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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러시아 공연예술의 전령사:
해삼위 한인예술단
양민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921년 4월 29일 오후 8시 종로중앙청년회관에는 러시

(素人藝術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 예술단의 단장은

아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란 한인 학생들로 조직

이강(李剛, 1878~1964), 한용헌(韓容憲, Хан Андрей Кон-

된 해삼위조선학생음악단의 내한공연을 보려는 사람들로

стантинович, 1888~?), 곽병규(郭秉奎)로 당시 연해주 한인

인산인해였다. 이들의 공연은 클래식 기악 연주, 서양 민속

사회의 종교계(기독교와 천도교)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독

춤(러시아, 스페인, 헝가리), 성악, 러시아 민속악기 연주

립운동가들이었다. 내한공연의 목적은 청년회관 건립기금

등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볼 수 없던 작품들로 구성되어

마련, 혁명 이후 살기 어려워진 해삼위 동포를 구제하기

전국 15개 도시에서 대환영을 받으며 총 23회의 공연을

위한 성금 모금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공연들은 비밀독립

했다. 1920년대 연해주에서는 한인들의 전통공연부터 러시

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한 의연금 모금이 목적인 경

아 민속예술, 클래식 음악공연까지 다양하고 활발한 공연

우가 많았다. 공연은 일본의 눈을 피해 자연스럽게 사람이

예술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로 이어져 20세기

모일 수 있고, 모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충분했다. 이와

초 우리 사회에 서양 민속춤과 음악을 전국적으로 유행시

더불어, 1920년대 초중반은 일본의 ‘문화통치’가 본격화하

키고 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1930년대

던 시기로 식민지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동포학생

최승희, 배구자와 함께 신무용 3인방으로 불리는 조택원은

들의 모국방문단의 방문을 허용했다. 이러한 예술단의 활

러시아 민속춤인 고팍춤에 매료되어 해삼위조선학생음악단

동은 독립운동을 위한 모임을 하거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

단원인 박시몬에게 고팍춤을 배우며 춤에 입문한다. 이는
그가 전문 무용가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한국
근대 무용사에서는 이주민들이 현지 사회의 공연문화를 가
지고 들어와 우리 춤 문화에 큰 변화를 이끈 해삼위한인예
술단의 내한공연 활동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해삼위한인예술단은 1921년~1922년까지 2년간 해삼위
조선학생음악단(1921.4.22.~6.4), 해삼위천도교청년회연예단
(1922.4.14~8.10), 해삼위기독교학생예술단(1922.7.1~8.9) 3
단체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순회공연을 했다. 이 예술단
은 이주 1,1.5, 2세대들의 비전문인으로 구성된 소인예술단

[그림 1] 「해삼위에서 온 청년음악단일행」(출처: <매일신보> 1921년 4
월 29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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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조 재외동포예술단으로 초국가적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

해삼위한인예술단의 정치적인 목적은 차치하고, 이들

여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던 우리나라에 재외동포방문의

의 활동이 20세기 초 당시 러시아에서 유행하던 민중공

물꼬를 튼다.(관성연예단, 하와이모국방문단 등) 둘째, 국

연예술로 우리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부인할 수

내외 독립운동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독립운동자금을

없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민중들의 여

모으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삼위한

흥거리가 공연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인예술단의 내한 공연활동은 1922년 12월 30일 소비에트

제공한다. 따라서 혁명 이후에는 아마추어 예술단인 소인

연방의 탄생으로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만약 이들의 내

예술단과 에스트라다(Эстрада)의 공연형식이 각광을 받는

한공연이 지속되었더라면 현재 우리의 춤 문화는 현재와

다. 특히 에스트라다 공연에서는 러시아 여러 민족의 민

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것이다.

속춤과 노래가 공연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며 민족예술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로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50주년을 맞았
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행사들

해삼위한인예술단의 공연작품을 보면 다양한 민속춤

을 개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CIS지역 한인 공연예술의

과 노래 중심의 에스트라다 공연형식을 취하고 있고, 해

핵심인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с-

군무도(海軍舞蹈)와 비행기무도(飛行機舞蹈)는 러시아 내

публика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музыкальной комедии)의

전이라는 러시아의 시대성과 연해주라는 지역성을 반영

내한공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고려극장의 존재는 CIS

하는 작품들이다.

지역의 한인문화에서 춤과 음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고려극장은 20세기 초 연해주 한인
들의 다양한 공연예술활동에 기초하여 1932년 원동변강고
려극장(Корейский краевый передвижный театр)으로 탄생
했다. 그리고 강제이주 후에는 카자흐스탄으로 자리를 옮
겨 현재까지 82년간 한인 디아스포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 한인들은 러시아와 한인문화 사이의
경계인으로서 1920년대에는 우리 사회에 러시아의 공연
문화를 전파했다. 이후 소비에트 시기에는 한인들의 공연
활동이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러시아 한인들의 역할

[그림 2] 1922년 「삼위 텬도교연예단의 연주회」(출처: <동아일
보> 1922년 4월 27일)

이 다양한 방면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처럼 해삼위한인예술단은 우리 사회에 러시아의 춤
문화를 확산시키며 한국 근대 무용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 외에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 첫째, 이들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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