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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이 연구의 목 은 1930년  한국 음악의 표 인 네 가지 갈래 

 하나인 재즈송을 통해 모던세 의 양가감정 표출 방식을 살펴보는 데

에 있다. 선행연구와 재 남아있는 문헌 정보를 토 로 재 남아있는 

재즈송을 분류하 고, 이  양가감정과 련된 소재인 술을 심으로 

한 곡들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당시 서양의 음악을 총칭하던 재즈송의 주 소비층은 모던세 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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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근 화와 함께 등장한 신세 인 모던세 는 서구의 문물을 동경하

고 소비했다. 음악은 상류층이 아닌 을 한 음악이며 특히 

음악에 있어 가사에 담긴 메시지는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주 소비층에 한 정서와 당시의 시 상이 그 로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재즈송에는 향락 인 도시의 소비문화를 변하며, 내면이 아닌 

외면에 치 하던 모던세 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지만 그 향락

성의 기 에는 식민지라는 시  한계에서 오는 허무주의, 애상성, 우울

감이 담겨있었고 모던세 는 이 같은 상실감과 실 도피의 정서  표출 

도구로 종종 술을 이용하 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

던세 가 양가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써 술을 소재로 한 여러 재즈송

을 애창하고 이를 향유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재즈송, 일제강점기, 모던세대, 양가감정, 근대대중가요

1. 들어가며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처음 문호를 개방했으

며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에는 본격 으로 서구의 근 문

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이태진, 1995: 317-320). 서구 열강과의 문호 

개방은 조선시 의 풍습, 법과 제도, 그리고 사상에 큰 향을 미쳤고 

이는 신분제 철폐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식민지 기인 1910년 에

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했으나 이후 국가 주도의 도시개량 

사업으로 빠르게 도시화를 이룩해가며 경제성장을 해나갔다.

경성 심으로 진행된 도시화는 1920년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일

상 문화 역에서도 자리를 잡게 된다. 외 이 서구화 된 건물이 경성의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서양식 의복을 차려입은 청년들이 경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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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비고 있었다. 당  신여성1)과 지식인층을 심으로 형성된 

이른바 모던세 라고 칭해지는 이들은 학생, 의사, 간호사, 기자와 같은 

문직에 종사하거나 은행, 회사 사무직, 화업에 종사하는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백화 , 카페, 극장, 음식 , 호텔과 같은 도시 

문화를 향유하며 근 인 소비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이에 따라 당시 

여성을 심으로 백화  매원, 카페 여 , 엘리베이터걸, 버스걸, 할

로걸 등과 같은 서비스직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박혜원, 2011: 101-103). 

이 듯 서구의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한 1920년 의 도시문화는 1930년

로 이어진다.

빠른 속도로 도시문화가 자리를 잡은 만큼 이와 조되는 부정 인 

목소리 한 작지 않았다. 도시는 근  문명 발달의 산물이 되어가는 

반면 시골은 무질서와 무지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상들을 비난하

던 이들은 근  도시를 “규격화된 양식의 건물, 통의 왜곡과 소멸, 

도시의 소음과 빈민 문제는 일제의 식민지 던 당시 상황의 부정 인 

속성들을 부각시킨 기형 인 문화형태”라고 지 했다(김경일. 2002). 

도시에 한 비 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모던세 에 한 비  한 

만연했는데 김수진(2005)은 모던걸의 상징인 통치마와 단발의 논  변

화에 해 언 하며 “신여성으로서의 결단력을 나타내는 행 던 단

발은 1927년 복장에서 나타난 유행과 함께 맹렬한 공격의 상이 되었

다.”고 언 했으며 최규진(2011)은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
母)에 반하는 모던(Modern)을 ‘모단(毛 斷)’이라고 칭하는 상을 언

하며 당시 조선 사람들의 모던세 에 한 인식을 나타냈다.

 1) 이상경(2004: 243-244)은 모던걸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신여성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신여성은 잡지 신여성(1923)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3⋅1운동 후로 

등장한 등 교육 이상의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을 뜻하며 여성이 단순히 바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인 활동을 시작하게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  해방과 자아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었다. 당

시 신여성들은 문화, 술, 의학,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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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시문화의 갈등 양상은 당시의 음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다. 1920년  반 이후, 라디오를 비롯한 음반 제작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음반 시장 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표 인 

음악 갈래로는 일본의 음악에 향을 받아 발달한 트로트(유행가), 

화된 민요인 신민요, 풍자와 해학이 특징인 만요, 그리고 서구 음악

을 총칭하던 재즈송이 있다.  네 가지 갈래  서양의 음악을 모방한 

재즈송은 모던세 가 주로 향유하던 갈래이며 재즈송의 가사에는 술에

서 비롯된 모던세 의 향락 인 모습과 그런 모던세 를 비 하는 시

선이 그 로 담겨있다(박애경, 2009).

장유정(2010)은 앞서 한 연구에서 재즈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즈코

러스, 재즈, 스뮤직, 룸바, 블루스와 같이 서양 음악의 향을 받은 

갈래 명으로 표기된 곡을 모두 재즈송의 범주에 포함했고 이 결과 재 

확인할 수 있는 재즈송의 수는 총 132곡이라 정의했으며 민속원(1998)

에서 발간한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일제강 기 국악 활동 자료집

1)에서는 재즈송을 120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토록 존하는 재즈

송의 곡수에 해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기 재즈송에는 갈래만의 특

징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재즈송은 후기로 갈

수록 만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며 음악의 표 인 갈래로 자

리를 잡았다. 재즈송 갈래의 분류에 해서는 추후 기록 조를 동반한 

꾸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사지가 남아있는 곡은 총 

38곡이며 그  <고원의 새벽>은 가사가 낙장 된 상태이므로 실질 으

로 가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곡은 37곡이다.

가요에 있어 가사는 표 인 정서 표 의 수단  하나이며 어

떤 노래가 유행한다는 것은 노래 속에 담긴 내용, 의미, 행 , 정서 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서 

유행하는 노래의 가사에는 향유층의 문화 , 심리  특성이 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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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가사 분석을 통해 특정 계층에 공유된 정서를 악할 수 있다

(최상진⋅조윤동⋅박정열, 2001). 일반 으로 은 상류층이 아닌 일

반 서민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선에 처음 소개 된 매체인 유성기 

 라디오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으므로 부유한 특정 계층만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다(이정희, 2008). 이 을 고려하여 당시 의 의미

를 보다 깊게 설정하여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재즈송에 련해 앞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재즈송의 혼종성, 재즈송 

가사에 나타난 근  도시의 풍경  특성에 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

며 감정  변화 양상  특징에 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에서는 가사지가 남아있는 37곡  술을 소재로 한 

곡을 심으로 일제강 기 음악의 갈래  하나인 재즈송의 가사

를 통해 근 화의 상징이었던 모던세 의 양가감정 표출 방식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모던세대’의 시대적 고찰

근 문화 형성시기에 한 의견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하

다. 부분의 학자들은 근 문화의 형성시기를 서구식 근  문화

가 경성에 본격 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도시 소비문화를 형성하게 

된 1920년 에서 1930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던세 에 해 앞서 

연구를 진행한 주창윤(2008) 한 김경일(2004), 손정목(1996)2)의 연구

 2) 김경일은 2004년에 진행된 주창윤의 연구에 의하면 근 를 개항기를 3⋅1운동 

이후인 1919년과 1920년부터 1930년  반, 일제가 시체제로 이행하기 인 

1930년  후반에서 해방 의 시기를 근  문화 형성기라고 분류했고 손정목은 

1996년 진행된 연구에서 일제강 기를 무단통치기인 1910년에서 1919년, 문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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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찰하며 근 문화 형성 시기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했다.

모던세  형성을 규정하는 역사  맥락은 1919년 만세운동(3⋅1 운

동)부터 만주사변 이후 1930년  후반까지다. 만세운동 이후 당시 한국 

사회는 사회주의 경향, 민족주의 경향, 낭만주의 경향 등으로 이념  분

리가 본격 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던세 는 이와 같은 이

념  경향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으며, 1920년  후반을 거치면서 식민

지 소비문화로 편입되었다. 이들은 이념  무방향성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1920년  이후 일제문화정치로의 ‘동화’를 의미한다.

1919년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하는 동시에 학생, 농민, 

교사, 여성 등 다양한 이 일상에서 사회로 뛰어들게 한 의 정치

를 보여  정치  돌 구  하나 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1920년에 

들어서며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통치체제를 개편하 다. 문화정치

가 시작되며 에게는 잡지,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 자유주의사상 등 다양한 신문명이 으며(배성 , 1996) 도

시에는 새로운 계층이 발생했다. 당시 되던 신문명을 바탕으로 형

성 된 신여성과 은 지식인층, 이른바 모던걸, 모던보이라고 불리던 

이들은 1927년, 하나의 세 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 가 형

성된다는 것은 특정 생활양식  가치 을 공유하는 집단이 형성된 것

을 의미한다. 의식 형성에 직 인 향을 끼치는 시기는 청소년기라

고 이르는 10  반에서 20  반이다. 일제강 기에 태어난 모던세

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다양한 매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

다. 때문에 당시에 등장한 다채로운 미디어는 모던세 의 형성에 결정

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엄 섭, 2008).

치기인 1920년에서 1930년, 민족말살기인 1931년에서 1945년 세 가지로 나 며 

일제가 문화통치를 한 1920년 에서 1930년 를 근 문화의 형성기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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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세 와 기성세 를 구분하는 방법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의

복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었다. 1930년 는 양장의 성시 라고 할 만

큼 양복과 양장이 일반화되었다. 모던걸 사이에서는 단발머리, 짧은 치

마, 구두, 핸드백, 목도리, 서양인처럼 이목구비를 강조하는 화장이 유

행했고 모던보이 사이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정장과 넥타이, 모자, 안

경이 유행했다. 그들은 서구화 된 복식을 하고 서구 문화를 선망하며 

도시의 근 화된 문명을 향유했다. 모던세 의 이런 과시 인 소비태

도는 비 의 상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당시 일제의 통치하 던 시

 특성과 모던세 가 화,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일 이 서

구의 자유로운 분 기를 한 세 라는 을 봤을 때 이런 유행은 서구

에 한 동경, 선망, 이상으로 나타난 상으로도 볼 수 있다(박혜원, 

2011).

엄 섭(2008, 의 논문)은 모던세 의 등장을 단순한 세 의 발생이 

아닌 하나의 사회 상으로 야한다고 언 했다. 모던세 는 근 화 

된 한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세 으며 이들은 기존의 세 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욕구를 가지고 사회를 바라봤으며 집단 인 경험

과 삶의 양식을 통해 같은 지향 을 공유했다. 남 3)에서 주로 활동하

던 이 모던세 는 도시 심의 자본주의  소비문화를 최 로 체득한 

세 로써 ‘애국’, ‘계몽’, ‘민족’ 사상을 요시하던 기성세 와는 다르게 

자유연애 사상4)과 개인주의  가치를 시했으며 서구, 특히 미국의 

 3) 일제는 당시 경성을 일본인의 심지인 남 과 조선인의 심지인 북 으로 나

었는데 여기서 남 은 오늘날의 을지로, 종로에서 충무로, 화정을 이야기한다. 

남 에는 다방, 백화 , 시계방, 양장 , 화  등 근 인 도시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으므로 모던세 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4)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자유연애 사상은 1910년 에 처음 등장하 으며 

연애(戀愛)라는 말 한 그때 등장한 신조 다. 이 연애라는 개념은 당  기성세

의 강제성을 띈 결혼 과는 비되는 개념이었다. 1920년 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미 이 연애라는 어휘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청춘들 사이에서는 연애가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정혜경, 2009). 이때까지만 해도 연애와 사랑은 신성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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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빠르게 수용해 새로운 계층 문화를 만들어갔다(주창윤, 

2008, 의 논문). 한 모던세 들은 새롭게 신교육을 받아 자유주의, 

개인주의, 마르크스 사상 등을 바탕으로 한 ‘신사상’을 수용하여 다양한 

여성 계몽 운동과 물산장려운동, 주학생운동과 같은 청년운동을 펼

치기도 했다(배성 , 1996). 이를 통해 모던세 는 단순히 서구의 복식

과 문물만 따라가는 세 가 아닌 한국의 역사에 있어 문화사회학 으

로 최 로 등장한 세 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양가감정’에 관한 이론 배경과 식민지적 양가성 

양가감정은 1910년에 스 스의 정신의학자인 블로일러(E. Bleuler)가 

소개한 개념으로 모순, 상실감, 슬픔, 오와 같은 부정 인 감정이 희

망, 기쁨, 연민 등의 정 인 감정과 상호 립 되거나 상호 모순이 

되어 함께 섞여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5) 양선이(2013)는 린츠의 

감정 이론6)을 지지하며 양가감정을 두 가지의 감정 주체가 서로 다른 

단 사이에서 지속되는 동요라고 설명했다. 한 이새롬⋅조성근⋅이

장한(2012)은 양가감정을 “동일한 상에 하여 정 이고 근하고 

싶은 경향과 부정 이고 회피하고 싶은 경향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의

미”한다고 언 했으며 음주에 해 “순간의 즐거움에 쉽게 빠지게 하며 

물질을 사용하는 순간 즉각 으로 신체 인 흥분과 친 한 사회  상

었으나 불안해져가는 시  상황과 함께 1930년 에 이르러서는 지표 없는 열정

으로 표출되며 향락성을 띄기 시작했다. 

 5) 김경춘⋅이수연⋅이윤주⋅정종진⋅최웅용. 2016 상담학사  , 학지사,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62841&docId=5676738&categoryId=62841

 6) 린츠(Jesse Prinz)는 뉴욕 시립 학 학원 센터의 철학과 교수 겸 과학 연구 

원회의 책임자이다. 린츠는 감정을 자시자신과 환경의 표상하는 인지  단

에서 오는 것이 아닌 신체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양

선이, 2013, 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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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음주자는 정서 으로 고통을 받을 때 

자동 으로 음주에 한 갈망을 쉽게 느끼게 된다. 음주자는 음주 갈망

을 느낌과 동시에 음주의 단 , 주변 환경에 한 걱정 등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하기도 한다.”7)고 설명하며 양가감정이 드러나는 표 인 행

  하나로 음주를 꼽았다.

우리 민족은 로부터 술을 즐겨왔으며 한국 가요  문학에 있

어 술을 소재로 한 작품은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재로서의 술은 인문학 인 의미가 강했으며 작  화자의 성별  계

층  특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며 비유 , 상징 인 기능을 했다. 

임재욱(2010)의 연구에서 애정시조에서의 술은 풍류, 감정 표 , 로

의 수단이었으며 서창교(1982)의 연구에서는 문학에서의 술을 멋으로 

풍류 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한 김효정

(2001)은 일제강 기 가요의 다수를 작시한 조명암의 가사를 분

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술을 향락을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동순(2012)은 유도순의 가사를 분석하여 당시의 모던문화

인 카페와 주 의 웨이트리스를 언 하며 술에 한 퇴색된 의미를 나

타냈음을 확인했다. 일제 통치 의 술이란 음미하고 감상하고 향유하

며 리는 수단  하나 으나 일제 통치 후에는 향락과 독을 표출하

는 수단  하나가 되었다(이화선⋅구사회, 2018).

조형근(2013)은 앞서 진행한 연구에서 일반 으로 식민지인은 차별

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배민족이 되고 싶다는 이 의 맥

락에서 분열 인 상태에 처한다고 언 했다. 이는 새로운 문화와 식민

 7) 이새롬⋅조성근⋅이장한(2012)은  논문에서 음주 행 를 바탕으로 신체가 가진 

핫, 쿨(Hot, Cool, 이하 원어 표기) 시스템에 한 임상 인 연구를 진행했다. 음주 

행 를 함으로서 느끼는 즉각 인 정 인 반응을 Hot, 이에 뒤따르는 실의 

인지를 Cool로 설명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모던세 의 향락성은 Hot에, 시  

실에 한 상실감은 Cool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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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이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양가  분열이며 식민지 조선의 경우

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모습으로 양가 인 양상이 나타났다. 일제강

기  도시화가 가장 가 르게 진행되었던 것은 1930년 이다. ‘모던’에 

있어 도시란 화려한 도시 문명과 자본주의  소비문화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경성에는 새롭고 낯선 근 화된 풍경과 식민지  실의 음울함

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로 락해가는 도시의 모습과 근 도

시의 역동 인 변화를 함께 담고 있었으며 당  신지식인들은 동양과 

서양, 통과 가 뒤섞인 혼종의 공간을 보며 근 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함을 느끼고 있었다(김동우, 2008).

식민지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지향과 식민주의  욕망

의 유혹 충돌에 한 양가성이 주를 이루었다(공종구, 2018). 이러한 식

민지 문학의 특성은 가요의 가사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재즈송 가

사는 식민지인으로서 근  문물을 향유하고 싶은 욕망과 일제의 억압

에 항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성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당시 재즈송 가사의 화자는 모던세 으며 이들은 식민지의 

시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해 격히 형성된 근

의 도시의 향락 인 문화에 빠져들었다. 그와 동시에 서구의 음악인 재

즈를 향유하며 근 문물을 하나의 탈출구로 여겼다(남 지, 2015).

3. 1930년대 한국 재즈송의 유행 양상

조선은 개항 기, 창가와 찬송가, 군악 를 통해 일 이 서양 음악을 

수용했다. 기 한국의 음악은 찬송가를 번안한 번안가요가 부

분이었으며 이는 1880년  후반에 창가라는 명칭으로 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았다. 기의 창가는 가사에 애국, 독립, 계몽사상을 담아냈으

나 일제의 식민 통치 이후 등장한 보통교육창가집8)에 의해 1910년



1930년대 한국 재즈송 가사에 나타난 모던세대의 양가감정 표출 방식에 관한 연구 박예나⋅한경훈  133

에 들어서서는 부분이 유행창가로 변질되었다. 1926년 윤심덕의 <사

의 찬미>9)이후 사치품으로 분류되었던 코드가 에게 보 되기 시

작했으며 이는 이후 한국 음악의 발달에 많은 향을 끼쳤다. 1930

년 의 표 인 음악의 갈래에는 일본 음악의 향을 받은 

와 시가 빠진 5음계인 요나 끼 단조를 사용하는 트로트, 기존의 

통가요를 가요로 재해석한 신민요, 서양 음악의 향을 받아

서 생성 된 재즈송, 희극의 갈래에서 시작 된 만담이 있다(장유정, 

2013).

이소 (2010)은 “1930년부터 1940년까지 약 10년간 유통된 재즈송은 

본격 인 재즈를 가리키기 보다는 미국에서 유행하던 팝송이나 샹송, 

라틴 음악 등을 포함하거나 그런 음악들의 분 기를 모방하여 만든 음

악을 가리킨다.”고 재즈송을 정의했고 장유정(2010, 의 논문)은 재즈

송이 당시 서양음악을 총칭하는 말임을 고려하여 재즈코러스, 재즈, 

스뮤직, 룸바, 블루스와 같은 서양음악의 갈래를 모두 재즈송에 포함시

켰다. 따라서 당시의 ‘재즈’는 에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이 아닌, 당

 음악  서양음악을 총 하는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재즈송의 가사에는 당  다른 가요의 갈래와 비교했을 때 확연

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제목과 가사에 외래어를 사용한다는 

이며 이를 통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은 층이 당시의 문화를 어떻

 8) 1910년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 의 음악교과서이다. 수록된 곡은 일본인이 작사, 

작곡한 일본 창가가 부분이었다. 1930년  반까지는 조선어로 된 창가도 함께 

수록했으나 청일 쟁 이후로는 수록된 곡의 가사가 부 일본어로 바 었다. (한
민족문화 백과사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2496).

 9) 1926년 윤심덕이 작사한 번안 곡. 윤심덕은 애인인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부연

락선을 타고 귀국 도  김수산⋅윤수선이라는 가명으로 유서를 남기고 해탄에 

몸을 던졌다. 즉, 유부남과의 사랑을 정사로 끝을 맺었다. 다분히 염세 인 윤심덕

의 노래 <사의 찬미>는 이들의 정사사건과 더불어 많은 음반이 팔려 음반 매의 

진제가 되었다. (한민족문화 백과사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

Item/E002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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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용하는지에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국성은 재즈송 

가사에 있어 당시의 시  분 기를 도피하거나 리충족을 한 수

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장유정, 2010). 한 재즈송은 가사에 당시의 

도시의 문화를 담고 있는데 가사 속의 화자는 부분 도시의 문화를 

향유하는 청춘들이었다. 이들은 부분 향락 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는

데 당시 식민지라는 시  배경이 주는 압박감을 해소하기 해 도시

의 환락과 소비, 향락에 의탁했다고 볼 수 있다(박애경, 2009). 한 재

즈송은 1930년  후반으로 개되며 애상 인 선율과 리듬을 가진 블

루스로 변해가게 된다. 이는 앞서 나타난 식민지  시 에서 오는 압박

감에서 오는 애상성과 다른 것으로 1937년 일 쟁 이후 사회에 나타

난 허무주의의 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장유정, 2013).

박용규(2008)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경성방송국의 음악 로그램의 

청취자  ‘신진 청년계 ’은 새로운 ‘양악과 유행가’를 선호했으며 ‘ 년 

이상’의 청취자들은 ‘조선음악’을 선호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당시의 

신세 들은 방송국에 극 으로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음악

로그램 개설을 꾸 히 요구했으며 방송국은 이를 극 반 하 다. 새

로운 ‘양악과 유행가’를 선호하던 모든 청년이 모던세 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시 모던보이들이 향유하던 모던문화의 하나인 카페에서 서구

식 재즈와 서구의 화가 유행했다는 (우정권, 2008)에서 ‘양악과 유

행가’를 선호하던 계층에 모던세 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 의 재즈송은 1930년에 발매된 복혜숙의 <종로행진곡>

이다. 창기의 재즈송은 부분 번안 가요 으며 1935년이 지난 후에

는 한국 작곡가들의 창작 재즈송의 비 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손

목인이 작곡한 <낙화의 물>(1936)과 <감격의 그날>(1936)은 재즈송

의 정체성을 명확히 제공하는 실마리가 되었다(이소 , 2010, 의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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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송이 발생한 1930년 는 근  도시 심의 소비문화가 완 히 

자리를 잡은 시기 으며 이런 시 인 상황은 재즈송에서도 드러난

다. 당시 조선은 근 화를 시작한지 30년이 넘었으나 자율 인 개방이 

아니었으며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다. 들은 근 인 도시 문

명을 향유함과 동시에 시 인 박탈감을 함께 느 으며 이 양가감정

은 재즈송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국 인 면모와 향락성을 담은 재

즈송은 당시 근  도시 문화를 소비하며 서양을 동경하던 모던세 의 

송가가 되었다(박애경, 2009). 이런 재즈송의 유행은 1930년  말, 일본

의 음반 검열이 시작되기 까지 계속 된다.

4. 재즈송 가사에 나타난 모던세대의 ‘양가감정’ 표출 방식

앞서 언 하 듯 가요는 당  들의 문화와 감성을 반 하고 

있다. 재즈송의 가사에서 나타난 서울의 모습은 문명 도시이자 청춘의 

도시이다. 재즈송 가사의 화자는 주로 근 화된 도시의 문물을 소비하

고 있으며 이들은 근 화의 상징인 모던세 를 의미한다(길진숙, 

2009). 가사의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은 모던세 는 각자의 

모습으로 향락 인 도시의 문명을 즐기며 지나간 사랑에 아 하기도 

하고 술에 욕망을 의탁하기도 한다. 앞서 언 했듯 일제강 기 문학에

서의 양가감정은 근  문물을 향유하고 싶은 욕망과 일제의 억압을 

항하고자 하는 데에 기 를 두고 있다. 당시 카페의 발달로 인해 서구화

된 음주 문화의 도입이 으며 이 과정에서 술은 풍류 하는 것에서 단순

히 즐기는 향락 인 것으로 의미가 변질 다. 술은 당시 청춘들에게 있

어 단순히 즐기는 수단이기도 했으며 시  상황에서 오는 압박을 벗

어내는 탈출구가 되기도 했다(이화선⋅구사회, 2018). 따라서 식민지 

문학에서 나타난 양가성인 민족주의  지향과 식민주의  욕망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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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술을 심으로 표출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재즈송의 특성  향락 인 도시문화를 소비하는 모던세 의 모습이 

담긴 곡은 다음과 같다.

발매년도 연주 곡명 가사의 소재

1930 복혜숙 종로행진곡 등불, 붉은빛, 주정, 선술집, 서울밤

1934 버톤 크레인 다시못올이청춘 술, 담배, 청춘, 연인

1935 강홍식 서울명물 모던, 카페의 걸, 영화배우, 훅크압파

1935 강홍식 제가젠체 영어책, 제가젠쳑, 신식유행

1936 버톤 크레인 술주정뱅이
술주정뱅이, 약주, 막걸리, Night, 

불로주

1937 강홍식 명물남녀 모던이, 넥타이, 웨트레스

1937 김인숙 춤추는 아씨 오색등불, 밤, 스텝, 트롯트, 블루쓰

1939 김용환
도성의밤노래

(술취한우유배달부)
술, 우슴, 밤, 청춘, 오아씨스 

<표 1> 도시문화를 소비하는 모던세대의 모습이 나타난 재즈송

이  모던에 해 직 으로 언 한 곡은 강홍식의 <서울명

물>(1935), <제가젠체>(1935), <명물남녀>(1937)가 있다.10) 이 세 곡의 

경우 모두 유도순이 작시한 곡으로써 당시 기성세 가 모던세 에게 

가진 부정 인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향락의식에 취한 모

던세 에 한 직설 인 비 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모던세 의 양

가감정 표출 수단으로 쓰인 술을 소재로 한 곡들은 복혜숙의 <종로행진

곡>(1930), 버튼크 인의 <다시못올이청춘>(1934), <술주정뱅이>(1936), 

김용환의 <도성의밤노래(술취한우유배달부)>(1939)이가 있다.11) 당시 

10) 본 에서 표기되는 곡 명, 가사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인용지의 것을 따른다.

11) 가사 분석의 방법은 선행 연구를 참고 했으며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장유정. 

2006. ｢1930년  한국 도시문화와 음악｣ 한국문학논총 42, 한국문학회: 

137-157; 길진숙. 2009. ｢일제강 기 가요 속의 ‘서울-모던-여성’의 풍경｣ 한
국고 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 여성문학회: 57-97; 박애경. 2009. ｢환락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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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 가 보는 모던세 의 향락성은 아래와 같다.

할로 할로 압헤가는 모던 / 아조그럴해 오-이애-스

기생 사 학생갓진안코 / 귀부인도안이 그럼 이게뭘가

올치아럿다 바로그걸세 / 요지음 서울명물 카폐의

밤에피는 네온의불 박쥐사 나라

할로 할로 험구쟁이12) 할로 / 아주제가 젠쳑13) 오-이애-스

화배우 강그갓진안코 / 쟝사치도아니 그럼이게뭘가

올치아럿다 바로그걸세 / 요지음 서울명물 주먹장사 훅크압 14)

사내운 펀취 내마음도그록키라

— 범오 작사, 강홍식 <서울명물>(1935) 

콜럼비아 코드에서 1935년에 발매한 강홍식의 <서울명물>은 모던

이란 단어를 직 으로 언 하며 당시 모던세 에 한 시각을 드러

내고 있다. 유도순이 작시한 <서울명물>에는 유도순의 모더니즘에 

한 인식과 응태도가 나타난다. 유도순은 일제강 기에서 132편의 가

요시를 남겼을 만큼 걸출한 문 작가  하나 다. 유도순은 재즈송 

가사에서 실의 모순과 부조리한 세태를 비 했으며 모던세 에 한 

심한 거부감을 반 하고 있다(이동순, 2012).

곡의 도입부에 나타나는 ‘할로’와 2  가사의 ‘오-이애-스’, ‘펀치’, ‘그

멸: 1930년  만요와 재즈송에 나타난 도시의 ‘낯선’ 형상｣ 구비문학연구 29, 

한구구비문학학회: 139-165; 장유정. 2010. ｢20세기 반기 서양 음악의 수용

과 양상 고찰: 재즈송을 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13, 한양 학교 우리춤연

구소: 269-301; 이화선⋅구사회. 2018. ｢한국 가요에 나타난 술의 양태: 일제

강 기와 한국 쟁 ⋅후, 1960년 까지 요 가요를 심으로｣ Culture 

and Convergence 40, 한국문화융합학회.

12) 남의 흠을 들추어 헐뜯거나 험상궂은 욕을 하는 사람.

13) 잘난 체하고 으스 는 모양새.

14) 조직폭력배를 의미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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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와 같은 어 표 은 당시 재즈송과 모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를 사용하여 모던세 를 비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기생 인

가, 학생 같진 않고’, ‘귀부인도 아닌 그럼 이게 뭘까’를 통해 당시 모던

걸과 모던기생에 한 행색을 비꼬고 있으며 이어서 ‘서울 명물 카페의 

걸’을 언 하며 카페 여 에 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시 카페는 유

흥을 즐기기 해 존재하는 공간이었으므로 오늘날 카페의 개념과는 

다른 공간이다. 그러므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한 바리스타의 개념

과 다르게 손님의 요구에 따라 부의 성향을 띄기도 했다(서지 , 

2008). 화자는 당시의 표 인 유흥공간인 카페와 여 을 언 하며 향

락 인 모던세 의 문화를 비 하고 있다.

2 에서는 당시 근 화가 진행되며 나타난 직업인 ‘ 화배우’를 ‘험구

쟁이’, ‘장사치’와 함께 언 하고 있다. 당시 은 층에서는 서구의 화

가 유행하고 있었으며 복장 한 서구의 화 주인공에서 따온 것이 

부분이었다. 따라서 ‘ 화배우’는 양장을 한 모던보이를 뜻하는 말로 

볼 수 있다. 모던보이는 ‘ 화배우’처럼 서구 인 외양을 갖추었으나 태

도는 ‘훅크압 ’, 즉 조직 폭력배와 다를 바 없이 거칠다는 것을 표 하

며 화려한 겉모습에만 치 하는 모던보이에 한 비 을 하고 있다. 

가갸거겨고교구규 언문한자모르며 / ABCD아니와 젼차타고 제가젠쳑

어책만 보다가 서양사람뭇는말에 / 아이트노 

아 아 / 이게 지 모단이 얼간망둥이라우

시죠한장 못부르고 권주가도모르며 / ｢고이와야사시｣ 아니와 기생

인쳑 노름가서

제가젠쳑 내다 노래하나 불 보우 / ｢와다시 시라나이와｣
아 아 / 이게 지 모던기생 화 기생이라우

가집도 못쓰고서 된장먹는신세가 / 드라이  란데  아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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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튼 궁둥이를

룩へ 하면서 요모양에 신식유행 / 골치압하죽겟네

아 아 / 이게 지 모던 회귀신이라우

— 범오 작사, 강홍식 <제가젠체>(1935) 

1935년 콜럼비아 코드에서 발매한 강홍식의 <제가젠체>의 뜻은 잘

난체하고 으스 는 사람을 의미한다. 1 에서는 ‘언문한자’, 즉 모국어

도 제 로 구사하지 못하면서 어에만 집 하는, 모던보이에 한 비

을 하고 있다. 가사 속의 모던보이는 ‘ABCD’를 구사하며 어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정작 서양인이 묻는 말에는 ‘아이 돈트 노’라며 답

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화자는 이런 모던보이를 얼간망

둥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2 은 모던기생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선의 기생으로서 마땅히 할  알아야할 ‘시조’, ‘권주가’는 모르면서 

일본의 곡인 <고이와야사시>만 알고 있는 모던기생을 얼굴만 쁜 화

기생이라고 비꼬고 있으며 3 에서는 하루아침에 도시 문명에 취해 

‘ 가집’, ‘된장’과 같은 통의 것을 버리고 ‘드라이 ’, ‘란데 ’와 같은 

서구의 문물만 쫓는 모던걸을 비 하고 있다. 화자는 이런 모던세 의 

모습을 보며 직 으로 ‘요모양에 신식유행, 골치아  죽겠네’ 라고 이

야기하며 모던에 한 부정 인 시각을 드러내내고 있다.

이몸은 서울명물 이 / 모던이 표하는 작난

샛발간 넥타이 날좀보세요 / 서울서 나모르면 실수지

나는 군신데 이러우 / 직업부인 표하는 웨트 스

하나상 고싱에 잠은못자나 / 얼간들 녹이는데 제일이야

그러나 나만못해 틀녓서 / 이는 이래봬도 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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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도 소개가된 오입장인15)데 / 서울서 나몰으면 실수지

웨트 스 무서운힘 몰으나 / 산 왕 아무개도 그러코

구 구 일홈잇는 세력가들도 / 우리들 여자에겐 녹앗지

세상은 불경긔에 져도 / 한가한 인간들은 만어

작난 인 이가 서울흔들고 / 웨트 스 세력에는 놀나워

— 범오 작사, 강홍식 <명물남녀>(1937) 

강홍식의 <명물남녀>는 1937년 콜럼비아 코드에서 발매된 곡이며 

당시 서울의 ‘명물’이었던 모던세 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찬가

지로 이 곡의 작사자인 유도순은 앞서 언 된 <서울명물>, <제가젠체>

에 이어 <명물남녀>를 통해 모던에 한 비 인 의식을 드러내고 있

다. 이 곡은 모던보이와 웨트 스, 즉 카페의 여 이 설 을 벌이는 형

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서울의 명물은 모던보이이다. 

가사에서 모던보이는 ‘새빨간 넥타이’를 하며 한껏 멋을 부린 뒤 자신이 

‘깍두기’와 ‘작난꾼’, 즉 조직폭력배라며 잘난 척을 하고 있으며 뒤이어 

등장하는 여  한 자신이 서울을 표하는 ‘직업부인’이라며 잘난 척

을 하고 있다. 모던보이는 이런 여 에게 지지 않기 해 자신은 ‘신문

에도 소개 된 오입쟁이’라며 으스 고 있으며 이에 여 은 ‘이름 있는 

세력가들도 우리들 여자에겐 녹았지’라며 받아치고 있다. 여기에는 화

자의 모던세 를 향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모던보이는 앞서 언  된 <제가젠체>에서 나온 것처럼 폭력배와 다

름없는 거침없는 언행을 일삼고 불륜을 질러 신문에 난 것을 자랑스

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웨트 스는 자신이 ‘직업부인’, 즉 유흥

15) 오입쟁이. 아내가 아닌 여자와 불륜을 지르는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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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종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며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언 하고 있다. 화자는 “세상은 불경기에 빠져도 한가한 

인간들은 꽤 많아. 장난꾼인 깍두기가 서울을 흔들고 웨트 스 세력에

는 놀라워.”라며 근 화가 된 이후, 혼란해진 세상에 한 비 을 하고 

있다. 

이 듯 모던을 직 으로 언 한 재즈송의 가사에서 드러나는 모던

세 의 모습은 향락과 도시의 화려한 문명에 취해 사리분별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화자는 모던세 와 향락 인 도시의 문

화를 비 하고 있으며 혼란한 시 에 한 부정 인 인식을 표출했다. 

하지만 모던세 가 화자로 등장하는 재즈송 가사에 나타난 모던세 의 

모습을 달랐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도시의 모습을 표 한 재즈송에서 공통 으로 등

장하는 소재는 술이다. 모던세 의 음주 문화는 카페를 심으로 서구

의 술인 맥주와 스키, 포도주를 마시며 이루어졌다(우정권, 2010). 앞

서 언 하 듯 우리 문학에서도, 음악 소재에 있어서도 술은 양가

감정을 표하는 소재이며 일제강 기 이후 향락성을 표출하는 수단 

 하나로 쓰 다. 재즈송 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술은 향락성을 표

하는 소재이자 당시 혼란스러운 모던세 의 감정을 가장 잘 표 해주

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붉은등불 란등불 시월 일밤에 / 거리거리흐터진 사랑의붉은빗 /

등불타는등불 좋이나조흐냐

마음 로주정해라 고흔이맛나면 / 음 한16)맵시보소 선술집색시

종로네거리를 엇더타이르료

16)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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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탁갑다우리님이 거의오실잇 / 흐늘거려놀잔다 노래부르고

서울밤 그리운밤 종로의네거리 

— 복혜숙 <종로행진곡>(1930) 

1930년 콜럼비아 코드에서 발매한 복혜숙의 <종로행진곡>은 최

의 재즈송으로 일본의 <도톤보리 행진곡(道頓堀行進曲)>을 번안한 곡이

다. <종로행진곡>은 모던세 가 주로 활동했던 종로를 소재로 한 노래

이며 종로 밤거리의 풍경과 그 속에 머물고 있는 청춘들의 모습을 잘 

나타낸 곡이다. 당시 가요에 있어 경성을 소재로 한 가요  종로를 

배경으로 한 노래가 많은 편인데, 이는 당시 작사가들이 우리나라의 삶

과 정신을 반 하며 자연스럽게 일어난 상으로 볼 수 있다(장유정, 

2006). 경성의 남 에 치한 당시 종로에는 시계방, 양장 , 화장품 가

게, 제과 , 카페 등 각종 근 인 도시 산물이 가득했으며 이를 주로 

향유하던 것은 모던세 이다. <종로행진곡>의 화자는 ‘붉은 등불과 

란 등불’로 당시의 화려하던 종로의 밤거리를 묘사하고 있으며 ‘거리거

리흐터진 사랑의붉은빗’을 통해 청춘들의 사랑이 만연한 모습을 담아냈

다. ‘등불타는등불 좋이나조흐냐’에서 ‘등불’은 앞서 언 한 등불과는 달

리 은 층의 ‘사랑’을 뜻하게 된다.

‘주정’, ‘선술집색시’, ‘흐늘거려놀잔다’를 통해 만취한 화자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술에 취한 화자가 종로 거리를 다니며 ‘고흔이’, 즉 연애 

상 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3 에서 언  된 ‘우리님’을 통해 

화자에게는 다른 연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향락성에 기

반을 둔 당시 모던세 의 자유연애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화자가 ‘마음 로 주정’을 하기 해서는 ‘음 한 맵시’를 한 ‘고흔이’, 

즉 마음을 기  수 있는 이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화려한 밤거리에서 

각종 근  문물을 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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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하에 있는 시 인 실이 주는 상실감 때문이다. 이 듯 모던세

의 향락성의 기 에는 시  상황에서 오는 우울감이 깔려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당시 우리 삶의 터 이던 종로는 화려한 근 의 욕망

으로 가득 찬 거리 으나 한 편으로는 시  상황에서 오는 상실감이 

기 에 깔린 모순 인 거리 다.

술담배 졍말조와 / 세상에 업지못할 것 / 이것만이 업다면야 / 엇더  

살것인가

어청춘 조흔 / 연인을 찻고서 / 이맘이 불쾌하면 / 비-루맘것 마서요

내-네 자씨! / 비-루를 가져와요 / 오- 쳔사여! / 이리로 안즈서요

다시못올 이청춘 / 흥겨웁게 노라요 / 가슴속이 탈지 / 마음것 

마서 요

얼골이 입분이는 / 마음속 가시돗첫네 / 그 마음 가시업다면 / 귀엽

고도 사랑스러요

그 는 장미 / 언제나 이내맘  다네 / 비-루를 맘것마시고 / 

모든것 잇고사려네

Trink’ trink’ Bruederlein, trink’ / Lass’ doch die Sorgen zu Haus’

Maide den Kummer und Maide den Schmerz. / Dann ist das Leben 

ein Scherz.

— 버톤 크 인 <다시못올이청춘>(1934) 

콜럼비아 코드에서 1934년에 발매한 버톤 크 인의 <다시못올이

청춘>은 김웅이 작시한 곡으로 당시 청춘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

다. 화자는 ‘술’과 ‘담배’를 통해 향락 인 생활을 즐기며 청춘을 같이 

보낼 연인을 찾고 있다. 여기서 ‘비-루’는 일본어로 맥주(ビール)를 뜻하



144   통권 24호 (2019년 하반기)

는 말인데, 화자는 이런 자신이 불쾌하면 술이나 마음껏 마시라며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사랑과 술에 취한 청춘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다시못올이청춘>에서 에 띄는 부분은 직 으로 외국어를 사용

한 가사이다. 1 과 3 은 한국어로, 2 은 독일어 가사로 구성되어 있

다. ‘Maide den Kummer und Maide den Schmerz. Dann ist das Leben 

ein Scherz.’는 독일어로 ‘슬픔과 고통을 미화하세, 그럼 인생은 농담이 

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재즈송 가사에 있어 외국어  외래어의 

사용은 가장 상징 인 부분이며 주로 이국성으로 향락성을 더욱이 고

취시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앞서 나온 ‘모든 것 잇고사려네’와 ‘슬픔과 

고통을 미화하세’라는 표 에서 화자는 청춘을 즐기는 에도 잊고 싶

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종로행진곡>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에 처한 실을 술에 취해 미화하여 ‘농담’으로 만들고 싶은 화자

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술주정뱅이 술을마시자 / 약주나 막걸니 머나조치요

세상에모든것 돌볼것업네 / 술만은언제나 조코조와

부어라 마시자 / 불로주 가득히부어노코

흥에겨워서 얼시구조쿠나 / 잔을들어 잔을들어라

Drunk last night! / Drunk the night before!

Gonna get drunk tonight / If I never get drunk no more,

When I’m drunk I’m as happy as can be / For I am a member of 

the Souse Family,

Glorious! Glorious! / One keg of beer for the four of us!

Glory be to God that there are no more of us / For the four of us 

can drink it all alone.

— 버톤 크 인 <술주정뱅이>(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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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콜럼비아 코드에서 출시된 버톤 크 인의 <술주정뱅이>는 

마찬가지로 김웅이 작사한 곡이다. <술주정뱅이>의 원곡은 미국의 

<Drunk Last Night>이며 일본에서는 <酒か のみたい(술을 마시고 싶

다)>라는 제목으로 발매되기도 했다. <다시못올이청춘>과 <술주정뱅

이>에서는 당시 서구화된 모던세 의 음주문화를 표 했다는 공통 이 

있다. 서구식 음주 문화는 술을 풍류로 여기던 우리 문화와는 달리 ‘술’ 

자체를 즐기는 향락 인 면모가 담겨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화자는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약주’, ‘막걸리’를 언 하며 주종에 상 없이 오로지 ‘술’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흥에 겨워’ 술에 취한 화자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세상에모든것 돌볼것업네’라는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세상’이 직

으로 언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과 ‘술만

은언제나 조코조와’를 통해 지  화자는 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즉, 혼란한 세상에서 화자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술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술을 즐기며 당시의 시

인 상황을 외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술주정뱅이>에서도 앞서 언 한 <다시못올이청춘>처럼 외국

어가 직 으로 등장하고 있다. 1 과 3 은 한국어로, 2 은 어로 

구성되어있으며 2 의 어 표 은 <다시못올이청춘과> 마찬가지로 

곡의 향락 인 분 기를 더욱 고취시키고 있다. ‘Drunk last night 

before(지난밤에도 술을 마셨어)’을 보면 화자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화자가 처한 시  실을 항상 잊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 이어지는 ‘When I’m drunk I’m as happy as can 

be / For I am a member of the Souse Family(나는 소스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술에 취했을 때 가장 행복해),에서 ‘Member of the Souse Family’

를 통해 서양을 동경하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한 서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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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술에 취해 실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Glorious!( 스럽다!)’고 

표 할 정도로 세상에 한 화자의 심정이 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술을마시자 / 애타는가슴 지낸 을이즘도 / 붉은입술 네품에 우슴

이란다

닙지는가을 달밝은밤에 / 외로히헤메이는 이신세

아가씨들아 노래를불으자 / 한만은靑春의노래 불 주면 / 아 오아씨

스다

아 술을마시자 / 흘으는歲月 주름지는靑春을 / 잔가득이부어서 이

나보리

— 김용환 <도성의밤노래(술취한우유배달부)>(1939) 

포리돌 코드에서 1939년에 발매한 김용환의 <도성의밤노래(술취

한우유배달부)>는 당시 시 를 살고 있는 모던세 의 애상성을 표 하

고 있다. 이 곡은 술을 향락의 소재로 사용하는 <다시못올이청춘>과 

<술주정뱅이>와는 달리 화자는 술을 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감정 표 과 로의 수단으로 술을 사용하던 우리 문학에

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곡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 가사의 화자는 술 취한 우유배달부이다. 

술에 취해 밤거리를 헤매는 화자는 ‘애타는 가슴’과 ‘지난 꿈’을 잊기 

해 술을 마시고 여인의 품에 기  웃고 있다. ‘애타는 가슴’과 ‘지난 꿈’

은 시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조국 독립에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술이 있는 밤거리는 카페와 주 이 즐비한 근 화된 골목

이며 화자는 근 화된 향락의 도시 에서 가슴 속에 맺힌 한을 술로서 

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를 잃은 탓에 ‘한 많은 청춘’을 보내고 

있는 화자는 ‘흐르는 세월’과 ‘주름지는 세월’에 한 덧없음을 술에 빗

어 표 하고 있으며 ‘잎지는 가을’은 반 인 곡의 쓸쓸한 분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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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에서 분석한 네 가지 곡은 모두 술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 한 

서구식 음주문화의 도입으로 우리 민족이 술을 즐기는 양상이 많이 달

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우리 문학에 있어 술은 풍류하고 향

유하는 로의 수단이었으나 일제강 기에 와서는 향락 인 성격이 두

드러지기 시작한다. 술에 취해 도시를 거니는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공

통 으로 자신이 처한 시  상황에 한 우울감과 상실감이 기 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던세 는 식민지라는 시 인 배경이 주는 무력감과 상실감, 허

무주의, 애상성을 술과 화려한 밤의 향락성으로 은닉시키고 있었다. 모

던세 에 있어서 술은 단순한 유흥의 수단이 아닌 실을 외면할 수 

있게 해주는 양가감정 표출의 수단이었다.

5. 나가며

이 에서는 1930년  한국 음악의 갈래  하나인 재즈송의 가

사를 심으로 모던세 의 양가감정 표출 방식에 해 살펴보았다. 재

즈송 가사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은 청춘과 문명의 도시 그 자체 다. 

도시 곳곳에는 모던세 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향락 인 도시의 문화

를 향유하고 있었다. 재즈송 가사 속의 청년들은 지난 사랑에 아 하거

나 하룻밤 인연을 찾으며 밤거리를 헤맸다. 향락 인 근  도시의 상징

인 모던세 는 서구의 것을 동경, 선망했다. 이는 비 의 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기성세 는 통을 외면하고 서구의 것을 좇으며 내면이 아

닌 외면에 집 하는 모던세 의 과시 인 면을 부정 인 시선으로 바

라봤다. 이런 시각은 <서울명물>(1935), <제가젠체>(1935), <명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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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1937)와 같은 노래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모던세 라 불리는 청춘들은 술에 욕망을 의탁하고 있었으며 이런 

모습은 재즈송의 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던세 의 향

락성의 기 에는 실에 한 허무주의, 애상성, 우울감이 담겨있었다. 

부분의 모던세 는 일제의 식민 통치가 진행되던 때에 태어나 자랐

으며 이런 시 인 배경은 무력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모던세

는 이따 씩 나타나는 상실감을 술에 빗 어 향락 으로 표 했으며 

이들은 술을 실을 잊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양가감정 표출 방식

은 <종로행진곡>(1930), <다시못올이청춘>(1934), <술주정뱅이>(1936), 

<도성의밤노래(술취한우유배달부)>(1939)처럼 술을 소재로 한 곡의 가

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존하는 문헌 자료와 앞서 진행된 연구를 참고하여 

당시 서양 음악의 갈래를 모두 재즈송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했다. 하

지만 근 에서 에서 넘어오면서 많은 양의 자료가 소실되어 부

분의 곡에 가사지와 음원이 남아있지 않다는 , 그리고 일제강 기 

가요의 특성상 갈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데에 어려움

이 있었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근  도시 문화 속의 재즈송은 그 자체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꾸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그간 재즈

송에 해 꾸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그

에서도 재즈송 가사를 바탕으로 한 여러 시 의 감정  변화 양상과 

특징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1930년  

재즈송 가사에 나타난 당시 모던세 의 애환과 감정  표출 양상을 고

찰한 이 논문이 음악이 가져다주는 정서  역할을 연구하는 데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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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 Generation’s Ways of Expressing 

Ambivalence in the Lyrics of Korean Jazz Song in the 1930s

Ye Na Park / Kyung Hoon Han

(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ways of expressing ambivalence 

in modern generation through the jazz song, one of the branches representing 

the Korean popular music in the 1930s. This study classified the remaining 

jazz songs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and remaining literature. Among 

which, it selected one song that involved alcohol, the material related to 

ambivalence for the study. 

The main consumer of jazz song, generic term of then-western music was 

modern generation. The modern generation, which appeared with the 

modernization of Chosun yearned for the products of western civilization 

and consumed them. Popular music is the music for the public rather than 

for the high class and especially in the popular music, lyrics are shared with 

the society members and so the emotion of consumers and the phases of 

the times are reflected here. 

Jazz song contains the lifestyles of modern generation who consumed 

pleasure-seeking urban consumer culture and focused on the appearance rather 

than the inner beauty. But nihilism, sorrow, and depression coming from 

the limit of the times, colonial era underlie the hedonism. Modern generation 

used alcohol as a tool for expressing the sense of loss that often occurred 

and simultaneously used it as a means to forget the reality. Therefor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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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considers the ways of expressing ambivalence in modern generation 

through jazz songs that were created centering on alcohol as material. 

Keywords: Jazz song, Japanese colonial era, Modern generation, 

Ambivalence, Modern popular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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