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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탁(김천 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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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작사가 고려성과 가수 백년설의 관계

  2.2. 백년설의 나화랑 가요계 진출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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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백년설이 태평레코드사에서 취입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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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백년설이 오케레코드사에서 취입한 가요

  3.4. 백년설이 그 외 레코드사에서 취입한 가요

4. 백년설의 가요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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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년설 가요의 친일성 논의 대상 작품

6. 마무리

이 에서는 한국 근 가요 토착기의 표 인 한 가수 던 백년설이 가요

사에 남긴 업 을 총정리하고자 하 다. 

1925년경부터 1945년 8·15 복까지 활동한 남자 가수로서 데뷔 시기를 

기 하여 볼 때에, 채규엽(1930년 3월 데뷔), 고복수(1934년 5월 데뷔), 김정

구(1936년 4월 데뷔), 남인수(1936년 7월 데뷔), 백년설(1939년 1월 데뷔) 순

으로 나열된다. 이 가수들은 한국의 가요를 토착시킨 표 인 남자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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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한국 근대가요의 출발기, 백년설, ‘대중가요’ 용어 탄생, 남인수, 고려성,

백난아, 나화랑, 태평레코드사, 오케레코드사, <나그네 설움>, <번지 없는 주

막>, <산팔자 물팔자>, 백년설 가요의 친일성

라 할 수 있는데, 이 에서 가수 백년설의 가요계 활동과 음반을 종합 정리하

면서 그 가요사  의의를 규명해 보고자 하 다. 

가수 백년설은 생애에 70여 곡의 가요를 남겼다. 그의 <나그네 설움>은 

8·15 복 이  유행가로는 최고의 음반 매 기록을 남긴 노래로 보인

다. 이 가요로써 백년설은 불과 데뷔 1년 만에 당  최고 인기 가수 던 

채규엽, 남인수의 인기를 추격하 으며, 한때는 오히려 능가하 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 8월 태평 코드사에서 발매한 백년설의 가요 <번지 없는 주막>, 

<산팔자 물팔자>는 그때까지 ‘유행가’, ‘유행소가’, ‘유행소곡’ 등으로 지칭

되던 곡종에 ‘ 가요’란 용어를 탄생시켰다. 한국 가요사에서 ‘ 가요’란 

명칭은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 음을 밝힌다.

반음이 틀릴 듯 말 듯 한, 애조를 띤 백년설의 음성은 식민지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는 충분조건이었다. <나그네 설움>과 <번지 없는 주막>으로 표되

는 그의 가요들은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과 아픔을 살뜰히 변해주었다. 이

게 일제 식민지 시 에 우회  기법으로 표 된, 백년설의 일련의 가요에 내

포된 소재와 정서와 분 기를 우리는 개인 인, 사사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서

는 아니 되겠다.

말미에서는 백년설이 남긴 가요사  업  에 옥의 티라 할 수 있는, 친일

성 논의 상 작품을 간략히 소개해 본다.

1948년 8·15 복 이  한국의 표 인 남자 가수로서 데뷔 시기와 성

기가 유사하 던 남인수와 백년설의 가요사  업 을 장차 심도 있게 비교, 

고찰해 보는 것도 가요사 정립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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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머리

한국 근 가요사에서 일본 번안곡 <이 풍진 세상을>(김산월·도월

색·이계월 노래. 일본축음기주식회사 일축조선소리반 1925.8)과 서양 번안

곡 <사의 찬미>(김우진 작사, 윤심덕 노래. 일동축음기주식회사 2249-A 

1926.8) 그리고 최 의 창작가요로 지칭되는 <락화유수>(뒤에 <강남

달>이 됨. 김서정 작사·작곡, 이정숙 노래, 콜럼비아 코드 40016 1929.4)가 

탄생한 1920년  반은 한국 근 가요의 출발기이다. 이 시기는 한

국에서 코드가 상업화하여 가요의 보  수단과 방법이 획기 으로 

변화한 때이다. 곧 SP음반에 실린 가요가 축음기를 통해 더 용이하게, 

량으로 에 보 되면서 이 땅에 가요를 토착시킨 시기이다. 

이때를 가요 유형과 곡종 변화  보  수단 등으로 보아 한국에서 

근 가요가 에 뿌리내리게 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1945년 8·15 복까지 활동한 남자 가수로서 그 데뷔 

시기를 기 으로 볼 때, 채규엽(1930년 3월 콜럼비아 코드사에서 유행소

곡 <유랑인의 노래>·<  노래 부르자>로 데뷔), 고복수(1934년 5월 오

코드사에서 <타향(타향살이)>·<이원애곡>으로 데뷔), 김정구(1936년 4

월 뉴코리아 코드사에서 <3번통 아가씨>로 데뷔), 남인수(1936년 7월 

< 물의 해 >으로 데뷔), 백년설(1939년 1월 태평 코드사에서 <유랑극

단>·< 물의 산문시>로 데뷔) 순으로 열거할 수 있다. 차순  으로 

김용환(1932년 12월 포리돌 코드사에서 <숨쉬는 부두>로 데뷔1))과 강홍

식을 꼽을 수 있지만 모두 월북하 기에 이남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

았다.

1) 가수 김용환의 데뷔곡은 <숨 쉬는 부두>(포리돌 코드사 19032 1932.12)이다. 

포리돌 코드사는 1932년 9월부터 코드를 발매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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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수들은 한국의 가요를 토착시킨 표 인 남자 가수라 

할 수 있는데, 이 에서는 가수 백년설의 가요 활동과 음반을 정리, 

소개해가면서 그 가요사  의의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가수 백년설의 가요계 진출과 성장 주변

 

백년설보다 2년 남짓 앞서 가요계에 데뷔하 던 남인수는 가요계 

데뷔 배경을 이 게 소개한 이 있다.2)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에 남인수 씨는 여러분께서 상당히 궁 해 

하실  믿습니다. 어떤 동기로 가수가 되셨습니까?

남인수: 에 제가 열여덟 살 때입니다. 에 국에 항주(杭州) 군 학교

에 를 공부시켜주겠다는 분이 있어서 경상북도 성주(星州)

라고 하는 곳에 제가 국말 공부를 하러 갔댔습니다. 거기

서 지  백년설 씨가 아 이갑룡(李甲龍) 씨 시 , 백년설 씨

가 되기 에 거기서 알았고, 어 를 , 즉 지  생각하니

까 아마 그게 항일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녹음 내용에 의하면 남인수는 이때 구로 가는 길에 서울서 

오는 친구를 통해서 고향의 선배 작곡가 탁성록(卓星祿)으로부터 히 

2) 남인수 육성, 1959년 12월 7일 부산 MBC가 부산 국제극장에서 가졌던 공개 

방송 가요  <부부가수 열창>의 실황 녹음. 2012년 6월 1일부터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상설 시 에서 문화 체육부 주최로 개최되고 있는 남인

수 50주기 재조명 시회 남인수 기획 에서 ‘1961년 남인수·이난  출연 공연 

실황 녹음’이라 소개하고 있는 남인수 육성은 이 녹음자료로써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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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하라는 보를 해 받아 상경하여 코드회사에서 테스트 받은 

결과, 콩쿠르를 거치지 않고 가수가 되었다고 하 다. 남인수가 1959

년 12월 7일 부산 MBC 가요  <부부가수 열창> 실황 녹음에서 

이난 과 함께 부부 가수로 출연하여 밝힌 내용이다. 

이 자료에서 남인수 자신이 밝힌 데뷔 시기는 작곡가 박시춘이 강

문수(남인수)를 처음 만났다는 시기와 일치한다. 박시춘의 회고록에 

따르면 1936년 7월 시에론 코드사에서의 일이다.3) 당시 이 코드

사에는 박 호가 문 부장으로 있었으며 박시춘 역시 정식 데뷔 이  

시 이었다. 그래서 당장 서둘러 취입한 노래가 < 물의 해 >(김상

화 시, 박시춘 곡, 강문수 노래, 시에론 코드, 2003)이다.

남인수는 이러한 자신의 데뷔에 백년설의 직 인 개입은 언 하

고 있지 않지만, 이 회고록에서 이미 백년설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인수의 가요계 데뷔에 백년설이 간 인 향을 주었을 것임

은 쉽게 추정이 된다. 이에 하여는 앞으로 더욱 구체 인 자료 발굴

을 기 해볼 만하다고 하겠다. 

백년설의 본명은 이갑룡(李甲龍)으로 1915년 5월 19일 경상북도 성

주군 성주읍 산리 414번지에서 아버지 이 순과 어머니 김차악의 

3남 1녀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928년 성주공립보통학교(  성주

등학교)와 1931년 성주농업보습학교(  성주 ·고등학교의 신)를 졸

업하 다.4) 재학  이미 문학에 끌려 서울의 문사들과 교류가 있었

으며, 항일 문학 서클에 소속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하 다.5)

3) 김 도, 애수의 소야곡-박시춘 명작집, 삼호출 사, 2000, 14쪽. 

4) 이상희, 오늘도 걷는다마는, 도서출  선, 2003, 11쪽.

5) 이하 백년설의 기본 인 인  사항과 생활사 련 진술은 이상희, 같은 책; 박찬

호, 한국가요사, 안동림 옮김, 암사, 1992, 378쪽을 토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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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룡은 애당  가수가 되려는 생각은 없었다. 서울에 올라와 은

행원 생활을 하던 그는 스스로 이름을 이창민(李昌民)으로 바꾸고, 시

와 희곡을 쓰며 문학에의 포부를 실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딱한 

사람들｣이란 희곡을 쓰기도 했다.

이창민은 23세 때에 당 의 테  안기 에게 시에 소질이 있음을 

인정받고, 콜롬비아 코드사에 소개되어 그곳에서 작사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가요계에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

터 그는 태평 코드사 문 부장 박 호  당시의 인기 가수 채규엽, 

박향림, 미쓰코리아 등과 교류하기 시작하 다.6)

그러던 이창민이 1938년 12월 극작 공부와 활동을 해 도일(渡日)

하던 참에, 일본에 있는 태평 코드사 녹음실로 취입하러 가는 취입

단 일행에 편승하게 되었다. 일본에 도착하던 그날 밤, 박 호 감독 

아래 가요 <유랑극단>을 취입하게 되었다. 여러 번 NG를 연발한 

끝에 간신히 녹음을 마쳤다.7) 취입을 끝낸 그는 스스로 명을 ‘백년

설(白年雪)’이라 지어 사용하 다. 언제나 백의민족의 포부와 꿈을 지

니고 싶다는 뜻이라 한다. 이 노래의 2·3  가사는 이창민 자신이 지

었다고 한다.8)

1. 한 만흔 군악 소리 우리들은 흐른다

쓸쓸한 가설 극장 울고 새는 화로불

낫설은 타국 땅에 뻐꾹새도 울기  

가리라 지향 업시 가리라 가리라 

6) 박찬호, 같은 책, 379쪽.

7) 박찬호, 같은 책, 380쪽.

8) 박찬호, 같은 책,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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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밤 깊흔 무  뒤에 분을 씻는 아가씨

제 팔잔 남을 주고 남의 팔잘 배우나

오늘은 카추사요 내일 밤엔 춘향이

가리라 정처 업시 가리라 가리라

3. 흐르는 거리마다 아가씨도 만컷만 

이 가슴을 넘는 정을 밧칠 곳이 업구나

차듸찬 타국 달을 마차 우에 실고서

가리라 향방 업시 가리라 가리라 

―<유랑극단>(박영호 작사, 전기현 작곡, 백년설 노래)

1939년 1월 태평 코드사(T8602)에서 < 물의 산문시>와 함께 

발매한 <유랑극단>은 뜻밖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로써 백년

설은 태평 코드사 속 가수가 되며 가요계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음정이 반음 틀릴 듯 말 듯 하며 들리는 그의 애수어린 노래는 가요계

와 에 깊이 고들어 갔다. 

2.1. 작사가 고려성과 가수 백년설의 관계

백년설의 가요계 활동 기에 큰 향을 미친 사람은 작사가 고려성

(高麗星, 본명 조경환)이었다. 가요 <나그네 설움>의 작사가 고려성은 

본명이 조경환(曺景煥)으로 경북 김천시 산면 인의동 722번지 출신이

다. 그의 가정은 천석꾼 부호 다. 많은 가요사 문헌에서 조경환을 일

본 와세다 학교 문학부 출신이라 하는 데 증명된 바는 없다.9) 그는 

 9) 재일 가요연구가이며 와세다 학 문학부 졸업생인 박찬호에 따르면, 이 학 

동창회 명부에 조경환이란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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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작 활동을 하다가 1938년 태평 코드사가 재정 기에 처하 을 때, 

당시 일  4천 원을 투자하면서 본격 인 가요 제작을 하여 그 회사

의 문 부장직을 맡았다.10) 앞에서 언 한 박 호의 후임이었다.

고려성은 백년설의 표곡 <나그네 설움>(이재호 작곡)을 시하

여, <마상일기>(홍갑득 작곡, 진방남 노래), <자명고 사랑>(김교성 작

곡, 박재홍 노래), <고향에 찾아와도>(이재호 작곡, 최갑석 노래), <삼각

산 손님>(나화랑 작곡, 구성진 노래), <어머님 사랑>(이재호 작곡, 백년

설 노래), <비오는 해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제물포 아가씨>

(나화랑 작곡, 박재홍 노래),11) <춘소화월>( 기  작곡, 백년설 노래) 등

의 유명 가요를 탄생시킨 작사가이다. 

작사가 고려성과 한 마을에서 자란, 바이올리니스트로 손성호 옹

( 재 87세)은 당시 교통 형편상 성주 출신의 가수 백년설은 한양을 

왕래하는 길에 김천의 고려성 자택에서 묵고 가는 일이 빈번하 다고 

한다. 백년설이 김천역에서 김천 산면 인의동의 고려성 본가를 

찾아갈 때에는 반드시 인력거를 이용했다고 한다. 고려성은 성주군 

월항면 산리 출신의 이주옥(李珠玉)과 결혼하여(1928.6) 처가를 성주

에 두었다.

고려성과 백년설의 이러한 지연(地緣)은 한 직장에서 남다른 친분

을 쌓기에 충분 요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년설의 기 인기 

가요  <나그네 설움>(조경환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어머

10) 민경탁, ｢가요연구가 민경탁의 백년설 이야기: 한국 가요사에서의 고려성(작사

가), 백년설(가수), 나화랑(작곡가)의 계｣, 성주신문 2007년 9월 18~24일 

자, 9면.

11) 작사자가 고려성으로 해지고 있는 가요 <제물포 아가씨>는 서울 코드사 

1949년 7월 신보에 ‘백명(白鳴)’이라 소개되어 있다. ‘백명’이 구의 명인지 

밝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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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사랑>(조경환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비오는 해 >(조경

환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 <춘소화월>(조경환 작사, 기  작

곡, 백년설 노래) 등이 고려성의 작품이다. 

태평 코드사 속 가수 백년설은 1940년 2월 <나그네 설움>을 

발표하여 고달 고 한 많은 식민지 백성의 설움을 변하며 국 인 

선풍을 일으켰다. 1936년 당시 조선에서 매된 코드가 100만 매 

정도이며, 그  조선어 코드 이 30만 매 정도 는데 <나그네 설

움>이 10만 매를 넘는 매고를 올렸다.12) 이것은 8·15 복 이  

유행가로는 최고의 음반 매 기록이었다. 이로써 백년설의 인기는 

데뷔 1년 만에 당시 최고 인기 가수 던 채규엽, 남인수의 인기를 능

가할 정도 다.13) 

백년설이 반년 뒤에 발표한 <번지 없는 주막>(1940.8) 역시 크게 

히트하 다. <번지 없는 주막>은 음반으로, <나그네 설움>은 공연

과 방송으로 더 리 알려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까지 우리의 가요계에서는 곡종명으로 ‘유행소가’ ‘유행소곡’ 

‘유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곡종명을 염두에 두고 이 무렵 제작

된 음반 목록과 해당 음반을 찰해보면 1940년 8월 발매된 백년설의 

<번지 없는 주막>·<산팔자 물팔자>(처녀림 작사, 이재호 작곡, 태평

코드 Taihei3007. 1940.8) 음반에서부터 ‘ 가요’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14) 이 음반은 테평 코드 후기 GC기호

반이다.  두 곡을 원래 태평 코드 1940년 5월 신보에서는 각각 

12) 박찬호,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459~460쪽.

13) 박수 , ｢1930년  한국 음악산업의 고찰｣, 단국 학교 문화 술 학

원, 2005, 162쪽.

14)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엮음, 한국유성기음반세트 제4권, 한걸음더, 2011, 

10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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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요·가요곡으로 구분하 는데, 가요가  깊숙이 고들자 

1940년 8월 보 반(태평 코드 Taihei3007)에서 두 곡 모두를 ‘ 가

요’로 일컬었다. 이것은 음반사  한국 가요사에서 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록이다. 

2.2. 백년설의 나화랑 가요계 진출 권유

1940년 8월 태평 코드사 주최 코드 술상 회( 국 13도 신인가

수 항 콩쿠르)에서 1등은 군산 출신의 이종모, 2등은 청진 출신으로 

소개된 오 숙, 3등은 이응호와 김천 출신의 조 환이 공동으로 입상

하 다. 이 회의 심사 원은 가수 백년설을 포함하여 작사가 박

호·천아토, 작곡가 김교성·이재호 등이었으며, 뒷날 1등 입상자 이종

모는 명 남춘역으로, 2등 입상자 오 숙은 명 백난아로, 3  입상

자 조 환은 명 나화랑으로 각각 가수 활동을 하게 되었다. 조 환

은 고려성(조경환)의 아우이다. 2등 입상자 백난아는 김교성과 백년설

의 친딸 같은 보살핌 속에 첫 작품 <오동동 극단>을 발표한 후 <아

리랑 낭랑>, <찔 꽃> 등으로 취입곡마다 히트하여 가요계에 부상

하 다. 백난아(白蘭兒)란 명은 백년설이 자신의 명에 들어간 ‘흰 

백(白)’자를, 박 호가 ‘아(雅)’보다는 ‘아(兒)’자를 고집하여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어주었다고 한다.15)

15) 반야월, 자신의 회고록 불효자는 웁니다, 도서출  화원, 2005, 138~139쪽에

서 소상히 증언하고 있다. 지 까지 심성태, 백난아 히트 애창곡집, 음악 

출 사, 1989, 10~11쪽; 이상희, 오늘도 걷는다마는; 박찬호, 한국가요사 
등에서 ‘백난아’라는 명은 백년설이 지었다고 하 다. 한 황문평, 삶의 

발자국 2, 도서출  선, 2000b, 363쪽에서는 김교성이 작명하 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 작명에 해서는 백난아와 같은 시기에 가수로 데뷔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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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수 백난아의 기본 인 인  사항 한 가지를 교정해두고자 

한다. 백난아의 본명은 오 숙(吳金琡)으로 1927년 5월 6일 제주시 한

림읍16) 명월리에서 오남보의 3녀로 태어났다. 등학교 때 부모를 따

라 만주와 함경도로 이주를 하여 가요계의 많은 문헌과 자료에서 그

녀를 함경도 청진 출신으로 잘못 소개하고 있다. 태평 코드 속 가

수로 활약하던 시  백년설이 그녀를 양녀로 삼아 생활하면서 그녀의 

고향을 청진으로 쓰게 하 기 때문이라고 가요인들은 한다. 그 동

안 제주도에서도 잊힌 인물이었는데, 2007년 북제주문화원이 한림읍 

명월리에 “백난아 찔 꽃 노래비”를 건립하 다.

조 환(나화랑)은 1943년 8월 가수로 데뷔하며 가요 몇 곡을 더 취

입, 발표하 으나 성공을 하지 못하자 이내 가수의 꿈을 고 작곡가

로 선회하 다. 나화랑은 작곡 데뷔곡 <삼각산 손님>(조경환 작사, 

구성진 노래, 1943)을 비롯하여 <도라지 맘보>(탁소연 작사, 심연옥 노

래, 1952), <향기품은 군사 우편>(박 호 작사, 유춘산 노래, 1952), <청

포도 사랑>(이화  작사, 도미 노래, 1956), <열아홉 순정>(반야월 작사, 

이미자 노래, 1957), <무 진 사랑탑>(반야월 작사, 남인수 노래, 1958), 

<울리는 경부선>(반야월 작사, 남인수 노래, 1958), <닐늬리 맘보>(탁

소연 작사, 김정애 노래, 1959), <이정표>(월견  작사, 남일해 노래, 

1960), <님이라 부르리까>(김운하 작사, 이미자 노래, 1963), <울산 큰

회사에서 가수 활동을 한 반야월(가수명 진방남)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방남과 백난아는 태평 코드사의 마지막 신인가수 선발 출신 

가수 다. 

16) 백난아의 출신지를 심성태, 같은 책, 5~14쪽; 황문평, 같은 책, 357쪽; 민경탁, 

｢가요연구가 민경탁의 백년설 이야기: 한국 가요사에서의 고려성(작사가), 백

년설(가수), 나화랑(작곡가)의 계｣; 박찬호, 한국가요사1에서는 제주도로 

밝히고 있으나, 그 외의 많은 문헌에서는 청진으로 잘못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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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탁소연 작사, 김상희 노래, 1964) 등 생애 500여 곡의 가요를 낳

았다.

2.3. 작곡가 나화랑, 다수의 백년설 독집 음반 기획·편곡·제작

나화랑은 작곡과 음반 제작 활동을 하면서 백년설의 히트 가요  

상당수를 편곡, 지휘하여 ≪백년설 독집 음반≫으로 많이 제작하여 

내었다. 해당 음반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  반에 나화랑이 제작, 백년설의 명가요를 수록한 음반

으로 ① 킹스타 코드사의 ≪ 가요 30년사: 노래와 경음악 백년

설·황 심 편≫ KSM 1099 10인치 LP 이 있다. 이 음반에는 반야월

이 구성하고 나화랑이 편곡·지휘를 한 것으로 백년설의 <복지만

리>, <번지 없는 주막>, < 지의 항구>, <일자일루> 등이 수록

돼 있다. 

② 역시 킹스타 코드사의 ≪왕년의 가수 6인 걸작집≫(남인수·백

년설·황 심·김정구·백난아·황정자, KSL 20015) 음반도 나화랑이 작·편

곡, 지휘한 곡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코드는 1960~1970년 에까

지 걸쳐 도 코드사·유니버샬 코드사· 린스 코드사 등으로 

권이 수차례 넘겨지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12인치 LP 이

다. 이 코드에는 백년설의 <어머님 사랑>, 데뷔곡인 <유랑극단>

이 들어 있다.

③ 나화랑이 1962년 10월 자신이 설립한 라미라 코드사에서 제작

한 음반으로 ≪흘러간 노래 앨범 NO.2 ―번지 없는 주막≫(RAM 

1003)이 있다. 이것은 10인치 LP 음반인데 나화랑이 작·편곡 지휘한 

백년설 가요로 가득하다. 제1면에 1. 고향길 부모길, 2. 석유등 길손,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9:39(KST)



백년설 가요의 한국 가요사  의의_민경탁  181

3. 두견화 사랑, 4. 일자일루, 제2면에 1. 번지 없는 주막, 2. 지의 

항구, 3. 비오는 해 , 4. 복지만리 등이 수록되어 있다.

③의 LP 음반을 ④ 나화랑이 1968년 라미라 코드사에서 다시 12

인치 LP로 제작, 발매(RAM 1016)한 것도 있다. 제1면에 1. 번지 없는 

주막, 2. 지의 항구, 3. 비오는 해 , 4. 복지만리, 5. 산팔자 물팔자, 

6. 어머님 사랑, 제2면에 1. 고향길 부모길, 2. 석유등 길손, 3. 두견화 

사랑, 4. 일자일루, 5. 나그네 설움, 6. 유랑극단 등이 담겨 있다. 이 

음반을 ⑤ 1968년에 유니버샬 코드사에서 다시 12인치 LP로 제작, 

보 한 것도 있다.

이 밖에 나화랑이 기획, 편곡하여 제작한 백년설 독집 음반으로 ⑥ 

유니버샬 코드사의 ≪백년설 스테 오 일 작―번지 없는 주막·고

향길 부모길≫과 ⑦ 1978년 신세계 코드사의 ≪백년설 골든 힛트 앨

범―번지 없는 주막/나그네 서름≫이 있다. ⑥의 음반은 음반사  

가요사 으로 매우 소 한 가치를 지닌 음반이다. ⑥, ⑦ 음반 모두 

백년설의 명가요만을 모아 나화랑이 기획, 편곡, 지휘하여 취입한 곡

으로 가득 차 있는 음반이다. 

가수와 작곡가가 서로 뜻이 부합하여 편곡, 독집을 내는 경우는 흔

하지만 한 가수의 많은 가요를 집 으로, 그것도 복잡한 제작 경로

를 거쳐 발매, 보 시킨 경우는 극히 이례 이다. 

 작사가이며 가요 로듀서 던 고려성과 가수 백년설 그리고 고려

성의 아우인 작곡가 나화랑과의 이러한 인연은, 이들이 가요 활동에 

특별한 계로 활동하기에 충분 요인으로 작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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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수 백년설이 취입한 가요

 가요계 출발에 이러한 배경을 지닌 가수 백년설은 생애에 얼마의 

가요를 남겼을까. 그의 가요가 남긴 음반을 심으로 정리하여 소개

해보고자 한다. 이해의 편의를 해 이 음반의 취입 시기 기 으로 

가요명, 음반 제작사, 가요 작가명, 음반 타이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의 목록은 한국 가요사와 음반사 련 문헌의 

기록과 많은 백년설 가요 음반 소개 자료 에 볼 수 있는, 상당 부분

의 오기(誤記)를 수정, 보완하면서 정리하 다. 

3.1. 백년설이 태평레코드사에서 취입한 가요17)

<표 1>에서 보듯 백년설의 히트 가요 부분은 1939.1~1941.12

의 기간에 태평 코드사에서 쏟아져나왔다. 백년설의 가요인생 기

에는 작곡가 기 의 곡―<유랑극단>, < 물의 산문시>, <두견화 사

랑>, <일자일루>, <춘소화월>(태평 코드 2003. 1940.6) ―으로 철되

었으나, 이재호가 태평 코드사에 속되면서 그와 콤비가 되어 많은 

히트곡을 내었다. 이재호·백년설 콤비가 이 낸 가요로써 백년설의 

인기는 하늘을 를 듯하여 무 에 ‘백년설 오다’라는 제목만으로도 

하루에 7,000명의 객이 모 다고 한다.18) 

이 에 가요 <나그네 설움>과 <번지 없는 주막>은 이때부터 

17) 백년설의 태평 코드사에서의 가요 목록은 박수 , ｢1930년  한국 음악

산업의 고찰｣, 165~166쪽; 이상희, 오늘도 걷는다마는, 180~182쪽의 것을 

통합,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18) 박수 , 같은 ,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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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번호 곡명 작사가 작곡가 발행 연월 비고

T8602 유랑극단 박 호 기 1939.1

T8602 물의 散文시 박 호 기 1939.1

C8611 두견화 사랑 천아도 기 1939.2

T8619 왜 왓든가 산 무 인 1939.3

T8633 마도로쓰수기 처녀림 이재호 1939.6

T8656 一字一淚 유도순 기 1939.12

T8656 북방여로 임서방 이재호 1939.12

물의 백년화 박 호 이재호 1939.12
뒷날 진방남의 <세세

년년>으로 개작됨.

T8665 나그네 설움 조경환 이재호 1940.2

T2001 비오는 海關 조경환 이재호 1940.5
뒷날 <비오는 포구>로 

개명됨.

T2001 어머님사랑 조경환 이재호 1940.5

T2003 第三 流浪劇團 유도순 기 1940.6

T2003 춘소화월 조경환 기 1940.6

T3001 한 잔에 한 잔 사랑 처녀림 이재호 1940.8

T3001 물의 수박등 김상화 김교성 1940.8

T3005 꿈꾸는 항구선 처녀림 이재호 1940.8

T3007 蕃地없는 酒幕 처녀림 이재호 1940.8

T3007 산팔자 물팔자 처녀림 이재호 1940.8

T3008 남포불 역사 불사조 김교성 1940.8

T3017 만포선길손 박 호 이재호 1941.1

T3028 복지만리 김 수 이재호 1941.3

T3028 지의 항구 김 수 이재호 1941.3

T3029 허허바다 처녀림 이재호 1941.3
뒷날 < 돗  탄식>으

로 개명됨.

T3033 고향길 부모길 처녀림 김교성 1941.4

T5001 마도로쓰박 처녀림 김교성 1941.5
뒷날 <외항선원>으로 

개명됨.

T5006 石油燈 길손 처녀림 이재호 1941.7

T5006 靑春海岸 처녀림 이재호 1941.7

T5009 想思의 月夜 김 일 김교성 1941.8

<표 1> 백년설이 태평 코드사에서 취입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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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번호 곡명 작사가 작곡가 발행 연월 비고

男中男 김 일 김교성 1941.9

T5016 화 의 밤 처녀림 김교성 1941.10

C5020 백년항구 처녀림 기 1941.12

아리랑 만주 윤해 기 1941.12

주: * 곡명의 표기는 원반의 것을 그 로 한다.

  ** 가요 <유랑극단>, <제3유랑극단>은 백년설이 불 지만 <제2유랑극단>은 채규

엽(태평 코드사 1939.9)이 불 다.

 *** < 물의 백년화>는 일명 <달이 없는 사막>으로서 1940년 12월 불사조(박 호) 작

사, 무 인(이재호) 작곡, 진방남 노래의 <세세년년>으로 재탄생, 1945년 해방 직후

에는 진방남이 악극 <산홍아 만 가고>(반야월 작곡)의 주제가로 사용하 다.

 
많은 이의 심 을 울려온, 백년설의 표곡이 되어 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애조 띤 그의 음색은 당시 우리 국운의 분

기와 잘 부합하여 <두견화 사랑>, <어머님 사랑>, <일자일루>, 

< 물의 백년화>, <비 오는 해 >, <한 잔에 한 잔 사랑>, <만포

선 길손>, <산 팔자 물 팔자>, < 지의 항구>, <고향길 부모길> 

…… 등으로 지 도 그 시  민족의 애환을 변해주고 있다.

3.2. 가요 <나그네 설움>과 <번지 없는 주막>의 내포적 의미

일제 탄압이 극심한 시 에 가요 <나그네 설움>과 <번지 없는 

주막>은 당시 우리 국민의 설움과 한을 우회 으로 변하여 주면서 

가수 백년설의 노래  표곡이 되었다. 1981년 MBC가 집계한 ‘한

국가요 조사’의 베스트 100곡에 작곡가 박시춘의 가요가 10곡, 이

재호의 곡이 8곡 포함되었는데, 베스트 20  내에 <나그네 설움>과 

<번지 없는 주막>이 들어 있다.

가요 <나그네 설움>은 작사가 고려성과 가수 백년설이 일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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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려가 극히 모욕 인 취조를 받고 나오던 길에 탄생시킨 노래임

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백성은 ‘나그네’, 감시

가 심한 나라이니 타국보다 못하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겨 의 새

벽을 기다리는 간 함, 이것이 이 노래에 담긴 정서와 주제이다. 식민

지 시 에는 이 게 나그네 정서를 기조로 한 작품이 많았다. 

<번지 없는 주막> 역시 주권과 국명을 잃어버린 나라의 실을 

‘번지 없는 주막’에 비유한 것이다. ‘문패도 번지도 없는 주막’이 일제

에 학 받는 우리 민족 실을 우회 으로 표 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들 가요에 담긴 정서와 의미를 개인 인, 사사로운 정서의 발산으

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일제 당시 우리의 가요 작사가들이 권부의 단속을 피하기 하여, 

가요의 제목과 가사를 곧잘 상치시키는, 우회 인 표 법을 사용함은 

흔한 일이었다. 이를테면 < 물의 백년화>에서 ‘죽은 연인’은 사실 

‘망해버린 조국’을 가리키는 것이었기에 나 에 지곡이 되기도 하

다.

이 듯 이들 노래에는 작가 의식은 물론 가창 의식이 우회 으로 

표 되었기에 우리가 이런 가요들을 부를 때에는 곡의 탄생 배경과 

가사에 내재된 의미를 잘 알고 부를 필요가 있다. 

1941년 백년설은 <만포선 길손>, <복지만리>, < 지의 항구>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마침내 남인수와 벽을 이뤘다. 화려하고 

귀족 인 남인수의 음색에 비해 소박하고 서민 인 백년설의 목소리

는 나라 잃은 백성의 심정을 변하기에 더욱 걸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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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백년설이 오케레코드사에서 취입한 가요

일제는 1941년 12월 태평양 쟁을 발발시켜 시(戰時) 체제로 돌

입하여 모든 물자와 군비(軍備)를 통제하며 국력을 쟁 승리에 

을 맞춘 강압 인 문화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가요까지 엄격하게 통

제함으로써 사실상 서정 가요 생산은 지되다시피 되었다.

이 와 에 백년설은 1941년 12월에 오 코드사로부터 격 인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 당시 태평 코드사와 선두를 다투던 오 코

드사에서 백년설을 극 으로 스카우트하기에 이른 것이다. 1941년 

말 백년설은 오 코드사의 탁월한 이미지 마 과 스카우트 제의에 

의하여 결국 태평 코드사를 떠나 오 코드사로 이 (移籍)을 하

다.19) 당시 스카우트 우는 입사 축하  3천 엔, 속 계약  2천 엔, 

월  350엔 그리고 코드 제작 회에 벌  500엔 지 과 백년설의 

신곡 취입을 6개월간 보류함이었다.20) 이런 거 은 당시 코드계에서

는 무후무한 사건이었다고 음악 평론가 황문평은 하고 있다.21) 

백년설은 1942년 1월부터 오 코드사 속가수로 활동을 하

다. 당시 5개 음반회사  선두주자인 오 코드사를 추 하면서, 

한때 치열한 2  양상을 벌 던 태평 코드사는 백년설의 이 에 

따른 공백을 진방남, 백난아, 이해연 등으로 메꾸어 선 (善戰)하려 하

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오 코드사로 이 한 가수 백년설이 취입한 가요를 조사·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19) 황문평, 삶의 발자국 1, 도서출  선, 2000a, 158~159쪽.

20) 박수 , ｢1930년  한국 음악산업의 고찰｣, 163쪽.

21) 황문평, 삶의 발자국 1,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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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번호

곡명 작사가 작곡가 발행 연월 비고

31090 천리정처 김다인 박시춘 1942.1

31090 더벙머리 과거 김다인 박시춘 1942.1

31093 아들의 서 조명암 박시춘 1942.2
2면에 이화자, <목단

강 편지> 수록.

31096 경기 나그네 조명암 김해송 1942.3

31096 고향설 김다인 이 룡 1942.3

31102 즐거운 상처 조명암 박시춘 1942.3

31102 아주까리 수첩 김다인 이 룡 1942.3

31106 남양통신 조명암 박시춘 1942.6

31106 설 화 조명암 김해송 1942.6

31112 청춘 썰매 조명암 이 룡 1942.7

31112 희망 타 김다인 김해송 1942.7

이 몸이 죽고 

죽어
조명암 김해송 1942.7

31126 마즈막 필 조명암 이 룡 1942.8
2면에 이화자, < 문

편지> 수록.

31121 내 고향 조명암 박시춘 1942.8

31134 청춘동라 김다인 박시춘 1942.12

31134 희망의 달밤 김다인 박시춘 1942.12

31139 님의 사랑 조명암 박시춘 1942.12

31139 모자 상 조명암
작곡 노시로 하치로

편곡 서 덕 
1942.12

31145 망루의 밤 조명암 김해송 1942.12
2면에 이화자, <결사

의 안해> 수록.

31157 알성 제 조명암 이 룡 1943.3

31157 정든 땅 조명암 이 룡 1943.3

31159 옥도끼 충성 조명암 이 룡 1943.3

31172 부모 이별 조명암 김해송 1943.8

31172 인생가두 조명암 김해송 1943.8

31192 조선 해 조명암 박시춘 1943.8

31182 고향 소식 조명암 이 인 1943.9

31183 이동 천막 조명암 김해송 1943.9

31183 낙동강 손님 조명암 박시춘 1943.9

<표 2> 백년설이 오 코드사에서 취입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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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번호
곡명 작사가 작곡가 발행 연월 비고

31183 끝없는 생각 조명암 박시춘 1943.9

31193 서지원 조명암 박시춘 1943.11 박향림·남인수와 제창.

T31215 추억의 수평선 조명암 남 인 1943.12

T31215 희망 마차 조명암 남 인 1943.12

가수 백년설이 오 코드사에서 취입한 음반량은 <표 2>에서 보

듯 태평 코드사에서 취입한 음반과 수 으로 동일하지만 히트곡을 

더 양산시키지는 못하 다. 이에는 태평양 쟁 동안 가요 창작과 음

반산업의 황폐화가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음반사 으로 보아도 

1943.12~1947.8은 음반이 거의 생산되지 않은 기간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음반회사에 여하 던 이들과 가요인들에 의하면 백년설이 

오 코드사로 이 해서는 그 음성이 이 만큼만 하지 못하 다고 

한다. 백년설이 오 코드사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곡으로는 <경

기 나그네>, <고향설>, <아주까리 수첩>, <알성 제> 등을 들 

수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이 무렵 가수 백년설의 인기는 재의 상상 이상이었던 것

으로 추정이 된다. 1943년 5월 ≪조 ≫에서 소개하는 그의 인기도와 

련한 을 살펴보자.

최근 방송국에서 산업 사의 희망 음악회를 하고자 희망곡을 모집하

는데  다수가 백년설이 부른 곡들이었다고 하 다. 악기 에 가 

보아도 코드 사러온 손님 부분이 백년설을 찾는 손님이요, ( 코드 

이름 무엇을 찾는 게 아니라 백년설의 새로 나온 을 찾는다.) 콩쿨이

나 테스트에도 백년설 흉내 내는 여드름 소년이 90% 이상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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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반 백년설의 인기도를 추정해볼 수 있는 하나의 증좌

이다. 좀 더 범 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당시 

백년설의  인기도는 남인수의 인기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평할 

수 있는 증좌라 할 수 있다. 

백년설은 8·15 복을 구에서 맞았는데 그곳에서 ‘ 화 가극단’

을 조직하여, 1945년 9월 1일 구 키네마극장에서 연극 <깃발을 

날리던 날>을 공연하 다. 이것은 8·15 복 후 공연된 최 의 연극

으로 하고 있다.23)

3.4. 백년설이 그 외 레코드사에서 취입한 가요24)

백년설은 1950년 6·25 발발 이후 잠시 고아원 운 , 목재사 경 을 

하다가 1952년에 오리엔트 코드사에서 가요 <신라제 길손>, <마

음의 고향>을 발표하 다. 1953년에는 1940년 에 태평 코드사에

서 3인방으로 활동하던 이재호, 반야월 등과 구에서 서라벌 코드

사를 설립하여 가요 <해인사 나그네>, <정든 산천> 등을 탄생시켰

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년설이 기타 코드사에서 취입한 

가요는 11곡으로 조사된다. 

<표 1>~<표 3>으로 볼 때에 백년설 가요 탄생의 주된 작사가

는 처녀림(본명 박 호), 고려성(본명 조경환), 조명암(본명 조 출)이었으

며, 작곡가는 기 , 이재호(본명 이삼동, 명 무 인), 김교성(가수명 

22) 박수 , ｢1930년  한국 음악산업의 고찰｣, 164쪽에서 재인용.

23) 박찬호, 한국가요사 1, 474~475쪽.

24) 그 외 코드사에서의 백년설 취입 가요 목록에 <삼각산 손님>은 들지 않는다. 

<삼각산 손님>은 고려성 작사, 나화랑 작곡으로 구성진(포리돌 코드사)이 

원창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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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번호 곡명 작사가 작곡가 발행 연월 비고

세월은 가오 향노 1950 유니버샬

신라제 길손 손로 이병주 1952 오리엔트

마음의 고향 김 향 박시춘 1952 오리엔트

R8021A 감격의 꽃다발 손로 박시춘 1953 오리엔트

R8023 옛 마을 김웅 이병주 1953 오리엔트

K1012 해인사 나그네 반야월 이재호 1953 서라벌

K1013 출범 반야월 이재호 1953 서라벌

K1039 유랑 항구 한산도 백 호 1954 서라벌

K1040 정든 산천 이향노 김화 1954 서라벌

K5702 두고 온 고향 서상덕 나화랑 1957 킹스타

K5895 동백꽃 피는 고향 백양원 나화랑 1958 킹스타

<표 3> 백년설이 기타 코드사에서 취입한 가요

김성 ), 김해송(본명 김송규), 이 룡 등이었다. 이 에 작곡가 이재호

와 콤비를 이룬 명곡이 가장 많다.

백년설이 원창자로서 취입한 가요는 태평 코드사에서 32곡, 오

코드사에서 32곡, 그 밖의 코드사에서 11곡 등 총 75편을 취입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 당시 비슷한 치에 있던 다른 가수나 백년설 

의 인기에 비하여 취입 가요 편수는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백년설은 당 의 최고 가수로 함께 추앙을 받던 남인수25)에 비하면 

상 으로 은 취입 가요 편수를 가지고 벽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6·25 후에 백년설은 화사 경 (1958), 경향신문사 동경지사장 역

임(1964) 등등 가요계 밖의 직업에 하 다. 원창자로서 가요를 취

25) 앞의 남인수 육성 녹음 내용에 따르면 1959년 12월 당시 자신이 취입한 가요가 

총 1,000여 곡이 된다 하 다. 한 한국가요사 련 여러 문헌에서도 통상 으

로 가수 남인수의 생애 취입 가요를 1945년 8·15 복 이 에 800곡, 그 후에 

200곡, 도합 1,000여 곡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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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  인기 가요들을 열창하고 

다니면서 명성을 이어오다가 1963년 7월 가요계를 은퇴하 다.

1978년 8월 부인 심연옥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 스로 이주하 다

가 그곳에서 백년설은 1980년 12월 6일 타계하 다.

4. 백년설의 가요 음반

SP, LP 음반들은 옛것에의 향수와 인터넷의 속한 물결을 타고 

개인 소장실과 시 ·역사 ·박물  등으로 들어가는 지  세상에 

유통되는, 가수 백년설의 음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음반사 ·가요사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것을 심으로 하여 정리,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백년설의 독집 음반

①1940년 8월 태평 코드사 < 물의 수박등>, <한 잔에 한 잔 사

랑> 수록(SP 음반).

②1940년 8월 태평 코드사 <번지 없는 주막>, <산팔자 물팔자>  

수록(SP 음반).

③1942년 1월 오 코드사 <천리 정처>, <더벙머리 과거> 수록  

(SP 음반).

④1942년 3월 오 코드사 <고향설>, <경기나그네> 수록

  [31096(K1798), SP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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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1942년 7~8월 오 코드사 <이 몸이 죽고 죽어>, <내 고향> 

수록(SP 음반).

⑥1942년 12월 오 코드사 < 님의 사랑>, <모자 상 > 수록  

(SP 음반).

⑦1942년 12월 오 코드사 <청춘동라>, <희망의 달밤> 수록

  (SP 음반).

⑧1962년 12월 라미라 코드사 ≪흘러간 노래 앨범 NO.2 ―번지 

없는 주막≫(RAM 1003 10인치 LP 반야월 구성, 나화랑 작·편곡 

지휘).

1. 고향길 부모길 1. 번지 없는 주막

2. 석유등 길손 2. 지의 항구

3. 두견화 사랑 3. 비오는 해

4. 일자일루 4. 복지만리

⑨1968년 5월 라미라 코드사 ≪흘러간 노래 앨범 NO.2 ―번지 없

는 주막≫[RAM 1015( 미블에는 RAM1016로 기록됨) 12인치 LP 

나화랑 작·편곡 지휘].

1. 번지 없는 주막 1. 고향길 부모길

2. 지의 항구 2. 석유등 길손

3. 비오는 해 3. 두견화 사랑

4. 복지만리 4. 일자일루

5. 산탈자 불찰자 5. 나그네 설움

6. 어머님 사랑 6. 유랑극단

⑩1968년 유니버샬 코드사 ≪흘러간 노래 앨범 NO.2 ―번지 없는 

주막≫(나화랑 작·편곡 지휘).

       ※9번(라미라 코드사) 음반과 곡목이 모두 동일하며, 그 제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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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니버샬 코드사로 넘어간 제품으로 보임.

            
⑪1972년 5월 유니버샬 코드사 ≪백년설 스테 오 일 작≫(<번

지 없는 주막>, <고향길 부모길> ULS-100077, 반야월 구성, 나

화랑 작·편곡).

1. 번지 없는 주막 1. 고향길 부모길

2. 유랑극단 2. 지의 항구

3. 두견화 사랑 3. 비오는 해

4. 일자일루 4. 복지만리

5. 나그네 설움 5. 산팔자 물팔자

6. 석유등 길손 6. 어머님 사랑

         ※ 곡명 앞의 번호는 필자가 붙임.

⑫1973년 오아시스 코드사 ≪백년설 독집≫(<나그네 설움>, <

지의 항구>).

1. 나그네 설움 1. 지의 항구

2. 복지만리 2. 번지 없는 주막

3. 두견화 사랑 3. 일자일루

4. 유랑극단 4. 추풍령 길손(만포진 길손)

5. 산팔자 물팔자 5. 한 잔에 한 잔 사랑

6. 물의 수박등 6. 남포불 역사

⑬1973년 오아시스 코드사 ≪오리지날 힛송 총결산집 백년설≫

(<나그네 설움>, <복지만리>, <번지 없는 주막> CD 1매)

1. 나그네 설움 1. 지의 항구

2. 복지만리 2. 번지 없는 주막

3. 두견화 사랑 3. 일자일루

4. 산팔자 물팔자 4. 남포불 역사

5. 물의 수박등 5. 알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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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1973년 4월 도 코드사 ≪백년설 힛트 가요 독선집≫

1. 나그네 설움 1. 복지만리

2. 지의 항구 2. 일자일루

3. 고향설 3. 번지 없는 주막

4. 꿈길은 오천키로 4. 아주까리 수첩

5. 비오는 해 5. 유랑극단

6. 산팔자 물팔자 6. 추풍령 길손

⑮1975년 아세아 코드사 ≪백년설 가요 집 성≫(<나그네 설움>, 

<번지 없는 주막>).

1. 나그네 설움 1. 일자일루

2. 번지 없는 주막 2. 지의 항구

3. 복지만리 3. 비오는 해

4. 산팔자 물팔자 4. 홍도야 울지마라

5. 타향여로 5. 추억의 백마강

6. 휴 선 나그네 6. 비군가

⑯1976년 2월 도 코드사 ≪백년설 힛트 가요 특선집≫

1. 나그네 설움 1. 복지만리

2. 지의 항구 2. 일자일루

3. 번지 없는 주막 3. 마음의 고향

4. 비오는 해 4. 두견화 사랑

5. 어머님 사랑 5. 삼각산 손님

6. 산팔자 물팔자 6. 버들잎 신세

         ※ 모두 남백송이 부른 곡임.

⑰1978년 신세계 코드사 ≪백년설 골든 힛트 앨범≫(<번지 없는 

주막>, <나그네 설움>, 나화랑 편곡·지휘).

1. 번지 없는 주막 1. 나그네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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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의 항구 2. 복지만리

3. 일자일루 3. 비오는 해

4. 어머님 사랑 4. 고향길 부모길

5. 산팔자 물팔자 5. 타향살이/황성옛터(경음악)

6. 두견화 사랑 6. 홍도야 우지마라/불효자는 웁  

                                        니다(경음악)

⑱연도 미상  신세계 코드사 ≪백년설 골든 힛트 앨범≫

1. 번지 없는 주막 1. 나그네 설움

2. 지의 항구 2. 복지만리

3. 경기 나그네 3. 고향설

4. 유랑극장 4. 비오는 해

5. 일자일루 5. 아주까리 수첩

6. 어머님 사랑 6. 황지선 길손

7. 산팔자 물팔자 7. 마도로스 수기

         ※ 모두 남백송이 부른 곡임.

⑲연도 미상  힛트 코드사 ≪백년설 특선집≫(UL 1002334).

1. 번지 없는 주막 1. 고향길 부모길

2. 두견화 사랑 2. 지의 항구

3. 일자일루 3. 복지만리

4. 나그네 설움 4. 산팔자 물팔자

5. 비오는 해 5. 아주까리 등불

6. 삼각산 손님 6. 마음의 고향

7. 어머님 사랑 7. 신라제 길손

⑳연도 미상  코드사 ≪백년설 가요 걸작집≫

1. 산팔자 물팔자 1. 물에 수박등

2. 한 잔에 한 잔 사랑 2. 번지 없는 주막

3. 나그네 설움 3. 어머님 사랑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9:39(KST)



196  음악 통권 11호(2013년 상반기)

1 2 3 4

1. 나그네 설움 1. 번지 없는 주막 1. 일자일루 1. 지의 항구

2. 어머님 사랑 2. 복지만리 2. 산팔자 물팔자 2. 마음의 고향

3. 두견화 사랑 3. 비오는 해  3. 고향길 부모길 3. 삼각산 손님

4. 유랑극단 4. 일자일루

5. 춘소화월 5. 허허 바다

 1977년 7월 힛트 코드사 ≪백년설 특선집 8트랙≫(카드리지 테

이  LKM 215).

 1980년 4월 지구 코드사 ≪백년설 옛노래 곡 모음≫(<나그네 

설움>, <번지 없는 주막>).

1. 나그네 설움 1. 번지 없는 주막

2. 산팔자 물팔자 2. 일자일루

3. 지의 항구 3. 복지만리

4. 외항선원(마도로스 박) 4. 비오는 해

5. 어머님 사랑 5. 고향길 부모길

6. 두견화 사랑 6. 삼각산 손님

7. 알성 제 7. 상사월야

8. 화 의 밤 8. 춘소화월

9. 와 나

  1996년 8월 신나라 코드사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13 

백년설≫(CD 1매).

1. 유랑극단 1. 마도로스 박

2. 나그네 설움 2. 천리정처

3. 한 잔에 한 잔 사랑 3. 아주까리 수첩

4. 제3 유랑극단 4. 즐거운 상처 

5. 춘소화월 5. 청춘 썰매

6. 꿈꾸는 항구선 6. 인생 가두(백년설, 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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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번지 없는 주막 7. 부모 이별

8. 산팔자 물팔자 8. 님의 사랑

9. 남포불 역사 9. 물의 백년화    

 ①~⑦ 음반들은 희귀하게 유통되고 있는 SP 음반으로 백년설

의 가요계 데뷔 기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 음반사  가치를 지

닌다.

이 밖에도 1950년  반 킹스타 코드사에서 반야월이 구성하

고 나화랑이 편곡, 지휘하여 낸 음반으로 ≪노래와 경음악, 가요 

30년사≫는 백년설과 황 심의 인기곡만 수록하고 있다. 귀 한 음

반이다.

⑧~⑪ 음반들은 1962년 12월부터 작곡가 나화랑이 라미라 코

드사, 유니버샬 코드사 등에서 리메이크하여 에 보 함으로써 

에 더욱 리 향유된 것들이다. 그 옛날 백년설이 태평·오 ·서라

벌 등의 코드사에서 인기를 크게 얻은 가요들을 반야월이 구성하고 

나화랑이 편곡·지휘하여 낸 음반들이다. 이 음반들은 그 제조원이 라

미라 코드사에서 유니버샬 코드사로 옮겨지면서 포맷과 규격이 다

양하게 변모하 던 것이다. 1960년  백년설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

는 소 한 LP 음반들이다. 

1970년  이후 백년설 독집 음반들은 유니버샬, 오아시스, 도, 

아세아, 신세계, 힛트, , 지구, 신나라 코드사 등의 음반회사들에

서 다투듯 발매하 는데 ⑧, ⑪, ⑫, ⑬, ⑱, ⑲, ⑳, ,  음반들이 

특히 소 한 음반이 아닌가 한다.

이 밖에 백년설 가요를 경음악으로 오아시스 코드사의 ≪특수 

자올겐 경음악 제2집≫에서는 <번지 없는 주막>, <복지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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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하고 있고, 1977년 아세아 코드사와 힛트 코드사에서는 카드

리지 테이 로 ≪백년설 특선집 8트랙≫()을 제작한 바 있다. 

4.2. 백년설의 인기곡 수록 음반

재 국내에 유통되는 백년설의 인기곡 수록 음반은 200여 종이 

된다. 그 에 가요사 ·음반사  가치를 지닌 음반은 다음과 같다.

①1939년 2월 태평 코드사 ≪두견화 사랑≫(2면에 미스코리아, 

<은어알 처녀> 수록, SP 음반).  

②연도 미상  오 코드사 ≪가요극장 上≫(장세정·백년설·이난 )·

≪가요극장 下≫(이화자·남인수·박향림 노래, SP 음반). 

③연도 미상  오 ·태평 코드사  ≪번지 없는 주막/남포불 역사≫ 

(LSK 2011).

④연도 미상  아세아 코드사 ≪왜 왓던가≫(1면에 박향림, <우러라 

선> 수록, SP 음반, ENt-⑤).

⑤연도 미상  신태양 코드사 (경음악) ≪고향설≫(1면에 장세정, 

<역마차> 수록, 10인치 LP 음반).

⑥연도 미상  LKL 코드사 ≪고향설·연락선은 떠난다≫(백년설·장

세정 추억의 힛트쏭, 10인치). 

1. 연락선은 떠난다(장세정) 1. 고향설(백년설)

2. 아주까리 수첩(백년설) 2. 울어라 은방울(장세정)

3. 역마차(장세정) 3. 알 제(백년설)

4. 정든 땅(백년설)  4. 한 많은 추풍령(장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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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1962년 6월 킹스타 코드사 ≪ 가요 30년사: 노래와 경음악≫

(백년설·황 심 편, KSM 1099, 10인치, 반야월 구성, 나화랑 편곡·

지휘).

1. 복지만리(백년설) 1. 삼다도 소식(황 심)

2. 번지 없는 주막(백년설) 2. 끊어진 테- (경음악)

3. 지의 항구(백년설) 3. 한팔경(황 심)

4. 일자일루(백년설) 4. 얄궂인 운명(경음악)

⑧연도 미상  삼화 코드사 ≪무 진 사령탑≫(남인수·백년설·황

심·김정구·백난아·황정자 노래, 나화랑 편곡·지휘).

1. 무 진 사랑탑(남인수) 1. 삼다도 소식(황 심)

2. 울리는 경부선(남인수) 2. 뽕따러 가세(황 심)

3. 내 고향 해남도(백난아) 3. 맘보잠보(김정구)

4. 님 무덤 앞에(백난아) 4. 밤거리 스넾(김정구)

5. 어머님 사랑(백년설) 5. 물 깃는 처녀(황정자)

6. 유랑극단(백년설) 6. 아리랑쓰리랑(황정자)

         ※1968년 9월 한국000 코드사에서 재생산하기도 하 음.

⑨1962년 6월 이후  킹스타 코드사 ≪왕년의 가수 6인 걸작집≫(남

인수·백년설·황 심·김정구·백난아·황정자 노래, 나화랑 작곡·편

곡·지휘, KSL 20015, 12인치).

1. 무 진 사랑탑(남인수) 1. 삼다도 소식(황 심)

2. 울리는 경부선(남인수) 2. 뽕따러 가세(황 심)

3. 내고향 해남도(백난아) 3. 맘보쟘보(김정구)

4. 님 무덤 앞에(백난아) 4. 밤거리 스넾(김정구)

5. 어머님 사랑(백년설) 5. 물깃는 처녀(황정자)

6. 유랑극단(백년설) 6. 아리랑 쓰리랑(황정자)

⑩연도 미상  린스 코드사 ≪왕년의 가수 6인 걸작집≫(NS 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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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화랑 작곡·편곡 지휘).

⑪1968년 유니버샬 코드사 ≪왕년의 가수 6인 걸작집≫(나화랑 작

곡·편곡 지휘).

⑫연도 미상  도 코드사 ≪왕년의 가수 6인 걸작집≫(EU5559, 

나화랑 작곡·편곡 지휘).

⑬1964년 LKL 코드사 ≪연락선은 떠난다·고향설≫(장세정·백년설 

추억의 힛트쏭집, LKL 1004, 12인치).

1. 연락선은 떠난다(장세정) 1. 항구의 무명 (장세정)

2. 고향설(백년설) 2. 경기나그네(남백송)

3. 역마차(장세정) 3. 울어라 은방울(장세정)

4. 아리랑 부두(장세정) 4. 아주까리 수첩(백년설)

5. 알 제(백년설) 5. 잘 있거라 추풍령(장세정)

6. 백팔염주(장세정) 6. 정든 땅(백년설)

⑭1976년 1월 힛트 코드사 ≪한국 가요 사 제1집≫(백년설·황

심·백난아·김희갑·진방남·박재홍·은방울자매 노래, ALS 429).

1. 애수의 소야곡(남인수) 1. 나그네 설움(백년설)

2. 한 팔경(황 심) 2. 목포의 물(이미나)

3. 황성 옛 터(김희갑) 3. 두리 20년(진방남)

4. 해조곡(은방울자매) 4. 짝사랑(은방울자매)

5. 사막의 한(김희갑) 5. 두견화 사랑(백년설)

6. 나는 열일곱 살이에요 6. 립동이(황 심)

             (신 카나리아)

7. 마상일기(진방남) 7. 화물선 사랑(진방남)

8. 아리랑 랑랑(백난아) 8. 비내리는 고모령( 인)

9. 홍도야 울지마라(박재홍) 9. 자명고 사람(박재홍)

10. 비오는 해 (백년설) 10. 월야삼경(황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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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1977년 신세계 코드사 ≪3인 힛트 가요 총결산≫(황 심·백년설·

남인수 노래).

1. 애수의 소야곡(남인수) 1. 삼다도 소식(황 심)

2. 알뜰한 당신(황 심) 2. 나그네 설움(백년설)

3. 번지 없는 주막(백년설) 3. 감격시 (남인수)

4. 가거라 38선(남인수) 4. 한팔경(황 심)

5. 뽕따러 가세(황 심) 5. 복지만리(백년설)

6. 지의 항구(백년설) 6. 날나리 바람(황 심)

7. 외로운 가로등(황 심) 7. 무 진 사랑탑(남인수)

8. 이별의 부산정거장(남인수) 8. 왜 못 오시나(황 심)

⑯연도 미상  신세계 코드사 ≪가요 수첩 60년 1집≫(남인수 외 노래).

1. 애수의 소야곡(남인수) 1. 나그네 설움(백년설)

2. 아리랑 낭낭(백난아) 2. 알뜰한 당신(황 심)

3. 지의 항구(백년설) 3. 가거라 38선(남인수)

4. 님계신 선( 사향) 4. 홍콩아가씨( 사향)

5. 장모님 상서(김정구) 5. 남강의 추억(고은 )

6. 한팔경(황 심) 6. 쓸쓸한 여 방( 사향)

7. 희망가(최정자) 7. 고향의 그림자(남인수)

8. 학도가(남일해) 8. 목포는 항구다( 사향)

9. 왜 못 오시나(황 심) 9. 애정산맥( 인)

10. 국경의 부두(고운 ) 10. 시장에 가면(혼성 듀엣)

⑰연도 미상  신세계 코드사 ≪가요수첩 60년 4집≫(남인수 외 노래).

1. 번지 없는 주막(백년설) 1. 타향살이(김정구)

2. 목포의 물(이난 ) 2. 박댕기(백난아)

3. 럭키 서울( 인) 3. 기다리겠어요(남인수)

4. 짝사랑(최정자) 4. 외로운 가로등(황 심)

5. 바다의 교향시(김정구) 5. 백마야 가자(고운 )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9:39(KST)



202  음악 통권 11호(2013년 상반기)

6. 굳세어라 순아( 인) 6. 뱃노래(김세 나)

7. 날나리 바람(황 심) 7. 열아홉 순정(이미자)

8. 복지만리(백년설) 8. 두메산골(배호)

9. 무명  항구(백난아) 9. 님이라 부르리까(이미자)

10. 방랑자의 노래(남인수)

11. 시장에 가면(혼성 듀엣)

⑱1970년 유니버샬 코드사 ≪힛트 가요 코드 집≫ 제1집(백년

설·황 심 노래).

1. 번지 없는 주막(백년설) 1. 삼다도 소식(황 심)

2. 알뜰한 당신(황 심) 2. 복지만리(백년설)

3. 나그네 설움(백년설) 3. 어머님 상서(황 심)

4. 맞이(황 심) 4. 산팔자 물팔자(백년설) 

5. 지의 항구(백년설) 5. 왜 못 오시나(황 심)

6. 피리소리(황 심) 6. 고향길 부모길(백년설)

④의 아세아 코드사 음반(<왜 왓던가> 수록)은 백년설 가요계 등

장 기의 음성으로 들어볼 수 있는 SP 재반(再盤)이며, ⑤의 신태양

코드사 음반은 백년설의 <고향설>을 경음악으로 들어볼 수 있는 것

이다.

⑥의 LKL 코드사 ≪고향설·연락선은 떠난다―장세정·백년설 추

억의 힛트쏭≫ 10인치 음반은, 1964년에 동사(同社)에서 음반 재킷과 

곡목을 바꾸어 12인치(⑬음반)로 재발매하다가, 그 뒤에 제작권이 다

시 1970년 신진 코드사로, 1972년에는 도 코드사로 넘어간 유명

한 음반이다.

백년설의 인기곡 수록 LP 음반들도 1960년  들면서 나화랑이 킹

스타 코드사에서 본격 으로 제작(⑦음반)하면서 더욱 리 보 ,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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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享有)되었다. 이 게 제작된 음반 에 킹스타 코드사의 ≪왕년의 

가수 6인 걸작집≫(⑨음반)은 백년설의 <어머님 사랑>, <유랑극

단> 2곡을 포함, 당 의 최고 인기 가수 남인수·황 심·김정구·백난

아·황정자 등의 히트곡 2곡씩을 모두 한 장에 모은 기념비 인 음반

이다. 원래 삼화 코드사의 ≪무 진 사랑탑≫ 음반을(곡목까지 그 로 

둔 채) 토 로 하여 그 제작권이 킹스타, 린스, 도, 유니버샬 등으

로 수차례 넘어가면서 재킷만 다양하게 변모하 던, 인기를 모았던 

음반이다. 

이후 신세계, 힛트, 유니버샬, 지구 등의 음반사에서 한국 가요

의 걸작, 힛트 특집 는 기념 음반을 제작함에 백년설의 <번지 없는 

주막>, <나그네 설움>, < 지의 항구>, <일자일루>, <비오는 

해 >, <두견화 사랑>, <고향설>, <고향길 부모길> 등이 인기곡

으로 자주 등장하 다.

5. 백년설 가요의 친일성 논의 대상 작품

지 까지 가요 평론과 언론에서 백년설 가요의 친일성 거론 상으

로 언 되는 작품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42~1943년에 백년설이 오 코드사에서 취입한 ≪아들의 

서≫(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백년설 노래, 오 코드 31093 1942.2, 2면

에 이화자, <목단강 편지> 수록), ≪이 몸이 죽고 죽어≫(조명암 작사, 김해

송 작곡, 백년설 노래, 오 코드 31121 1942.7), ≪마지막 필 ≫(조명암 

작사, 이 룡 작곡, 백년설 노래, 오 코드 31126 1942.8, 2면에 이화자, 

< 문편지> 수록), ≪망루의 밤≫(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백년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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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코드 31145 1942.12, 2면에 이화자, <결사 의 안해> 수록), ≪ 서 

지원≫(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백년설·박향림·남인수 노래, 오 코드 

31193 1943.11, 2면에 남인수·이난 의 <이천오백만 감격> 수록) 등의 가

요들이다. 이 에 ≪아들의 서≫, ≪ 서 지원≫, ≪이 몸이 죽고 

죽어≫ 등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부른 친일성 가요라는 주장이 있다.

백년설 가요의 친일성 여부에 하여는 더욱 구체 ·이성 ·종합

 시각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6. 마무리

가수 백년설은 생애 70여 곡의 가요를 남겼다. 그의 <나그네 설

움>은 8·15 복 이  유행가로는 최고의 음반 매 기록을 남긴 

노래이다. 이 가요로 백년설은 불과 데뷔 1년 만에 당  최고 인기 

가수 던 채규엽, 남인수의 인기를 추격하며 한때는 능가하기도 하

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 8월 태평 코드사에서 발매한 백년설의 음반 <번지 없는 

주막>, <산팔자 물팔자>는 그때까지 ‘유행가’ ‘유행소가’ ‘유행소

곡’ 등으로 지칭되던 곡종명을 ‘ 가요’란 용어로 치시켰다. 보

반이었던 이 음반은 한국의 에 깊숙이 고들면서 한국가요사에 

‘ 가요’란 용어를 탄생시켰다.

반음이 틀리는 듯 아닌 듯한, 애조를 띤 백년설의 음성은 식민지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는 충분조건이었다. <나그네 설움>과 <번지 

없는 주막>으로 표되는 그의 가요들은 지 도 그 시 의 아픔과 

서러움을 살뜰히 변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곡에 내포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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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휘는 일제에 학 받는 우리 민족 실을 우회한 표 이므로 그 

의미와 정서를 개인 인, 사사로운 것의 발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8·15 복 이  한국의 표  남자 가수로서 데뷔와 성기가 유

사하 던 남인수와 백년설의 활동상과 그 업 을 비교하여 고찰해보

는 것도 가요사 정립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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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gnificance of Baek, Nyun-Sul’s songs in 

Korean music history 

Min, Kyung Tak(Gimcheon Jungang Highschool)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all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Korean music which Baek, Nyun-Sul(백년설) has made at the beginning 

of Korean modern popular song. Based on the debut time, male singers 

who worked form 1925 to the Independence day, 1945 are enumerated 

into Chae, Gyu-Yub(debuted on March 1930), Kim, Jung-Gu(debuted 

on April 1936), Nam, In-Su(debuted on July 1939) and Baek, Nyun-Sul(deb-

uted on January 1939). Among these representative singers who stabi-

lized Korean popular song, this study attempts to organize Baek, 

Nyun-Sul’s activities and recordings and hence identify their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music. 

Baek, Nyun-Sul has made about 70 songs in his life time. His song, 

<Nagune Sulum> was the song which hit the record as a bestselling 

album among popular songs before the Independence day. Through the 

song, Baek, Nyun-Sul enjoyed huge popularity and even his popularity 

surpassed Nam, In-Su’s one who were the most famous singer of their 

time. 

Relased by the record company. Taepyung on August 1940, Baek, 

Nyun-Sul’s songs, <Bunji Umnun Jumak> and <San Palja Mul Palja> 

created the term ‘Popular music’. Since then, this title, ‘Popular music’ 

has used in Korean music history. Baek, Nyun-Sul’s voice with ba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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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ble semitone and mournful tone eased Korean peoples’ pain. His typ-

ical songs, <Bunji Umnun Jumak> and <San Palja Mul Palja> repre-

sented sorrow and pain of the colonial peoples. 

Therefore, we should not consider the sentiment embedded in Baek, 

Nyun-Sul’s songs personal and private. Finally, this study tried to in-

troduce the controversial work of Baek, Nyun-Sul as Pro-Japanese songs 

which was a flaw of his contributions to Korean music history. It is 

meaningful to review in depth Baek, Nyun-Sul’s contribution to Korean 

music history compared with Nam, In-Su, one of the popular male singer 

who debuted and worked in the same age, before the Independence day, 

1948.

Keywords: the beginning of Korean modern popular song, Baek, Nyun-Sul, 

the creation of the term ‘Popular music’, Nam, In-Su, Goryusung, 

Baek, Nan-A, Na, Hwa-Rang, Taepyung record company, Okeh 

record company, <Nagune Sulum>, <Bunji Umnun Jumak>, 

<San Palja Mul Palja>, Pro-Japanes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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