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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특별기고

진옥섭(陳玉燮) 씨와의 만남과 한국가요사
박찬호(朴燦鎬)

“박찬호, 이 <알뜰한 당신>은 <울며 헤진 부산항>을 뒤로 하고 <나그

네 설움>을 살다 <귀국선>을 타지 못한 재일 2세 다.”

－진옥섭

서울 시내 강남 테헤란로에 자리 잡은, 국악을 문으로 상연하는 

소극장 ‘한국문화의집(KOUS)’의 술감독은 진옥섭(陳玉燮)이다. 그는 

2015년 10월, 경향신문에 연재하던 ｢진옥섭의 내 인생의 책(5)｣에서 

필자의 작 한국가요사를 언 했다.

그 의 부제목은 ｢노래로 되살린 ‘ 인의 추억’｣이었다. 이 의 

처음에 인용한 은 필자의 반생을, 구나 아는 가요의 표제를 구사

하여 진 씨 특유의 표 으로 그려낸 것이다. 부산항을 물로 떠난 

사람은 필자가 아니라 재일 1세들이었지만,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

지 말기로 하자.

이어서 진 씨는 “모국 방문 때 우리말을 못해 ‘반쪽발이’ 소리를 

들었다. 늦은 나이에 한 을 깨쳤고, 아버지의 고국 노래에 빠졌다. 

음반과 자료를 찾아 불원천리로 돌았다”고 썼다.

진옥섭 씨와 처음 만난 것은 1996년 이었던가. 일본 나고야(名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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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에서 ‘놀이 ’을 주재하는 채효(蔡孝) 씨가 민속무용의 새 지도강사

로 청한 진 씨와 더불어 필자를 찾아왔던 것이다.

놀이 은 나고야에 사는 재일 코리언들이, 일본 학교를 다니는 자

녀들에게 고국 반도의 문화와 하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뜻으로 조

직한 모임이다. 채 씨가 1985년에, 한국유학 경험이 있으며 가야 을 

배우는 이은자(李銀子) 씨  기타 자원 사하는 몇몇 강사들과 더불

어 발족시켰다. 때마침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에 ‘한국 붐’이 일

기 시작했을 무렵의 일이라 놀이  활동은 일본 사람들의 심을 모

았다. 일본인 자녀들이 놀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한국의 민속

무용이나 장구 등 타악기 연습을 함께하면서 작은 국제친선의 마당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들은 한국의 타악기집단인 ‘사물놀이’의 워크 에 참가, 

‘사물놀이’가 연주하는 장구를 직  보고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놀이 의 주된 활동이 사물놀이를 비롯하여 한국 각지에서 해

져 왔던 농악 등 민속춤과 민속음악의 연습으로 확 되었다. 뿐만 아

니라 종 엔 자녀들의 픽업만 해오던 부모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놀이 의 활동은 차 주변지역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나고야  근교지역의 행사에 청되어 연주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진옥섭 씨 기획 연출로 한국 통 술가들과 같은 무 에 서는 

공연물을 나고야에서 두 번이나 거행, 같은 무 에서 공연(共演)해서 

성공시켰다. 게다가 21세기 들어선 서울에서 개최된 공연물에 다섯 

번이나 참가하기도 했다.

놀이 은  1990년에 ‘사물놀이’ 련 여성농악단 출신인 정미숙

(鄭美淑) 씨를 강사로 맞이하여 워크 을 개최, 이어 1991년에서 1993

년에는 당시 이조헌(李朝憲) 씨가 주재했던 ‘풍물혼진’과 더불어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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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제자격인 ‘진쇠’를 청해서 워크 을 개최했다.  1994년에는 

놀이  단독으로 ‘사물놀이’ 멤버인 강민석 씨를 청해서 지도를 받

았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사물놀이’에서 독립한 이 수(李光壽) 씨

가 조직했던 ‘노름마치’ 멤버들의 지도를 받았다[당시 리더는 김운태(金

雲泰) 씨이며, 후에 김주홍(金株弘) 씨로 인계됨]. 1996년부터는 매년 5월 

 일본 연휴를 이용해서 실시하게 된다.

같은 1996년부터 통공연의 기획 연출가로 활약하는 진옥섭 씨가 

강사진용에 가입했다. 차후 진 씨는 20여 년 동안에 걸쳐서 놀이 과 

굳은 동지  신뢰 계를 맺어왔다.

진옥섭 씨는 당시 처음 만난 채효 씨와 여러 이야기를 나 면서 

필자에 해서 어떻게 언 했던 것인가. 학생 시  남인수 팬이었다

던 진 씨는 1992년에 서울에서 간행된 필자의 한국가요사 1895∼

1945 한국어 (玄岩社)을 읽으면서 ‘경악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

래서 일 에 만났을 때 그 사연을 물어보더니 뜻밖의 회답을 들었다.

“나고야에 한국가요사를 쓴 사람이 사는 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러면 채효 씨는 무엇 때문에 진 씨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는가? 이 

물음에 하여 채 씨는 이 게 답했다. “1996년 5월인지, 8월이었던

지 잊어버렸지만 새로운 강사로 모시게 된 진 선생님을 여러 사람들

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다”고. 필자 이외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엔 나

고야 오오수(大 )에 자리 잡는 유용자(劉龍子) 씨가 운 하는 술집 ‘쥬

마(酒幕)’에서 만났던 모양이다. 요컨  진 씨와 채 씨는 면부터 서

로 뜻이 잘 맞았다는 것이겠다. 그것은 진 씨의 인덕이라고도 할

까…….

필자는 진 씨가 우리 집을 처음 찾아왔을 때, 최팔근(崔八根)의 조선

어 나니와부시(浪花節) 음반 ｢壯烈李仁錫上等兵｣을 들려주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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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그는 “ 소리와 비슷하구나” 하며 놀라워했는데, 그때 표정이 

어제 일처럼 뇌리에 뚜렷이 박  있다.  스크랩북을 보면서 해방 

직후의 ‘ 산(鳳山)탈춤’ 공연 고를 발견하자, 곧 “복사하고 싶다”고 

한 것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진옥섭 씨는 1964년 남 담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SP시  

가요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내 라디오에서 최병호가 부른 <아주까리 등불> 노래가 흘러나

왔기에 귀를 기울 다. 도  내려야 할 정류장에 당도해도 내리지 않

고 노래를 들으면서 그만 종 까지 가버렸다. 그래서 조  에 버스

로 지나왔던 길을 다시 터벅터벅 걸어갔다고 한다. 한번 착수한 일에 

해서는 도에서 포기할  모르는 성격인가 보다.

진 씨는  어린 시 에 이소룡의 화에 미쳤다. 후일 그는 서 

놀음마치(생각의 나무, 2007)에서, 당시 화를 보러 갔을 때 기억을 

이 게 썼다. “( 화  입장료) 십 원짜리 네 개를 얼마나 꽉 쥐었던지 

극장 앞에 당도하니 손바닥에 다보탑이 박  있었다”고. 

고등학교 진학 후 진 씨의 심이 통무용 쪽으로 옮겨갔다. 차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연찬을 닦으면서 국악계에서 확고한 치

를 굳히게 되었다.

진 씨는 놀이 의 활동에 해서 이 게 평한다. “놀이 의 뛰어난 

특징은 첫째 나 어린아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이며, 둘째로는 

일본 사람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이다. 일본엔 기술 으로 뛰어난 

그룹이 따로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지닌 그룹은 놀이 밖에 없다”

고.

사실 20여 년  연습장에서 걸음마를 하던 일본 아이가 자라서 

국경을 넘은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고, 재 한일 3세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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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재일 2세인 필자가 어떤 연유로 한국가요사 책을 펴내려

고 했던 것인가?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태까지 질문을 받을 때마다 회답해왔지만, 그 경 에 해 다

시 언 하기로 한다.

필자가 철이 난 1946, 1947년경 우리 집에는 선친께서 즐겨 듣던 

조선 SP음반 수십 장이 테이블 에 쌓여 있었다. 모두 해방  음반

으로 나고야 역 뒤에 있었던 한복 옷감집 등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일제 말기 코드사가 모두 철퇴한 후 한국에서 해방  SP음반을 

구하기 해서는 고물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규모 코드사

가 그 로 존속되었던 일본에선 새것으로 입수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필자는 해방  가요에 많이 익숙했지만, 해방 후 한국 

음악을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학교 5학년 때 우연히 한 일본 고참 가수 쇼오지 타로오(東海

林太郞)의 노래를 듣고 반해버렸다. 동시에 일본의 옛 노래에도 흥미

를 갖게 되어 음반을 구하기도 하 다. 신문이나 잡지에 련 기사가 

실리는 로 읽어내려가 마니아임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때 배운 지식

이 훗날 한국가요사를 쓰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학교 2학년 때 던가. 하루는 문득 어렸을 때 들었던 조선가요

가 그리워져서 음반을 꺼내어 쳐다보곤 했다. 그 음반 라벨 둘 에 

인쇄된 로마자를 읽어 보니 ‘MADE IN NIPPON TEIKOKU GRA-

MOPHONE Co.,LTD NARA’란 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노

래가 어째서 일본에서 만들어졌는가……’란 소박한 의문이 들었다.

1962년에 동경(東京)의 학에 진학, 3학년 학기를 마친 1965년 2월

에 처음으로 고국 땅을 밟았다. 때마침 이미자(李美子)의 <동백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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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한창 유행했다. 나고야에 돌아가기 하루 에 명동에서 이미자 

독집과 흘러간 옛 노래 음반을 구입했다. 그런데 옛 노래 LP 음반에 

수록된 10곡  8곡의 작사자란에 인쇄된 ‘개사(改詞)’란 두 자를 

발견하여 이상하게 느 다. ‘왜 가사가 바꿔었는지……’가 제2의 의문

으로 뇌리에 남았다.

이 의문 은 그 후 계 자료를 읽어내려가는 가운데서 조 씩 해

명되었다. 당시 필자는 한국말을 하지 못했다. 민족조직을 제외하고는 

우리말을 배울 기회도 없었으며, 자습할 만한 교본조차 시 되지 않았

었다. 그래서 기본 인 한   발음을 배웠을 뿐, 혼자서 독학해왔기

에 자료 읽기 자체가 우리말 자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 옛날 한일

수교 , ‘한류’의 도래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 의 일이다.

필자가 한국가요사를 쓰려고 마음먹은 것은 1978년 1월 6일 오

 10시경, 동경으로 향하는 신칸센(新幹線)이 미시마(三島)를 지나갔

을 무렵의 일이다. 이날 토오카이도오(東海道)의 하늘은 구름 하나 없

을 정도로 쾌청했고, 후지산(富士山)은 산기슭까지 이 덮여 있었다. 

필자는 차창 구경을 즐기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생각 

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뇌리에 떠올랐다. ‘한국의 노래 

역사를 더듬어보자. 표제는 木浦의 물: 한국 민 의 노래와 정

한이다!’

부모, 조부모들의 청춘시 를 노래를 통해서 근 조선 서민사의 입

장으로 그려내보자. 그것은 필자를 포함한 재일 2세 이후 세 들에게

는 조상들이 살았던 시 를 추체험하는 일이며, 그 심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웃나라 사람들의 미지(未

知)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곧 자료수집에 나섰으며, 자기 자신에게 압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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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친지들의 력을 받고 SP음반 

수십 장을 모았다. 잊힌 지 오래되며, 팬이나 마니아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가요인들의 이름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수록하려고 애썼다.

그 게 해서 모은 음반들 에 로만 알고 있었던 군국가요와 ｢壯

烈李仁錫上等兵｣ 등 조선어 나니와부시(浪花節)를 발견했을 때엔 실로 

‘흔희작약(欣喜雀躍)’했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의 기쁨, 곧 무거운 한숨

으로 변했다. 아무리 역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생존하는 가요인들에

게는 옛 상처에 소 을 뿌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필자의 본의

가 아니다. 고민 끝에 ‘그들도 가혹한 일제 지배의 희생자일 것이다’

란 에서 다루기로 했다. 훗날 표 인 인사들이 ‘친일 (親日派)’

로 규탄을 당했다는 보도를 해 가슴이 아팠다.

이 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가장 요한 ‘연 의 특정’이란 과

제가 남았다. 당시 한국에서 발표된 갖가지  에 인용된 가요 

연 는 거의가 엉터리 다. 일본자본이 콜롬비아, 빅터, 포리돌 등 구

미 코드사들의 라이선스를 획득해서 본격 으로 조선으로 진출한 

것은 1920년  말엽 일이었다.  후에 조선 음반계를 제패하게 되는 

오 코드사는 1933년부터 음반 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他鄕살

이>나 <木浦의 물> 등 오 의 표  히트송이 ‘1927년’의 작품이

라고  있었다. 음반회사가 설립되기 몇 년 에 음반이 먼  나왔

다는 셈이 된다.  1941년에 발표된 <복지만리>와 < 지의 항구>가 

‘앞뒷면으로’ 발매되었다고 썼는데도, 두 곡의 해설 부분에선 각각 

1940년과 1937년에 발표된 작품이라고 해설되었다(省音社, 歌謠半世

紀 해설서, 1976년).

이처럼 가요의 연  표기는 엉터리 으며 1, 2년 정도 거슬러 

올라 표기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다. 이러한 오류가 뜻밖의 반응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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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으켜서 필자는 크게 당황했다. 1980년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었

던 한국 련의 어느 잡지에서, 일본인 독자가 잡지 독자란에 원고를 

써 보내고 “<木浦의 물>의 발표 연 가 뚜렷하지 않다”고 했더니, 

같은 잡지 다음 호에서 다른 일본인 독자가 “1927년인데, 그것도 모르

냐!”고 반론했던 것이다. 한국 노래의 연  문제를 둘러싼 일본인 독

자 간의 이러한 응수를 보고 필자는 ‘한국 문헌의 신용 문제이다. 가

요사 책의 간행을 서둘러야겠는데…’ 하는 조심이 높아졌다.

원고는 자료수집과 동시에 병행 으로 써내려갔다. 그러나 연  확

정을 하기 해선 의거해야 할 가장 요한 1차 자료를 찾을 길이 

없었다. 손목인, 강사랑, 황문평 씨 같은 유명 가요작가들의 에도 

연 에 한 구체  언 은 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래 고

민했는데, 하루는 우연히 작사가 이부풍 씨가 동아일보 마이크로필름

의 고란를 참조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기사를 해서 길이 열렸다.

당시 일본에서 동아일보 마이크로필름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홋카

이도(北海道), 도쿄(東京) 양 학도서 과 일본 국회도서 , 그리고 아

시아경제연구소(經濟研究所)의 네 기 에서만 가능했다. 각각 지리 ·

시간  조건에 제약이 많았지만, 근무상 계로 아시아경제연구소를 

택했다. 나고야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하루 늦추고 매주 토요일 오  

 도쿄 이치가야( ヶ谷)의 동연구소를 1년간 다녔다. 1983년 일이다.

다만 동아일보는 1936년 여름부터 1년 반 동안 일장기(日章旗) 말

소사건으로 발행 지 처분을 당했기 때문에 그간에 발표된 <연락선은 

떠난다> 등 노래들에 해서는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당

시 히토쓰바시(一橋) 학 교수이자, 학 선배이신 강덕상(姜德相) 씨

가 “조선일보의 마이크로필름이 히토쓰바시 학 도서 에 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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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쁜 정보를 해주셨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 으로 열람

한 결과, 주요곡 연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

1987년 가을, 한국가요사 1895-1945가 간행되었다. 표제가 바  

이유는 편집자가 “<목포의 물>로는 일본인 독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할 것”이라고 지 했기에 할 수 없이 따른 것이다. 4년 반 후인 

1992년 2월 암사(玄岩社)에서 한국어 번역 이 간행되었다. 청주

학교 문과 교수로 계셨던 안동림(安東林) 선생님께서 번역해주셨다. 

이에 앞서 1990년 12월 암사 조근태(趙根泰) 사장한테서 도쿄 신

주쿠(新宿)의 호텔로 불렸다. 안 선생님도 동석하셨다.

조 사장은 “노래집을 겸하는 책으로 만들고 싶으니, 가사를 모두 

소개해주시라” 요청하셨기에 곤혹스러웠다. 그간 입수한 SP음반은 모

두 고물이기 때문에 가사지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어 에서는 1  가사만 인용한 경우가 많다. 음반에서 나오는 소

리가 뚜렷하지 못한데다가 필자의 한국어 실력 부족이 겹쳐서 아무리 

거듭 들어도 받아 듣기 어려운 노래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런 마당에 

핑계를 봤자 소용없다. 결국 재일 1세의 도움을 빌면서 작업을 진행

해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국어  간행 반년 후인 1992년 8월 15일 가요사 책 내용에 따라 

편집된 10장조 SP복각 CD 집 ｢留聲機로 듣던 韓國歌謠史 1925～

1945｣가 신나라 코드에서 발매되었다. 꿈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한꺼

번에 실로 이 졌던 것이다.

 1930년  후반　<노다지 타령>, <정어리 타령> 등을 작사한 각본

가(脚本家) 김성집(金聲集)[필명은 김 (金狂)] 씨 유족으로부터 “선친이 

소개되고 있으니 기쁘다”는 소식을 들었고 유족분과 직  만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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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 이후의 속편에 해서는 다른 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 하지 않는다.  “1980년 이후 노래에 해서는 어떻

게?”란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필자가 맡아야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투고: 2017년 10월 23일, 게재확정: 2017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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