추어 여덟 명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
짧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무용수 10

23

타프춤

승리의 축배

명과 군인제복을 입은 남성 무용수
10명이 추는 탭댄스 군무.

24

기악과 노래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9명의 가수와 전 출연자가 함께 부
르는 마지막 순서의 노래

가요
바이올린
8중주
현대무용
(탭댄스)

가요

왕재산예술단의 작품 장르를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인 평양민속예술단의 레퍼토
리에 녹아있는 북한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한 시간 반 동안 이루어지
는 왕재산예술단의 공연에서 총 24개의 작품이 연행되고 각 작품은 크게 노래,
무용, 악기연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요, 민요, 현대무용, 민속무
용, 바이올린과 바얀 및 아코디언 연주로 나뉠 수 있다.
49) 러시아에서 개발된 버튼식 건반 아코디언이다. 모양은 아코디언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건반
이 동그란 버튼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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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르별 작품 순서에서는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즉 왕재산예술단은 매우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한 시간 반 동안 공연을 진행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본 연구대상인 평양민속예술단이 북한민속무용, 북한현
대무용, 북한민요, 북한가요, 그리고 남한에서 창작한 퓨전작품을 연행하는 양상
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가 전반부에
는 북한작품으로, 후반부에는 퓨전작품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왕재산예술단에 비
해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다’라는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
로 구성되는 평양민속예술단의 레퍼토리는 이러한 북한적 요소가 반영되어 형성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왕재산예술단의 작품 장르에서 퓨전작품이 장르로 명시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퓨
전 형식의 작품은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공연에서 네 차례나 연행되는 타프춤은
미국의 탭 댄스를 북한식 반주음악에 맞추어 연행함으로써 창작된 북한의 새로운
현대무용 작품이다. 인형춤이라 이름 붙여진 두 작품도 서양 포크춤의 요소를 북
한식 음악에 접목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를 주목한다면 평양민속예술단의 퓨
전작품이 탈북공연예술단체로서의 정체성에서만 비롯된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 확
실해진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혼종 시켜 북한 예술작품으로 창작해내는 것이 북
한 예술 그 자체의 속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예술에 혼종적
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퓨전 장르로 구분 되지 않는 이유는 퓨전
그 자체가 북한예술 창작의 토대가 되는 태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맞다면, 남한대중예술과 북한예술을 혼합하는 예술단의 후반부 레
퍼토리의 작품은 단순히 퓨전작품인 것을 넘어서 북한예술의 개념에 따라 창작된
예술작품인 것이다.
다시 레퍼토리의 장르적 다양성의 논의로 돌아오면, 왕재산예술단 공연에서 연
행되는 작품의 장르는 예술단의 그것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오히려 왕
재산예술단이 평양민속예술단에 비해 관현악 연주 장르의 작품들을 더 빈번하게
연행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기에 앞선 자료에서 아진이 장르의 넘나듦이
심한 예술단 공연이 마치 “쇼”와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고 이야기한 것과 이러한
레퍼토리의 흐름에 “이상함” 즉 생소함을 느낀 아진의 친구들의 반응은 단순히
탈북공연예술단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음악무용종합공연이
구성되는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장르의 단편적인 작품을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동안 한 무대에서 모두 재현해 내는 것이 북한 가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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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단의 주된 특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50)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예술단 작품을 좋아해요. 여기 남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건,
무용을 하고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작품이 우스울 수 있지만 […]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용하는 사람보다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술단 거를 더 좋아하고 지루해하지 않지. 그런 게 장단
점이에요. 나도, 관객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술단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웃으며) 그냥 나
는 개인적인 욕심에 우리 꺼가 성에 안 차는 거지(곽아진, 2015년 7월 17일).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구성되는 예술단의 레퍼토리가 마치 ‘쇼’와
같다고 느꼈던 아진은 그러한 레퍼토리의 효과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다.
남한 대중이 예술단의 공연을 “좋아하고”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비
교대상이 되는 단체는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느 한 탈북공연예술단체로서 이
들은 북한의 원작만을 연행한다. 무용을 전공한 아진에게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
지 않고 북한의 여러 민속무용작품을 연행하는 타 예술단의 레퍼토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인식된다. 적어도 타 예술단의 공연이 “쇼”와 같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아진은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대중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작
품을 한 시간 내에 재현해내는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이 훨씬 더 재미있고 지루

50) 연구자는 본 논의를 가무예술단에 한정지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북한의 음악단, 관현악단
의 공연 레퍼토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연구자는 다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
나 2012년 7월 6일에 연행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보았을 때 공연레퍼토리를 구성하
는 작품들이 크게 노래와 악기연주로 구성되고 이들이 부르는 노래 혹은 연주하는 음악의
장르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 창작된 가요와 연주곡 뿐 아니
라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디시’, 프랑스의 가수인 Sylvie Vartan의 노래 ‘La reine de
Saba (싸바의 녀왕)’, 피아노 연주자인 Richard Clayderman의 연주곡 ‘Serenade de
l'Etoile (별의 쎄레나데)’, 아르헨티나 가수 Diego Torres의 ‘Penelope (삐네로레)’, 프랑
스의 작곡가 P.Mauriat의 ‘장미빛의 미뉴엣 (장밋빛을 띤 미뉴에뜨)’, Frank Sinatra의
‘My way (나의 길)’, 디즈니 만화영화 음악 주제곡 ‘세계동화명곡모음 - 세상은 좁아, 톰
과 제리, 언젠가 꿈속에서, 곰아저씨 뿌, 비비디 바비디 부, 미키마우스 행진곡, 꿈은 마음
속으로 바라는 것, 미인과 야수, 언젠가는 나의 왕장님 찾아오니,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백조의 호수, 세상은 좁아’, 영화 록키 의 주제곡 ‘Rocky Balboa (이제 곧 날아오르리)’,
P. de Sarasate의 ‘Gypsy airs (집씨의 노래)’를 연행하였다. 이들이 연행하는 작품들의
장르는 북한 가요, 북한 연주곡, 서양 클래식, 영화 주제가, 팝송, 디즈니 만화 주제가 등
으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연시간동안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
을 연행하는 것은 가무예술단에 꼭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연구자는 다른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본 논의를 가무단에 한정지어서만 이야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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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더불어 본인이 관객의 입장이 되어 예술단
공연의 레퍼토리를 성찰한다면 타 예술단의 레퍼토리보다는 예술단의 공연이 대
중들에게 더 적합한 것이라 평가한다. 아진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어 “쇼”와 같
이 느껴지는 예술단 레퍼토리의 특징이 남한 대중에게는 매우 “재미있게” 인식되
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소설, 시, 음악, 영화 그밖에 다른 모든 예술은 인민대중이 알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70: 829)하는 원칙이 떠오른다. 예술작품이
“인민성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인민대중의 미학적요구에 맞으며 인민대중
이 사랑하는 예술형식과 표현수단들을 적극 리용하는것이다”(백과사전출판사
2008: 18). 남한 관객을 지루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도록 하는 예
술단의 레퍼토리는 분명 인민성을 담보한 공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대중
예술의 요소와 북한예술의 요소를 접목시켜 퓨전작품을 만들기도 하면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예술단의 행위는 남한 대중을 관객으로
하는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예술 활동인 것이다.

4. 탈북공연예술단의 새로운 사상성
북한에서 예술은 반드시 사회에 종속되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예술작품이더
라도 그것이 북한에서 예술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향성을 가져야하며 그
방향성은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완수로 향해야 한다. 목
적과 방향성이 없는 작품은 결코 북한에서 예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북한의 예술작품에는 노골적이든 그렇지 않든 정치성이 모두 배어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예술인이라면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 혁명완수를 위해
앞장선 혁명가인 셈이다.
이러한 북한예술의 정치성이 남한사회에서 표현되는 것은 금지된다. 관례적인
금기가 아니라 법적 수준의 금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활동하는 탈북
공연예술단은 정치적 사상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북한 작품을 선별하여
연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북한사회의 우월함과 지도자의 위대함을 찬양하
는 류의 작품은 아무리 작품의 예술성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레퍼토리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앞선 Ⅲ장의 끝장인 4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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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이 드러나지 않은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 탈북공연예술단의 정체성에 대해
서 다루며 예술단의 작품이 북한예술이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사상성 없는 작품만을 연행하는 예술단의 공연이 사
상성의 측면에서 북한예술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잠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연행한다 할지라도 예술단의 활동 그
자체가 향하는 목적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예술단
의 작품에서 정치적 사상성은 제거되었을지라도 민족 통일을 향한 메시지는 예술
단의 새로운 목적성으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우선 우리가 한 동포며 한 민족이고, 반드시 통일을 해서 함께 살아야 할 한 겨레라
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 우리 모습을 보면서 통일 되도 ‘저런 사람들이면 같이
살 수 있겠네, 저 불쌍한 어린 학생들 학교도 운영하고51) 저렇게 소망교도소 가고 어르
신들 앞에서 춤도 춰주고 그런걸 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저런 사람들이랑 통일해
도 괜찮겠네, 손해만 본다고 자꾸 겁먹는데 그럴 것 없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통일
에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못살고 북한 동포들
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 멀리 내다 볼 때는 우리가 통일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공연하다 보면은, […] 그래도 통일을 하게 되면 이로운 점이 많다는,
더 많다는 것을 더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래와 춤을
하는 과정에 보는 사람들이 느끼고 이제 각자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런 거지, 그래
서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는 거고(주명신, 회장, 2015년 6월 25일).

예술단 회장은 공연을 통해서 남한의 관객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무대 위에서 열일곱 명의 단원이 작품을 연행할 때 이들이 실수
하지 않고 예술성이 뛰어나도록 완벽하게 작품을 재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무용을 연행하는 그 이면에는 “한 동포, 한 민
족, 한 겨레” 라는 메시지가 숨어있는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날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연연하지 않고 마냥 ‘행복한 얼굴’52)로 무대에 서는 이유는
51) 예술단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교육하는 대안학교인 금강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52) 감독은 신입단원들을 연습시킬 때에 표정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는데, 이들에게 감독은 “관
객들이 배우들의 표정을 보면 기뻐할 수 있게 웃어야 한다”고 하며 “무대에 선 사람은 근
심이 없어야 해, 걱정이 없어야 해, 무한정 행복해야 해.”하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관
객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웃음을 줘야 하고 건강을 되찾아 줘야 해, 그러면 무한정 기
쁘게! 즐겁게! 정열적으로! 해줘야 한단 말이야.” 하며 감독은 무한정 기쁜 표정을 지을 것
을 요청하였다. 감독이 무용수들에게 요구하는 ‘마냥 행복한 얼굴’은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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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의 통일·화합·화해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예술단 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단원에게 공연은 현실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단 활동은 단원에게는 경제적 수단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공연을 보는 관객에게는 남북 간의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이라는 기치는 퓨전작품이 형성되는 데도 긴밀한 영향을
주었다.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거
지. 서로 배격하지 말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다. […] 혹시 북한에 가가지고 공연을 한
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은근한 암시도 되지. 어느 예술단이 북한에 방문한다
고 한다면은, 순수한 남한의 노래만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남한의 것
처럼 하다가 어느 절에 싹~ 바꿔서 북한 거를 한 번 해봐, 예를 들면은 노래는 아는 노
래인데, 춤은 자본주의 춤이야, 섹시하게. 그렇게 서로 간에 절반 절반씩 양보해 가면서
존중하는 의미잖아. 그러면 호응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7000만이 통일
후에 어떤 방식으로 나갈 때 호응도가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
야. […] 그들한테는 더 엄청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북한 동포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공감되고 자꾸 하다보면 좋은 게 나타난다 그 말이지. 이게 시험
하는 거야, 지금(주명신, 2015년 6월 25일).

위의 면담자료에 따르면 예술단의 퓨전작품은 통일 후의 예술형태를 전망하고
실험함으로써 만들어진 작품이다. “서로 배격하지 않고 서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남한 대중에게 창작한 퓨전작품이
연행될 때의 반응을 지켜봄으로써 그는 이러한 형식의 작품이 북한 주민에게도
동일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추측 혹은 믿고 있다.
예술단의 공연에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분명 존재한다. 이는 남한사회에서 활동
함으로써 제거되고 또는 사라진 북한예술의 목적성이 다시 새로운 형태로 창출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우리식사회주의”를 완수하기 위한 목적성이 없어지고 그
하는 북한예술의 목적성과도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무용배우의 얼굴과 몸매가
고와야 관중을 아름다운 예술세계에 더 깊이 끌어들이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미학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일 1992a: 112). 즉 북한에서 무용수의 표정
및 얼굴은 단순히 작품을 아름답게 형상화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인민들을 교양하기 위
한 수단, 관객을 더욱 효과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치 지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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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민족적 문제인 남북통일이 예술단 공연의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목적이 뚜렷하다면 자연스럽게 방향성은 결정되게 되며 추동력은 가해지게 된다.
남북통일을 주요한 기치이자 목적성으로 둔 예술단의 레퍼토리 작품들은 그 목적
에 맞게 변화되거나 여러 요소가 혼종 되면서 새롭게 창작된다. 통일이라는 민족
적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예술단의 작품은 남한 대중에게 “통일을 향한 마음이
생기도록” 즉 남한 대중을 “통일 위업을 완수하는 혁명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서 남한 대중의 미감에 따라 창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단 단원들은 탈
북 후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민족적 차원의 대업(大業)을 위해 여전히 “예술
인”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혁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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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남한사회에서 활동하는 탈북공연예술단체인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작품에서 북한적 요소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였다. 예술단은 공연의 전반부에서 북한작품을 먼저 연행하고 그런 후에 새롭게
남한사회에서 창작한 퓨전작품을 연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연구자는 이러한 공연
레퍼토리의 구조를 본 논문의 골자로 하여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작품과 퓨전작
품에 각각 북한적 요소가 어떻게 녹아있고 재현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예술단 작품의 특징을 형식면, 내용면,
표현기법 면에서 점검하는 것이었다. 작품의 특징은 단순히 작품 그 자체의 성격
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예술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예술
의 특징을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Ⅲ장에서는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작품을 다루었다.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작
품은 북한민속무용, 북한민요, 북한가요, 북한무용과 북한노래가 결합된 작품으로
구분되었다. 연구자는 먼저 작품의 장르에 따라 무대 위에서 연행되는 양상을 각
작품별로 묘사하였다. 무용의 경우, 무용수의 의상 및 소도구, 동작 및 무용구도,
반주음악의 곡조에 집중하였고 노래작품의 경우에는 가수의 의상, 안무, 노래의
곡조 및 가사내용을 중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공연의 전반부 레퍼토리에서 북한
작품이 어떻게 연행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단이 연행
하는 북한작품을 무용작품과 노래작품으로 나누어 각각의 장르에서 북한적 요소
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점검해보았다.
먼저 무용 작품의 형식면에서 북한적 요소가 재현되고 있다. 예술단의 북한무용
은 모두 3분에서 5분 내에 연행되는 소품(小品) 형식이며 <사당춤>을 제외한 모
든 무용작품이 8명 이상의 무용수가 함께 연행하는 군무였다. 이러한 특징은 북
한에서 무용소품을 가장 기본적인 무용작품의 단위이자 가장 많이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서 규정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앙상블을 강조하는 소품 형식의 작품은
인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뿐더러 인민을 혁명가로 변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으
로 사용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용작품이 표현되는 방법에서도 북한적 요소는 드러나고 있었다. 연구자
는 예술단의 북한무용작품이 연행될 때 소도구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과 또
한 의상이 소도구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도구는 무용작품에서 형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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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장시켜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도구의 사용은 북
한에서 인민에게 짧은 형식의 소품을 연행할 때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명시
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용수의 동작에서도 북한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술단이 연행하
는 북한무용은 먼저 팔 동작을 중심으로 한 상체 동작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특별히 어깨동작과 손목춤은 무용수가 북한무용을 제대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익혀야만 하는 동작이다. 작품의 표현성이 확장될 뿐 아니
라 동작의 선명성이 뚜렷해지도록 하는 이러한 동작은 여백의 미와 선을 중요하
게 여기는 한국무용의 동작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예술단의 북한무
용작품이 ‘북한무용’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동작의 특징과 함께 예술단의 북한무용작품은 구도의 변화가 매우 무쌍
한 특징을 보인다. 보는 이로 하여금 지루할 틈을 결코 주지 않는 것이다. 다수의
무용수가 기계처럼 질서정연하게 구도를 만들어 낼 때마다 집체미는 무대 위에서
재현되며 이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북한예술의 특징과 맞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무용작품에는 기예동작이 빠지지 않고 늘
연행되는 특징을 갖는다.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제자리 돌
기 동작, 휘감아 돌기 동작, 원 그리며 돌기 동작과 같은 기예 동작이 모든 작품
의 절정에 위치했다. 기예동작은 작품을 화려하게 연출하는 데에 일조할 뿐 아니
라 관객의 감정적 고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궁극적으로
예술단의 무용작품이 빠르고 동적이라는 인상을 갖도록 만든다. 춤의 속도감이 작
품의 정서를 결정하고, 그 작품의 정서가 관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
였을 때 이러한 예술단의 북한무용작품의 특징은 혁명적 도구로 사용되는 북한
예술의 기능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예술단이 연행하는 노래작품에서도 북한적 요소는 발견된다. 첫째, 작품의 형식
그 자체에도 북한적 요소가 녹아있다. 예술단의 노래작품은 모두 완결된 선율이
반복되면서 가사만 변화하는 절가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형식은 듣는 사람으
로 하여금 노래를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강점을 갖는다. 인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예술의 개념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민요 <통일아리랑>과 <신고산타령>이 새롭게 창작된 작
품이라는 것을 주목함으로써 민요의 형식 그 자체에서도 북한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음을 밝혔다. 남한에서는 민요를 수집하고 원형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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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북한에서 민요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창작 혹은 창조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예술단의 북한노래작품은 표현방식에서도 북한예술과 연결되고 있다. 가
수가 북한노래를 부를 때 ‘주체발성법’과 ‘우리식 창법’을 구현해야만 하는데 이는
이들의 노래가 ‘북한노래’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예술단 가수
가 입는 의상은 한복이건 서양식 드레스이건 상관없이 모두 원색이며 중창 시 ‘소
리앙상블’과 ‘무대앙상블’을 중요하게 재현해낸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생기 있
는 약동을 불어넣어”주어야 하는 북한음악의 임무가 무대에서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이 연행하는 북한노래의 주제와 곡조를 비교함으로써 북한노
래에서 허용되는 감정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예술단의 북한 노래작품은 쾌감을
일으키는 작품과 비감을 일으키는 작품으로 구분되었으며 비감을 일으키는 작품
의 주제는 민족적 차원의 비극만을 주제로 하였다. 그리고 모든 작품은 개인적 차
원의 감정을 주제로 하지 않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인민에게 혁명적 의지
를 불어넣는 북한음악은 개인차원의 감정을 주제로 하지 않으며 빠르고 신나는
곡조로 작곡되어 쾌감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족적 차원의 애통함과 비
극에 대해서만은 비감을 허용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았다.
Ⅳ장에서는 예술단이 연행하는 퓨전작품을 소재로 하여 예술단이 ‘북한예술단’
일 수 있는 이유를 작품 내에서 확인하고자 했다. 예술단의 퓨전작품은 무용작품
과 노래작품, 무용과 노래가 결합한 작품으로 나뉜다. 앞선 Ⅲ장과 동일하게 연구
자는 퓨전작품을 작품의 형식에 따라 구분하여 무대 위에서 어떻게 연행되는지를
작품별로 기술하였다. 이를 근거로 퓨전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방법을 분석함으
로써 예술단의 퓨전작품에 북한예술의 특징이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첫째, 퓨전무용작품은 모두 신기함과 기이함을 연출하는 특징을 갖는다. 퓨전무
용작품은 주로 북한현대무용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데, 신기함과 기이함은 무용수
의 날개의상에서 야기되는 특별한 분위기이다. 동물 외에 천사와 선녀 같은 초현
실적인 존재가 날개를 가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특수하게 제작된 날개의상을 입
고 의상을 펼친 채 무대 위에 등장하는 무용수들이 연출하는 신비로움은 충분히
상상가능하다. 또한 날개의상을 사용하여 꽃과 같은 대형의 형상을 순식간에 만들
어내는 것 또한 기이한 느낌을 연출한다. 이는 북한의 현대무용이 연출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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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적인 이미지가 초현실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추측하도록 한다.
한편 작품 소재의 기발함 자체에서도 신기함과 재미는 야기되었다. 예술단의 퓨
전무용작품은 감상보다는 순간적인 재미를 목적으로 하여 오락성이 짙은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자연스럽게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해야 하는 것
을 의무로 가진 북한예술의 특징과 연결될 수 있다. 전문적인 예술적 소양을 가지
고 있지 않는 일반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술
단의 퓨전무용작품은 북한예술에서 통속성과 인민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구현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퓨전노래작품은 남한이 공유할 수 있는 “신나는” 노래로 구성되었다. 예
술단이 노래작품으로 선택하는 장르는 북한의 계몽기가요와 남한의 대중노래인데
두 장르는 모두 남한대중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장르이다. 즉 남한 대중을 상
대로 하는 예술단이 레퍼토리를 구성할 때 관객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작품이 관객을 ‘재미나게’ 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
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예술의 인민성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이한 점은 어떠한 장르의
노래이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이 나도록 하는 빠른 박자와 신나는 곡조로 쓰
인 작품만이 연행된다는 것이었다. 남한 대중에게 익숙한 트로트일지라도 애상적
인 곡조로 쓰여 슬픔을 야기하는 노래는 예술단의 레퍼토리로 선택될 수 없다. 이
러한 특징은 북한에서 어떠한 노래가 인민에게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떠올리
게 하며 예술단의 퓨전노래작품 안에서도 북한적 요소가 재현되고 있음을 증명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퓨전 작품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안에서 북한 작품이 어떻게 연행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예술단의 퓨전작품 내
에서도 북한 예술의 표현요소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퓨전작품은 남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공연예술단이 필연적으로
겪어야하는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배태된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공연
의 후반부 레퍼토리가 단순히 남한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는 예술단의 생존 전략,
즉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주
장한다. 예술단의 퓨전작품은 남한 관객의 대중예술 취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창
작되었으면서도 동시에 북한예술의 특징이 구현되어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북한예술의 첫 번째 특징은 통속성과 대중성이며 예술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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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작품은 남한대중의 미적 감각에 맞추어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대중성과 통속
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예술의 개념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평가하였다. 북한
에서 “인민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맞지” 않은 작품은 “진정한” 예술작품이 아니며
“아무 쓸모도 없어” 버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예술에 대한 관념을 내재한 예
술단의 회장과 감독은 퓨전작품을 만들 때 대중이 “알아듣고 즐길 수 있어야 한
다”는 전제를 만족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남한 대중의 취향과 미감에 맞추어 변용
된 퓨전작품은 남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아 예술단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가져온다.
두 번째로 연구자는 북한예술작품 그 자체에 혼종적 성격이 매우 짙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예술단의 퓨전작품이 북한예술의 혼종적 성격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퓨전작품은 남한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는 탈북공연
예술단의 제약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져야 했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
종성이 짙은 북한예술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어 창조된 ‘북한식’ 예술작품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술단의 레퍼토리 구성에서도 북한예술의 특징이 반영되어있다.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한 시간 동안 여러 성격의 작품을 연행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는 탈북공연예술단의 비전문성을 반영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 가무공연이 구성되는 형식을 재현해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북한 왕재산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를 분석하였으며 레퍼토
리 내의 장르의 혼종성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남한 대중예술의 요소와 북한예술의
요소를 접목시켜 퓨전작품을 만들기도 하면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레퍼토
리를 구성하는 예술단의 행위는 남한 대중을 관객으로 하는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예술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단이 연행하는 작품은 북한작품과 퓨전작품을 망라하여 북한예술의
표현요소를 재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예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써 북한적 요소를 매우 농후하게 발현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 연행하는 작품의 특
징으로 인하여 예술단은 ‘북한예술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남한 대중에게
이질적이면서도 공감될 가능성을 갖는 북한의 가무를 재현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우리식사회주의”를 완수하기 위한 혁명도구로서 예술이 사회
에 종속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탈북공연예술단체의 공연과 북한예술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정치적 색깔이 없는” 작품만을 연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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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공연예술단체로서의 입장이 북한가무작품의 극히 일부분만을 레퍼토리로 선
택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선택된 작품일지라도 원작에 녹아있는 사상
성을 필수적으로 제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여기는 남
한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의 공연 작품이 북한적 요소를 다분히 재현한다고 할
지라도 작품 내에서 “우리식사회주의”를 완수하기 위한 목적성이 사라졌기 때문
에 북한예술과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예술단 안에 새로운 목적성이 창출되고 예술단의
공연이 새로운 사상성으로 인해 의미지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식사회주
의”를 완수하기 위한 목적성은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현 한반도의 민족문제인 남
북통일이 예술단 공연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통일
이라는 민족적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예술단의 작품은 남한 대중으로 하여금 “통
일을 향한 마음이 생기도록” 혹은 남한 대중을 “통일 위업을 완수하는 혁명가”로
변화하기 위해 대중의 미감에 맞추어 창작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예술의 개념이
예술단의 퓨전작품창작에 적극적으로 실천되는 것은 민족적 차원의 대업을 위해
여전히 북한 예술인의 태도로 “혁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단의 공연 레퍼토리는 북한예술의 사상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북한예술과 차이를 보이지만, 남북통일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 구성되고 연
행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예술의 표현적 요소들을 무대 위에서 연행되고 있다
는 점에서 북한예술이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라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탈북공연예술단체가 북한예술과 그것을 배태
한 북한사회로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假橋)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자는 공연 레퍼토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술단 작품의 특징을 형식과 내용, 표현기법에서 먼저 도출한 후에, 그것을 무용
및 노래를 주제로 하는 북한 원전과 북한에서 연행되는 가무공연과 비교함으로써
예술단 작품의 특징이 북한예술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탈북공
연예술단은 무대 위에서 남한 대중에게 북한의 예술을 재현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관객석에 앉아있는 관중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눈앞에서 연행되는 북한식 작품
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70년 전 분단되어 이제는 주적이 된 북한사회에서 비롯
된 북한예술을 마주하고 있게 된다. 이는 남한의 탈북공연예술단체들이 남한 주민
이 직접 볼 수 없는 북한예술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된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이들 단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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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본 연구는 탈북이주민을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을 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장을 비롯한 예술단 단원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예
술단 활동을 생계유지를 위한 주된 경제활동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탈북이주민의 생계활동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단원들에게 예
술단 활동은 생계수단일 뿐 아니라,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차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창작되고 연행되는
북한예술의 본질이 예술단의 공연에 적용됨으로써 예술단은 남한사회의 방방곡곡
을 돌아다니며 통일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탈북이주민을
“영세민, 무능력자, 무자격자”(정병호 2004)로 인식하고 그들의 적응양상을 주로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며 남한에서 예술단 활동을
하는 탈북이주민에 대한 균형 있는 시선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약 5개월간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술단의 다
양한 공연 레퍼토리 중에서도 한정된 작품만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예술의 특징을 다 내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현지조사를 마친 시기에 예
술단 공연의 레퍼토리에는 또 다른 민속무용 <흥겨운 북춤>이 추가되었고 이 민
속무용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군중무용의 성격을 짙게 내포하고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시기에 연행된 예술단의 레퍼토리를 통해서 재현된
북한적 요소만을 점검하였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사회에 인류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초보적인 시도이다. 그렇기에 탈북공연예술단의 공연에 녹아있는 북한예
술의 특징을 밝히는 것에 본 연구의 초점을 한정시켰으며 북한사회의 심층적인
구조에 다다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앞서 언급
했듯이 남한에서 활동하는 탈북공연예술단의 작품을 통해 북한 가무예술의 특징
을 짚어냈으며 이로 인하여 예술을 통해 북한의 사회를 연구할 수 있는 차후 과
제의 첫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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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 on Stage:
The Case of a North Korean Refugee Performing Arts Troupe
Haeeun Shin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performance and representation of North Korea by
the Pyongyang Folk Arts Group (Pyongyang Minsokyelsuldan), a North
Korean refugee performing arts troupe, based in Seoul, South Korea.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way that features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principle of performing arts are reproduced and negotiated in the
performance and repertoire of the refugee troupe, whose audience is
“anti-communist” South Koreans.
The genre of Pyongyang Minksokyesuldan’s performance is song and
dance, of which performing repertoire is large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North Korean works and “fusion” works that combines North and South
Korean elements together. In their actual performance, the North Korean
works are performed before the fusion works. My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oupe’s works in their forms,
contents and expression techniques; 2) How are these features of the
troupe’s works related with those of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3) How
are the works of the Pyongyang Minksokyesuldan related with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in general in terms of their political function (sasangsŏng),
which is considered the core feature of North Korean arts?
The North Korean dances of the refugee troupe are all formed as
small-scale (sop'um) group dances. The small-scale format, which in North
Korea is stipulated as an effective art form to transform ordinar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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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in) into revolutionaries, has following features. First, specially designed
costumes and props are used for each performance. Second, the upper body,
particularly the arms, is used more frequently and more dynamically,
compared to traditional dances developed in South Korea. And finally, rapid
and collective movements of the body, such as spinning, twisting, and
circling, are a marked feature of the small-scale group dance. Through
these three features is created the general impression that North Korean
dance is ‘fast and dynamic.’ I point out that the ‘fast and dynamic’ dances
would facilitate making the audience concentrate on each and every piece of
the performance and eliciting the audience’s emotional captivation, potentially
serving as a revolutionary tool for socialism.
The form of the North Korean songs that the refugee troupe performs is
called jŏlga, which refers to songs with repetitive melodies. Jŏlga may be
effective in mobilizing for revolutionary causes, because with the repetition
of the melody, the listener can appreciate the song more easily and
familiarly. Another feature of the North Korean songs is that minyo,
“traditional folk songs,” are continually and newly created. It is notable that,
whereas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are crucial in South Korean minyo,
novelty and innovation are considered pivotal to the artistic practice of folk
songs or minyo in North Korea.
When singers perform the North Korean songs on the stage, they use the
special

singing

methods,

‘juch'ebalsŏngbŏp

(juch'e

vocal

method)’

and

‘woorisikch'angbŏp (our way singing method)’ that a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Bel Canto, Italian, and mixed with the Korean traditional singing
technique. With these two singing methods, thre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inging have developed. First, the singer’s voice should not be husky
but pure and innocent,” in this case “husky” referring to an effect of the
traditional singing technique. Second, the singer’s personal feelings are not
allowed to be expressed in singing. And finally, the sounds of songs are
performed in a single tone, regardless of the types of songs and the number
of singers who perform. When the singers wearing primary color clothes
sing as a group on the stage, the vocal unison and choreographic harmony

- 183 -

are considered to be most important. Through the unison and harmony,
accompanied by the colorful costumes, the music can “infuse the people’s
mind with lively spirit (saenggi itnŭn yakdongŭl bullŏnŏeŏya).”
In terms of emotional appeal, the North Korean songs of the troupe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of joy and the other of grief. Either joy or
grief, the emotions that the North Korean songs evoke are not about
individual experiences but about collective experiences. North Korean songs
typically appeal to the shared sufferings, memories, and merriment of a
communal life.
The fusion works that the troupe performs consist of song, dance and the
mixture of song and dance. When the dancers perform the fusion works,
they often wear specially designed ‘wings’ that help create an ambience of
magic and mystique. Not only the fairylike costume, but also the novel
contents of the fusion works arouse fun and excitement. The purpose of the
fusion dance works is more for spontaneous entertainment than for artistic
appreciation. This feature of fusion works can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imperative of North Korean arts “to serve the common people
(inmin daejungŭl wihae bokmu).”
In the case of the troupe’s fusion song works, they are chosen from the
popular songs of the 1920s through the 1940s, “enlightenment period songs,”
as well as from the contemporary South Korean popular music. As the
“enlightenment period songs” are from the undivided, colonial Korea, they
make shared ancestry of popular music in both Koreas. However, the songs
that are selected into the troupe’s performance repertoire are only those
with a fast beat and merry tune that are likely to induce excitement and joy.
My

argument

is

that

the

troupe’s

fusion

works

cannot

be

simply

considered an outcome of the troupe’s survival strategy of increasing the
performances’ commercial value. Although works and elements of the South
Korean popular music and dance are apparently incorporated into the fusion
works, the way that they are mixed with features of North Korean popular
music and dance appears characteristically North Korean. In the fusion
works

too,

the

principles

of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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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erforming

arts,

namely

worldliness (t'ongsoksŏng), populism (inminsŏng), and hybridity (honjongsŏng),
are materialized in a distinctively North Korean way, just as they are in the
North Korean original works. Furthermore, even with the fusion works, the
repertoire and performance of the Pyongyang Folk Arts Group as a whole is
very similar to the one of Wangjaesan Yesuldan, a major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troupe in North Korea.
In short, the performance of the troupe represents as well as borrows
from the features of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in form, content and
expression technique. However, there exists an inevitable difference between
the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in North Korea and those of the refugee
troupe, in that the function of performing arts as a revolutionary tool to
accomplish “North Korean socialism (urisik sahoejuŭi)” is removed from the
refugee troupe’s works. The refugee troupe, who performs in South Korea,
can

only

perform

nonpolitical works

selected from

the

North

Korean

repertoire and must eliminate any political ideology from the chosen works
even if it is trivial.
I note, however, that a new objective and meaning is created in the North
Korean refugee troupe’s performances. In place of the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political purpose to contribute to ‘North Korean socialism,’ a
new purpose and aim is to take part in the reunification efforts. The vision
of reunifi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gives an impetus to
the refugee troupe’s performance. The dancers and singers of the troupe
would work as “revolutionary workers” to plant the hope of reunification in
South Koreans who watch the troupe’s performance. In other words, they
become revolutionaries, who are dedicated to the reunification cause. The
performers continue to be revolutionary workers, if only the revolutionary
purpose is now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troupe,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North Korean song,
North Korean dance, worldliness (t'ongsoksŏng), populism (inminsŏng), hybr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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