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노홍(朴魯洪)과 대중가요
- 작사(作詞)에서 작사(作史)까지
Bak No-hong, Lyricist and Popularmusic Historian

저자
(Authors)

이준희
Lee Jun-hue

출처
(Source)

대중음악 , (2), 2008.11, 110-143 (34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 (2), 2008.11, 110-143 (3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10469

APA Style 이준희 (2008). 박노홍(朴魯洪)과 대중가요. 대중음악, (2), 110-143.

이용정보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
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
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연세대학교
1.233.206.***
2018/04/13 09:50 (KST)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Issue/VOIS00100084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Issue/VOIS00100084
http://www.dbpia.co.kr/Publisher/IPRD00013533


110  음악 통권 2호(2008년 하반기)

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2호

박노홍(朴魯洪)과 대중가요:
작사(作詞)에서 작사(作史)까지

이 희(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음악학 공 박사과정)

1. 머리말

2. 박노홍의 필명

3. 광복 이전 작사 활동

4. 광복 이후 작사 활동

5. 대중가요사 서술의 특징

박노홍(1914~1982년)은 일제시  가요 작사가 가운데 재 확인되는 

작품 수가 네 번째로 많은 요한 작가이다. 그는 다양한 필명으로 1960년 

무렵까지 많은 가요 가사를 썼고, 말년에는 한국 가요 역사를 정리한 

을 남기기도 했다. 이 에서는 가요와 련된 박노홍의 활동을 가

요 작사와 가요사 집필의 두 측면으로 정리했다.

박노홍의 필명으로 이미 확인된 것은 강 숙, 노다지, 이노홍, 이부풍, 이사

라 등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 김화암, 박화산, 조화암, 화산월 등도 그가 1945

년 이 에 사용한 필명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1937년 이후 빅타 코드 속

작사가가 되어 이부풍 등의 필명으로 작품 활동을 한 박노홍은 그밖에 콜럼비

아 코드나 오 코드에서도 이노홍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했다. 1940

년 이후로는 속계약을 맺지 않고 작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부터 가요 작사보다는 극작에 더 주력했기 때문에 이 에 비해 작품 수가 

그리 많지 않기도 했다.

1945년 복 이후 박노홍은 악극이나 화 련 활동에 념했으므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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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박노홍, 이부풍, 필명, 작사가, 한국대중가요사

사가로 활동한 흔 이 화주제가 외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1961년 이후에

는 사업 실패 등으로 10년 정도 잠 한 탓에 박노홍이 작사한 작품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바 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이 박노홍의 필명 명의로 바 는 경

우가 생겼다. 이에 한 경 는 아직 불분명하나 박노홍이 직  개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잠 을 끝내고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박노홍은 1978년에 ｢한국

가요사｣를 집필했고, 그것을 좀 더 보완해 1980년에 ｢한국가요사｣라는 

제목으로 다시 발표했다. 박노홍의 ｢한국( )가요사｣는 지 않은 한계가 

있기는 하나, 일제시 부터 가요 생산 장에 직  몸담아왔던 이의 기록

이라는 , 그리고 집필 당시의 사회 분 기가 엄혹했는데도 분단으로 왜곡된 

한국 가요사를 부분 이나마 복원하려고 시도했다는  등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머리말

일제시  가요 음반 딱지에 등장하는 작사자·작곡자·편곡자·

가수·반주자 등의 이름은 잡아도 900개가 넘는다. 1945년 이  음

반으로 발표된 가요 작품이 4,500곡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단히 많은 수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력이 알려져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 활동을 한 사람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1939년부터 진방남(秦芳男)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

한 작사가 반야월(半夜月)은 당시 5  음반회사인 콜럼비아(Columbia)

코드, 오 (Okeh) 코드, 빅타(Victor) 코드, 포리돌(Polydo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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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太平) 코드 속가수를 모두 합쳐 야 “겨우 20여 명에 달했

다”1)라고 회고했는데, 이는 그리 과장된 표 이 아니다. 일제시  

체를 통틀어 40곡 이상을 발표한 가수를 뽑아보면 서른 명 정도가 

나올 뿐이며,2) 거기서 다시 1939년 이 에 사실상 활동을 은 경우

를 빼고 보면 반야월의 회고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가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작가 쪽으로 도 유력한 몇몇 

소수 인물이 다수의 작품을 작사·작곡하는 상이 뚜렷이 보이고, 그

것은 작곡가보다 작사가의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 컨  1945

년 이 에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작곡가인 박시춘(朴是春)의 작품

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 270곡 정도이나, 작사가로서 제1 인 조명

암(趙鳴岩)의 작품은 무려 600곡 이상이다. 일제시  가요 작사가 

가운데 확인되는 작품이 많은 인물을 뽑아보면, 조명암 다음으로 박

호(朴英鎬)·이하윤(異河潤)을 들 수 있으며,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가 

바로 이부풍(李扶風), 즉 박노홍(1914~1982년)이다.

박노홍이 이부풍이라는 필명으로 많은 가요를 작사했다는 사

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부풍 외에 이노홍(李蘆澒)·강 숙

(姜英淑)·이사라(李史羅) 등의 필명을 써서 작품 활동을 한 것도 많은 

이들이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박노홍과 가요의 계를 좀 더 심

도 있게 살피기 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 외에 좀 더 해명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필명에 

한 문제가 있고, 1945년 이  작사 활동을 음반회사별 는 시기별

로 분석해볼 필요도 있다. 일제시  말기 가요에서 요한 이슈가 

1) 반야월, 가요야화, 세 음악출 사, 1987, 15쪽.

2) 이 희, ｢1950년  한국 가요의 두 모습, 지속과 변화｣,  서사연구 
17, 서사학회, 2007, 80~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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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군국가요 련 여부도 한 번쯤 검해야 하는 문제이다. 

복 이 에 비해 작품이 크게 어든 복 이후 작사 활동은 그만을 

따로 분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사(作詞) 못지않게 박노홍의 

가요 련 작업으로 요한 작사(作史), 즉 ｢한국( )가요사｣ 서술

이 어떤 특징과 의미,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별도의 역으

로 야 할 것이다.

박노홍이 작사가로 활동하던 시기 가요 련 자료가 아직 면

으로 충분히 정리되지는 않았으므로 차후 자료 조사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재까지 확인된 것을 통해 에서 제기

한 몇 가지 문제들을 짚어보겠다.

2. 박노홍의 필명

박노홍에 한 소략한 기존 연구에서 언 하고 있는 가요 련 

필명은 에서 든 이부풍·이노홍·강 숙·이사라 외에 노다지(盧多之)

와 화산월(華山月)이 있다.3) 노다지는 앞서 본 다른 필명들과 마찬가지

로 박노홍이 자신의 에서 본인의 필명이라고 직간 으로 언 한 

것4)이므로 달리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화산월은 다소 경우가 다르다. 

필명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보통 본인의 이나 증언, 같은 시기에 

같은 분야에서 활동한 다른 사람의 이나 증언을 들기 마련인데, 화

산월의 경우는 아직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화산월을 박노홍의 

3) 이 미·이 희 엮음, 사의 찬미(외): 근  가요, 범우, 2006, 312쪽; 강옥희·

이순진·이승희·이 미, 식민지 시  술인 사 , 소도, 2006, 114쪽.

4) 박노홍, ｢한국가요사｣, 한국가요 집 3, 세 출 사, 1980,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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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같은 작품의 작자 표기가 매체에 따라 

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SP음반 딱지나 LP음

반 재킷의 표기, 음반회사에서 발행한 가사지나 월보(月報)5)·목록의 

표기,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기사· 고의 표기, 그리고 1940년  

후반 이후 량으로 출 된 각종 노래책의 표기를 상호 비교해서 필명 

여부를 단하는 것이다. 컨  조명암이 사용한 필명 김다인(金茶人)

의 경우, <포구의 인사>, <천리정처>, <낙화유수>, <인생선> 같

은 작품에서 작사자 표기를 조명암이라 한 경우와 김다인이라 한 경우

가 당  음반 딱지와 월보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김다인이 곧 조명

암의 필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6)

화산월이 작사한 작품은 재 빅타 코드에서 발매된 아홉 곡이 확

인되는데, 그 가운데 필명 추정의 근거가 되는 작품은 <아리랑 술

집>이다. <아리랑 술집> SP음반 딱지에는 작사자 이름이 화산월로 

되어 있고, 1960년  반에 발매된 12인치 LP음반 ≪스테 오 노래

의 꽃다발4≫7)에 수록된 <아리랑 술집>에는 이부풍으로 되어 있다. 

화산월이 곧 이부풍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물론 1960

년  반에 발매된 10인치 LP음반 ≪아리랑 술집≫8)에 실린 <아리

랑 술집>에는 작사자 이름이 추미림(秋美林)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같은 논리를 따르자면 화산월이 곧 추미림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

만 추미림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반야월이 주로 월북 작가 작품

을 개사할 때 사용한 필명이므로,9) ‘화산월= 추미림 = 반야월’이라

5) 음반회사에서 매달 발매하는 신곡을 선 하기 해 간행한 소책자를 통상 월보

라고 부른다.

6) 이 미·이 희 엮음, 사의 찬미(외): 근  가요, 318쪽.

7) 아세아(Asia) 코드 음반번호 AL83.

8) 아세아 코드 음반번호 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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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식은 정황상 성립할 수 없다. 신 화산월이 박노홍이 아닌 월북

한 다른 작가의 필명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는 있을 텐데, 

1950년  이후 개사 작업이 반드시 월북 작가의 작품만을 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므로, 화산월이 그 어떤 월북 작가의 필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리랑 술집>의 작사자 화산월이 곧 이

부풍, 즉 박노홍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는 음반만 있는 것이 

아니다. 1953년 후반 무렵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목 미상의 노래

책10)에 수록된 <아리랑 술집>에는 작사자 이름이 이부풍으로 명기

되어 있다. 그 밖에도 최근까지 간행된 가요 노래책 부분에는 

<아리랑 술집> 작사자가 이부풍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화산월

이 다른 사람의 필명이라는 근거가 이부풍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이

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화산월 = 이부풍 = 박노홍’이라는 

등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화산월이 박노홍의 필명임을 잠정 으로 인정하고 보면 박화산(朴

華山)이라는 이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박화산은 화산월과 비슷

하게 빅타 코드에서 발매된 열 곡에서만 작사자로 이름이 보인다. 

복 이  음반에 등장하는 수많은 작사자 이름 가운데 ‘화산(華山)’이

라는 말이 들어간 이름은 화산월과 박화산밖에 없다. 박화산의 경우 

화산월의 <아리랑 술집>처럼 비교해볼 수 있는 유명한 작품이 없어 

단정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정황상 박노홍의 필명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박화산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때가 박노홍이 가요 작

9) 반야월, 불효자는 웁니다: 반야월 회고록, 화원, 2005, 297쪽.

10)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앞뒤로 낙장이 있어 정확한 제목과 간행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수록된 노래 가운데 1954년 이후에 발매된 곡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1953년 후반에 간행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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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시작한 무렵인 1937년이고, 화산월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때가 그보다 뒤인 1939년임을 감안하면 박노홍이 ‘화산’이라는 단어

를 자신의 성과 조합해 박화산이라는 필명을 쓰다가 어떤 변화를 주

기 해 다시 화산월로 바꾸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박화산 

작사로 확인되는 마지막 작품이 1939년 4월에 발매되고, 화산월 작사

로 확인되는 첫 작품이 1939년 5월에 발매된 것도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박노홍이 가요 작사에 사용한 필명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

로 김화암(金華岩)이라는 이름이 있다. 김화암이 작사한 작품은 재 

빅타 코드에서 발매된 <무정한 사람> 한 곡만이 확인된다. 그런데, 

앞서 본 <아리랑 술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60년  반에 발

매된 10인치 LP음반 ≪황 심 힛트앨범 4≫11)에 수록된 <무정한 사

람>에는 작사자 이름이 이부풍으로 표기되어 있다. <무정한 사람>

이 <아리랑 술집>처럼 크게 인기를 끈 노래는 아니므로 다른 근거를 

더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김화암= 이부풍= 박노홍’ 등식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화암(華岩)’이라는 단어는 

화산월과 박화산에 쓰인 ‘화산’과 상당히 유사하기도 하므로, 지명으

로 추정해볼 수 있는 ‘화산’ 는 ‘화암’이라는 말이 박노홍의 삶에서 

상당히 요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에 

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화산월과 박화산의 연상 계를 김화암에 용해보면,  하나 필명

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역시 빅타 코드에서 발매된 <빼

앗긴 사랑>에서만 작사자로 등장하는 조화암(趙華岩)이 그것이다. 김

11) 신세기(新世紀) 코드 음반번호 SLB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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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과 조화암 모두 빅타 코드에서만 보인다는 , ‘화산’과 마찬가

지로 ‘화암’도 복 이  음반에 등장하는 다른 필명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12)을 고려해보면, 조화암도 박노홍의 필명일 가능성이 다

분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박노홍이 가요를 작사하면서 사용

한 필명은 강 숙·김화암·노다지·박화산·이노홍·이부풍·이사라·조화

암·화산월 등 모두 아홉 가지가 된다. 강 숙 등 다섯 가지는 확실하

다고 할 수 있고, 화산월과 김화암은 거의 틀림없다고 할 수 있으며, 

박화산과 조화암은 그보다 다소 가능성이 덜하기는 해도 유력하다. 

열 가지 필명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조명암13)보다는 은 수이지만, 

작품 수가 박노홍보다 더 많은 이하윤이 여섯 가지 필명을 쓴 것으로 

추정되므로14) 박노홍이 사용한 필명이 결코 다고는 할 수 없다.

3. 광복 이전 작사 활동

박노홍의 필명으로 추정되는 아홉 가지를 모두 인정한다면, 그가 

복 이 에 작사한 작품으로는 재 172곡이 확인된다.15) 아직 작사

자 이름이 표기된 자료를 찾지 못한 곡들도 많으므로, 자료를 계속 

12) 복 이후에는 음악평론가 박용구(朴容九)가 화암이라는 호를 쓰기도 했다. 노

동은, CD <여명의 노래> 곡목해설, SKC, 1991, 83~84쪽.

13) 조명암은 본명이 조 출(趙靈出)이며, 조명암 외에 김다인·김운탄(金雲灘)·김호

(金湖)·남려성(南麗星)·부평 (浮萍草)·산호암(珊瑚岩)·양훈(楊薰)·이가실(李嘉

實)·함경진(咸璟進) 등을 필명으로 사용했으리라 추정된다.

14) 이하윤이 사용한 필명으로 추정되는 것은 오(金烏)·김문수(金文洙)·김백오(金

白烏)·김열운(金悅雲)·천우학(千羽鶴)· 우(玄羽) 등이다.

15) 박노홍이 작사한 가요 작품 목록은 본문 뒤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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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면 200곡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주로 빅타 코드에서 작품을 

발표했으나, 그 밖에 오 코드와 콜럼비아 코드, 콜럼비아 코드

의 자매상표인 리갈(Regal) 코드에서 간헐 으로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노홍의 가요 가운데 첫 작품으로 확인되는 것은 1937년 5월

에 발매된 <사랑은 소곤소곤>이다. 그보다 앞서 발표한 작품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있다고 해도 1937년 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1931

년에 등단한 이후 꾸 히 시와 소설을 발표해온 그가 어떤 계기로 

가요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유력 가

요 작사가의 거의 부분이 극작가나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

을 감안하면, 이미 문단에서 어느 정도 활동해온 박노홍이 가요 

가사를 쓴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므로, 굳이 어떤 계기를 

찾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1937년이라는 시 에 다른 음반회

사가 아닌 빅타 코드에서 작사를 시작했다는 에 주목해보면 몇 가

지 고려할 만한 사실이 있다.

5  음반회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1928년부터 음반을 발매한 

빅타 코드는 1930년  반에 <황성(荒城)의 (跡)>(1932년) 같은 

인기곡을 내며 콜럼비아 코드와 벽을 이룰 정도 으나, 1930년  

반에는 오 코드와 포리돌 코드의 선 으로 상이 과 같지 

않은 상황이었다. 1935년에 실시된 가수 인기투표에서 빅타 코드 소

속으로는 여자가수 부문 5 로 김복희(金福姬) 한 사람만 선정된 것을 

도 당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16) 그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해서

16) ｢ 코-드 歌手 人氣投票 決選 發表｣, 삼천리 1935년 10월호. 인기투표 결과 

인기가수로 선정된 남자 다섯, 여자 다섯 명을 소속 음반회사별로 보면 포리돌

코드 네 명, 오 코드 두 명, 콜럼비아 코드 두 명, 태평 코드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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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는 몰라도, 빅타 코드에서는 1937년 들어 다각도로 변화를 시

도했다. 1937년 4월에는 서울에 정식으로 취입소를 완공해 종래 일본

으로 출장을 가서 음반을 녹음해야 했던 상황에서 탈피했다.17) 이어 

9월에는 녹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 반주를 담당할 악단을 모

집했고, 그보다 약간 앞서 작곡가 이면상(李冕相)을 속으로 맞아들

다.18) 그 신 1934년 6월에 음악주임으로 입사해 나소운(羅素雲)이라

는 필명으로 많은 가요를 발표했으나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았던 

홍난 (洪蘭坡)가 1937년 7월에 물러났다.19) 비슷한 시기인 9월 말에

는 스타(Star) 코드라는 자매상표를 만들어 기존 가격보다 렴한 장

당 1원으로 음반을 발매했다.20) 여기에 더해 1937년 상반기에 박단마

(朴丹馬), 하반기에 황 심(黃琴心)을 신인가수로 발굴한 것이 큰 성공

을 거두어, 1938년부터는 빅타 코드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부풍이 빅타 코드에서 가요 가사를 쓰기 시작한 1937년 

반은 바로 에서 본 바와 같이 빅타 코드가 부진에서 벗어나기 

한 노력으로 일련의 개 에 시동을 걸고 있던 때 다. 정확한 경 를 

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작곡가로 이면상을 입하고 가수로 박단

마·황 심을 입한 것처럼 유능한 새 작사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박노홍이 선택되었고, 박노홍도 당시 많은 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빅타 코드라는 음반회사의 입 제안에 응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빅타 코드 한 명이다.

17) ｢빅타 코-드 京城에 吹込所｣, 조선일보 1937년 4월 27일자.

18) ｢빅터 - 文藝部에서 管絃 團 新設｣, 동아일보 1937년 9월 26일자.

19) 난 연보공동연구 원회, 새로 쓴 난  홍 후 연보, 한국음악 회 경기도지

회·민족문제연구소, 2006, 109쪽, 137쪽.

20) 동아일보 1937년 9월 30일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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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5월 이후 박노홍은 이부풍과 박화산이라는 필명을 번갈아 

쓰며 빅타 코드에서 많은 가사를 발표했다. 그런데 1937년 10월에는 

이노홍이라는 필명으로 콜럼비아 코드에서도 그의 작품이 발매되기 

시작했다. 이노홍이 작사한 가요는 1937년 12월부터 오 코드

에서도 나왔고, 확인되는 양이 많지는 않으나 1939년 4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간헐 으로 나타났다. 이미 빅타 코드에서 작사가로 활동

하던 박노홍이 어떤 이유로 다른 음반회사에도 가사를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빅타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부풍이나 박화산이라는 

필명을 그 로 다른 음반회사에서도 쓸 경우 속계약에 되기 때

문에 이노홍이라는 새로운 필명을 동원한 것은 분명하다. 비록 편법

인 활동이기는 했으나, 이노홍 이름으로 발표한 작품 가운데 <해조

곡>이나 <애수의 소야곡>은 크게 인기를 끌었다.

빅타 코드에서만 사용한 노다지라는 필명은 1938년 12월에 발매

된 음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빅타 코드에서만 사용한 필명인 강

숙은 비슷한 시기인 1939년 1월부터 보인다. 화산월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39년 5월부터 나타나는 이름이고, 김화암과 조화암은 재 발

견되는 사례가 단 한 건씩에 불과하므로 즐겨 사용한 필명으로 보기

는 어렵다. 2년 정도 되는 기간에 한 음반회사에서 필명을 굳이 일곱 

가지나 사용해 작품을 발표한 이유를 지 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필

명을 나 어 쓴 데에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으므로, 일단은 

작사가 한 사람 이름으로만 계속 작품이 나오는 데에서 생길 수 있는 

식상함을 피하기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박노홍의 

작품이 빅타 코드에서 발매되기 시작한 1937년 5월부터 1939년 말

까지 빅타 코드에서 발매된 가요는 230여 곡이며, 그 가운데 

재 작사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69곡이다. 거기서 다양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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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의 필명으로 발표된 곡을 추려보면 무려 127곡이나 된다. 만약 

한 가지 필명으로만 계속 작품을 썼다면 충분히 식상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1940년에 어들면 한 가지 특이한 상이 나타나는데, 최

로 사용한 필명인 동시에 그 까지 빅타 코드에서만 사용한 필명이

었던 이부풍이 1940년 1월부터는 리갈 코드·콜럼비아 코드·오

코드 등에서도 발견된다는 이다. 1937년부터 1939년 사이에 그

처럼 다른 음반회사에서 작품을 발표할 경우 굳이 이노홍이라는 별도

의 필명을 동원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1940년 이후로는 박노홍이 작

사가로 활동하는 환경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즉, 1940년 이

후로는 이부풍이라는 이름을 빅타 코드가 아닌 다른 음반회사에서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니, 이는 곧 박노홍이 더

는 빅타 코드 속으로 활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

다. 만약 1940년부터 리랜서 작사가로 활동한 것이 사실이라면, 

1940년 하반기 이후 박노홍이 작사한 가요가 에 비해 폭 

어드는 상을 합리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속작사가라면 의무 으

로 음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작품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을 

것이고, 속계약이 만료되는 시 인 1939년 말에 제출한 작품은 

개 1940년 상반기 이 에 음반으로 발매되었을 것이다.

리랜서 활동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1940년 하반기

부터 1943년까지 발매된 박노홍의 가요 작품은 재 열두 곡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1937년 5월부터 1940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발매

된 작품 160곡과 1940년 7월부터 1943년 반까지 약 2년 반 동안 

발매된 작품 열두 곡을 비교해보면, 양 인 차이가 극명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런 차이가 발생한 데에는 1942년 이후 태평양 쟁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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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가요 생산이 극도로 축되었던 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

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박노홍의 작사 활동이 이 과 같이 활발

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 가장 많은 작품을 쓴 작사가인 

조명암의 경우, 첫 작품이 발매된 1934년 5월부터 1940년 6월까지 

나온 작품이 250곡 정도인 데 반해 그 이후 작품이 350곡 정도로 오히

려 더 많고, 태평양 쟁 발발 이후에 발표된 작품만도 180곡 정도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 다면 빅타 코드와 맺은 속계약이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간

에, 1940년 이후 가요 작사를 처럼 많이 하지 않고 박노홍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은 아무래도 극작가로의 변신을 

모색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박노홍이 극작가 는 연출

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때는 보통 1943년에 이른바 제2기 

라미라(羅美羅)가극단을 이끌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으나,21) 이미 

1941년에도 콜럼비아악극단, 즉 제1기 라미라가극단에서 <신생(新

生) 제1과(課)>22)나 <명랑색(明朗色)시 >23) 같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 확인되는 박노홍의 복 이  가요 가운데 

마지막 작품인 < 장군 고개>가 략 1943년 1월 직후에 나온 것24)

과 제2기 라미라가극단이 1943년 3월에 출범한 것을 비교해보면 그 

시간  배치의 자연스러운 연결도 우연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도 간단히 언 했지만, 박노홍이 가요 작사를 활발하게 하

21) 매일신보 1943년 3월 8일자 고.

22) 매일신보 1941년 8월 24일자 고.

23) 매일신보 1941년 9월 16일자 고.

24) < 장군 고개>(음반번호 49511)보다 음반번호가 약간 앞서는 < 도 통신>

(음반번호 49509) 고가 매일신보 1943년 1월 23일자에 실린 것으로 보아, 

< 장군 고개>는 비슷한 시기 는 그 직후에 발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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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1940년 후반 이후, 특히 태평양 쟁 발발 직후인 1942년 이

후로는 쟁을 직간 으로 선 하고 미화하는 군국가요가 많이 만들

어졌다. 이 때문에 당시 많은 가사를 썼던 조명암이나 박 호는 물론, 

1942년에 처음으로 가요 가사를 발표한 반야월 같은 신인 작사가

까지도 자의이든 타의이든 군국가요 생산에서 열외될 수 없었다. 그에 

비해 박노홍은 재 확인되는 작품만 놓고 본다면 군국가요 가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942년 1월에 발매된 <꽃피는 국경선>

이라는 작품 내용이 보기에 따라 군국주의  색채를 희미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멀리 가는 곳은 희망의 일터’ 정도의 표

으로 군국가요라 정할 수는 없다. 어쩌면 박노홍이 1940년  들어 

작사 활동에 주력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군국가요 작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반증될 수도 있으

므로 아직 극 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4. 광복 이후 작사 활동

복 이 에 많은 작품을 발표한 작사가 가운데 복 이후에도 활

발하게 작품 활동을 한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다는 은 기존 연구

에서 이미 지 된 바인데,25) 박노홍이 복 이후에 작사한 것으로 

재 확인되는 작품은 채 열 곡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부분은 화

주제가이고, 화와 련이 없는 것은 1948년 무렵 발표된 <가거라 

삼팔선>26)과 1955년 무렵 발표된 <백마야 울지 마라>27) 두 곡뿐이

25) 이 희, ｢1950년  한국 가요의 두 모습, 지속과 변화｣, 78~79쪽.

26) 한성일보 1948년 6월 3일자에 고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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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앞으로 자료가 발굴되면 작품이 더 늘 수 있겠으나, 1950년

 반까지가 박노홍이 극작가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때이므로, 

1930년  후반처럼 많은 가요 가사를 썼으리라고 기 할 수는 

없을 듯하다.

화주제가로 가사를 쓴 작품은 부분 박노홍이 각본이나 감독을 

맡거나 원작자로 참여한 화과 련이 있고, 필명도 공통 으로 복 

이 에는 쓰지 않던 이사라를 사용했다. 화와 제목이 같은 주제가 

<두 남매>나 <밤마다 꿈마다>가 표 인 라 할 수 있다. 그런

데 같은 화주제가이면서도 화에 박노홍이 여하지 않고, 필명도 

이사라가 아닌 이부풍을 쓴 것으로 확인도 도 하나 있다. 1949년 

8월에 개 한 화 <청춘행로>의 주제가 <순정의 곡>은 신문 고

를 통해 실재했음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28) 다른 화주제가들과 달

리 음반으로 발매되지는 않았던 듯하다.

박노홍이 가요와 련해 복 이후에 더욱더 요한 의미를 갖

는 문제는 사실 직 인 작사 활동이라기보다는 개사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것과 련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선 박노홍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개사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것처럼 알려진 로는 <알

뜰한 당신>을 들 수 있다. 1938년 1월에 빅타 코드에서 발매된 <알

뜰한 당신>29)은 원래 조명암이 작사한 것인데, 그가 1948년에 월북

한 이후 언제부터인가 이부풍, 즉 박노홍이 작사한 것으로 표기되어왔

다. 그 뒤 1992년에 조명암의 작품이 해 되었고, 이어 조명암의 유족

이 작권을 회복하기 해 소송을 제기해, 1997년 5월에 <알뜰한 

27) 희망 1955년 4월호 ｢최신 유행가요｣에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28) 동아일보 1949년 8월 11일자 고.

29) 조명암 작사, 수린(全壽麟) 작곡, 황 심 노래, 빅타 코드 음반번호 KJ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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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작사자가 조명암이라는 사실이 법 으로 확인되었다.30) 여

기서 짚어볼 문제는 <알뜰한 당신> 작사자가 언제부터 이부풍으로 

표기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명의 변경에 박노홍의 의사가 

얼마나 개입되었는지에 한 것이다.

우선 복 이후 <알뜰한 당신>이 노래책에 수록된 를 살펴보면, 

1950년  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목 미상의 노래책 두 가

지에 가사가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1) 두 가지 경우 모두 

제목이 1  가사 첫머리를 따서 <울고 왔다 울고 가는>으로 바 어 

있고, 작사자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가사는 원래 3 로 되어 

있는 것이 2 로 어 있다. 다음으로 <알뜰한 당신>이 SP음반에 

수록된 를 살펴보면, 유니버살(Universal) 코드와 킹스타(King Star)

코드에서 발매된 두 가지가 확인된다. 유니버살 코드  <알뜰한 

당신>32)은 정확한 발매 연 를 알 수는 없으나, 편곡자 손목인이 일

본에서 돌아온 1957년 7월33) 이후에 발매된 것이 분명하며, 작사자 

이름이 조명암도 이부풍도 아닌 작곡자 수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61년에 발매된 킹스타 코드  <알뜰한 당신>34)은 그

30) 김효정, ｢일제강 기 조명암의 가요 가사 연구｣, 남 학교 석사학 논문, 

2001, 80쪽.

31) 두 가지 모두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앞뒤로 낙장이 있어 정확한 제목과 

간행 시기를 알 수 없다. 주로 일제시 부터 6·25동란 시기에 발표된 가요

가 수록된 것으로 보아, 략 1950년  반에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수린 작사, 수린 작곡, 손목인(孫牧人) 편곡, 황 심 노래, 유니버살 코드 

음반번호 P3010.

33) ｢日本 密航 七年 만에 追放當해 돌아와 話題｣, 동아일보 1957년 8월 2일자.

34) 이부풍 작사, 수린 작곡, 나화랑(羅花郞) 편곡, 황 심 노래, 킹스타 코드 

음반번호 K6822. 1961년에 개 한 화 <번지 없는 주막>의 주제가로 킹스타

코드에서 발매된 <남해로 가는 배>의 음반번호가 K6815이므로, <알뜰한 

당신>은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는 약간 늦게 발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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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작사자 이름이 비로소 이부풍으로 표기되어 있다. 자료를 좀 

더 확인해보면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에서 본 자료를 통해 추정

해보면 <알뜰한 당신>의 작사자 표기는 조명암이 1948년에 월북한 

탓에 1950년  후반까지 제 로 정착되지 않다가, 1961년 이후 이부

풍으로 정리된 듯하다. 문제는 바로 1961년이라는 시 이다. 그 해에 

박노홍은 ‘한국 화 40년사’라는 시회를 기획했다가 실패하는 바람

에 가을 무렵부터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35)

1961년 당시 정황을 좀 더 명확히 보기 해서는, 거꾸로 박노홍의 

작품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개사되거나 명의가 변경된 경우를 아울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거라 삼팔선>의 경우 1961년에 박노홍이 

잠 한 무렵 개사되었음이 직  개사를 담당한 반야월의 회고로 확인

된다.36) 앞서 필명을 검토하기 해 로 든 <아리랑 술집>과 <무

정한 사람>도 1960년  반에 LP음반에 수록될 때 원래 가사를 바

꾸었고, <아리랑 술집>은 일시 이기는 했으나 작사자 이름을 추미

림으로 바꾸기까지 했다. <아리랑 술집>이 수록되어 있는 음반이 발

매된 시기는 략 1961년 하반기로 추정되고,37) <무정한 사람>이 

35) 황문평(黃文平), 삶의 발자국 1, 선, 1998, 62쪽.

36) 반야월, 불효자는 웁니다: 반야월 회고록, 296~297쪽. 개사된 <가거라 삼팔

선>을 녹음한 남인수(南仁樹)가 1962년 6월에 타계했으므로, 개사 시 이 그보

다 뒤가 될 수는 없다.

37) 아세아 코드 음반번호 AL10에 <아리랑 술집>과 함께 실려 있는 <실업자 

인생>은  가요 제6집(세 출 사, 1961년 5월 발행)에 수록되어 있으므

로 1961년 상반기에 처음 발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SP음반과 LP음반

이 공존하던 때라 통상 SP음반으로 먼  발매된 뒤 반응이 좋은 노래들을 묶어 

LP음반으로 다시 발매하고는 했다. 따라서 <실업자 인생>과 <아리랑 술집>

이 함께 수록된 LP음반은 1961년 하반기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아리랑 

술집>도 LP음반에 수록되기에 앞서 SP음반으로 먼  발매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실업자 인생>처럼 노래책에 실린 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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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되어 있는 음반이 발매된 시기는 1962년 상반기로 추정되므로,38) 

이 한 <알뜰한 당신>이 이부풍 작사로 표기된 때와 마찬가지로 

1961년에 박노홍이 잠 한 때와 거의 일치하거나 약간 뒤가 된다.

박노홍과 련된 개사 작업이 정확히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에

서 본 사례만으로는 사실 단정하기가 어렵다. 에서 본 사례도 정확

한 시 은 알 수 없고 략 그 무렵이라는 정도로만 추정할 뿐이므로, 

박노홍이 시회 실패 이후 은둔한 시 과 선후 계를 명확히 악하

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에 박노홍의 필명이 

붙여진 것과 박노홍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개작한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그러한 개사 작업에 박노홍의 의사가 극 으

로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박노홍의 작품을 개사한 이유

에 해, 반야월은 박노홍이 사라진 이후 그가 월북했다는 소문이 퍼

졌기 때문에 작품을 살리기 해 어쩔 수 없이 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39) 그 로 수 하기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이 있다. <알뜰

한 당신>의 작사자로 조명암 신 이부풍이 표기된 이유를 뚜렷하게 

명기한 자료는 없지만, 아마도 1938년 1월 당시 빅타 코드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쓴 작사가가 박노홍이었기에, 이름을 바꾸더라도 나름

로 개연성 있게 구색을 맞추고자 그의 필명인 이부풍을 동원했을 것

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박노홍이 개사 작업에 직  극

으로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로 한 추정이다.

38) <무정한 사람>이 수록된 LP음반인 신세기 코드 음반번호 SLB10360보다 번

호가 약간 늦은 SLB10363에는 1962년 가을에 개 한 화 <굳세어라 순아>

의 주제가 < 순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SLB10363 음반은 당시 통례에 

따라 화 개 과 비슷한 시기에 발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SLB10360 음반

은 아무리 늦어도 1962년 여름 무렵에는 발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9) 반야월, 불효자는 웁니다: 반야월 회고록, 296~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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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가요사 서술의 특징

1961년에 잠 한 박노홍은 월북한  알았다고 반야월이 표 했을 

정도로 이후 10년 동안 철 한 은둔 생활을 했다. 잠 해 있는 동안 

가요 가사를 발표하지 않았음은 물론인데, 이후 1970년 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작사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박노홍과 

가요의 계가 그 게 끝을 맺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작사가로는 

활동하지 않았으나, 만년에 작사가(作史家)로 다시 주목할 만한 자취

를 남겼던 것이다.

박노홍은 1978년에 월간지 한국연극 3월호에 ｢한국 가요사｣를 

게재해 5월호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재를 했다. 재 남아 있는 박노홍

의 유고(遺稿) 가운데 ｢한국 가요사｣ 집필을 한 사 조사 메모가 

다량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집필 이  여러 달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가요사｣는 

이후 1980년 9월에 세 출 사에서 간행된 한국가요 집 다섯 권에 

｢한국가요사｣라는 제목으로 나뉘어 수록되기도 했다. 1980년  원고에

서는 그 해 반까지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그야말로 책이 나오기 

바로 직 까지 내용 증보를 해 작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노홍의 ｢한국( )가요사｣는 단행본 출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지 않은데도 이후 거의 인용되지 않은 

편이었다. 비슷한 시기와 그 이후에 황문평이 서술한 여러 가요 

련 책들40)이 지 까지도 종종 인용되고 있는 것과는 조 이다. 

40) 노래 따라 세월 따라: 한국가요 50년 야사, 오아시스출 사, 1977; 가요백년

사, 음사, 1981; 노래 백년사, 숭일문화사, 1981; 가요육십년사, 곡사, 

1983; 한국 연 사, 부루칸모로, 1989; 돈도 명 도 사랑도, 무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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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에는 모두 가요 작가로서 직  체험한 바를 살려 

가요사를 서술했다는 공통 이 있지만 인용 빈도의 많고 음 외의 

다른 차이 도 지 않다. 황문평의 서술은 각 부분별로 독립성이 강

하고 체 으로 다소 느슨한 연 기  구성을 이루는 반면, 박노홍의 

서술은 시종 연 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 인 구조를 가지

고 있다. 황문평과 박노홍의 은 모두 과거 가요계에서 활동한 

인물에 한 서술 비 이 높은 편이지만, 황문평은 일화 심으로 하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묘사한 경우가 많고, 박노홍은 부분 간략한 

인상을 기술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 박노홍은 인물과 함께 각 시

별 주요 작품을 나열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한 편이지만, 황문평은 

그러한 방식을 거의 취하지 않았다.

｢한국( )가요사｣의 연 기  구성 방식을 보면, 우선 복 이

과 이후로 나  것이 에 띈다. 8·15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는 이지만, 복 이 과 이후의 작사 활동

이 큰 차이를 보이는 박노홍의 이력과 련지어볼 수도 있다. 더구나 

복 이 의 경우 다시 네 시기로 나 어 각 시기마다 발아기·무성(茂

盛)기·황 기·암흑기로 이름을 붙인 데에 반해, 복 이후 목에서는 

다섯 시기로 나 기는 했으되 단순히 제1기부터 제5기로만 명명하고 

있어, 아무래도 작사가로서 활발히 활동한 복 이 의 서술 도가 

더 치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복 이 의 시기 구분을 좀 더 검토하면, 30년이 지난 오늘날 시각

에서도 탁월한 바가 있다. 발아기를 1925년부터 1932년까지로 설정

한 것은 당시 음반산업의 변화상을 반 했기 때문이다. 1925년은 일

1994; 삶의 발자국 1·2, 선,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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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日東) 코드가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해 종래 일축(日蓄) 코드의 시

장 독 이 깨지고, 가요 음반도 더욱더 다양하게 발매되기 시작한 

해이다.  1932년은 5  음반회사 가운데 가장 늦게 설립된 오

코드가 음반 발매를 개시하기 직 인 때이다. 무성기의 시작인 1933

년은 오 코드가 음반 발매를 시작해 5  음반회사 체제가 완성된 

해이며, 그 끝인 1936년은 음반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해 가요 

음반 발매 종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해이다. 황 기의 시작인 1937년

부터는 표면 인 양  성장세가 한풀 꺾인 신 질 인 성장이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끝인 1941년은 12월에 태평양 쟁이 발발

해 본격 인 시체제로 돌입하기 직 이었다. 박노홍 자신이 가

요 작사를 시작한 해가 1937년이었다는 도 황 기의 기간을 설정하

는 데에 어느 정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942년부터

는 가요 음반 생산이 극도로 축되고 군국가요가 다수 제작된 

때이므로, 그때부터 1945년 복까지를 암흑기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설득력이 높은 복 이  시기 구분에 비해, 복 

이후의 경우는 시기별 명칭을 따로 붙이지 않은 것 이 에 몇몇 시기 

구분의 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것부터 문제로 지 할 수 있다. 제1기

(1945~1953년)와 제2기(1954~1960년)는 복, 6·25 쟁 발발과 휴 , 

4·19 명 같은 정치  사건과 LP음반의 정착 같은 가요계의 변화

가 히 고려된 것으로, 여타 논 에서 시도한 시기 구분과도 일치

하는 이 있으므로 박노홍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41) 제3

기(1961~1966년), 제4기(1967~1972년), 제5기(1973~1980년)는 어떤 근

41) 이 희, ｢1940년  후반(1945~1950) 한국 음반산업의 개황｣, 한국음반학 
14, 한국고음반연구회, 2004, 14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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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구분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제5기의 경우 유신독재 시기를 고

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는 하나, 1966년과 1967년 사이에 무슨 

결정 인 사건이 있었는지를 떠올리기는 어렵다. 제3기와 제4기는 박

노홍이 잠  시기와도 거의 일치하므로, 그가 당시 가요계의 상황

을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악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1980년까지 아홉 시기로 나뉘어 구성된 ｢한국( )가요사｣의 내용

은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채워져 있다. 우선 각 시기별로 표

인 작품을 나열했고, 다음으로 각 시기별로 활동한 표 인 작가와 

가수를 소개했다. 그리고 가요가 유통되는 요한 매체인 음반과 

공연의 상황을 개 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끝으로 시기에 따라 의미

가 있다고 본 가요제 같은 가요 이벤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체

로 무난한 내용이지만, 표면 인 상을 있는 그 로 보여주는 데 주

력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작품의 경우 당시 신문에 실린 고 같은 

자료를 근거로 충실하게 으려고 노력한 기색이 뚜렷하나, 집필·인

쇄 과정  어디에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류도 지 않다. 인물

에 한 소개는 인상 인 을 간단하게 몇 씩 소개하는 식으로 서

술되었는데, 아무래도 박노홍 자신과 어떤 식으로든 인연이 있는 사람

에 한 것은 구체 이고 정확하지만, 그 지 않은 인물에 한 소개

는 서술이 다소 추상 이고, 명백한 오류도 발견된다. 컨  빅타

코드 속으로 함께 작품 활동을 한 나소운이 홍난 의 필명이라고 

분명히 밝힌 42)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나, 콜럼비아 코드에서만 

작사자로 이름이 보이는 서두성(徐斗成)을 유도순(劉道 )의 필명인 것

처럼 묘사한 것은 확실히 오류이다.43) 음반과 공연 상황에 한 정리

42) 박노홍, ｢한국가요사｣, 한국가요 집 2, 세 출 사, 1980, 51쪽.

43) 박노홍, ｢한국가요사｣, 한국가요 집 2, 42쪽. 이 미·이 희 엮음,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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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량이 많지 않아 그리 깊이 있는 서술이라 할 수는 없고, 가요제 

등에 한 언 도 단순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월북한 인물에 한 소개이다. 6·25를 

겪으면서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로는 월북한 인물에 한 언 이 기

시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납북자에 해서도 에둘러 말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박노홍의 ｢한국( )가요사｣에는 조명암·박 호 

같은 월북 작가와 채규엽(蔡奎燁)·이규남(李圭南)·김 길(金永吉) 같은 

월북 가수들의 이름이 모두 실명으로 언 된다. 이 발표된 1978년 

는 1980년이라는 시 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과감한 기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월북 이후 북한에서 고 직을 지낸 조명암과 이면

상에 한 서술은 일제시  가요 작가로서 그들이 한 상을 

고려해볼 때, 거의 무한 수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0곡 넘게 

작사를 한 조명암의 이름을 채 열 번도 언 하지 않고 넘긴 것은 박노

홍도 당시 사회를 옥죄고 있던 반공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는 사실을 보여 다.

월북 작가를 어떻게 처리할지와도 련되는데, 명의 변경을 어떻게 

서술했는지도 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에 해 박노홍은 다소 일

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 납북된 작곡가 김해송(金海松)의 작품 <연

락선은 떠난다>는 이후 공식 인 해 이 있기 까지 그의 처남인 

작곡가 이 룡(李鳳龍)의 작품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 이었다. 그러

나 ｢한국( )가요사｣에서는 당시 통례와 달리 <연락선은 떠난다>

를 김해송의 작품으로 명기했다. 그 반면 조명암이 작사한 표 인 

찬미(외): 근  가요, 309쪽에서도 박노홍의 을 인용해 서두성이 유도순

의 필명이라고 했으나, 서두성은 쇼치쿠(松竹)키네마 기획부 주임을 지낸 별도

의 인물이다. ｢各 歌手選拔 審査員 四氏 決定｣, 조선일보 1934년 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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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언 할 때에는 그의 이름을 빼고 작곡자 이름만을 언 하는 

식으로 회피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1961년 이후 조명암에서 박노홍

의 필명 이부풍으로 명의가 바  <알뜰한 당신>을 그 로 이부풍 

작사라고 쓰기도 했다.44) 당  명의가 변경될 때에는 박노홍이 직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만, ｢한국( )가요사｣ 서술을 통해 

그 자신이 왜곡을 사후 추인한 셈이 되고 말았다. 서론에서 박노홍은 

“ 가 가사를 쓰고 곡을 써서 그 노래를 어느 가수가 코드 취입을 

했나? 그래서 세상에 나온 노래를 민 들이 얼마만큼 받아들 나?”

를 밝히는 것이 의 목 이라 했고,45) 이어 “지 까지 방송국이나 

부분 인 책자 한 모퉁이에나 재생 코드에까지 무 동떨어진 연

와 작자의 변칭(變稱), 는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의 가요를 아끼는 뜻에서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46) 온

갖 왜곡으로 철된 당시 가요계의 치부를 지 하기도 했다. 자

신의 발언을 구체화시키기 해 과감하게 월북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

하기도 했지만, 결국 박노홍도 자신의 안 에서 려든 이런 런 압

력을 완 히 떨치지는 못했던 듯하다.

복 이 에서 마지막 시기인 암흑기 부분 말미에다 복 이후에 

해 간략히 언 한 박노홍은 이어 “이러한 모든 시 를 겪고 나온 

가요에 한 역사 인 것을 한 번쯤 구  지을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몇 해를 더 지나서 1980년  안에는 완 히 기술하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라고 썼다.47) 이 표 으로 미루어보면 복 이

44) 박노홍, ｢한국가요사｣, 한국가요 집 1, 세 출 사, 1980, 53쪽.

45) 박노홍, ｢한국가요사｣, 한국가요 집 1, 44쪽.

46) 박노홍, ｢한국가요사｣, 한국가요 집 1, 45쪽.

47) 박노홍, ｢한국가요사｣, 한국가요 집 4, 세 출 사, 1980,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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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단 마무리하고 복 이후 부분에 해서는 후일을 기약한다는 

것이 1978년 당시의 구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80년에 복 

이후 부분을 더해 ｢한국( )가요사｣가 완성되기는 했으나, 2년이라

는 시간은 1945년부터 1980년까지 35년 세월을 정리하고 기술하기에

는, 그리고 자신이 세상과 떨어져 지낸 1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그

리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노홍 작사(作史)의 가장 큰 한계

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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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도 작사 작곡 노래 상표 음반번호

사랑은 소곤소곤 3705 이부풍 수린
백우선·

이규남
빅타 49466

유정십년 3707 박화산 김 천 안옥경 빅타 49473

상사 구백 리 3707 이부풍 수린 박단마 빅타 49475

날 두고 진정 참말 3707 이부풍 수린 박단마 빅타 49475

북  아가씨 3708 박화산 이기 김복희 빅타 49477

원히 나의 품에 3709 이부풍 세 의승 이규남 빅타 49480

유랑의 나그네 3709 이부풍 나소운 이규남 빅타 49480

그 와 가게 되면 3709 이부풍 김 석
박단마·

이규남
빅타 49481

사모의 화환 3709 이부풍 수린 박단마 빅타 49481

순정의 상아탑 3709 박화산 수린
김복희·

이규남
빅타 49482

무 진 표정 3709 박화산 수린 안옥경 빅타 49482

사랑은 꿈결 3710 이노홍 기 김인숙 콜럼비아 40784

마도로스의 노래 3710 이부풍 나소운 설도식 빅타 49485

이별애보 3710 이부풍 김 천 안옥경 빅타 49486

아가씨여 술을 3710 이부풍 설도식 빅타 49486

세월아 네월아 3710 박화산 수린 박단마 빅타 49487

처녀일기 3710 이부풍 김복희 빅타 49487

꿈을 잡고 3711 이부풍 수린 이규남 빅타 49492

웃어 주세요 네 3711 이부풍 김면균 김복희 빅타 49492

상록수 3711 이노홍 기
강홍식·

유선원
콜럼비아 40786

정한의 애소 3711 이부풍 수린 안옥경 빅타 49488

흘러간 녹야 3711 박화산 이기 안옥경 빅타 49489

애원보 3711 이부풍 수린 안옥경 빅타 49491

청춘매력 3711 이부풍 나소운 박단마 빅타 49491

도련님은 뚱딴지 3712 이부풍 나소운 김복희 빅타 49495

동방의 용사 3712 이노홍 박시춘

송달

오 혼성합

창단

오 12077

청춘부 3712 이노홍 문호월 남인수·송 오 12077

<부록> 박노홍 대중가요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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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 이난

·장세정

해조곡 3712 이노홍 양상포 이난 오 12079

여인 호소 3700 이부풍 나소운 안옥경 빅타

애수의 소야곡 3801 이노홍 박시춘 남인수 오 12080

잘 가거라 마차여 3801 이노홍 이삼사 미스리갈 리갈 C425

장가를 들게 되면 3801 이부풍 이면상 이인근 빅타 KJ1133

춘풍 삼천 리 3801 이부풍 이기 이인근 빅타 KJ1133

회상의 애조 3801 이부풍 이기 표 천 빅타 KJ1134

천리춘색 3801 이부풍 이면상 김 홍 빅타 KJ1135

왜 못 오시나 3802 이노홍 박시춘 황 자 오 12094

짜릿짜릿 사랑가 3802 이부풍 이면상 박단마 빅타 KJ1141

모던 난 가 3802 이부풍 이면상
박단마·

이인근
빅타 KJ1141

둥 둥  내 사랑 3802 이부풍 김송규
김해송·

김옥진
빅타 KJ1142

마음의 지평선 3802 이부풍 수린 안옥경 빅타 KJ1143

도 몰라요 3802 이부풍 수린 황 심 빅타 KJ1144

마음의 항구 3802 이부풍 수린 황 심 빅타 KJ1144

에헤라 춘풍 3803 이노홍 문호월 이은 오 12104

울려 주지 마세요 3803 이노홍 유일 미스리갈 리갈 C432

서울의 지붕 3803 이부풍 이면상 이인근 빅타 KJ1152

둥 둥  삽시다 3803 이부풍 이면상 김옥진 빅타 KJ1153

우리 님 날 보고 3803 이부풍 이기 박단마 빅타 KJ1153

울어도 탄식해도 3803 이부풍 이기 표 천 빅타 KJ1154

어이 하나요 3803 이부풍 수린 안옥경 빅타 KJ1154

울고 싶은 마음 3803 이부풍 이면상 김복희 빅타 KJ1155

진달래 필 때 3803 이부풍 이기 박단마 빅타 KJ1181

여인애가 3803 이부풍 이기 안옥경 빅타 KJ1182

은 날의 꿈 3804 이노홍 양상포
송달 ·

장세정
오 12115

왜 말이 없소 3804 이노홍 양상포 송달 오 12115

구슬  야곡 3804 이부풍 김송규 김복희 빅타 KJ1156

명랑한 양주 3804 박화산 김해송
김복희·

김해송
빅타 KJ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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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청춘마차 3804 이부풍 형석기 조 은 빅타 KJ1158

돌아라 물 야 3804 이부풍 이기 김 홍 빅타 KJ1158

애꿎은 달만 보고 3805 박화산 김송규 김복희 빅타 KJ1161

지구는 돈다 3805 이부풍 이면상 이규남 빅타 KJ1194

아이고나 요 맹꽁 3805 이부풍 형석기 박단마 빅타 KJ1194

청춘설계도 3806 이노홍 이삼사 미스리갈 리갈 C442

청치마 홍치마 3807 이부풍 문호월 황 심 빅타 KJ1200

꽃피는 낙원 3807 이부풍 문호월
박단마·

표 천
빅타 KJ1200

나는 열일곱 살 3807 이부풍 수린 박단마 빅타 KJ1205

내 가슴을 아느냐 3807 이부풍 박용수 조 은 빅타 KJ1205

빼앗긴 사랑 3807 조화암 수린 황 심 빅타 KJ1206

은 사공 3807 이부풍 문호월 이규남 빅타 KJ1206

꼭 오세요 3807 이부풍 이면상 박단마 빅타 KJ1207

닐리리 새타령 3807 이부풍 문호월
박단마·

표 천
빅타 KJ1207

흘러라 낙동강 3808 이부풍 수린 표 천 빅타 KJ1214

잘 틀리는 가수 3808 이부풍 이면상 이인근 빅타 KJ1217

열정무한 3808 이부풍 황 심 빅타 KJ1217

꿈꾸는 시 3809 이부풍 문호월 황 심 빅타 KJ1218

가시렵니까 3810 이부풍 문호월 유선화 빅타 KJ1228

물의 손수건 3810 이부풍 형석기 조 은 빅타 KJ1228

여창에 기 어 3811 이부풍 조자룡 황 심 빅타 KJ1252

얄궂은 운명 3811 이부풍 수린 임 일 빅타 KJ1252

행복지 3811 이부풍 문호월 조 은 빅타 KJ1253

사랑의 황 열차 3811 이부풍 문호월
김복희·

송달
빅타 KJ1253

망향의 가을밤 3811 이부풍 이면상 선우일선 빅타 KJ1254

물도 말랐소 3811 이부풍 문호월 김복희 빅타 KJ1254

답 좀 해 주세요 3812 노다지 수린 박단마 빅타 KJ1255

는 아느냐 3812 이부풍 문호월 임 일 빅타 KJ1255

거리 음식 3812 노다지 석일송 이규남 빅타 KJ1263

장모님 상서 3812 노다지 석일송 이규남 빅타 KJ1263

아가씨 감격 3812 이부풍 문호월 김복희 빅타 KJ1266

사발가 3812 이부풍 김난홍 빅타 KJ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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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마는요 3901 이부풍 문호월 박단마 빅타 KJ1274

울 터이야요 3901 이부풍 형석기 황 심 빅타 KJ1274

당신입니다 3901 이부풍 문호월 황 심 빅타 KJ1275

항구에서 만난 여자 3901 박화산 문호월 임 일 빅타 KJ1275

이별곡 3901 강 숙 형석기 안옥경 빅타 KJ1276

다시 만날 때까지 3901 이부풍 형석기 조 은 빅타 KJ1276

추억의 두만강 3901 이부풍 문호월 송달 빅타 KJ1277

정다운 우리 3902 강 숙 수린 박단마 빅타 KJ1281

신혼명랑보 3902 강 숙 수린
박단마·

임 일
빅타 KJ1281

안 오시나요 3902 이부풍 문호월 황 심 빅타 KJ1282

안달이로다 3902 이부풍 형석기 이규남 빅타 KJ1283

무정한 사람 3902 김화암 이면상 조백오 빅타 KJ1284

이별 두리 3902 이부풍 형석기 황 심 빅타 KJ1284

피리 3902 이부풍 수린 박단마 빅타 KJ1285

날나리 바람 3902 이부풍 이면상 박단마 빅타 KJ1285

섬색시 하소 3902 이부풍 형석기 안옥경 빅타 KJ1287

사랑푸념 3902 이부풍 이면상 선우일선 빅타 KJ1287

이래야만 옳겠소 3902 이부풍 이면상 이규남 빅타 KJ1288

황혼의 언덕길 3902 이부풍 이면상 조백오 빅타 KJ1288

원춘사 3904 노다지 조자룡 임 일 빅타 KJ1310

정한의 홍사등 3904 박화산 이기 조 은 빅타 KJ1310

남치마 탄식 3904 이노홍 기 김숙 리갈 C465

사랑시 3904 이부풍 형석기 이규남 빅타 KJ1311

천리에 님을 두고 3904 이부풍 이면상 조백오 빅타 KJ1311

외로운 남아 3904 이부풍 문호월 송달 빅타 KJ1312

려인의 길 3904 강 숙 문호월 서옥자 빅타 KJ1312

속아야 옳습니까 3905 이부풍 형석기 안옥경 빅타 KJ1316

청춘기록 3905 이부풍 수린 송달 빅타 KJ1316

끊어진 테 3905 강 숙 수린 박단마 빅타 KJ1317

외로운 가로등 3905 이부풍 수린 황 심 빅타 KJ1317

만포선 천리 길 3905 화산월 문호월 황 심 빅타 KJ1318

왜 몰라 주나요 3905 강 숙 형석기 박단마 빅타 KJ1318

낙화유수호텔 3905 화산월 조자룡 김용환 빅타 KJ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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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바다 3906 이부풍 수린 이규남 빅타 KJ1323

임자 없는 나룻배 3906 강 숙 이경주 안옥경 빅타 KJ1323

단오 아가씨 3906 이부풍 문호월 조백오 빅타 KJ1326

기다리는 처녀 3907 강 숙 수린 박단마 빅타 KJ1330

입술을 깨물면서 3907 이부풍 이면상 황 심 빅타 KJ1330

보내는 심정 3907 이부풍 수린 황 심 빅타 KJ1333

주장 한 구석 3907 이부풍 수린 황 심 빅타 KJ1333

변할 수 있나요 3907 이부풍 이면상 박단마 빅타 KJ1335

향수마차 3908 노다지 이경주 송달 빅타 KJ1337

추억의 탱고 3908 이부풍 이경주 황 심 빅타 KJ1337

가거라 청색차 3909 이부풍 수린 정근수 빅타 KJ1336

깨어진 단심 3909 이부풍 수린 김 명 빅타 KJ1336

상사단장 3909 노다지 이면상 조백오 빅타 KJ1345

비 오는 이국항 3909 노다지 이면상 송달 빅타 KJ1345

새몰이 3910 화산월 이면상 손희순 빅타 KJ1346

원 이 주 3910 이부풍 김용환
김용환·

조백오
빅타 KJ1346

가시면 그만이지요 3910 이부풍 이경주 한인덕 빅타 KJ1350

상해 아가씨 3911 강 숙 이면상 박단마 빅타 KJ1353

원망스럽소 3911 이부풍 이면상 황 심 빅타 KJ1353

못생긴 고백 3911 이부풍 형석기 손희순 빅타 KJ1354

물의 손수건 3912 강 숙 김양 황 심 빅타 KJ1361

여로의 조각달 3912 이부풍 김양 송달 빅타 KJ1362

미풍의 언덕 3912 이부풍 수린 박단마 빅타 KJ1362

정 두고 가는 님아 4001 이부풍 이용 박소성 리갈 C2017

심 사의 탄식 4001 이부풍 김양 김용환 빅타 KJ1360

여로인생 4001 강 숙 수린 김 명 빅타 KJ1361

야에서 4001 이부풍 김양 황 심 빅타 KJ1365

그리운 동자 4001 이부풍 수린 박단마 빅타 KJ1365

물 방아 4001 강 숙 이면상 박단마 빅타 KJ1366

치마폭 물 4001 강 숙 이면상 조백오 빅타 KJ1366

그 항구 그 여자 4002 이부풍 김 박소성 리갈 C2022

보름 달맞이 4002 이부풍 이면상 박단마 빅타 KJ1375

비련의 밤 4003 이부풍 이용 박소성 리갈 C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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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의 길 4004 이부풍 수린 송달 빅타 KJ1381

청춘문답 4004 이부풍 이면상 김 명 빅타 KJ1382

물의 오리정 4006 이부풍 이면상
김 명·

조백오
빅타 KA3002

춘향의 노래 4006 이부풍 이면상 황 심 빅타 KA3002

  4006 이부풍 이면상 박단마 빅타 KA3005

슬  멜로디 4006 강 숙 수린 복성해 빅타 KA3006

남모르게 귓속말 4007 이부풍 임정박 송 령 콜럼비아 44008

아리랑 술집 4008 화산월 문호월 김 명 빅타 KA3018

이럴 은 몰랐구나 4012 이부풍 이용 강남주 콜럼비아 44017

불원천리 내가 왔소 4012 화산월 김양 황 심 빅타 KA3025

뻐꾹새 우는 주막 4012 화산월 문호월 김 명 빅타 KA3026

물의 승방 4012 화산월 기 조백오 빅타 KA3027

딸도 괜찮아 4101 이부풍 김해송 김정구 오 K5027

하루살이 사랑 4104 이부풍 수린 황 심 빅타 KA3036

흘러간 화장 4104 화산월 김양 김용환 빅타 KA3036

꽃 피는 국경선 4201 이부풍 이윤우 이규남 콜럼비아 40884

분홍 고리 4201 이부풍 삼택간부 박단마 빅타 KA3038

장군 고개 4300 화산월 이면상 박단마 빅타 49511

가거라 삼팔선 4800 이부풍 박시춘 남인수 고려 K1007

순정의 곡 4900 이부풍 황문평 김해

백마야 울지 마라 5500 강 숙 오승 명국환 오아시스 66592

두 남매 5800 이사라 박시춘 방운아 미도 M6028

오빠가 그리워요 5800 이사라 박시춘 백설희 미도 M6029

밤마다 꿈마다 5800 이사라 황문평 이 성

마음의 등불 이사라 황문평 안정애 신세기

주: 지 까지 확인된 박노홍의 가요 작품을 연 순으로 정리했다. 연 에 나오는 네 

자리 숫자에서 앞의 두 자리와 뒤의 두 자리는 각각 음반이 발매된 연월을 뜻한다. 

몇 월 발매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는 ‘00’으로 표시했다. 그 밖에 확실히 알 수 없는 

내용은 빈칸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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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k No-hong, Lyricist and Popularmusic 

Historian

Lee Jun-hue(Academy of Korean Studies)

Bak No-hong(1914~1982)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lyricists 

in Korea before 1945 and the fourth one in the quantity of works. He 

wrote so many lyrics under various pen names until 1960 and a chronicle 

of Korean popular song in his later years. This paper focus on some 

aspects of Bak No-hong, lyricist and popular music historian.

Bak No-hong’s pen names that were already ascertained are Gang 

Young-suk, No Da-ji, Lee No-hong, Lee Bu-pung, Lee Sa-ra. Some names, 

Kim Hwa-am, Bak Hwa-san, Jo Hwa-am, Hwa San-wol are also believed 

his pen name. Bak No-hong wrote lyrics under pen name Lee Bu-pung, 

etc. in Victor record from 1937. At the same time he worked unofficially 

under pen name Lee No-hong in Columbia record and Okeh record. 

After 1940 he worked freelance and concentrated his efforts on writing 

dramas.

After 1945 Bak No-hong worked consistently on music drama(Ak-geuk) 

and movie, so he wrote few lyrics, mainly movie title song. In 1961 

he concealed himself because of business failures, thereafter his pen name 

was attached to some works of other lyricist(opposite too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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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believed that he did not participate such distortion.

Bak No-hong recommenced work after sequestration over ten years 

and wrote a chronicle of Korean popular song in 1978(enlarged in 1980). 

In spite of some faults his historical work has important significance. 

Above all it is a first-hand testimony of the person who was an influential 

lyricist and music drama writer from 1930’s to around 1960. And it 

is an attempt to restore damage of history of Korean popular song from 

divides of Korea and ideology.

Keywords: Bak No-hong, Lee Bu-pung, Pen name, Lyricist, Chronicle 

of Korean popular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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