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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 으로부터 100년 인 1922년 5월 미주 이민 사회에 가장 큰 한인 커뮤니

티를 형성하고 있었던 하와이 내 첫 한인 연주단체가 결성되었으니 바로 남풍사

(Nam P'ung Sa)이다. 워  김이 1971년 연구에서 처음 소개한 이 단체는 장

년층 한인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통음악을 미국 사회에 소개하는 역할

을 해왔으나 5∼6년이라는 짧은 존속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알려져 왔

다.1) 필자는 20세기  하와이 한인 공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풍사 창단 회

*  이 논문은 2021년도 국사편찬 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노던일리노이 학교 역사학과 객원연구원. 

1) Warren Y. Kim, 1971 Koreans in America, Po Chin Chai,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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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에 일부가 1950년  말까지도 활동하고 있었음을 발견하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미주지역 첫 한인 통악기연주단인 남풍사의 활동사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남풍사가 조직된 1920년  한반도는 외래문화와 새로운 문화인 라가 속도

로 유입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기생, 이왕직 아악부, 유랑 인집단 등 통음

악계 문 술인들의 활동에 큰 변화가 있던 때이다. 그 다면 워  김에 의해 

처음 소개된 남풍사는 이러한 한반도 내 음악계와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먼 이

국땅에서 한국 통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 을까? 그들의 연주 형태는 당

시 한반도의 공연 형태와 어떠한 차이 을 지니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로 시작한 본 연구는 남풍사 회원들의 활동사를 이들이 참여한 문화 행사

의 특징, 공연 내용, 객의 반응, 다른 문화 단체와의 계 등에 주목하여 검토

하 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ㆍ외에서 활발하게 진행 인 20세기  하와이 한인 문

화 활동 련 연구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로 집필된 연구들이 

에 띄는데, 페기 최,2) 쥬디 벤 자일,3) 이리카,4) 김욱동,5) 최희 6)은 한국 통

문화를 보여주는 공연이 다채로운 하와이 지역 다문화 행사 무 에 올려졌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1927년 YWCA 소속의 여성 무용 단체로 설립된 

형제클럽(Hyung Jay Club) 활동에 집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을 둔 남풍

사에 한 연구는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음악을 개 하는 앤더슨 서튼7)과 한

인 이민사 연구서인 웨인 패터슨의 연구8)에 언 되었으나 그들의 짧은 존속만

2) Peggy Myo-Young Choy, 2000 “Anatomy of a Dancer: Place, Lineage and Liberation”, 

Amerasia Journal 26(2).

3) Judy Van Zile, 2007 “Korean Dance in Hawaii”, From the Land of Hibiscus: Koreans in 

Hawaii, edited by Yong-ho Ch'oe, University of Hawai‘i Press. 

4) Rika Lee, 2017 ｢Inventing Korean Tradition in Hawai‘i: Race Relations and 

Modernization of Korean Immigrant Women in Prewar Hawai‘i｣ �여성과 역사� 26. 

5) Wook-dong Kim, 2019 Global Perspectives on Korean Literature, Palgrave MacMillan. 

6) Heeyoung Choi, 2020 “Multicultural Musicscape for National Pride: Performing Arts of 

East-Asian Diasporas in Hawai‘i before WWII”, Asian Culture and History 12(1).

7) R. Anderson Sutton, 1987 “Korean Music in Hawaii”, Asian Music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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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있어 워  김의 연구를 인용한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희 은 하와이 한인 2세들이 출연한 어 연극  여성 공연자들에 한 최근 

연구9)에서 지속 인 남풍사 활동을 언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시발 이 되

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형제클럽 활동에 집 된 연구이기에 20세기 ㆍ 반을 

아우르는 남성 연주자들의 활동사를 통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풍사 창단 회원들이 참여했던 호놀룰루 지역 한인 문화 활

동과 련된 2차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지역신문, 잡지, 한인 단체 간행물, 도상 

자료 등의 1차 자료를 심층 분석하 다. 그 결과 한인 남성 통악기연주단의 

활동이 시기  흐름에 따라 총 세 부분으로 나 어짐을 확인하 다. 첫 번째로 

1922년부터 1927년까지 남풍사라는 조직명으로 한인사회 안 의 정치, 문화 행

사에 참여하 으며, 두 번째로 1927년부터 1940년 까지 형제클럽의 공연 활동

에 참여하 다. 마지막 1950년 는 한라함무용연구소와 업으로 활동을 이어 

나갔던 시기이다. 본문은 세 시기별 활동 분석을 심으로 개되며 남풍사 창

단 회원들이 1920년 부터 약 40년 동안 다른 아시아계 이민족들과 어깨를 견주

며 한국 통문화를 지역 사회에 선보 고 한인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문

화 단체와의 업을 통해 통 공연물 창조에 극 으로 참여했음을 논증할 것

이다. 여성의 범주를 심으로 이해되어왔던 20세기 ㆍ 반 미주 한인 디아스

포라 통공연사의 기존 담론을 일부 수정하는 본 연구가 근  한국 공연문화

사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 한다.

8) Wayne Patterson, 2000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University of Hawaii Press. 

9) 최희 , 2021a ｢20세기  하와이 이민사회의 ｢혹부리 감｣ 각색공연 고찰｣ �한국학�

44(1); 2021b ｢정착형 식민주의 에서 바라본 하와이 한인사회의 첫 어 연극 분석｣ 

�한국 술연구� 32; 2021c ｢ 수산의 공연 활동에 구 된 20세기  한인 디아스포라 근

 여성의 표상｣ �한국문화� 95; Heeyoung Choi, 2021 “Curating Koreanness: Musical 

Activities of Korean Elite Women in Hawaiʻi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Women and Musi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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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풍사 기활동과 공연쇠퇴기(1922∼1927년) 

남풍사의 존재를 처음 알린 워  김의 고증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922년 국민회는 남풍사를 조직하여 한국에서부터 악기와 공연에 필요한 도구 등

을 가지고 와서 한국 2세들에게 한국문화 유산을 교습하고 이를 다른 민족에게 소개

하고자 하 다.10)

워  김의 고증은 비록 자세한 내용을 소략하고 있으나 남풍사 회원들의 조직 

배경과 출신을 이해하는데 요한 정보를 제공해 다. 본 장에서는 이 정보를 

참고하여 남풍사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회의 성격, 남풍사가 설립되었던 1922년 

국민회가 지녔던 하와이 한인사회 내 입지, 그리고 당시 하와이 도심 지역의 문

화  환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미주지역 한인 이민사는 1903년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 

항구에 도착하면서 시작 다. 일본은 하와이 내 노동시장을 령하고자 1905년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직후 한국인의 미주 이민을 제지하 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에는 약 7,000명이 넘은 한인들이 이주하 다. 이들은 19세기 

부터 사탕수수 농업을 시작하여 지역 경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던 하와이에 농

장 노동자로 투입되었다. 국인과 일본인 노동자들은 한인들이 이주하기 훨씬 

이 부터 하와이 땅에 정착하고 있었다. 이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쟁의가 발

생하 고 농장주들은 그 책으로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물색하 다. 그 결과

로 규모의 한국인들이 필리핀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하와이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기 이민자 부분은 미혼 남성이었다. 하와이 정부는 이들의 안정된 정착을 

10) Warren Y. Kim, op.cit., p.45. 필자에 의해 번역됨.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1922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Hawaii formed the “Nam-Pung-Sa,” a group dedicated 

to teaching Korean arts. (…) The organization brought musical instruments and other 

paraphernalia from Korea, taught young people the heritage of Korean arts, and made 

efforts to introduce them to the American public during its five-year period of 

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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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진 교환을 통해 본국 여성과의 결혼을 돕는 ‘사진 신부(picture bride)’ 

정책을 도입하 다. 미국이 아시아 출신에 해서 면 으로 이민을 지한 

1924년 이 까지 약 1,000명의 은 한국 여성들이 사진 신부 신분으로 미주에 

도착했으며 그  상당수가 하와이에 정착했다. 노동자 이민자와 사진 신부로 

이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격히 증가하면서 한인사회는 차 확장

되어 나갔다.11) 이러한 한인 이민사를 인지하면 1922년 장년 남성으로 결성된 

남풍사 창단 회원은 1903년과 1905년 사이에 농장 노동자로 일하기 해 하와이

에 온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풍사 회원이 속해 있던 국민회는 어떤 기 인가? 국민회는 1909년 2월 1일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하와이의 합성 회와 샌 란시스코의 공립 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독립투쟁 단체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추구하 다.12) 미주 한인사회에서 

1910년  후반은 1차 세계  종결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활발히 개되는 시기

다. 1910년 부터 정치 망명자와 본토에서 학 를 마친 유학생들이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던 하와이로 이주하 고 이들은 해외 독립운동사에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갔다. 그 로 이승만, 박용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곧 이

들 사이의 분쟁이 고조되면서 한인사회 반이 정치  성향에 따라 분열되기 시

작했다. 박용만이 무장투쟁을 통한 한독립을 주장하며 그 방략의 일부로 군인 

양성 운동에 힘썼다면 이승만은 교육과 외교에 을 둔 독립운동을 개하

다. 그 결과로 박용만은 조선독립단, 이승만은 동지회를 조직하 고 국민회의 

지 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남풍사가 조직된 1922년은 국민회 하와이 지

방총회가 해산되고 교민단이란 명칭의 독자  세력으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한 

시 이다.13) 따라서 남풍사 설립을 세력이 축소된 국민회 하와이 지부가 교민단

으로 새롭게 구축되면서 회원의 다수를 이루었던 노동이민자 출신 남성들에 의

한 분 기 쇄신 노력의 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1) 20세기  하와이 한인들의 이주, 정착, 확장에 한 정보는 Wayne Patterson, op.cit., 

pp.1-36 참조. 

12) 신운용, 2019 ｢ 한인국민회의 ‘한민족 공동체’ 인식｣ �숭실사학� 42, 215-233면. 

13) 1910년  후반 하와이 국민회의 상황에 해서는 홍선표, 1994 ｢1910년  후반 하와이 

韓人社 의 動向과 大韓人國民 의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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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10년  후반부터 하와이 내 도심 집 화가 시작되었다. 기존 1세  한

인들은 다른 민족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자 업 등 새로운 경제 활동과 2세

들의 교육을 해 농장 노동자 신분을 벗어나 오아후(O'ahu)섬 내 도심 지역으

로 모여들었다(<표 1> 참조).14) 남풍사 설립 시기인 1920년  반 당시 일본계 

이민자를 심으로 국계, 필리핀계, 한국계 이민자를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

들이 하와이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주 본토로부터 이주하

여 정착한 백인이나 하와이 원주민에 비하면 훨씬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었

다. 특히 인구 집도가 가장 높았던 오아후 호놀룰루 지역은 학교, 직장, 교회 

내 다양한 활동들로 아시아계 이민자들, 특히 2세들 사이에 문화  교류가 활발

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민회 내 분 기 쇄신과 함께 다문화 환경이 갖추어

진 1920년   하와이 도심 지역을 배경으로 첫 미주 한인 통음악 연주단인 

남풍사가 탄생한 것이다. 

하와이내 섬 1884 1890 1900 1910 1920 1930

Hawaii 24,991 26,754 46,843 55,382 64,895 73,325

Maui 15,970 17,357 24,797 28,623 36,080 48,756

Oahu 28,068 31,194 58,504 81,993 123,496 202,887

Kauai 8,935 11,643 20,562 23,744 29,247 35,806

Molokai
2,614

2,652 2,504 1,791 1,784 5,032

Lanai 174 619 131 185 2,356

Niihau …… 216 172 208 191 136

Kahoolawe …… …… …… 2 3 2

Midway …… …… …… 35 31 36

총 계 80,578 89,900 154,001 191,909 255,912 368,336

<표 1>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까지 하와이 내 섬 인구 분포 

출처: Maude Jones, ed, 1936 The Hawaiian Annual for 1936, Honolulu: The 
Printshop Company, p.17 삽입된 표를 참고로 편집.

남풍사는 리더인 김홍섭(金弘燮)을 심으로 고경식(高敬植), 김 운(金永雲), 

14) Wayne Patterson, op.cit., pp.68-79; 최희 , 2021a 앞의 논문, 11면; 2021b 앞의 논문, 

103면; 2021c 앞의 논문,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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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욱(朴士旭), 박세환(朴世煥), 박한 (朴漢奉), 최용선(崔用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필자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의 여권 기록을 

정리한 이덕희의 연구에서 김홍섭, 김 운, 박사욱, 최용선의 기록을 찾을 수 있

었다.15) 김홍섭은 성 동(Sung Hyen Dong)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하 으며 24살

에 나이에 1905년 3월 31일에 도착했다. 당시 결혼한 신분으로 기록되어 있다.16) 

평양 출신의 김 운은 1904년 1월 16일 호놀룰루에 도착했으며 당시 미혼으로 

20살이었다.17) 박사욱은 부인을 잃은 후 마포(Ma Po)에서 거주하다가 27살의 

나이로 1904년 4월 26일 호놀룰루에 도착했다.18) 최용선은 순창(Soon Chang) 

혹은 안동(Dai An Dong)에서 살다가 스무 살 후반에 호놀룰루에 이주하여 

정착하 다.19) 아쉽게도 이들의 출생 혹은 성장 배경에 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서론에서 주지하 다시피 남풍사가 첫 미주지역 한인 통음악 연주단체로서 

요한 상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결성된 여성 심의 한인 문화 단체

에 비교할 때 학계의 심을 덜 받은 것은 남풍사라는 단체명으로서의 짧은 역

사와 함께 기록의 무함 때문이었다. 서튼의 논문에서도 워  김의 증언을 발

시켜 아래와 같이 남풍사에 해 짧게 논하고 있을 뿐이다. 

남풍사를 세우는 데 공헌한 이들  (하와이로 이민 오기 ) 한국 통음악과 

궁 무를 훈련받은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하와이의 은 세 들에게 통 악기와 

통춤의 특징 인 안무를 가르쳤다. 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남풍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1927년에 해산되었다. 한인사회의 기 이 조국의 독립이나 교회 행사에 집

으로 쓰 으며 (음악 활동보다는) 사회 활동에 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15) Duk Hee Lee Murabayashi, 2001 Korean Passengers Arriving at Honolulu, 1903-1905, 

University of Hawaii. 고경식, 박세환, 박한 에 한 기록은 이덕희가 수집한 기록물에

서 락되었거나 여권상의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달라 추 이 어려웠으리라 추정

한다. 

16) Ibid., p.79.

17) Ibid., p.107.

18) Ibid., p.131.

19) Ibid., p.34. 최용선에 해서는 “Choi, Young Sun”이라고 기록된 이민자가 두 명이 존재

하여, 이  정확히 어떤 이가 남풍사 회원으로 활동하 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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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풍사의 활동 양상은 지 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첫 번째로, 통문화 계승

의 임무를 맡은 남풍사는 하와이 한인사회의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두 번째로, 남

풍사는 하와이 내에서의 통음악 향유에만 목 을 두지 않고 다른 이민족 거주민들

에게 소개하기 함이었다.20)

한인들의 심  후원의 부족으로 1927년 해산한 것으로 알려져 온 남풍사 

회원들의 활동은 사실상 그 이후에도 꾸 히 이어져갔다. 여성 심의 한국 

통공연 단체 탄생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그 활동을 이어 나간 기존 남풍사 창

단 회원들의 활동사를 아래 본문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3. 비 문 한인여성문화단체, 형제클럽과의 업을 통한 

활동 모색(1927∼1940년 ) 

1927년 YWCA 국제부(International Institute) 내에 한인 여성 문화 단체인 

형제클럽이 출범했다. 국제부는 아시아계 여성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 해 창

설된 부서 다. 형제클럽은 한인 자녀들에게 한국 통과 문화를 수하기 해 

만든 조직으로 창립자는 황혜수(Ha Soo Whang, 1892∼1984)이다. 황혜수는 

1882년에 의주 태생으로 오빠를 따라 유학을 결심하면서 미국에 오게 되었다. 

알라바마주 애선스 학(Athens College)에서 사회사업학과 교과과정을 마친 후 

20) R. Anderson Sutton, op.cit., p.103. 필자에 의해 번역됨.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Some 

of the organizing members had been trained in classical music and court dances before 

leaving Korea, and they taught young Koreans in Hawaii, using musical instruments 

and dance properties from Korea. Despite the potential embodied in this organization, it 

lasted only a short time, disbanding in 1927. Community funds were more likely to be 

devoted to the nationalist cause or to the various Korean churches, which for most 

Koreans were the focus of social life. A pattern was already established that was to 

continue down to the present. First, the Nam Pung Sa could not gain the enthusiastic 

support of the greater Korean community in Hawaii for maintenance of traditional 

Korean arts. Second, the Nam Pung Sa was not only concerned with transmission of 

those arts within the Korean community, but in making other ethnic groups in Hawaii 

aware of Korean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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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YWCA로부터 제안을 받아 1922년부터 하와이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로

부터 몇 년 후 YWCA 소속 한인 문화 단체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21) 황혜수는 

통결혼식 각색 연극 <‘코리안 걸즈 싸이클 오  조이(A Korean Girl�s Cycle 

of Joy)’>22) 극본을 어로 집필하여 형제 클럽의 기 작품으로 무 화하는 데

에 공헌하기도 하 다. 이 연극은 형제 클럽이 창단되자마자 그 회원인 한인 2

세들에 의해 무 에 올려졌다. 이들  부분이 하와이 내 공립 ㆍ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23) 

형제클럽 창단 이후 2차 세계  반발 이 까지 활발하게 펼쳐 온 형제클럽

의 공연 활동은 황혜수를 비롯한 1세  한인들의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었다. 그 표  로 수산(Susan Chun Lee, 1895∼1969)의 참여를 들 수 

있다.24) 이화학당 출신의 수산은 서양식 의료 기술을 연마한 후 궁궐 내 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오빠 덕분에 이민 오기  자주 궁궐에 방문하여 궁  무

용을 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던 남편과 함께 살기 해 어린 

딸을 데리고 하와이에 이민 온 그녀는 비 문가로서 단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한

국 통 무용 동작을 2세들에게 지도했다.25) 1930년  말부터는 하와이섬 힐로

(Hilo)에 거주하며 길성회(Kil Sung Hur)26)라고 불렸던  다른 한인 문화 단

체를 지도하던 1세  이민자, 채용하(Young Ha Chai, 1872∼?)가 황혜수에 의

해 발탁되어 형제클럽 교사로 참여하게 되었다.27) 

21) Ibid., p.104; Judy Van Zile, op.cit., pp.257-258.

22) <코리안 걸즈 싸이클 오  조이> 연극의 제작 배경과 내용에 하여는 최희 , 2021b 앞

의 논문 참조.

23) “Korean Girls Club to Present Play Depicting Home Life, Jan. 14”, The Honolulu 

Advertiser, January 8, 1928; “Korean Girl’s Staging Play”, Honolulu Star-Bulletin, 

May 19, 1934.

24) 수산의 공연 활동에 하여는 최희 , 2021c 앞의 논문 참조. 

25) Judy Van Zile, op.cit., p.258(최희 , 2021c 앞의 논문, 216면 재인용). 

26) “Kil Sung Hur”라는 조직명은 1930년  후반 힐로 지역신문인 Hawaii Tribune-Herald에 

종종 발견된다. “Kil Sung Hur Presents ‘Pear Blossom’”, Hawaii Tribune-Herald, May 

6, 1938; “Life of Korean Girl Will Be Seen in Play”, Hawaii Tribune-Herald, May 5, 

1938; “Korean Play Enjoyed Here”, Hawaii Tribune-Herald, May 7, 1938.

27) Judy Van Zile, op.cit.,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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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1920년  ㆍ 반에 존재

하 으나 해산한 것으로 알려진 남풍사 창단 회원  다수가 형제클럽의 지도 

 공연에 참여했다는 이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김홍섭은 형제클럽 

창단 직후부터 공연 연습에 지도를 담당하 다. 이는 <그림 1>에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뒷면에 서술된 설명에 따르면 이 도상 자료는 YWCA 내 단

체로 형제클럽이 결성될 무렵 앞서 언 한 황혜수 각색 연극  결혼식 장면을 

재연한 공연에 출연진들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도상 자료를 통해 수산, 채

용하 뿐만 아니라  남풍사 리더 던 김홍섭 한 형제클럽 한인 2세 회원들의 

통 노래  무용을 지도하며 연극을 무 화하는 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형제클럽 공연을 지도하는 김홍섭

출처: 비 미술  아카이  소장 “Ethnic Culture Korean” 일

김홍섭뿐만이 아니라 박한 , 고경식, 최용선 등 다른 이  남풍사 회원 한 

형제 클럽 련 자료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미술 작품 시와 함께 여러 

음악 행사를 개최한 호놀룰루 아카데미 오  아트(Honolulu Academy of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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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호놀룰루 아카데미로 약칭)28) 공연 기록에 이들의 이름이 있어 주목을 이

끈다. 호놀룰루 아카데미는 형제클럽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미술 이자 교육

기 으로 설립자는 앤 라이스 쿡(Anne Rice Cooke, 1854‒1934)이다.29) 쿡은 

선교사 후손으로 세계를 탐방하며 수집한 미술 작품을 시하고자 아카데미를 

창설하 다. 그녀는 1927년 4월 8일 호놀룰루 아카데미 개 식에서 미술  설립 

취지에 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 다.

하와이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의 자녀들은 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

어났으나 [하와이 주민으로 성장하면서] 그들 부모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와이 원주

민, 국인, 일본인, 한국인, 필리핀인, 북유럽인 등 다양한 이웃들의 문화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술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공통된 본성을 알

게 되고, 다양한 통문화를 토 로 이 하와이 땅에 새로운 문화의 꽃이 피어날 것

을 기 해 본다.30)

의 인용문은 1920~30년  하와이 내 문화  환경을 시해 다. 연합국이 

1차 세계 에서 승리한 이후부터 2차 세계 에 참 하여 속히 시체제로 

돌입하기 이 에 해당하는 시기로 비교  안정된 외교 상황에서 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개할 수 있었다. 호놀룰루 아카데미는 다채로운 문화 로그램을 통

해 다양한 민족성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만의 통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 다. 더 나아가 그 후속세 들을 심으로 각 이민자 커

뮤니티들이 서로 력하여 새로운 하와이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를 희망했다.31) 

각기 다른 이민자들의 무 가 호놀룰루 아카데미의 후원으로 빈번하게 펼쳐졌는

데 이때 한인 커뮤니티를 표했던 형제클럽은 통 노래, 무용, 놀이를 활용한 

어각색 연극을 선보 다. 이러한 지역 다문화 행사에서 남풍사 창단 회원 일

부가 형제클럽 공연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하 다.

28) 지 의 호놀룰루 미술 (Honolulu Museum of Art)이다. 

29) 최희 , 2021a 앞의 논문, 12면; 2021b 앞의 논문, 104면; 2021c 앞의 논문, 213면.

30) George R. Ellis, 1990 Honolulu Academy of Arts, Selected Works, Honolulu Academy 

of Arts, p.10(최희 , 2021a 앞의 논문, 12-13면에서 재인용).  

31) 최희 , 의 논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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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 1936년 3월 31일 푸나후 학교(Punahou School) 공연장에서 앞서 언

한 황혜수 각색의 통결혼식 재연 연극이 무 에 올려졌다.32) 1928년 연된 

이후 자주 무 화된 이 연극은 연기자들이 동작과 표정으로 연기하는 동안 성우

(‘Voice’로 기록)가 거리와 장면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성우는 

때때로 연기자들의 지문을 신 발성해 주기도 했다. 배우들의 연기 혹은 이야

기의 극 인 개를 최소화하는 한편, 한국 통 노래, 음식, 춤, 놀이를 이야기 

간에 등장시켜 다양한 한국문화 보여주기에 집 한 구성을 갖추고 있었다.33) 

이 공연 소책자에 김홍섭, 고경식, 박한  등 기존 남풍사 회원들이 ‘오 스트라

(Orchestra)’ 는 ‘음악연주자(Musicians)’로 소개되어있다. 이 남성 한국 통 

악기연주자들은 결혼식 재연 연극 내에 등장하는 음악, 춤, 민속놀이 공연 부분

에서 배경 음악을 담당하 다.

1930년  에 제작되어 2세 한인들의 표 공연물로 종종 무 화되었던 <로

터스 버드(Lotus Bud)>에도 빠짐없이 이  남풍사 회원들이 등장한다.34) �홍길

동 �을 어로 각색한 공연인 <로터스 버드>는 에서 서술한 모의 결혼식 연

극과는 달리 각 배우에게 긴 지문이 할당되어 있었으며 통풍습이 아닌 민간 

설화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야기 간에 통음악과 통춤을 삽입하

여 독자 인 한국문화를 지역 주민에게 소개하 다는 에서 모의 결혼식 각색

공연과 유사하다. 1932년 <로터스 버드> 공연 기록에 따르면 형제클럽이 고문

(assistants)과 소품(properties)을 제공했으며, 공연 휴식 시간에 최용선, 박한 , 

고경식, 김홍섭, 신용운, 김창표로 구성된 연주단이 2명의 무용수와 함께 짧은 

무 를 선사하 다.35) 신용운과 김창표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이  남풍사 창단 

회원으로 이들이 여성 무용수의 통춤 (좀 더 정확하게는 통춤을 각색한 춤

32) 이 공연의 제목은 <Honin-Yaybi, Wedding Ceremonials of Korea>로 <O Wol Dan O, 

Korean Spring Festival> 다음 무 에 올려졌다. 

33) 최희 , 2021b 앞의 논문, 110면.

34) <로터스 버드>에 한 자세한 분석은 조규익, 2004 �홍길동 이야기와 로터스 버드�, 월

인; 지, 2017 ｢하와이 한인 이주민의 �홍길동 � 각색ㆍ공연 연구｣ �한국 술연구�

15 참조. 

35) “Korean Drama Is Presented”, Honolulu Star-Bulletin, May 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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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재연) 공연을 반주하는 형태 다. 비록 연극 본이나 소책자를 통해 확인

하지 못했으나 연극에 삽입된 음악 공연 부분에도 남풍사가 반주를 담당했으리

라 여겨진다. 

1938년과 1940년에 각각 연한 <심청(The Sim Chung>과 <노래하는 혹

(Singing Wen)>36) 공연 기록물에도 이  남풍사 창단 회원들의 이름이 계속해

서 등장한다. <심청>과 <노래하는 혹>은 각각 한인 2세인 마가렛 권(Margaret 

Kwon, 1917–2003)과 리차드 수기 (Richard Sooki Chun, 1920-2012)에 의해 

각색된 연극으로 각각 �심청�과 �혹부리 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로터스 버드>와 마찬가지로 각 배우의 ‘ 어’ 사로 구성된 극 작품이었다. 이

야기 간에 뛰기, 그네 등의 민속놀이, 민요, 통춤을 삽입하 다는 에서

도 기존 어각색 연극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두 각색 연극에서도 남풍

사 출신의 남성 통음악연주단이 배경 음악을 담당하 음은 쉽게 이해가 간다.

다만 <심청>과 <혹부리 감>의 경우 남성 통음악연주단이 각 장면 개에 

효과음을 내는 역할이 더해졌다. 를 들어 <심청> 극본은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마다 “오 스트라에서 세 번의 북소리가 들린다(three majestic drum beats 

resound from the orchestra)”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청이가 공양미 삼 백석에 

아버지의 을 뜰 수 있게 해 다는 상인을 만나는 시장 장면(market scene)에

서도 이러한 악기연주자들의 새로운 역할이 드러난다. 분주한 시장 분 기를 연

출하는 장면에서 “오 스트라가 웅장한 행진 풍의 음악을 연주한다”라고 지시한 

지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노래하는 혹>에서는 주인공이 도깨비에게 

받은 보물로 동네 사람들에게 축제를 베푸는 장면에서 박씨가 연주자

(musicians)와 무용수(dancers)를 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37) 이때 ‘악기

를 들고 등장하는 년의 남자들(old men)’이라는 지문이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이  남풍사 회원들이 등장하 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38) 

36) <혹부리 감> 각색공연에 해서는 최희 , 2021a 앞의 논문 참조. 

37) <심청>과 <혹부리 감> 시놉시스는 호놀룰루 미술  자료실 내 ‘Korean Festivals’ 일

에 보 되어 있다. 본 내용은 어 본을 필자가 채집하여 번역 후 분석한 결과이다. 

38) 최희 , 2021a 앞의 논문,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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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놀라운 사실은 1942년 호놀룰루 표 지역신문  하나인 �호놀룰루 스

타 불 틴(Honolulu Star-Bulletin)� 기사에 “한인 음악문화 단체(Korean musical 

society)인 남풍사(‘Nampoorgsa’로 기록)가 타악기(drums), 피리(fife), 징(cymbal) 

등의 통 악기로 무용을 반주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다. 그러

므로 남풍사라는 단체명이 1940년 까지 한인사회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거

나 혹은 어도 1940년  에 다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39) 

의 내용을 정리하면 장년 남성 통음악 연주단은 한인 2세 여학생을 심

으로 구성된 형제클럽 공연에 연기, 노래, 춤 등을 지도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한국 통풍습 혹은 이야기를 소재로 한 어각색 연극을 무 에 올렸다. 2차 

세계 을 겪으면서 지역 다문화 행사가 격히 감소하고 YWCA 국제부가 해

산하면서 형제클럽도 차 쇠퇴기를 맞이하 다. 그러나 한인들의 통공연은 

해방 이후 새로운 배경 속에서 이민 온 한 인물에 의해 새롭게 조직되어 지 까

지도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단체와의 업을 통해 어도 1950년 까지 

지속해 온 남풍사 창단 회원의 공연 활동을 다음 장에서 논한다. 

4. 문 한인여성문화단체, 한라함무용연구소와의 업을  

통한 활동 모색(1950년 ) 

해방 후 디아스포라 한인 문화사에 획기 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한라함무

용연구소(Halla Huhm Dance Studio)의 설립이다. 한라함무용연구소는 한국 근

 무용가 배구자(1905~2003)의 제자이자 조카로 알려진 무용가 배한라(Halla 

Pai Huhm, 1922~1994)가 1949년 미군이었던 남편, 존함(John D. Huhm)을 따

라 하와이에 이주한 후 1950년에 설립한 문화 단체이다.40) 배한라는 배우자 신

분으로 이주한 후 남편 성인 함(Huhm)을 따라서 한라함(이하, 한라함으로 지

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무용소 설립 시 이 이름을 용함에 따라 한라

39) “Korean Show To Be Held on Sunday”, Honolulu Star-Bulletin, May 2, 1942. 

40) “Korean Dancer Halla Huhm Goes to Tokyo”, Honolulu Star-Bulletin, August 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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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용연구소란 공식 단체명으로 지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설립 직후부터 지

까지 운 되고 있는 표 인 하와이 한인 문화 단체로 궁 정재, 민속춤, 창

작춤 등 한국 춤 반의 다양한 퍼토리를 승하며 하와이 한인사회 내 한국 

통문화 향유를 지지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리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41) 

한라함무용연구소는 문 인으로 활동했던 한라함에 의해 설립  운 되었

다는 에서 형제클럽과 크게 다르다. 비 문 술인으로서 한반도에서 공연을 

본 간  경험을 활용하여 2세들을 교습하고 역시 아마추어인 2세들과 함께 무

에 섰던 형제클럽 여성 회원들과는 사뭇 달랐다. 한라함의 술  특징을 이해

하려면 당연히 스승 배구자의 활동사를 이해하여야 한다. 배구자는 조택원, 최승

희와 함께 한국 근  춤의 새로운 유형을 발표하고 통  소재 활용과 가무극 

결합을 통해 통 술의 화를 이루어 낸 인물이었다.42) 당시 한국에 순회공

연을 왔던 일본의 덴가쓰 술단에 입단하 고 그곳에서 숙식하면서 술 반

을 학습하여 술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으나 술단과의 불화로 결국 한국

으로 돌아왔다. 배구자는 1920년  후반 배구자무용연구소를 개설하여 단원 양

성에 힘썼다. 동시에 공연에 매진하면서 본격 인 국내에서의 무용 활동을 시작

하 다. 특히 한국 통의 소재들을 탐색하고 이를 서구의 안무기법과 융합함으

로써 국제사회에서 겨룰 수 있는 춤을 창작하는 데 집 하 다. <춘앵무>, <검

무>, <승무> 등의 한국 통춤을 극 안에 삽입하거나 통춤 반주 음악을 서구

춤 반주 음악으로 체하는 기법이 표 이었다.43) 배구자와 어린 시 부터 함

께 하 던 한라함은 자연스럽게 한국 춤의 변용과 발 에 개방 이었던 배구자

의 술혼을 이어받았고 지속 인 통춤 연마를 통해 술가로서의 입지를 다

져나갔다.44) 

41) 한라함무용연구소의 재 활동에 한 연구는 유미희, 2015 ｢미국 서부 지역의 무형문화

유산 한국춤 승에 한 연구｣ �공연문화연구� 30; 유화정, 2019 ｢미국 하와이주 한라

함 무용연구소의 춤문화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9 참조.

42) 김효진, 2016 ｢배구자의 술활동과 근 공연 술사  업 연구｣, 한국 술종합학교 

술 문사 학 논문(유화정, 의 논문, 40면에서 재인용). 

43) 유화정, 앞의 논문,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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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함은 배구자와 함께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와이 

사회에 빠르게 응해 나갔다. 하와이는 거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일본계 이

민자들로 인해 일본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언어

으로나 문화 으로 일본인들에게 큰 괴리감이 없었던 한라함은 한인뿐 아니라 

일본계 이민자들과도 친 히 교류하 다. 물론 타민족 사람들과도 빈번하게 교

류하 다. 한라함의 이러한 개방 인 성향은 한라함무용연구소의 목할만한 특

징으로 지 까지도 이어져 국 과 인종면에서 다양성을 지닌 회원들의 개별  

특성을 존 하는 방식으로 운 되어 오고 있다.45) 

필자는 어도 1950년  말까지 남풍사 창단 회원  일부가 한라함의 공연에 

참여하 음을 확인하 다. 지역신문과 하와이 학 한국학연구소에 소장 인 ‘한

라함 컬 션(The Halla Huhm Dance Collection)’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풍사 

창단 회원을 포함한 남성 통악기연주자들과 업한 1950년  한라함무용연구

소 공연은 통춤, 노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작춤 등 다양한 퍼토리를 보여

주고 있었다. 통춤은 <장구춤>, <궁 무>, <승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46) 

형제클럽이 자주 무 에 올렸던 통결혼식 각색 연극 한 한라함무용연구소에 

의해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한 특기할 만하다.47) 통음악 선율에 선보인 

‘이야기가 있는 춤(Drama-telling dance)’ 혹은 ‘ 스드라마(dance drama)’는 한

라함무용연구소를 표하는 공연물이었다.48) 가령 <방아타령>, <도라지타령>, 

<청춘가> 등은 민요 가사를 바탕으로 짧은 이야기를 엮어 통 춤동작으로 표

해냈다.49) 낚싯 를 가지고 어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어부의 춤>, 은 나이에 

44) 와 같음. 

45) Ann Kikuyo Nishiguchi, 1982 Korean Dance in Hawaii: A Study of the Halla Pai 

Huhm Korean Dance Studio. M.A.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46) “War Bride to Perform in Roll Call of the World”, Honolulu Star-Bulletin, February 22, 

1954. 

47) “Large Crowd Attends Benefit Show for Korean War Orphans”, Honolulu Star- 

Bulletin, March 10, 1953. 

48) “Traditional Korean Dance Dramas To Be Presented by Halla Huhm”, Honolulu Star- 

Bulletin, March 3, 1953. 

49) “Korean Dancers”, The Honolulu Advertiser, November 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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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표 한 < 산융마> 등 짧은 이야기를 담은 춤도 있었

다.50) 1955년에 연된 <홍진>은 승려와 비구니의 삶을 표 한 춤으로 무용수가 

삼각모와 흰색 통 옷을 입고 빠르게 도약하는 리듬에 따라 수행과정의 고통을 

표 했다.51) 한편 신라 시기에 지어진 춤을 기반으로 창작되었다고 소개된 <천

하>라는 제목의 창작무는 하늘의 신이  땅에서 인간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

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52) 

에서 로 든 1950년  한라함무용연구소 공연물에 모두 한인 남성 통악

기연주단이 참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어도 몇몇 공연에 이들이 함께 

무 에 올랐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지역신문  한라함 컬 션 자료

에 남풍사 창단 회원들의 이름이 한라함무용연구소 공연 기록에 기재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몇 가지 구체  를 하단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한반도 남북 쟁(1950∼1953)이 끝난 후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쟁으로 피

해 본 조국 동포를 돕기 한 행사가 수차례 개최되었다. 그 로 루즈벨트고등

학교(Roosevelt High School) 강당에서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 ‘한국 쟁 

피해민 기 마련 공연’은 조선 궁궐을 무  배경으로 다양한 춤과 노래 공연을 

선보 다. 아래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때 선보인 무 는 총 5장으로 

구성된 음악극으로 왕, 어린 왕자, 성인이 된 왕자, 바보, 신하, 내시 등의 출연

진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래와 춤이 등장했다.53) 이 공연의 소책자 제2면에 기록

된 한국 음악연주단(Korean Musicians)으로 제 (jaykum), 즉 꽹과리에 박찬길

(Park Chan kil), 장구(changoo)에 고경식(Ko Kyung sik),54) 북(pook)에 알

산더 김(Alexander Kim), 호 (hojuk), 즉 태평소에 이일조(Lee Yil Cho), 피리

50) “Large Crowd Attends Benefit Show for Korean War Orphans”, Honolulu Star- 

Bulletin, March 10, 1953. 

51) “Korean Dancer Enthralls Art Academy Audience”, The Honolulu Advertiser, June 25, 

1955. 

52) “Island Koreans To Honor Quinn”, Honolulu Star-Bulletin, March 11, 1958. 

53) 공연 제목은 소책자 일부분이 소실되었거나 공연 로그램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54) 소책자에는 고경(Ko Kyung)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고경식(Ko Kyung Sik)을 

오기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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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ee)에 박한 (Park Han Bong)이 열거되어있다. 이는 기존 1922년 남풍사의 

창단 회원 이외에 새로운 통 악기연주자가 등장했으며 태평소, 꽹과리가 더해

져 악기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55)

<그림 2> 1953년 동포 구제 공연 소책자

출처: 한라함 컬 션, 하와이 학 한국학연구소

1957년 7월 11일에는 ‘동아시아의 음악(Music of the Far East)’이라는 제목의 

행사가 열렸다. 하와이 학 음악 학 교수 던 바바라 스미스(Barbara B. 

Smith)의 강연과 함께 국, 한국, 일본, 오키나와 민족의 음악을 연이어서 소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한국을 표하는 공연은 <살풀이>와 <승무>

로 각각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자’, ‘승려의 춤’이란 부재가 붙었다. 두 춤 모두 

55) 고경식과 박한  이외에 다른 연주자들은 1953년 공연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

서 박찬길, 알 산더김, 이일조가 미주 본토 혹은 한국에서 방문한 연주자이거나 한 차례

의 공연에만 참여한 하와이 주민이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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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함이 추었는데 <살풀이>의 경우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향 연주로 무 를 구

성했다면 <승무>에서는 고경식이 장구를 연주하여 배경 음악을 신하 다. 고

경식의 장구 소리와 함께한 한라함의 춤은 같은 해 8월 13일 개최된  다른 다

문화 지역행사, ‘패시픽 노라마(Pacific Panorama)’에서도 연출되었다.56) 

‘한국의 밤(A Korean Night)’은 1957년 3월 2일 한인기독교회에서 열린 한국 

통 노래와 춤을 총망라한 행사로 에서 열거한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한라함

무용연구소 퍼토리가 무 에 올려졌다. 공연 소책자57)에 따르면 고경식이 장

고 반주한 <승무> 외에도 박한 과 고경식이 각각 피리와 장구를 연주하며 <장

단무>, <일약천 >58), < 노리> 등의 창작 춤 공연에 배경 음악을 담당하고 있

었다. 한라함이 무용가로서뿐만 아니라 반주자로도 활동하 고, 때로는 박한 이

나 고경식과 함께 연주하며 배경 음악을 담당하 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더 

나아가 몇몇 춤에는 바바라 스미스가 장구로 한라함 혹은 한라함무용연구소 회

원들의 춤을 반주해주어 한국 통 악기연주자의 범 가 인종, 민족  배경을 

뛰어넘어 확장되어 나갔음을 증한다.59) 이 행사에서는 통 의상 패션쇼도 거

행되었는데 박한 과 고경식이 패션쇼에도 참여하여 각각 궁 의 양반

(Gentleman of the Court)과 농부(Farmer) 복장을 하고 무 를 활보한 도 흥

미롭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남풍사 창단 회원  일부는 한인학생회가 새로 창작한 

공연에 연주를 담당하기도 했다. 1957년 6월 29일 연된 한인 학생들의 <왕과 

7번째 공주(The King and The Seventh Princess)> 연극에서 악기 연주자

(Korean Orchestra)로 한라함, 고경식, 박한 이 함께 출연했다는 기록은 이를 

56) 이때 선보여진 공연은 하와이, 일본, 한국, 국, 필리핀 민족문화를 표하는 음악 혹은 

춤이었다. 

57) 1957년 3월 2일 “Korean Night” 공연 소책자, 한라함 컬 션, Programs 1953-1958, Box 

2/Folder 1, 하와이 학 한국학연구소. 

58) 본 공연의 소책자에 “IL YA CHUN KUM”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책자에 제목을 제외하

고는 자세한 정보가 없고 이후 다른 행사에서도 이 작품에 한 보이지 않아 구체 인 

공연 내용을 악하기 어렵다. 

59) 바바라 스미스가 한국음악에 심을 가지고 장구 반주까지 한 기록은 1950년  후반 공

연 기록을 시작으로 나타난다. 구체  내용과 배경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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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해 다. 이 연극은 한국어와 어가 혼합된 본으로 구성되었으며 음악과 

춤 공연이 곁들어진 형식이었다. 이 연극을 기록한 지역신문기사에 따르면 한복

을 입은 두 명의 한라함무용연구소 회원이 춤 공연을 선보 다.60) 따라서 <왕과 

7번째 공주>에 한라함무용연구소 회원들의 창작 춤이 삽입되어 있었고 이때 배

경 음악은 한라함, 고경식, 박한 의 통 악기 라이  연주로 채워졌음을 알 수 

있다. 장년층 한인 남성 통악기연주단이 한라함무용연구소, 한인학생회와의 

업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공연 활동을 펼쳐나갔음을 확증해 주는 자료이다.

요컨  한라함무용연구소 기 공연사에 포함되는 한인 남성 통악기연주단

의 음악 활동은 1922년에 조직된 남풍사의 창단 회원들이 공식  해체 이후에도 

새로운 술단의 공연 활동에 동참하며 세계 속 한국 통문화 알리기에 꾸 히 

참여해 왔음을 증명해 다. 특히 1950년  한인 남성 통악기연주자들은 한반

도에서 문 무용수로 활동했던 한라함에 의해 승된 통춤뿐만 아니라, 새롭

게 창작된 무용 공연에 반주 음악을 담당하기도 하고, 나아가 한인 2세들이 주

최한 연극에 연주자로도 참여하 다.

5. 첫 미주 한인 통악기연주단의 활동 배경과 의의 

기존 연구에서 남풍사 일부 회원이 하와이로 이주하기  통음악, 무용을 

훈련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1903년과 1905년 사이에 이주한 이들이 과

연 한반도에서 어떤 음악인 그룹에 몸담고 있었을까? 에서 제시하 듯이 장

년 한인 남성으로 구성된 통악기연주단을 기록한 신문 자료는 타악기, 피리, 

징 등의 악기를 구체 으로 언 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도상 자료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로 <그림 3>은 호놀룰루 아카데미 주최의 한 다문화 

행사 무  뒤에서 연습 인 남성 통 악기연주자들의 모습이다. 

60) “Posed Beauty”, Honolulu Star-Bulletin, June 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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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형제클럽 공연에 참여한 한인 남성 통악기연주자

출처: 호놀룰루 미술  아카이  소장 “Korean Festivals” 일 

<그림 3>에 보이는 연주자들의 의복이나 악기편성으로부터 두 가능성을 추측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남풍사 회원들이 당시 한반도 내 궁  안 에서 활발

한 활동을 펼치던 삼 육각 악사 을 가능성이다. 첫 한인 그룹이 이주 오기 직

인 19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활동 이던 삼 육각 악사는 여섯 종류의 악기

(목피리, 곁피리, , 해 , 장구, 북)로 풍류(風流)를 연주하던 음악인들을 일

컫는다. 조선 ㆍ정조 이후 궁 이나 민간 무용에 흔히 쓰이는 악기편성이다. 

이후 피리(목피리와 곁피리)와 북이 더해진 큰 규모의 경우와 피리, , 해

, 장구로 구성된 소규모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다.61) 삼 육각 악사들은 궁  

잔치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제를 지낼 때, 부잣집의 회갑 잔치 등의 행사 등에 

청되어 다양한 공간에서 그들의 음악  기량을 펼쳤다.62) 두 번째 가능성으로 

이들이 농악 연주나 장단을 연주하던 풍물단 출신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본다. 

농  지역을 심으로 활동하던 풍물단은 꽹과리, 징, 장고, 북의 타악기로 연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여기에 소고, 태평소, 피리 등이 더해지는 수도 있었다. 남

61) 이보형, 1984 �삼 육각�, 문화재 리국; 노동은, 1995 �한국근 음악사 1�, 한길사.

62) 황미연, 2003 ｢조선시  회화에 나타난 삼 육각｣ �한국음악사학보� 30, 7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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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 련 자료에 타악기인 꽹과리, 북, 징, 장구에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악

기로 피리가 있었으며, 이후 태평소도 포함되었다는 기록을 주지할 때에 이들이 

이민  풍물연주단체에 있었을 가능성 한 배제할 수 없다.63) 

상기하 듯이 하와이 거주 장년 한인 남성 통음악연주단의 활동은 여성 

공연자들의 춤 혹은 연기를 반주하는 형태 다. 물론 한반도와 하와이에서의 여

성 공연자들은 그 문성이나 공연 행사의 성격이 확연히 달랐다. 그러나 공연 

형태와 악기편성 면에서 하와이의 남성 통악기연주단 모습이 삼 육각의 그것

과 일부 겹친다. 한편 남풍사 회원의 한반도 내 이력을 풍물단으로 추측해본다

면 한반도에서 행하던 공연과는 완 히 다른 형식과 내용의 무 를 이민 사회에

서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남풍사 단원들의 음악  배경에 하여는 그 구체  

내용과 의의를 추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장년 한인 남성연주단이 선사하는 통음악은 다인종,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하와이 지역민들에게 동양미를 표하는 동시에 독자 인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한국 통공연을 본 후 느낌을 표 한 지역신

문 기사들을 살펴보자.64) 

• 피리, 꽹과리, 장구, 북으로 통  방식의 ‘풍악’을 선사한 음악... ( 략) ...그 

특이한(quaint) 동양 음악의 이색 (exotic) 음색에 맞추어 한국 통춤이 선

보여졌다.65)

• 호놀룰루의 형제클럽은 흥미로운(interesting) 한국민속공연을 소개하 는데 무

용수들이 통 타악기의 박진감 있는 비트(rhythmical beat)에 맞추어 추는 춤

이 특징 이다.66)

• [결혼식 모의 연극]은 잘 짜여진 무 와 견고하게 구성된 색 조합, 우아한 연

63)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 진다면 1970년  와히아와 한인노인회의 설립과 함께 만들어진 

한인농악단을 최 로 이후 한인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농악단 활동을 밝힌 김묘신의 논문

을 확장시키는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김묘신, 2021 ｢해외 한인공동체의 문화  정체성 

읽기: 하와이 한인농악단 활동을 심으로｣ �공연문화연구� 42, 321-359면 참조. 

64) 각 어 기사문은 필자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65) “Pyung Kiu Kim Celebrates Sixty-First Birthday With Ancient Korean Ceremony”, 

The Honolulu Advertiser, December 19, 1927. 

66) “Racial Pageant Marks Fete for Zonta Day Here”, The Honolulu Advertiser, November 

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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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역사  가치를 지니는 단순하고 꾸 없는 공연물이다. 다수의 한인 소녀

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 스트라’만은 형 인 오리엔탈 그룹(oriental 

group)의 특징을 지닌 [ 장년 남성의] 모습으로 이들은 악기, 징, 북으로 

무용을 반주하여 이색 인(unusual) 리듬을 자아냈다.67)

• 두 명의 소녀들이 긴 옷깃의 흩날리며 승무를 출 때 피리와 북의 밝고(light) 

즐거운(joyous) 분 기의 고유한 리듬(naive rhythm)으로 반주한다.68)

• [모의 결혼식] 연극 공연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은 [한국] 고유의 동

양  매력(oriental charm)을 풍겼다.69)

• 한국 신라 시 로 거슬러 올라가 승려의 모습을 표 한 한라함의 <승무> 공연

은 과연 시각 , (리듬 면에서) 청각  매력을 유감없이 표출해내었다. 한라함

의 어깨, 옷소매, 발의 움직임과 한라함과 고경식에 의한 장고(drumming으로 

기재) 리듬 패턴은 상당히 감명 깊었으며 공연의 클라이맥스(climax)를 멋지

게 이루었다.70)

통 악기 연주의 ‘이색 ’ 모습과 소리는 한국 ‘고유의’ 문화  한국 통음

악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하와이 지인들에게 기존에 있던 여러 다민족 음악에 

 다른 형태의 음악문화 존재를 알렸다. 특히 한인 여학생들의 모습과 달리 

장년층으로 구성된 악기 연주단의 모습은 ‘ 형 인 오리엔탈’ 그룹을 잘 보여

다고 표 하 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풍기는 분 기 자체를 통해 미국 

사회에 덜 동화된 형  동양인의 모습으로 인식 한 부분이 에 띈다. 형제클

럽 공연이 통풍습과 이야기를 각색한 공연 형태를 선보인 만큼 형제클럽 여학

생들도 한복 혹은 한복을 개량한 통 의상을 입었을 터인데 유독 남성 연주자

들에게 생경함을 느 다고 표 한 은 흥미롭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들의 한

국 통 ․타악기 소리 한 깊은 인상을 풍기기에 충분했다. 

1920년  부터 ‘이색 인 음색과 리듬을 갖춘’ 독자 인 한국의 소리를 하와

이의 다인종, 다민족 지역 주민에게 소개하여 동양  미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

를 지닌 한인의 존재를 각인시키고자 했던 남성 통악기연주자들의 공헌을 과

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67) “Korean Spring Play Pleases”, Honolulu Star-Bulletin, April 1, 1936. 

68) “Korean Show in Frear Gardens”, Honolulu Star-Bulletin, May 13, 1942. 

69) “Much Interest In Fantasy By Korean Players”, Honolulu Star-Bulletin, Mar 27, 1936.

70) Edgar Knowlton, “Pacific Panorama Is Varied, Delightful”, 한라함 컬 션, Newspapers: 

English, Box 3/Folder 1, 하와이 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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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본 연구는 1903년과 1905년 사이에 노동자로 이민 오기  삼 육각 악사 혹

은 풍물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짐작되는 미주지역 첫 한인 통악기연주자들의 

활동사를 고찰하 다. 장년 한인 남성들로 구성된 이들은 1922년 남풍사로 시

작하여 1927년 설립된 형제클럽, 1950년에 설립된 한라함무용연구소 공연에 참

여하면서 통공연 변용과 발 에 공헌했다. ․타악기 연주자들이 함께함으로

써 완성된 하와이 한인의 통 술공연은 <승무>와 같은 통춤에서부터 통결

혼식 재연 연극, 민간 설화를 어로 각색한 음악극, 이야기를 담은 창작 통춤

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다. 이들의 활동은 20세기 ㆍ 반 하와이 한인 공

연문화 변천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끊임없이 통문화를 보존하고 새롭게 발 시

켜나갔던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화 활약상을 증해 다. 

1920년 부터 1950년 까지 약 40년에 걸쳐 다양한 지역행사와 공연 무 에 

참여했던 남풍사 창단 회원들의 음악 활동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민족 정체성과 

자 심을 일깨워 주고 다민족ㆍ다인종으로 이루어진 하와이 지역민에게 이색

이면서도 독자 인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당시 한인 통

문화 공연물 제작  무 화에 남성 통악기연주자들의 공헌이 있었음은 주목

할 만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주 한인들이 1920년 부터 남녀노소, (비) 문

인 할 것 없이 다양한 통문화 요소를 통합하여 각색한 공연 콘텐츠 제작에 힘

써 왔음을 논증한다. 동시에 여성 공연자 심으로 다루어져 왔던 20세기 ㆍ

반 미주 한인 통공연사의 기존 담론을 일부 수정한다. 

장년 한인 남성 통연주자들의 역할은 차 한국에서 빙하거나 이민 온 

통 술인 혹은 한라함무용연구소 입단 후 문  교육과정을 마친 문 여성 

술인으로 체되었다. 1922년부터 남풍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던 장년 연주

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주 활동을 멈추고 한라함이 차 한국 내 

문 술인들을 하와이 한인사회의 공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결과 다. 

1960년 부터 한라함은 김천흥, 이지산 등 한반도에서 활발히 활동 이던 당  

최고의 한국 통공연 술인들을 빙하 다. 새로운 춤을 배우기 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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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장기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는 하와이에 뿌리내린 한국 춤 문화

가 지역  한계에 따른 고립을 극복하기 한 략이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라함무용연구소는 근  신무용 승이나 취미로서의 춤 향유에 그치지 않고, 

문 이고 포 인 한국 통 술 단체로 나아갈 수 있었다.71) 

세기에 들어와 문화산업은 분야와 장르를 불문하고 거 한 흐름의 메가트

드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화 시 를 넘어 정보와 지식기반 산업을 거쳐서 이제

는 문화산업이 한 국가의 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운 되고 있다. 특히 

공연, 무용, 음악, 통, 시, 융복합 공연 등 공간 기반 문화 술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있어 통으로부터 그 창작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

가는 이른바 ‘문화원형’의 개념이 한류의 인기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했

다. 한국 통과 역사가 담긴 문화상품들이 국내는 물론 외국 소비자들에게 어

필되고 문화 소비의 확 재생산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산업  기반은 

통공연 술은 물론이요 설화나 민담, 신화, 역사  사실 등의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으로부터 창작 동기를 끌어오는 ‘소재주의  문화원형’으로부터 출

발한다.72) 지 으로부터 100년 부터 남성 통음악연주자들의 참여로 하와이 

지역에 소개되었던 20세기 ㆍ 반 한국 통공연은 통문화 세계화를 한 

문화콘텐츠 제작의 역사  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한인 디아스포라 공연

문화에 한 활발한 연구는 물론 통 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

작으로 이어지기를 기 하며 본 연구를 마친다. 

주제어 : 남풍사, 디아스포라 음악, 20세기 하와이, 통공연 술, 형제클럽,  

한라함무용연구소, 다문화주의

투고일(2022. 1. 8),  심사시작일(2022. 2. 9),  심사완료일(2022. 2. 25)

71) 유미희, 앞의 논문, 384면(유화정, 앞의 논문, 40면에서 재인용). 

72) 김 욱, 2010 ｢문화원형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와 공연 술산업 발  가능성에 

한 연구｣, 추계 술 학교 석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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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First Korean Traditional Musician Group in 

the United States(1920∼50s)  

73)

Choi, Heeyoung*

This paper examines activities of the first Korean male musicians performing 

traditional Korean music in the United States to expand the previous discourse of the 

Namp'ungsa. The Namp’ungsa, established in Hawai‘i in 1922, has been known for its 

short existence due to the Korean society’s lack of interest in musical activities. 

Moreover, previous studies discussing the performing arts of the Koreans in Hawaiʻi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have been focused on the Hyung Jay Club (1927∼1940s) 

and the Halla Huhm Dance Studio (1950∼), all of which were established and 

dominated by females. Based on analysis of local newspapers and archival resources 

collected from the Honolulu Museum of Art, the Bernice Pauahi Bishop Museum, and 

the University of Hawaiʻi at Manoa Center for Korean Studies, I found that the former 

Namp'ungsa members continued to participate in musical activities until the 1950s. 

The Korean male musicians played traditional percussion and wind instruments to 

accompany diverse performances ranging from traditional Korean dances like Monk's 

Dance (Sŭngmu), a short dramatic play reenacting Korean wedding ceremony, and 

English-language musical plays adapted from Korean folk tales. Some of the musicians―

in terms of their instrumentation, performing styles, and costumes―are assumed to have 

worked as samhyŏn-yukkak or p'ungmul musicians before leaving for Hawaiʻi to be 

plantation workers between 1903 and 1905. The middle-aged Korean male musicians, in 

collaboration with 1st and 2nd generation Korean females of the Hyung Jay Club and 

the Halla Huhm Dance Studi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serving the Korean 

* Visiting Scholar, Department of History,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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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spora’s ethnic identity and introducing diverse Korean culture to multi-ethnic, 

multi-racial local residents in Hawaiʻi.      

Key Words : Namp’ungsa, diasporic music, 20th-century Hawai‘i, traditional 

performing arts, Hyung Jay Club, Halla Huhm Dance Studio, 

multicultur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