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냥과 육의 까교· 새외동표의 냥륙한 음악 전승 

유영인(한국예술종합학교 강샤) 

1. 들어가는알 

송1 국 문화룡 정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찾아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세계 

1• 의 웬만한 대도시에 가연 한국 음식정에서 한국 음식올 역고 영어 자악과 
함께 한국 영화흉 보는 일이 낯셜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국 문화뿐 

아니라 다른 민촉의 다양한 문화 또한 그 민족 구성원이 살고 있는 공간올 녕어 

세계 각 곳에 존재한다 이와 강용 문화의 세계화 현상을 셜명하기 위혜서는 문 

화흩 어느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특정짓는 불연의 요소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의 “탈영토화"( deterri torializa tion)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 

람도， 문화도 본래 속해 있던 지리적 영토의 경계룡 ii잉없이 념나드는 현대 사 

회에서는 얼리 있는 사랑도， 얼려 있는 문화도 가강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탈영토화” 현상올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을이 온국올 떠나 새 

로운 환경에서 삶을 개척해나가는 재외동포， 즉 디아스포라，Diaspora) 사랑들이 

다 재의동포는 자신이 속해 있던 지리객 영토의 정계를 넘어선 채 살아가는 “탕 

영토화”된 사랑들이여， 이들이 가꾸어가는 문화는 “활영토화”왼 본국의 문화이자 

거주국 안에서 “재영토화”왼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7년을 기정으로 한국의 재외동포 인구가 7백만을 녕어섰고， 재외동포 

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성도 운에 역게 늘어났다 2007년 냥붓정상회당에서는 

해외 동포의 권리와 이익융 위한 협력을 강화’ 하기호 합의했고， 같온 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도 재외동포 정책올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제 재외흉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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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참정권올 가질 날이 얼지 않아 보이고，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왼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한국 

정부에 지속척으로 호소해온 재외동포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우가 

서서히 재외동포의 중요성올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국의 영토 밖으로 용직이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객 2산도 온국 

의 영토 밖으로 가지고 나가 본국의 문화률 탈영토화 시킨다 일반객으로 운화의 

탈영토화 현상은 문화의 세계화 현상과 함께 언급왼다 그러나 세계화의 액락에 

서 탈영토화 왼 문화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타나지만， 디아스포라의 액락에서 

탕영토화 왼 문화는 새로운 시공간 안에서 다시긍 재영토화 되기 때문에 디아스 

포라 운화는 “탕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외동포들의 냥북한 음악 전숭과정올 살여용으로써 납북한 읍 

악이 온국에서 어영게 당영토화 되고 서주 국 안에서 어떻게 재영호화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탈영토화 된 냥북한 음악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항올 당당했는지， 나아가 이를의 응악 황퉁이 본국과 거주국의 음악 운화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납북한의 대표적인 디 

아스포라 공동체인 미국 로스앤첼레스의 냥한 재외동포 사회， 그리고 일용의 북 

한 채외동포 사회， 즉 총련(재일조선인총련합회)의 용악 앙통융 주요 연구 대상 

으로 상았으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간혈척으로 행한 현지조사와 

2004년‘ 2005년 두 차헤의 일본 현지조사릎 토대로 이루어졌다 

2 미국과 일본에셔의 냥북한 다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본국의 경계선올 넘어 새로운 거주국 안에서 생겨냐는 공통째로 

서 본국과 거주국， 양국과의 밀접한 연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갱셰성올 형성 

해간다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는 거주국에 옹당고 살연서도 본국에 대한 상실감 

내지 향수를 간직하게 되는데， 본국에 대한 판싱이나 거주국에 대한 귀속갑용 각 

각의 디아스포라가 겪은 경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냥한 다아스포 

라와 일본의 북한 다아스포라를 비교해보연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2000년 미국 샌서스 용계에서 120만 영 인구로 집계왼 미국 내 한인 교포의 

역사는 1903년， 조선인 102영이 사탕수수 놓장의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하와이 

에 도칙하연서 시작되었다 1 1 905년에는 죠선인 인구가 7천여 영으로 늘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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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와이에서 이이 터융 장옹 일본인 노동자롤에게 조선인 노동자둥이 정쟁상 

대로 떠오르자 죠션의 외교권융 거어겪게 원 일본 정부는 한인의 미국 이민융 금 

지하기에 이를다 이어 1924년에는 미국이 동양인 이인 금지법올 발효함으로써 

한인의 미국 이민은 해방 때까지 거의 끊기게 왼다 한국전쟁이 끝냐고 미국으로 

전쟁고아의 입양파 전갱신부의 이인이 이어졌지안， 미국 내 한인 교포 인구가 급 

속도로 늘어낭 것은 1965년 미국 이인법 개정 이후였다 미국은 아시아 이인자틀 

의 숫자흉 쩨한하던 쿼터제륨 없애버였고， 한국 정부는 인구 폭풍 문제융 혜경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으로의 이민올 적극 권장하였다 바호 이때우터 이민 

길에 오흩 남한 사랍들이 현재 미국 내 한국 디아스포라 공통체용 일구어낸 장본 

인들이다 이둥 대부분은 “기회와 명퉁의 나라”라고 알려진 미국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자녀들에게 양갱의 교육환경올 마련얘주기 위해 자방격으로 한국 

올 떠난 사랍률이여， 따라서 온국에 대한 향수흩 어느 갱도 간직하연서도 거주국 

에 대한 귀속감 또한 갖고자 노력해왔다 

미국의 교포 사회와 달리 일본의 교포 사회는 온국에 대한 깊용 상실갑과 거주 

국에 대한 거부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되었다 일제강정기에 본격적으 

로 시작왼 초션인의 일본 이주는 일온의 식인지 정책으료 인하여 살기 어려워진 

사랍들이 대부운이었고， 욕히 1939년부터 시작왼 조선인 강재 갱용으로 인하여 

일본 내 조선인 인구는 1 938년 80안여 영。1었던 것이 1945년 해앙 당시에는 2액 

안 영에 달하게 왼다2 이툴 충 대다수는 해앙과 함께 귀국길에 융랐으나， 약 60 

안 영옹 일본에 남아 현재의 재일 교포 사회률 일구기 시작한다 용흔 일온에 잔 

류하게 왼 사랑을 역사 자방척인 결정애 의한 것이기는 했으나， 당시 일본 정우 

가 일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조선언의 재산융 극도로 제한했고， 이미 한 

국보다는 일본애 삶의 터전융 갖고 있던 사랑률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액이기도 

했다 게다가 융아가야 힐 고국이 냥파 북으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그률이 귀국융 앙생인 이유였다 철국 그동용 한반도 정세가 냐아지 

l 이국 내 얻인 인구는 미국 인구초사국'(U. S. Census Bureau)의 홈에。l~l(ww‘Y.Cl'nsus 

gov) 창조 이주 얻인 이인사 연구는 칙용융{Bong-youn Choy)의 KoreQlrs i’'A ’mmca 
(1979) 죠문(Moon H ’이외 KOf/!au lmmigrauts aud the Clrallenge 01 Adju51me씨 (1999), 
한이흉포재당의 ’이주한인이인 1110녕사J (2002)용 장l하었다 

‘ 져잉조션인 연구는 이쟁수{Changso。 μ.)의 Kor.“'" ’fI lapan: Ethnic CoI꺼ic/ and 
Acrommooalioll(1981 ) 소냐 양(Sonia Ryan잉의 Nα'th Kor.“ 115 in lapan: Langl‘'g<. 

fdeol，앵y. "nd /dtlltily( I 99:기와 Korro’'"’I japalr: Critical V~α“!S from t/le Ma갱'in (2000) , 강 
재언과 검용흩외 r찌일한국 죠션인 역사와 전앙J(2뼈)융 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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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고국에 올아가리라는 회앙융 용옹 채 일본에서 삶옹 이어가기로 하였고， 따라 

서 이들 디아스포라 공용제는 본국에 대한 깅은 향수와 거주국에 대한 저항갑용 

간직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3 냥륙한 음악의 당영토화 

본국의 영토 밖으로 이주하는 사랍틀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국의 문화 

척 자산융 거주국으로 가지고 가게 마련이다 6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냥한 

사랑툴， 일본강정기에 일본으로 떠밀려간 조선 사랑을 오두 한반도 영토 밖으로 

한국 음악， 혹은 조선 용악융 황영토화 시킨 주역틀이며， 혹히 초기 디아스포라 

시기에는 음악 전문언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60년대에 전문 국악인률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용 미국으로의 이민 용결 

용 야기했던 미국 이민엉 개정보다는 60년대부터 잦아진 국악인의 해외 공연 억 

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한인 최고 밀집지역인 로스앤쩔래스에 처음으로 전 

문 국악인들이 정확하게 왼 것옹 1%2년 정부 후앤 아래 미국 공연옹 가진 5 

16 장학재단의 민속예슐단， 그리고 1964년 김생려와 권혀성이 초칙하여 미국， 유 

엉 순회공연융 가진 아리랑가우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16 장학재단이 파견 

한 민속예술단에는 이용엽(대금 주자)과 정재국(며랴갱악 잊 대취타 보유자， 한국 

예숭종합학교 교수)이 단앤으로 장가했고， 이 두 사랑용 미국 공연올 아친 후 

UCLA에 민족음악학 전공용 만툴어 다양한 나라의 용악융 가르치고 있던 앤용 

후드 앙에서 한국옹악용 션보이게 왼다 UCLA에서 한국용악용 가르칠 수 있융 

지 타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안 이 두 사랑은 끔 한국으로 툴아오게 된다 이후 

아리랑가무단 단원으로 다시 미국올 찾은 이용엽옹 순회공연 후 함께 단원으로 

왔던 다른 국악인들파 함께 로스앤쟁래스에 정착하었고， 1966년부터 1 997년까지 

UCLA 민족옴악학파에서 한국융악 앙상블올 지도하게 왼다 또한 동생 이홍형 

(피리)， 부인 김화자(무용)， 그리고 션문 국악인용 아니지만 장구훌 손수 안등어 

항상 연주하고 다년 억에 ‘장구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언 하와이 이인 l새 깅월 

권파 함께 로스앤생레스 곳곳에서 한국옹악올 공연하며 초기 하와이 이인 교포 

융융 위로하고 미국 사회에 한국용악융 전했다 

이동엽에 이어 현재 UCLA에서 한국옹악 앙상용융 지도하고 있는 김동석이 

1970년 도미했고， 이어 다흔 국악인들의 이민도 늘어났다 1973년 설럽왼 재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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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원은 바로 이때 도미한 국악인들이 주축이 되었고， 계속 단원들의 교체는 있었 

지만， 지금까지도 정기연주회와 강슐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재미국악씬 

외에도 1 980년부터 김동석이 이끌고 있는 한국음악우용 아카데미는 미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음악융 소개함으로에 미국 사회에서 한국음악의 저변확대에 

큰 기여률 하고 있다 또한， 최경안은 1987년 국악을 배우고 싶어 하던 젊은 교 

포 학생들올 주축으로 시나위(이후 중앙국악원으로 개영)흘 결성하고 3회의 정기 

공연올치러내기도 했다 

교포 I세는 대부분 온국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자발적으효 

본국올 떠나긴 했지만 자신보다는 자식들올 위한 이민이기 때문에， 이미 삶의 많 

은 부분융 본국에서 지낸 1세로서는 본국에 대한 향수툴 떨쳐버리기 힘들다 더 

욱이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미국 주휴사회로의 연입이 힘든 경우에는 미국에 대 

한 귀속강보다는 본국에 대한 귀속감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억 속에 있는 고향옹 

쫓아 공홍셰률 형성하게 왼다 국악인 교포 1세에게 기억 속의 고향을 찾는 홍로 

는 다롱 아닌 국악이었다 국악올 흥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올 확인하고 나아 

가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한국올 알려는 역할올 스스로 당당한 것이다 이동 

엽융 비롯한 1세 국악인들용 안나연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 문화대사로서 

의 자긍심윷 느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온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한국음악올 사용한 것은 일본 재 

외동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본국에 대한 애착이 향수에 그치지 않고 반드 

시 본국으로 툴아가리라는 확산올 갖고 있었던 쟁， 그리고 거주국인 일본에 대하 

여 귀속감을 느끼지 옷함은 율흔， 아예 거부하고 있었다는 정이 미국 재와흉포와 

다른 점이었고， 이 때문에 일본 재외동포， 특히 총련의 옴악활동은 미국 교포 사 

회의 음악활동과 차이률 보이게 왼다 

일본으로 건너용 조선인의 99%는 한반도 납쪽 지망이 고향인 사항을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조국이 냥북으로 운단되연서 냥과 북 중 한쪽올 조국으로 선택해 

야 했던 이들은 90% 갱도가 지리객인 고향과 상판없이 북한올 조국으로 선택하 

고 일본 내 북한 디아스포라릉 형성한다 일본에 뿌리 내리고 살 생각은 없지얀 

조국이 통일되어 안정올 되찾올 때까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질 수 있을 때까지 

일온에 살연서 귀국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해방 직후 조련(죠선인 

련맹)옹 조직하고 민족학교를 세워 자식틀에게 한국말로 교육올 시켰다 이후 

1949년에 조련이 강제 해산되고 인족학교가 강제 빼쇄되는 수난올 겪었으나， 

1955년 죠련의 후신으로 총련(재일조선인총련합회)이 조직되연서 민족학교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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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었다 더불어 같은 해 총련 산하에 선문공연단셰인 재일조선중앙예술단(현 

금강산가극단)이 만들어지연서 북한 재외동포의 응악활동이 시작된다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의 초기 공연은 냥과 북을 기을 수 없는 해방 이전의 조선 

용악파 우용이었고， 서양옹악올 연주하던 옹악가를도 단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 

다 그러나 1959년 재일조선인들이 일부 북한으로 귀국하기 시작하면서 일본파 

욕한 사이에 귀국션이 요가게 되고， 이 귀국선올 통해 본국인 북한과의 소똥이 

가능해진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은 북한의 민족음악으로 새홉게 출발할 수 있는 계 

기릎 마련한다 1960년대 북한은 악기개량이 활방히 이루어지던 때였고， 북한은 

개량왼 악기와 함께 새로 창작원 음악 악보， 그리고 그 옴악올 가르철 수 있는 

연주자들까지 귀국선에 태워 보냈다 아직 냥한도 북한도 일본과 외교관계가 없 

던 터라 귀국선올 타고 온 북한의 연주자을응 일본 땅에 발도 옷 디딘 채 배 안 

에서 재일조선중앙예술단 단원들을 가르쳐야 했지만， 예술단 단원들은 조국의 음 

악올 연주한다는 기뽕파 자부싱올 가지고 애영미도 야다하고 배 안에서 조국의 

음악올 배웠다 트렁햇올 연주하던 사랑도 트컵엣을 포기하고 가야금을 연주했 

다 결국 1965년 북한의 개량악기안으로 전연 재연성한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은 

북한의 악기로 북한의 음악을 연주하며 죠국에 대한 재일조선인의 상실강올 채 

워주었다 

4 냥륙한 다아스포라의 원거려 민족주의 

운화의 탕영토화는 현대 문화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특정으로， 디아스포라의 

확산， 대중매체의 발전과 함께 생겨났다 그러나 탈영토화왼 문화는 공중에 표류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영토화 과정올 방는다는 정올 간과해서는 안 왼다 

탕영토화률 운화 호름의 중싱통력이라고 강조한 아르춘 아파두라이도 탈영토화 

왼 사랑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반드시 본국 문화률 십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3 

세계화 안에서의 문화 연구에 주력한 존 통련슨도 당영토화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재영토화가 일어난다는 정을 강조한다4 운화의 재영토화 초기 단계에서 

는 본국에 대한 향수와 상실갑융 달래기 외해 본국의 문화흘 이어가지만， 낭만적 

3 아르준 아따두라이 (Arjun Appadurai),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Public Culture ν2(1 9':’이 p. 5 

‘ 존 용련슨Qohn Tom\inson), 김숭현 정영희 &깅‘ r세계화와 문화J . 2004,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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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수에서 벗어나 거주국에 뿌리룡 내리연서부터는 본국의 운화 활동에 적극 

척으로 참여하며 본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보다 인강하게 반용한다 이와 같이 온 

국올 향한 디아스포라 사랍들의 끊임없는 애국성， 본국의 이익올 위한 적극척인 

정치， 문화 활동 둥융 가리켜 민족주의 연구의 대부인 에네닥트 앤더슨온 원거리 

민족주의 (long.distance nationa lism)라고 청한다5 

미국과 일본의 초기 냥북한 디아스포라는 본국에 대한 향수와 상실강으로 탕 

영토화왼 본국의 옹악올 지켰지만， 아직 거주국에 삶의 뿌리를 내려지 못한 상태 

였고 디야스포라로서의 정에성보다는 단순히 삶의 장소안 옳겨온 한국인， 조선인 

으로서의 정셰생이 강혔다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곳이 온국이 아닌 거주국이 

라는 정올 인정하고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올 찾기 시작할 우엽， 냥북한 디아 

스포라는 단순히 탈영토화의 시기훌 넙어 원거리 민족주의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갱에서 냥북한 본국의 음악이 더옷 적극객으로 활용된다 

미국의 냥한 재외동포들이 원거리 민족주의에 활용한 본국의 음악온 풍융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지금은 미국 한인 문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풍물이 미국에 전 

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5 . 18 광 

주항쟁 수배자로서 미국에 망영 (198H993)한 윤한용은 1983년 로스앤첼레스률 

시작으로 뉴욕， 시카고 둥지에서 재미한국갱년연합(한갱련)올 결성하여 미주운통 

올 전개했다 융한용은 탈춤강습과 운동가요 보급융 시작했고 1984년에는 한갱 

련 회원 한 영올 광주에 따견하여 중율율 배워오게 했다 그러던 중， 1985년 양 

미 중이던 황석영이 뉴욕 한갱연 안에 풍융패 “비나리”률 만들고 창작 마당극 

“챙산이 소리쳐 부르거든‘’융 공연한다 이 공연의 성공이 다른 지역 중울왜 결성 

에도 자극을 주어 시카고에는 “일과 놀이’'(1988) ， 로스앤젤레스에는 “한누리” 

(1992)가 탄생하게 된다6 

공식객인 풍용꽤 탄생옹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지안 풍율에 대 

한 판싱은 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관심과 함께 80년대 마국 교포 사회률 휩 

쏠었다 용물패 “한누리”가 속해있고 로스앤겔레스 한청연 활홍의 근거지였던 인 

족학교(Korean Resource Center)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풍몰아 연주되고 

있었다고 민족학교 실무자들은 천한다 1990년경에는 인족학교에서 풍올 연주자 

등이 토요일마다 모여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992년 안치 

환의 북미주 순회공연올 민족학교 풍율팀이 주최하연서 “한누리”라는 。1릅올 내 

i 에네닥트 앤더쉰-이ct Anderson), "Exodus", CritiCllI 11띠uiry 20(1994) pp. 326-327. 
‘ 윤한용‘ r운홍화와 똥가땅J(l996)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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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게 되었다 당시 풍융융 가르쳐줄 사랑도， 풍올 비디오테이프도 찾아보기 힘툴 

었다 때문에 카세트태이프용 듣고 또 틀으연서 풍용가락융 익혔고， 그러다가 한 

국에서 문화단체가 오거나， 누문가 용용을 한국서 배웠다는 사람틀이 오연 우조 

건 찾。까 강습을 받았다 “한누리 에서도 한국에 사랑용 파견하여 풍플올 배워 

오게 혔다 이런 식의 학습옹 당시 미국 천역에 악 뿌리률 내리기 시작하언 용용 

패둥이 공용적으로 사용하언 방식이었다 “한누리‘’ 외에도 1986년부터 활홍한 

민중문화연구소”와 그 후신으로 1992년에 결성원 “우리문화흥동혜”가 1998년껴 

지 흉물 보급에 견인차 역힐올 했다7 

풍융융 연주하며 온국의 인주화 운용에 함께 참여한 미국 재외동포는 대다수 

가 갱소년기에 이민길에 융라 미국에서 성장한 소위 1.5세었다 본국에 대한 기 

억옹 있지만. 1세와 달리 1.5세는 온국에 대한 악연한 향수훌 용기보다， 거주국인 

미여 사회에 적용하연서 자신의 갱세성율 확인하고 싱용 세대었다 거주국인 미 

국에서 뿌리내려야 하는 디아스포라 구성원임융 받아를이연서 동시에 본국에 대 

한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대용하며 미국 사회 안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셰성 

융 새로이 구축한 이를의 읍악안동옹 원거리 민족주의의 대표척인 사에라 할 수 

있다 

한연， 일본 내 북한 다아스포라의 씬거리 민족주의는 일본파 냥한 간의 외교판 

계 개선파 함째 시작되었다 륙한과 일본을 요가언 해국선 외에는 한반도 어디와 

도 교류힐 수 없었던 재일조선인률옹 1965년 한일협정파 항깨 획기걱인 변화용 

잊게 된다 1%5년까지 일본에 잔휴뼈 있던 남북한 사람톨용 비륙 냥!츄 어느 쪽 

올 지지하는지에 따라 대렵되어 있었지만， 엉적으로는 모두 우국척 이앙인이었 

다 그러나 한일협갱파 함께 냥한 국적융 취득한 사항에게는 영주권이 주어졌고， 

나머지는 여전히 우국객 이 l상인으로 냥게 되었다 냥한 국적흘 취득한 사랑을온 

드디어 고향 방문올 시작했다 남북 분단이 어느 정도 고작화된 상태에서 냥한 

국척융 취득하지 않는 것은 명생 고향에 갈 수 없융지도 모를다는 것올 의미했 

다 그렁에도 용구하고 60안여 명 중 25만여 영옹 냥한 국적올 거부하고 북한의 

왼거리 민족주의자로 냥게 왼다 냥한 국적을 포기한 것용 혹한의 재외동포로서 

의 정체성올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이나 다룡없는 일이었고， 동시에 언젠가 귀국 

하려라는 회앙융 접고 이제 욕한의 디아스포라 일앤으로서 거주극인 일용에 상 

의 뿌리릅 내리기로 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 이국에서의 용흘 전송과정용 씬에련， 미극얘서의 용융 그 뻐리와 여갱 r용악파 문화， 5호 

(2001)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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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흩 내리기료 한 거주국 일본에서 북한의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본국과의 강한 연계 속에서 북한 국민으로서의 정셰성융 확인하고， 동시에 

일본 사회 안에서 북한 다아스포라로서의 소수인족 갱체성올 표현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개량악기로 재연성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이 정정 더 

북한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올 수 있다 특히 1974년부터 재일초선중앙예술단은 복한올 직접 방문항으로써 

본국과의 직접적이고도 강한 연계를 용해 온격적인 앤거리 민족주의의 주역이 

왼다 

재일조선인들응 일본이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여 무국걱자에게도 여행 허가를 

내주기 시작한 1981년까지 일본 영토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는 1970년대부터 총련 대표들에게 욕한으로의 여행허가률 내주었고， 따라서 총 

련 산하의 재일초션중앙예술단도 북한을 방문힐 수 있었다 1974년에 김일성 앞 

에서 공연을 펼친 재일조션중앙예술단응 당시 북한에서 절정기릉 잊고 있던 혁 

명가극 중 하나인 r금강산의 노래j률 션수망아 1975년까지 일본에서 여러 차례 

공연율 하게 왼다 이률 계기로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은 금강산가극단으로 이즙올 

바꾸고， 본국에 직접 갈 수 없었던 재일조선인들에게 조국의 대표척인 공연예술 

융 보여중으로써 온국과의 연계융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항융 당당했다 이때 

활동하던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2세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에서 차 

별은 겪었지만， 1세 부모와 달리 고향으로 올아가야 한다는 정실항이 덜한 이들 

은 삶의 뿌리률 내려야 하는 곳이 남도 북도 아닌 일본이라는 것융 어렵풋이 느 

끼고 있었다 그래도 무국적 이방인 취급융 받던 이들에게 조국은 반드시 존재해 

야 힐 실재었고， 따라서 상상 속에서안 존재하던 조국 땅올 밟는 것은 자신의 정 

에성융 확인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더욱이 조국의 응악을 그대로 가 

지고 와서 일본에서 공연한다는 것 자쩨가 본국에 대한 강한 애착올 갖게 안드는 

것이었고， 이 공연을 관랑하는 재일조선인에게도 금캉산가극단의 공연은 원거리 

민족주의의 기쪽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왼거리 민족주의는 온국에 대한 강한 애착이 전제되지만， 그 얘작은 개인적인 

갑상이나 본국으로의 귀국올 염원하는 마옴이 아닌， 이미 거주국 안에서 적용해 

가는 디아스포라 공동제의 집단적인 정제성의 표현이다 에네덕트 앤더슨은 원거 

리 민족주의자란 온국과 거주국 양쪽파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으연서 ‘’디아스 

포라의 주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셰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랍들이라고 얄한다8 따라서 웬거리 민족주의의 액락에서 활용왼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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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한 다아스포라 융악용 온국과의 연계쁜만 아니라 거주국과의 연계 안에서 바 

라보아야 한다 본국의 음악용 용해 확인하는 갱채생용 이미 본국에 살고 있는 

냥북한 사랑률의 민족 정셰성파는 상이한， 측 거주국 안에서 새흩게 앵성되는 소 

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며， 이률이 지켜나가는 본국의 용악용 거주국의 비주휴 

운화로 재연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씬거리 민촉주의는 디아스포라 문화 

의 재영토화가 시작되는 곳이라 하겠다 

5 냥혹한 용악의 재영토화 

탕영토화원 문화의 재영토화는 온국의 운화흩 단지 장소훌 옮겨 싱는 것안올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용 시공간의 맥락 안에서 재창출되는 디아스포라 문화는 

온국의 문화훌 자산으로 상지안 시간이 지나연서 거주국이나 거주국 안의 다른 

소수인족 문화와 지속적으로 영향융 주고받게 왼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문화는 

흔히 혼총문화로 용리며， 거주국의 문회는 용룡 본국외 문화까지 역동척흑로 변 

화시킨다 이찌 반세기 청도의 역사용 갖고 있는 이국과 일본의 남북한 디아스포 

라는 아직 뚜렷한 혼종문화활 창용했다고 보기 힘즙지만. 01미 디아스포라의 정 

제성을 인식한 이툴의 문화는 외식척으로든 무의식객g로든 채영토화 과갱융 용 

해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내 냥한 디아스포라 용악의 채영토화 과정용 융악 자세보다 용악율 연주 

하고 수용하는 사랑률의 의식 연화에서 찾아용 수 있다 지금도 풍용옹 여전혀 

미국 한인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장고 있다 그러나 용용을 연주하는 이률옹 교 

포 2세로 세대가 넙어오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풍융의 의미에도 변화톨 보이 

고 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정치상황에 공갑하는 이을이 풍용을 연주하며 본 

국의 인주화훌 기씬했다면. 1990년대부터 미국 대학에서 생겨난 용융때률옹 용 

율 연주흉 흉혜 한국인이 아닌 “코리안 아메리캉”으로서의 정에성융 안률어가는 

것융 목표로 삼는 경우가 대부훈이다 이러한 연화는 교포 사회가 미국에서 태어 

나 자란 2세로 세대교체가 이후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교포률이 겪옹 

소수민족으로서의 경험 때운이기도 하다 

1992년 미국 한인 사회는 커다란 시련을 맞게 왼다 교포 사회얘셔는 껴 29" 

• 에예외트 앤터슨(Benedict A찌erson)， Tht: SIα"π cf CDmparis(Jrls: Nafio ω"‘ m， 50utheast 
Asin a，띠 ’1, “Iorld(l998)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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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얄려져 있는 LA 쪽풍이 그것이다 미국 갱부는 한인과 혹인의 갈퉁옹 과장 

되게 부용리연서 LA 혹동의 책임융 한인에게 동혀버혔다 엉갱난 재산 피해흩 

입고도 거주국인 미국으로부터 보호의 손길올 받을 수 없었언 한인틀온 이 사건 

융 계기로 본국에서 거주국으로 눈율 을리게 왼다 거주국 안에서 소수민족으로 

서의 자리훌 확립하지 옷항 예 겪어야 하는 불공명한 처우용 실갑혔기 때문이었 

다 결국， 한국 사랑이 아닌， 그렇다고 미국인도 아닌 ‘E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따르게 왼 것이라고 용 수 있다 

2세로의 세대교에와 표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 확인용 종풀이 연주되 

는 액락에도 연화흘 가져았다 。1천에는 본국파 판련왼 앵사에서 본국올 향해 풍 

물이 공연되었지만， 이제는 본국과 상관없는 앵사에도 풍용이 동장한다 예컨대 

2002년과 2003년， 미국 전역에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가 벌어졌율 때 미국 내 소 

수민족들옹 그들 고유의 용악융 연주하며 시위얘 창여했다 그 중에서도 중율때 

는 단연 톨보였다 2006년 미국의 이민엉 개정에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수많 

옹 소수민족들의 시위대에서도 풍용째는 미국 내 소수민족융 대변하며 목소리훌 

높였다 풍울옹 미국 내 수많용 대학에서도 영게 찾아왈 수 있다 1990년대에 우 

후축순처엉 생겨난 대학 용용패융옹 교내 행사는 물흔 교포 사회 행사， 소수민족 

앵사 풍 다양한 교외 앵사에도 훨말하게 창여한다 예컨대. 1 990년에 조직왼 

UCLA의 중율패 한융링은 90년대 중반부터 ‘한국문화의 망’‘ 맹사용 개최하연서 

“한국문화의 밤1’은 융흔“‘한국문화의 앙”에 항상 동장하는 풍융의 인기를 한껏 

용혀놓은 장본인이다 한흩링 회원응은 풍율이 채미있어 보여서， 혹은 곁은 묘리 

안 아에리칸 친구훌 사뀔 수 있용 것 갇아서 용용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운이다 

그러나 흥용올 배우연서 ..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재성융 확연히 느끼게 되 

고， 한국에 대한 유대갑이 새로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연 한국인도 아 

니고 미국인도 아닌 자신의 정재성에 대해 혼란스러용 수도 있지안， 이들 대부용 

옹 스스로률 가리켜 ‘ 한국인이연서 미국인”이라고 알힌다 그리고 풍울올 연주할 

때연 한국인으로서의 갱쩨성이 확인원 뿐 아니라， 한국에 뿌리용 두고 있다는 사 

실이 자랑스러워진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본국 문화애 대한 자긍성은 미국 사회 

얘서 “코리안 아애리칸’으로서 굳건히 뿌리릎 내링 수 있는 토양이 원다고 힐 수 

있다 

본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용 일본 총련 사회에셔도 디아스포라 갱체성 형성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코리안 아에리칸”파 당리 1 990년대 이후에 냥한 

이라는 또 다른 본국의 음악융 '1찾응으로써 결국 납륙한 용악 오두흩 재영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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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 파정에서 재일조선인이 아닌 재일코리안g로서의 정체 

성융 새롭게 형성하게 왼다 

1974년과 75년， 일본에서 혁영가극 r금강산의 노래J용 공연한 금강산가극단옹 

다시금 재정비에 들어간다 대규모의 공연단。l 훨요한 혁명가극융 일본 사회에서 

지속객으로 공연하기 앵툴다는 딴단에서었다 거주국의 환경융 고혀한 결갱이었 

다 결국 r금강산의 노래J톨 계기로 연성왼 얘합관현악용 토대로 하되， 공연단 

규모훌 줄이고 일종의 어라이어티 공연옹 만등기 시작했다 여전히 북한의 레퍼 

토리가 중싱율 이루었다 북한의 노래들이 일본 우대에서 용려 퍼졌고， 욕히 북 

한 무용이 공연의 중싱융 이부면서 1980년대와 90년대에 배합판현악은 주로 무 

용 반주흩 당당하게 왼다 이 시기에 재일조선인이 새용게 망아률이게 된 음악적 

자산옹 냥한의 사물놀이었다 1982년에 해외공연올 시작한 김억수 사물놀이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일본융 자주 드나들여 사물놀이 공연용 용흔 워크용까지 

진앵하연서 일본의 교포 2새와 3새에게 한국 응악융 선수혔다 워크용얘 참가한 

사랑률옹 민단 계열의 재일한국인이 대다수였지안， 금강산가극단의 젊온 단원들 

도 워크용에 참가하연서 사용놀이흩 용해 또 하나의 본국융 찾게 왼다 이렇게 

사물놀이용 배운 젊옹 단원툴용 민족화교에서 민족타악 소조(흩렁)흉 안를어 학 

생융에게 사융놀이용 정수댔고， 급기야 1990년대 말， 급강산가극단에서도 사융놓 

이용 연주하기에 이륜다 나아가 긍강산가극단의 젊옹 단앤동용 일본 사회 안에 

서 자신의 고유한 정째성융 드러낼 수 있는 응악올 연주하고자 젊용 단원즐끼리 

소규오 연주단용 안들어 혁명가극 시대 。l견인 1960년대에 창작외었던 북한의 

민쪽옵악 헤퍼토리훌 다시 양굴하여 연주하기 시작했다 〈보천보의 옛올)， <용 

화) ， <초소의 옴〉 퉁옹 현재 용한에서 연주되지 않지안 재일조선인의 인기 레퍼 

토리에 속한다 

재일조선인들은 그듭의 옹악 활동이 크게 두 가지 연에서 욕한과 다르다고 알 

힌다 첫째는 냥한 옹악융 수용하고 있다는 갱이고 률쩌는 북한에서는 거의 연 

주되지 않고 있는 민족옴악 래퍼토리용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정이다 금강산가 

극단용 용흔 민족학교 내의 민족용악 소조툴이 꾸준히 륙한의 민족음악 래퍼토 

리흉 이어오연서， 최근 다문화 용악 문화얘 판심이 많아진 현대 일본 사회에셔 

인기용 오으고 있다 또한 인족학교의 민족타악 소조도 정정 늘어나연서 냥한에 

대한 인식도 정정 변화하고 있는 추셰이다 특히 2αm년 6 .1 5 공홍선언 이후 냥 

한으로의 고향방문이 가능해지고 한류의 영향으로 냥한이 더욱 가깡게 느껴지연 

서 재일죠선인은 북한의 디아스포라가 아닌 냥북한올 아우르는 코리안 디아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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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서 다시긍 정체성의 연화용 겪고 있는 중이다 

6 맺용앙 

지금까지 미국과 일용의 냥욕한 다아스포라의 옴악 활동올 용뼈 냥륙한 음악 

이 당영토화되고 재영토화되는 파갱용 살펴보았다 문화의 역동생에 주목하며 문 

화 연구에 새로운 지요용 새용 인류학자 제엄스 클리포드는 디아스포라률 가리 

켜 새로운 지역 공동체용 규정갯는 정치척 투쟁의 징표”라고 얄한다9 냥북의 

재외동포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공동쩨률 형성한 것용 결코 자연스레 이 

쭈어진 일아 아니다 그융안의 경헝융 흥해 그툴안의 문화용 창총해내연서 일구 

어낸 정치적 투쟁이냐 다흉없는 일이었다 。1 파갱얘서 온국의 옴악은 그들안의 

문화흉 창출해내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올 형성하는 데 결갱적인 역할올 하였고， 

나아가 거주국 안에서 비주류문화로 재연잉왼 냥북한 용악용 거주국 안에서 새 

로운 지역 문화 창층에 기여하였다 

현재 디아스포라의 주휴용 이후고 있는 재외동포 2세 혹온 3세는 본국의 문화 

용 지키고자 하는 책입강도 있지얀， 거주국 안에서 그률 고유의 정체성올 표현힐 

수 있는 통로로서 온국의 옹악융 한용한다 따라서 온국의 용악올 그대로 연주한 

다 할지라도 이를이 연주하는 옵악용 냥한 음악이나 북한 용악이 아닌 코리안 아 

얘리칸， 재일코리안의 용악으로 탈바꿈한다 또한， 01 융악의 청중에는 같은 동포 

도 있지안 거주국 사랑등도 포항되기 때문에 거주국 사랑흩의 환영옹 받지 못하 

연 살아냥기 힘을게 왼다 미국 사회에서 중울이 지속적으효 한인 문화의 상징으 

로 각광율 받고 륙한의 인촉융악과 냥한의 사물놀이가 일온 사회에서 연주원 수 

있는 것옹 미국파 일본 갱중의 갈채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거주국의 갈 

채 속에서 냥륙한 재외동포흩용 지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싱융 느끼고 나아가 거 

주국 갱중과의 상호소용 안에서 디아스포라 음악올 다동어가는 것이다 

본국의 음악이 다아스포라 공동제에 기여하는 아는 용영하며， 또한 디아스포라 

용악이 거주국의 음악 문화용 다채홉게 한다는 데얘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 

다연， 디아스포라 읍악이 본국의 용악 문화에 기여하는 바는 우엇일까? 한안도 

영토 밖에 거주하연서 여전히 한반도와 김은 유대 안에서 상고 있는 재외흉포는 

’ 찌잉스 툴리포드(lamcs Oifford), "Oiasporas", CulturoJ Anth찌에앵y 913(1994)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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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존재만으로도 전 세계에 “코리아”훌 얄리는 가교 역힐을 한다 세계화가 오든 

분야에서 위세율 떨치고 있는 시대에 “코리아”룡 알려는 문화적 갱영이 7백안이 

나 왼다는 사실은 우척 고우척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세계화를 기치로 전 세 

계에 한국 문화룹 알려고자 노력하기 훨씬 이전부터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 

본국의 문화를 이어강으로에 세계 각지에서 문화 사결단 노릇올 특흑히 해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률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게 왼 것은 한국에 살 

고 있는 한국인이 애쓴 결과이기도 하지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들 

이 오핸 기간 똥안 각기 자신의 거주국에서 힘툴게 “코리야’를 지켜옹 덕분이라 

는 정도 간파하지 알아야 힐 것이다 또한 그들이 거주국 안에서 서서히 변화시 

키고 있는 음악은 본국의 음악문화를 다채롭게 해중 뿐만 아니라 새계화의 추세 

안에서 세계로 발돋웅하고자 하는 한국의 음악계에도 도융올 중 수 있올 것이다 

그들은 이미 다양한 챙중과의 소통 안에서 우리 응악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 

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음악은 한반도 안에안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고 살끄 있는 문화객 첨병을 활용한다연 우리 음악올 보다 

널리 알혈 수 있는 다양한 앙법론이 개알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와 다 

른 공간에 살지안 여전히 “우리 ’라고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제의 옹악 활동 

에 관심올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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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n 
Music Transmitted by Overseas Koreans 

Yu, Youngm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paper examines the music of Korean diasporic communities in 

Japan and the Un ited Sta tes (specifically, North Koreans in Japan and 

South Koreans in Los Angeles) in the light of de/reterritorialization of 

culture and long-distance nationalism of diasporas. 

Most first-generation North Koreans in Japan originate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however, when Korea was divided in 1945, they chose 

North Korean nationali ty according to their politica l affiliation. Since then, 

they have maintained strong ties with North Korea, while showcasing 

North Korean "national" music within Japan. Unlike North Korean 

communities in Japan, which emerged as a result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substantial Sou th Korean diasporic communities in the US 

formed after the colonial period. The prospect of a higher standard of 

li ving and a better opportunity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motivated 

many South Koreans to move to the US. In this process, South Korean 

music was also deterritorialized; first generation Sou th Korean musicians 

who entered the US in the 19605 and 1970s have maintained their musical 

heritage in their new home, while p'lIIrgmul became extremely popular in 

the 1980s and 1990s. These "deterritorialized." Korean musics (North Korean 

"national" music and South Korean p' lIngmllf)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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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long-distance nationalism." Now, younger generations do not 

have a strong sense of "long-distance nationalism." Instead, they use the 

music of their hom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ir unique diasporic 

identities, where "reterritorialization" of Korean music begins. 

Diasporic communities are characterized by multiple attachments to their 

homes and host societies. They clearly reveal "Koreanness" by performing 

Korean music that has been deterri torialized and reterritorialized. llUs paper 

illuminates the process of de/ reterritorialization of Korea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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