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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작곡가인 나카야마 신페이가 작곡한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라고 하는 두 노래를 연구 상으로 삼는다. 두 노래

가 조선으로 넘어와 번안되는 양상을 통해 조선에서의 일본 창가의 번안 

양상을 살피는데 목 이 있다.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는 일본에

서 큰 인기를 끈 후 동시 으로 조선으로 넘어와 번안되어 조선 들에

게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두 노래의 조선 번안곡은 원곡 가사를 거의 

그 로 번안하는 소극  변개와 원곡 가사를 변형하여 조선의 풍토, 정서

에 맞게 번안한 극  변개의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당시 

문화⋅ 술  기반이 제 로 잡히지 않았던 제한 인 상황에서도 그 나

름 로 새로이 창작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술을 만들고자 했던 문화 

생산⋅수용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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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곤돌라의 노래>(ゴンドラの唄, ゴンドラのうた, 곤도라노우타)와 

<선두소패>(船頭小唄, せんどうこうた, 센도고우타)는 모두 나카야마 

신페이(中山晋平, 1887~1952)가 작곡한 노래로 각각 1915년, 1921년에 

만들어졌다. 두 노래는 모두 일본에서 코드로 취입되어 큰 인기를 끈 

후, 조선으로 넘어와 마찬가지로 코드로 취입되어 조선에서도 큰 인

기를 끌었다. 본고에서는 두 노래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입되는 과정

에서 가사가 어떻게 번안되었는지에 해 살펴보며 두 노래에 얽  있

는 향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는 모두 ‘소패(小唄)’ 형식의 노래로 

소패는 일본에서는 ‘고우타’1)라 불린다. 이 고우타라 불리는 유행가는 

1920년  반 이후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는다.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 역시 1920년 를 후한 시기에 창작된 노래로 당시 일본

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패 형식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에

서 소패로 된 유행가가 매우 많았으며 일본에서 인기를 얻은 유행가는 

조선으로 넘어와 조선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따라서 기 조선의 유

성기 음반 시장은 일본 창가의 번안곡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창가는 조선어로 번안되어 불렸는데 일본 가

사를 거의 그 로 직역하기도 하지만 조선의 풍토, 정서에 맞춰 개사하

 1) 본래 ‘고우타(小唄, 소패)’란 ‘연주 시간 3~4분 정도의 짧은 가곡(小歌曲)’으로 메이

지 말기부터 화류계를 심으로 활발하게 불리던 노래 으나, 다이쇼 말기에서 

쇼와 기(1920년 )에 걸쳐 고우타는샤미센 음악의 노래(唄), 서양음악을 일본화

한 노래, 재즈풍의 노래 모두를 포함한 ‘상품화된 노래(유행가, 가요)’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 다. (笹川慶子, 2003: 182~183를 임다함, 2018: 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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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 다. 그리고 이 게 변개한 가사는 다른 유행가에서 그 로 불

리기도 하 다. 가요에서는 들의 인기를 얻은 구 이나 단어

들을 가지고 와서 재의미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 창

가의 조선에서의 번안 양상과 재의미화를 잘 보여주는 노래가 바로 <곤

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이다. 두 노래는 나카야마 신페이라고 하는 

같은 일본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조선에서도 같은 사람이 번안 

작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두 노래에는 동일한 가사가 실려 

있으며 이는 조선에서의 일본 창가의 번안 양상을 보여 주는 표 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를 

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곤돌라의 노래>의 번안 양상

2.1. 작품 소개

<곤돌라의 노래>는 나카야마 신페이가 작곡하고 요시이 이사무(吉井
勇, 1886~1960)가 작사한 노래로 이 노래는 러시아의 소설가 이반 세르

게이비치 투르게네 (I. S. Turgenev, 1818~1883)의 소설 그 날 밤

(Nakanune)(1860)을 일본의 극작가인 구스야마 마사오(楠山正雄, 

1884~1950)가 각색한 각본 ｢その前夜｣에 삽입된 극 가(劇中歌)이다. 

구스야마 마사오는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 1871~1918)가 이끌던 극

단 술좌(藝術座)에 가담하고 있던 시기에 소마 교후(相馬御風, 

1883~1950)의 제안으로 투르게네 의 소설 그 날 밤을 각색하여 

각본 ｢その前夜｣를 쓰게 된다(손성 ⋅한지형, 2017: 47). 구스야마 마

사오가 각본 ｢その前夜｣를 쓰고 술좌에서 1915년 4월에 ｢その前夜｣
를 공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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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前夜｣가 공연되기 이 에 술좌에서는 1914년에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Voskresenie)(1899)을 각색한 ｢復活｣을 공연하 는데, 이 

공연이 크게 성공하게 된다. 공연의 성공 요인은 바로 극 속에 삽입된 

노래인 <카 샤의 노래(カチュシヤの唄)>가 들에게 큰 인기를 끌

었기 때문이다.2) 노래가 큰 인기를 끌자 음반 회사에서는 ｢復活｣의 여

주인공인 마쓰이 스마코(松井須磨子, 1886~1919)가 부른 <카 샤의 노

래>를 코드로 취입한다. 이 코드 역시 큰 인기를 끌었고 술좌의 

｢復活｣ 공연과 <카 샤의 노래>는 그 로 조선으로 넘어와 번안되어 

조선에서도 큰 인기를 끈다.

술좌에서는 극 가인 <카 샤의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그 이후 공연한 작품들에도 극 가를 삽입하게 된다. ｢そ
の前夜｣는 ｢復活｣이 공연된 후 1년 뒤에 공연된 작품으로 ｢その前夜｣ 
역시 이러한 상을 의식하여 극 속에 <곤돌라의 노래>를 삽입한 듯하

다. 각본 ｢その前夜｣는 구스야마 마사오가 썼지만 극 가인 <곤돌라의 

노래>의 작사는 요시이 이사무가 맡고 작곡은 나카야마 신페이가 맡게 

된다. 나카야마 신페이는 이 에 <카 샤의 노래>를 작곡하여 큰 인기

를 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카야마 신페이에게 작곡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곤돌라의 노래>의 일본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2) <카 샤의 노래>가 당시 일본에서 인기를 끈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여주인공 ‘카추샤’ 역의 여배우 마쓰이 스마코는 일본  애수(哀愁)를 띤 서

양 여인을 연기함으로써 곡의 분 기를 잘 소화하여 감동을 주었다. 이 ｢復活｣ 
공연으로 마쓰이 스마코는 으로 큰 인기를 리게 되었다. 둘째, <카 샤의 

노래>는 엔카시(演歌師)의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국 으로 되었고 공연되

었던 1914년 같은 해에 화화되어 히트했다. 이 게 여러 가지 흥행 요소가 결합

하여 1914년은 ‘카추샤 붐’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 샤의 노래>는 

당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박진수, 201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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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のち短し 恋せよ少女 인생은 짧으니 사랑하라 소녀여

朱き唇 褪せぬ間に 붉은 입술 바래지기 에

熱き血潮の 冷えぬ間に 끓는 열정이 식기 에

明日の月日の ないものを 내일은 없는 것이니

いのち短し 恋せよ少女 인생은 짧으니 사랑하라 소녀여

いざ手を取りて 彼の舟に 자 손을 맞잡고  배로

いざ燃ゆる頬を 君が頬に 자 달아오른 뺨을 그  뺨에

ここには誰れも 来ぬものを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으니

いのち短し 恋せよ少女 인생은 짧으니 사랑하라 소녀여

波にただよう 舟のよに 도에 떠 리는 배처럼

君が柔わ手を 我が肩に 그  고운 손을 내 어깨에

ここには人目も 無いものを 여기는 구도 보지 않으니

いのち短し 恋せよ少女 인생은 짧으니 사랑하라 소녀여

黒髪の色 褪せぬ間に 검은 머리 새기 에

心のほのお 消えぬ間に 마음의 열정이 식기 에

今日はふたたび 来ぬものを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으니

<ゴンドラの唄>, 吉井勇 作詞, 中山晋平 作曲, 1915.

<곤돌라의 노래>는 ｢その前夜｣의 제5막 제1장의 첫 부분에 등장한

다. 투르게네 의 소설 그 날 밤은 러시아의 귀족 처녀인 나와 

불가리아에서 러시아로 유학 온 유학생 인사로 의 사랑 이야기를 그

린 소설이다. 나는 인사로 를 만나 첫 에 반한 뒤 인사로 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 인사로 의 고향인 불가리아는 터키의 

식민지국으로서 인사로 는 조국의 해방을 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결의에 찬 청년이다. 인사로 는 조국의 해방을 해 불가리아로 돌아

가기로 결심하고 나는 인사로 를 따라 불가리아로 가서 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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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불가리아의 해방을 해 살기로 다짐한다. 그 게 두 사람이 

러시아를 떠나 불가리아로 향하던  베니스에 머물게 되는데 불행히

도 인사로 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나는 그런 인사로 의 곁을 

지킨다. 베니스의 호텔에서 투숙하던  호텔의 창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노래가 바로 <곤돌라의 노래>다. 이 노래는 처음에는 

베니스의 곤돌라 선인(船人)인 어떤 청년이 부른다. 이 노래를 뒤에서 

나가 1 만을 따라 부른다.

이 노래는 극의 가장 마지막인 5막에 등장하는 노래로 이 노래가 나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로 는 죽고 나는 인사로 의 유지를 

이어 불가리아의 해방을 해 불가리아로 떠나며 극은 끝난다. <곤돌라

의 노래>는 극의 마지막에 등장하여 인사로 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

인 상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래의 가사를 보면 가장 요한 

내용은 바로 ‘인생은 짧으니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하지

만 이런 가사의 노래가 나온 뒤 인사로 가 죽음으로써 극의 비극성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곤돌라의 노래>는 ｢その前夜｣나 다른 작품에서 

인용될 때 ｢その前夜｣에서처럼 상당히 비극 인 상황에서 인용되곤 한

다.3) 이는 나카야마 신페이가 <곤돌라의 노래>를 작곡하게 된 이유를 

보면 그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3) 구로사와 아키라(黑澤明, 1910~1998) 감독의 화 살다(生きる)(1952)에는 <곤

돌라의 노래>가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암에 걸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스스로를 ‘메피스토’라 부르는 소설가를 만나 도박장, 술집, 환락가, 

무도회장 등을 돌아다니며 펑펑 돈을 쓰다가 술집에서 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부른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 죽기 직 에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어린이 공원에서 

그네를 타며 이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통해 <곤돌라의 

노래>를 알았다고 할 만큼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화 살다는 당시 일본 사회

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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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쇼 4년(1915)의 술좌의 제5회 공연은 투르게네  원작의 ｢その
前夜｣(구스야마 마사오 번역⋅각색)인데, 극 가는 요시이 이사무가 작

사하고 작곡은 <카 샤의 노래>를 성공시킨 나카야마 신페이가 담당하

게 되었다. 그런데 마감 직 의 나카야마 신페이에게 ｢어머니 독｣이
라는 보가 도착했다. 나카야마 신페이는 바로 야간열차를 타고 고향

으로 돌아갔지만 어머니의 임종을 놓치고 만다. 다시 야간열차를 타고 

도쿄로 돌아가는 그에게 남은 것은 열차 안에서의 9시간뿐이었다. 이

게 <곤돌라의 노래>는 둘도 없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의 늪에서 태어난 

것이다.4)

나카야마 신페이는 <곤돌라의 노래>의 작곡을 의뢰받은 뒤 작업에 

착수하던  어머니가 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어머니를 뵙기 

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어머니의 임종을 놓치고 나카야마 신페

이는 다시 도쿄로 돌아간다. 이 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탄생한 노

래가 <곤돌라의 노래>인 것이다. 물론 가사는 나카야마 신페이가 아닌 

요시이 이사무가 썼지만 요시이 이사무 역시 나카야마 신페이의 부고

를 알았을 것이다.5) 이 게 두 사람의 업을 통해 <곤돌라의 노래>가 

 4) 大正4年の芸術座第5回公演はツルゲ-ネフ原作のその前夜(楠山正雄訳⋅脚色)

で、劇中歌は吉井 勇が作詞、作曲は《カチュシヤの唄》で成功した晋平が担当
することになった。ところが、締切り間近の晋平のもとに｢ハハキトク｣の電
報が届いた。すぐに夜行列車で帰郷したものの、臨終には間に合わず、再び夜
行で帰京する彼に残されていたのは車中の9時間だけだった。こうして《ゴン

ドラの唄》は、かけがえのない母を失った悲しみの淵から生まれたのである
(藍川由美(アーティスト)⋅中山晋平(作曲)⋅花岡千春(演奏), 2005: 1)

 5) <곤돌라의 노래>의 가사에 해 아이자와 나오키는 요시이 이사무가 오가이와 

소세키(森鴎外)가 번역한 안데르센의 장편소설 즉흥시인을 참고한 것이라고 보

았다. 즉흥시인의 ｢베네치아｣ 장에서 주인공 안토니오가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

는데 근처에 앉아 있던 한 은이가 베네치아의 민요를 부른다. 그 노래 가사의 

1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붉은 입술이여, / 내일을 모르는 자여, / 사랑하라. 

그 의 뜨거운 피와 음으로!’(안데르센. 박지은 역. 2018: 351.) 이처럼 <곤돌라

의 노래>와 즉흥시인은 유사한 가사를 지니고 있기에 아이자와 나오키는 요시

이 이사무가 즉흥시인을 참고하여 <곤돌라의 노래>를 쓴 것이라 보았다. 자세

한 논의는 相沢直樹(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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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할 수 있었다.

2.2. 번안 양상

｢その前夜｣와 <곤돌라의 노래>는 일본에서 끈 인기를 끌고 조선으로 

수입되었는데 1년 에 나온 ｢復活｣과 <카 샤의 노래>에 비해서는 덜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 샤의 노

래>가 조선에서 번안되어 유행가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곤돌라

의 노래> 역시 번안되어 유행가로 취입된다. 재까지 <곤돌라의 노

래>를 번안한 노래로 확인되는 것은 세 개인데, 세계유행명곡집에 

수록된 <콘도라>와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에 수록된 <콘도라>, 빅

터 코드에서 강석연이 취입한 <인생은 로같다>의 세 가지이다. 먼

 세계유행명곡집에 수록된 <콘도라>와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

집에 수록된 <콘도라>의 가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人生은草露갓다사랑이나해요처녀들 / 앵도빗갓치고흔입살벗겨지

면엇 나 / 코는나의血潮식어지기前에 / 이다음다른날에는우

리게상 업서

2. 人生은草露갓다사랑이나해요처녀들 / 검은머리에서리내려시이면

은엇 나 / 펄펄타는나의사랑의불길지기前에 / 오늘이란날이

는다시맛나지못해요

<콘도라>, 세계유행명곡집, 경성: 창서 , 1926, 37면.

다른 한편으로 시오노 나나미는 <곤돌라의 노래>가 로  데 메디치의 <바쿠스

의 노래>를 번안한 것이라 보았다. <바쿠스의 노래>의 1  가사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Quant'è bella giovinezza(청춘은 아름다운 것) / Che si fugge tuttavia!(그

러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 Chi vuol esser lieto, sia: (즐기고 싶은 자는 당장 

시작하라) / Di doman non c'è certezza.(확실한 내일은 없으니.)’ 자세한 논의는 

塩野七生(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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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생人生은 로草露갓다사랑하여라소녀야 / 연붉은 의입살바래

지기 에 / 거운 의 조血潮식어지기 에 / 세월歲月은여주마

如走馬라래일來日은업나니라

2. 인생은 로갓다사랑하여라소녀야 / 두손목을마조잡고 긔 배에

서 / 거운나의을 의고흔에 / 여긔는오는사람아모도업나니

라

3. 인생은 로갓다사랑하여라 / 바람에다니는물결과가티 / 그 의

부드런손나의억개우에 / 여긔는보는사람아모도업나니라

4. 인생은 로갓다사랑하여라소녀야 / 식검언머리터럭서리맛기 에 

/ 사랑에타는불길지기 에 / 오늘이라하는이날다시업니라

<콘도라>,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 경성: 시조사, 1929, 153면.

｢その前夜｣와 <곤돌라의 노래>가 처음 조선에 소개된 것은 1920년에 

극작가인 철(玄哲, 1891~1965)이 종합잡지인 개벽에 각본 ｢その前
夜｣를 번역한 ｢격야(隔夜)｣를 연재했을 때이다. 철은 술좌를 이끌

었던 시마무라 호게츠의 문하생으로 각본 ｢その前夜｣의 존재를 가장 

먼  알았던 조선인이었다. 그는 구스야마 마사오가 쓴 각본 ｢その前
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신이 학 부장으로서 몸담았던 개벽에 

각본 ｢격야｣를 연재하 다(손성 ⋅한지형, 2017: 71-74). 즉 ｢その前
夜｣와 <곤돌라의 노래>가 처음 조선에 소개된 시 은 어도 1920년인 

것이다. 그리고 <콘도라>가 수록된 세계유행명곡집과 신식유행이

팔청춘창가집6)이 각각 1926년, 1929년에 나왔다는 에서 <곤돌라의 

 6)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은 1929년에 시조사(時祖社)에서 발행하 고 삼 서림

(三光書林)에서 발매한 책으로 권번에서 가르치는 소리와 음반( 코드)에 실린 곡

을 수록하고 있다. 이 창가집에 소개된 곡 에 唄 형식의 곡이 여럿 발견되는 

것은 1920년  후반에 해당 곡종이 조선에서 나름의 인기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은 2011년에 ｢옛날 노래책, 새벽빛 보다-(1929)의 해

제｣라는 제목으로 장유정에 의해 처음 학계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장유정은 <콘

도라>를 서양 노래로 분류하 는데, 본고에서는 <콘도라>의 가사가 <곤돌라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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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는 어도 1920~1929년 사이에는 리 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ゴンドラの唄> <콘도라> <콘도라> <인생은 초로같다>

いのち短し 恋せよ少女
(인생은 짧으니 사랑하

라 소녀여)

人生은草露갓다

사랑이나 해요 처녀들

인생人生은 초로草露
갓다 사랑하여라 소녀

야

인생은 초로갓다

사랑해라 소녀여

あかき唇(붉은 입술) 앵도빗 갓치 고흔 입살 연붉은 너의 입살 연붉은 그입살

熱き血潮(끓는 열정) 코 는 나의 血潮 거운 너의 혈조血潮 사랑의 거운피

明日の月日の ないもの

を(내일은 없는 것이니)

이 다음 다른 날에는 

우리게 상관 업서

*세월歲月은여주마如
走馬라 래일來日은업

나니라

도라간 이세월이 다

시올리 업스리

いざ手をとりて かの舟
に(자 손을 맞잡고 저 

배로)

2, 3절 없음

두 손목을 마조 잡고 

저긔 저배에서

2, 3절은 상당한 개작

이 이루어져 겹치는 

가사가 없음.

いざ燃ゆる頬を 君が頬
に(자 달아오른 뺨을 그

대 뺨에)

거운나의을너의

고흔에

ここには誰れも 来ぬも

のを(여기는 아무도 오

지 않으니)

*여긔는 오는 사람 아

모도 업나니라

波にただよう 舟のよに

(파도에 떠밀리는 배처럼)

*바람에 다니는 물결

과 가티

君が柔わ手を 我が肩に

(그대 고운 손을 내 어

깨에)

그대의 부드런 손 나의 

억개 우에

今日はふたたび 来ぬも

のを(오늘은 다시는 오

지 않으니)

*오늘이라 하는 이날 

다시 업니라

黒髪の色 褪せぬ間に

(검은 머리 새기 전에)

검은 머리에 서리 내려

시이면은 엇저나

식검언 머리 터럭서리 

맛기 전에

心のほのお 消えぬ間に

(마음의 열정이 식기 전에)

펄펄 타는 나의 사랑의 

불길 지기 前에

사랑에 타는 불길 지

기 전에

今日はふたたび 来ぬも

のを(오늘은 다시는 오

지 않으니)

오늘이란 날 이 는 

다시 맛나지 못해요

오늘이라 하는 이 날 

 다시 업니라

【표 1】 <ゴンドラの唄>와 세계유행명곡집의 <콘도라>,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의 

<콘도라>, 강석연의 <인생은 초로같다>의 가사 차이

래>와 거의 흡사하다는 에서 <콘도라>를 일본 노래로 보도록 한다. 신식유행

이팔청춘창가집에 한 더 자세한 해제는 장유정(2011)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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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행명곡집에 수록된 <콘도라>와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

집에 수록된 <콘도라>의 가사를 살펴보면 원곡인 <곤돌라의 노래>의 

가사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먼  발행된 세계유행명

곡집에 수록된 <콘도라>는 원곡인 <곤돌라의 노래>를 거의 그 로 번

안하 다고 도 될 정도로 가사가 유사하다. 【표 1】을 살펴보면 원곡

의 ‘소녀’, ‘붉은 입술’, ‘끓는 열정’, ‘마음의 열정’을 ‘처녀들’, ‘앵도빗 갓치 

고흔 입살’, ‘코 는 나의 血潮’, ‘펄펄 타는 나의 사랑의 불길’ 정도로 

보다 구체 으로 변개하긴 했지만 의미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

만 원곡은 모두 4 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계유행명곡집의 <콘도라>

에서는 2, 3 을 생략하고 1, 4 만 가져와 번안하 다. 

그보다 3년 뒤인 1929년에 발행된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에 수

록된 <콘도라> 역시 원곡과 가사와 거의 흡사하지만 세계유행명곡

집의 <콘도라>에 비해 조  더 변개한 흔 이 보인다. 【표 1】을 살펴보

면 <ゴンドラの唄>와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의 <콘도라>의 가사

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원곡에서는 ‘붉은 입술’, 

‘끓는 열정’ 정도로 표 한 단어를 ‘연붉은 의 입살’, ‘거운 의 

조’라고 표 하며 원곡보다 구체 이고 세 하게 변개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 의 ‘세월歲月은여주마如走馬라’나 3 의 ‘바람에다니

는물결과가티’는 원곡에는 없거나 원곡의 가사를 조  수정한 가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세월歲月은여주마如走馬라’나 ‘인생人生은 로草露갓다’는 조선

의 정서가 함축된 표 이다. ‘세월은 여주마’는 사설시조나 잡가에서 빈

번히 사용되는 표 으로 세월이 무척 빨리 흐른다는 것을 조선에서는 

세월이 달리는 말과 같다고 표 해온 통이 있다. 따라서 <콘도라>에

서 이 표 을 사용했다는 것은 조선의 습  통 안에서 번안이 행해

졌으며 가사가 보다 조선에 친숙한 형태로 번안되었음을 시사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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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로 같다’는 표 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로’라는 표 은 한서

(漢書)의 ｢소무 (蘇武傳)｣ 편에 나온 표 으로 덧없는 인생을 말할 때 

사용된다. 이는 단순히 ‘인생이 짧다’와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 즉 

원곡의 ‘인생은 짧다’를 ‘인생은 로 같다’라고 번안한 것은 원곡의 가

사를 조선의 정서에 맞게 변개하 을 가능성이 있다.

한 표에서 *표시가 된 부분을 보면 원곡의 가사와 달리 번안한 가

사는 4⋅4조로 맞추려는 흔 이 엿보인다. ‘세월歲月은여주마如走馬라

래일來日은업나니라’는 원곡 가사에는 ‘내일은 없는 것이니’ 정도로만 

설명되어 있지만 <콘도라>에서는 여기에 ‘세월歲月은여주마如走馬라’

를 삽입하여 ‘세월은 / 여주마라 / 래일은 / 업나니라’의 4⋅4조로 리듬

을 맞추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여긔는 / 오는 사람 / 아모도 / 업나

니라’, ‘바람에 / 다니는 / 물결과 / 가티’, ‘오늘이라 / 하는 이날 / 다

시 / 업니라’로 4⋅4조에 따라 가사를 맞춘 것이 보인다. 이는 주로 7⋅5

조로 되어 있는 일본 노래를 우리나라의 노래로 가져오기 해 번안하

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통 기호에 맞게 4⋅4조에 따라 가사를 맞췄

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4조에 맞추기 해 원곡보다 가

사를 보다 구체 으로 확장하여 개사하 을 것이다.

이처럼 1929년에 발행된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에 수록된 <콘도

라>의 가사는 원곡의 가사보다 좀 더 구체 이고 세 하게 변개하여 4⋅4

조로 리듬을 맞춘 흔 이 보인다. 그럼으로써 보다 조선의 정서에 맞게 

가사를 변개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유행명곡집과 신식유행

이팔청춘창가집의 <콘도라> 모두 원곡의 정조를 거의 그 로 유지하고 

있고 원곡에는 없는 내용을 그 게 많이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에서 소

극  개사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빅터 코드에서 취입한 강석연의 

<인생은 로같다>는 세계유행명곡집과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의 

<콘도라>보다 더욱 극 인 개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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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생은 로갓다 사랑해라 소녀들아 / 연붉은 그입살이 시들기 에 

/ 사랑의 거운피 다식기 에 / 도라간 이세월이 다시올리 업스리

2. 덧업는 세울인  모를리 업스리니 / 어엽분 소녀들아 다운 네

을 / 춤추고 노래하자 더운피 식기 에 / 불러라 청춘노래 가을이 

오기 에

3. 한강이 흐르난곳 장안 로고나/ 그리운 님계신곳 장안에도 어

듸멘고 / 천에 놉히달 두렷이 밝은달 / 답답한 이가슴에 경

을 더 주소

<인생은 로같다>, 강석연(독창), Victor49118-A, 유행가, 1931.7)

<인생은 초로같다> 음반 사진 (이보형⋅홍기원⋅배연형, 1990: 329)

 7) <인생은 로같다>는 정확히 언제 취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만 <인

생은 로같다>의 앞뒤로 취입된 코드는 녹음 날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은 로같다>의 녹음 날짜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인생은 로같다>보다 앞에 나온 

Victor49117 음반이 1931년 10월 26일에 녹음되었고 <인생은 로같다>보다 뒤에 

나온 Victor49125 음반이 1931년 10월 28일에 녹음되었으므로 <인생은 로같다>

는 1931년 10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녹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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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로같다>의 가사를 보면 1 은 원곡과 거의 유사하지만 2

부터는 담고 있는 내용은 유사하지만 표 에서 차이를 보이며 3 은 

아  원곡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곡은 

4 로 되어 있지만 <인생은 로같다>는 3 로만 되어 있다는 에서 

차이를 보인다. 1  도입부에서는 원곡의 ‘인생은 짧다’를 ‘인생은 로

같다’라고 표 하며 최 한 원곡을 그 로 번역하려 했으며 2 에서는 

‘인생은 로같다’를 보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변개하여 

1 과 연속성을 가진다. 3 은 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

을 담고 있으며 ‘한강’, ‘ 장안’, ‘장안’ 등 원곡에는 등장하지 않는 토속

인 어휘를 사용하며 조선 통의 정한을 그리고 있다. 이를 세계유

행명곡집,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에 수록된 <콘도라>의 가사와 

연  지어 생각해보면 조선에 유입된 <콘도라>가 인기를 얻고 리 불

리게 되면서 <인생은 로같다>에서는 보다 조선의 정조를 담은 가사

로 치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곡의 조선화로서 이는 유행가 측면

에서 보편 인 일이었다.

이처럼 <인생은 로같다>는 뒷부분에서 극 인 개사가 일어났음

을 알 수 있다. <인생은 로같다>가 1931년에 나왔다는 을 미루어볼 

때, 이 시기는 ｢その前夜｣와 <곤돌라의 노래>가 조선에 소개된 지 11년

이 지난 시 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20년에서 1931년까지도 

<곤돌라의 노래>는 조선에서 코드로 취입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

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원래의 가사를 변형하여 조선 민 들의 감정에 

맞게 개사하 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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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두소패>의 번안 양상

3.1. 작품 소개

<선두소패>는 1921년에 만들어진 노래로 노구치 우조(野口雨情, 

1882~1945)가 작사하고 나카야마 신페이가 작곡한 노래이다. 이 노래는 

노구치 우조가 1915년에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두 번째 아내와 재혼

하여 힘들게 살았던 때의 한 마음을 가사로 써서 나카야마 신페이

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1921년에 만들어졌다. <선두소패>는 도쿄 코

드에서 <船頭小唄>라는 제목으로, 오리엔트 코드에서 <枯れすすき>

라는 제목으로 발매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1923년에 개 한 화 

船頭小唄도 크게 히트하며 <선두소패>는 당 를 풍미한 노래가 되었

다.8) <선두소패>의 가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俺は河原の 枯れすすき 나는 강가의 마른 억새

同じお前も 枯れすすき 당신도 같은 마른 억새

どうせ二人は この世では 어차피 우리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花の咲かない 枯れすすき 꽃이 피지 않는 마른 억새

死ぬも生きるも ねえお前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래요

水の流れに 何変ろ 흐르는 강물에 무엇이 바뀔까

 8) 野口雨情は、大正4年に妻を離縁して湯本温泉の芸妓置屋に厄介になっていたが、
大正7年に水戸で中里つると再婚した。
この時期、中央の文壇への復帰をかけた雨情は、どん底生活を送る二人の心情を

切切と歌い上げた｢枯れすすき｣の詞を書いて晋平に作曲を依頼。再三にわたる督
促の末、晋平はようやく大正10年に作曲している。それをト-キョ-⋅レコ-ドが

｢船頭小唄｣、オリエント⋅レコ-ドが｢枯れすすき｣のタイトルで発売し、大正
12年1月に封切られた松竹映畫船頭小唄も大ヒットして、この歌は一世を風靡
したである。
(藍川由美(アーティスト)⋅中山晋平(作曲)⋅花岡千春(演奏),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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俺も お前も 利根川の 나도 당신도 도네강의

船の船頭で 暮らそうよ 뱃사공으로 살아가세

枯れた真菰に 照らしてる 시든 풀잎에 비치는

潮来出島の お月さん 이타코데지마의 달님이여

わたしゃこれから 利根川の 나는야 앞으로 도네강의

船の船頭で 暮らすのよ 뱃사공으로 살아가세

なぜに冷たい 吹く風が 이다지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도

枯れたすすきの 二人ゆえ 마른 억새 같은 두 사람이기에

熱い涙の 出たときは 뜨거운 물이 흐를 때는

汲んでおくれよ お月さん 헤아려다오 달님이여

どうせ二人は この世では 어차피 우리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花の咲かない 枯れすすき 꽃이 피지 않는 마른 억새

水を枕に 利根川の 물을 베개 삼아 도네강의

船の船頭で 暮らそうよ 뱃사공으로 살아가세

<船頭小唄>, 野口雨情 作詞, 中山晋平 作曲, 1921.

<선두소패>는 앞서 얘기했듯이, 작사가인 노구치 우조가 아내와 함

께 힘든 시 을 보낼 때 쓴 노래이다. 노구치 우조는 두 사람이 겪은 

바닥 생활을 한 심정으로 써내려갔다. 따라서 노래 가사에 등장

하는 ‘두 사람’은 노구치 우조와 그녀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

다. 이 듯 <선두소패>는 노구치 우조가 힘든 시 에 쓴 가사이기에 

스스로를 ‘마른 억새’라고 표 하며 ‘어차피 우리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는 꽃이 피지 않는 마른 억새’라고 하며 체념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두소패>는 가사뿐만 아니라 곡조도 상당히 애달 다. <선두소

패>를 작곡한 나카야마 신페이는 노구치 우조가 쓴 가사에 해 ‘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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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선두소패>)의 작곡을 의뢰받고 가사를 보았을 때, 그 노래 가사에

는 노구치 우조씨의 노래 특유의 스러운 가사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

가 ‘노구치 노래’라든지 ‘우조 노래’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노구치씨는 

작사한 어떤 노래에서도 그러한 가사를 썼다.’라고 하 다.9) 나카야마 

신페이는 그 나름 로 노구치 우조의 가사를 이해하 고 노구치 우조

의 가사와 그 자신의 감상을 토 로 <선두소패>를 작곡하 다. 그 결과 

<선두소패>는 일본 국민의 심 을 울리는 노래가 되어 당 에 큰 인기

를 끌었다.

3.2. 번안 양상

<선두소패>는 <곤돌라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조선에 수입되어 코

드로 취입되었다. 시기상으로는 <곤돌라의 노래>가 먼  일본에서 창

작되어 코드로 취입되었지만 조선에서 먼  코드로 취입된 것은 

<선두소패>이다. 그래서 <선두소패>는 조선에서 최 로 번안한 일본 

유행가라 할 수 있다. <선두소패>는 1925년에 일축조선소리반에서 김

산월과 도월색이 녹음하여 코드로 취입하 다. 하지만 <선두소패>는 

시기상으로는 1922년에 이상 이 편찬한 신유행창가집에 먼  가사

가 실리고 1925년에 일축조선소리반에서 김산월과 도월색이 취입한 후

에 1929년에 발행된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에 그 가사가  수록되

었다. 신유행창가집과 김산월⋅도월색이 취입한 <고목가>, 신식유

행이팔청춘창가집에 수록된 가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晋平はのちに｢あの歌の作曲を頼みに見えた時、あの歌詞につけて野口さんの

謡ってきかせた土くさい節がある。それは、あとでわれわれが“野口ぶし”と

か“雨情ぶし”とか名づ けたもので、野口さんは自作のどんな謡でも、この節で

うたっていた｣と書いている
(藍川由美(アーティスト)⋅中山晋平(作曲)⋅花岡千春(演奏),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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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몸은강언덕에시드른방 芳草 / 어여 도한시드른방  / 

와나는이세상에잇슬동안에 / 다시피여보지못할시드른방

2. 이럿튼지 럿튼지다틀닌수작 / 흘으는물결 차어이든지 / 와

나와단두몸이를타고서 / 이리 리로나가보자

3. 시드른닙우에이슬이잇구 / 이슬은달빗헤서반거리네 / 엇든

지이내몸은 게 강에 / 를타고살아보랴노라

4. 이내몸은강언덕에시드른닙 / 다롭게당신에게거둠이되야 / 조

석朝夕으로맑고맑은이슬밧아서 / 당신에상冊床머리잇스랴네

5. 오늘날도다살몰을이세상 / 일來日을근심고울지말어라 / 죽

거나살거나명이니 / 로草露갓흔인人生이니사랑여라

6. 흘 가는물결 차돗을달고서 / 무정無情이세상世上을들에버리

고 / 죄악罪惡과 법률法律도볼수가업는 / 죽음에 나라로 어가보자

<시드른芳草>, 이상 , 신유행창가집, 경성: 삼성사, 1922, 18면.

신유행창가집에 수록된 <시드른芳草>의 악보와 가사

(이상준, 1922: 18~19)

1. 이내몸은강언덕에시드른방  / 어엽분 도 한시드른방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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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두몸은이세상에서 / 꽃필 보지못한시드른방

2. 죽는것도사는것도XXXX / 강물의흐름과무엇이달라요 / 이내몸과

그 몸은 기 강에 / 져근배선두에서살자하노라

3. XXXXXX비최여잇는 / XXX강우에말근져달빛 / 이내몸은일로부터

져기져강에 / 져근배선두에서살자하노라

4. 오날도다살지모르난인생 / 내일을근심하고우지마러라 / 죽음도살

음도그것도운명 / 인생은 로갓다사랑하여라

(뒷부분은 일본어 가사로 부름.)10)

<고목가(시들은 방 . 枯れすすき) - 이내몸은강가의おれは河原の枯
れすすき>, 김산월⋅도월색 연주, 일축조선소리반K547-A, 외국가요, 

1925.

<고목가>의 음반 사진 (한국 유성기음반 연구소)

10) 김산월과 도월색이 취입한 <고목가>를 들어보면 앞의 4 은 한국어로 부르고 뒷

부분은 일본어 가사로 부른다. 뒤에 일본어 원곡 가사를 부른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930년 쯤에 이르면 일본과 한국에서 같은 곡에 의한 동시 인 유

행 상이 일어난다. 일본어 곡들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한국어 곡들도 일본어로 

번역되며 심지어는 한국어 가사와 일본어 가사가 같은 곡에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문화의 상호번역, 상호 침투가 일어나던 시기 다고 

할 수 있다(박진수, 2017: 17). <고목가>가 취입된 연도가 1925년이며 1930년 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는 에서 <고목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뒷부분

을 일본어 가사로 부른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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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내몸은강江언덕에시드른방 芳草 / 어엽분 도한시드른방

芳草 / 와나와단두몸은이세상世上에서 / 피여보지못한시드른

방

2. 죽든지살든지우리두몸은 / 흐르는물결과다름이업시 / 이내몸과그

몸은져기져기강江에 / 져근배선두船頭에서살냐하노라

3. 시드른풀새이로빗최여잇는 / 강江우에고요한발근져달빗 / 이내몸

은일로부터져기져강江에 / 져근배선두船頭에서살냐하노라

4. 이내몸은강언덕에마른송이 / 애답롭게당신當身의거듭이되야 / 

조석朝夕으로말고말근이슬바더서 / 당신當身의상床머리를닥그려

하네

5. 오날을다살모르는세상世上 / 래일來日을근심하고우지마러라 / 

죽음도살음도한그운명運命 / 인생은 로草露갓다사랑하여라

<시드른 방 >,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 경성: 시조사, 1929, 34면.

<船頭小唄> <시드른芳草> <고목가> <시드른 방초>

枯れすすき(마른 억

새)
시드른 방초 시드른 방초 시드른 방초

同じお前も

(당신도 같은)
어여 너도 한 어엽분 너도 또한 어엽분 너도 한

死ぬも生きるも ねえ

お前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래요)

이럿튼지 저럿튼지

다 틀닌 수작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죽든지 살든지

俺も お前も 利根川の 

(나도 당신도 도네강

의)

너와 나와 단 두 몸

이 를 타고서

이내 몸과 그대 몸은 

저기 저 강에

이 내 몸과 그대 몸은 

져기 져기 강江에

潮来出島の お月さん

(이타코데지마의 달님

이여)

이슬은 달빗헤서

반거리네

XXX 강 우에 말근 져 

달빛

강江 우에 고요한 발

근 져 달빗

なぜに冷たい 吹く風
が(이다지 차갑게 불

어오는 바람도)

이 내 몸은 강 언덕에 

시드른 닙
없음

이 내 몸은 강 언덕에 

마른 송이

枯れたすすきの 二人 다롭게 당신에게 거 없음 애답롭게 당신當身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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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행창가집에 수록된 <시드른芳草>와 김산월과 도월색이 취입

한 <고목가>,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에 수록된 <시드른 방 >는 

가사가 거의 유사하다. 다만 <시드른芳草>는 가사가 6 로 이루어져 있

고 <시드른 방 >는 5 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목가>는 4 로만 이루

어져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3분만 녹음할 수 있는 유성기 음반의 

특성으로 인해 <고목가>가 4 의 내용만 녹음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 을 제외하면 세 노래의 가사는 거의 같다고 할 정도로 흡사하다. 

그러나 세 노래의 가사와 원곡의 가사는 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신
유행창가집과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의 가사를 먼  살펴보면 두 

ゆえ(마른 억새 같은 

두 사람이기에)
둠이 되야 거듭이되야

熱い涙の 出たときは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는)

조석朝夕으로 맑고 맑

은 이슬 밧아서
없음

조석朝夕으로 말고 말

근 이슬 바더서

汲んでおくれよ お月
さん(헤아려다오 달님

이여)

당신에상冊床머리

잇스랴네
없음

당신當身의상床머리

를닥그려하네

どうせ二人は この世
では(어차피 우리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는)

오늘 날도 다 살
몰을 이 세상

오날도 다 살지 모르

난 인생

오날을 다 살 모르

는 세상世上

花の咲かない 枯れす

すき(꽃이 피지 않는 

마른 억새)

일來日을 근심고 

울지 말어라

내일을 근심하고 우지 

마러라

래일來日을 근심하고 

우지 마러라

水を枕に 利根川の 

(물을 베개 삼아 도네

강의)

죽거나 살거나 
명이니

죽음도 살음도 그것도 

운명

죽음도 살음도 한 

그 운명運命

船の船頭で 暮らそう

よ (뱃사공으로 살아

가세)

초로草露갓흔 인人
生이니 사랑여라

인생은 초로갓다

사랑하여라

인생은 초로草露갓다 

사랑하여라

6절 없음 6절 있음 6절 없음 6절 없음

【표 2】 <船頭小唄>와 신유행창가집의 <시드른芳草>, 김산월⋅도월색의 <고목가>,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의 <시드른 방초>의 가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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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는 원곡의 가사를 거의 그 로 번역하 음을 알 수 있다. 1, 2, 3

은 원곡의 가사를 거의 그 로 번역한 수 인데 반해, 신유행창가

집의 4, 5 과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의 4, 5 은 원곡의 가사를 

변형하여 개작한 흔 이 엿보인다. 거기에 신유행창가집의 가사에는 

원곡에는 없는 6 을 더 추가하여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에 비해 

더욱 극 으로 개작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신유행창가집의 6 은 

원곡 가사의 기본 정조를 유지하되 ‘죽음에 나라로 어가보자’라는 가

사를 넣음으로써 한층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유행창가집과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의 가사와 

김산월과 도월색이 취입한 <고목가>를 살펴보면, <고목가>는 두 노래

집의 실린 가사에 비해 원곡의 가사를 훨씬 축소했음을 알 수 있다. <고

목가>는 원곡 가사의 1, 2, 3 만을 가져오고 나머지 4 은 개작을 하

다. 그나마 원곡도 1, 2 에서만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3 도 원곡 가사

에서 개작한 흔 이 보인다. 원곡의 3 에는 ‘潮来出島の お月さん’이라

던가 ‘利根川の 船の船頭で暮らそうよ’와 같은 일본의 지역색이 담긴 

가사가 나오지만 <고목가>에서는 이를 ‘강우에말근져달빛’, ‘져근배선

두에서살자하노라’ 정도로 바꾸었다. 이는 신유행창가집과 신식유

행이팔청춘창가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원곡에서 반복해

서 나오는 ‘利根川の船の船頭で暮らそうよ’를 ‘인생은 로갓다사랑하

여라’로 바꾼 이 매우 특징 이다. 이러한 개작은 신유행창가집과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 <고목가> 세 노래의 가사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다.

‘인생은 로갓다사랑하여라’는 원곡에는  나오지 않는 가사다. 

이 가사는 <선두소패>가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곤돌라의 노래>의 

첫마디에 나오는 가사로 <곤돌라의 노래>에서 가장 핵심 인 가사다. 

같은 가사가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의 두 노래에서 공통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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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왔다는 에서 당시 이 가사가 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음을 

알 수 있다. 노래 특히 가요는 당시 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노래

의 가사를 가지고 오거나 조  변형하여 재창작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

문이다.

두 노래  어떤 곡이 먼  취입되어 이 가사를 썼는지 재로서는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 창작된 시기로만 보면 <곤돌라의 노래>가 

1915년에 <선두소패>가 1921년에 만들어졌지만 조선에서 코드로 취

입된 시기는 <선두소패>가 1925년으로 <곤돌라의 노래>보다 앞서기 때

문이다. 물론 <곤돌라의 노래>는 철이 1920년에 잡지 개벽에서 연

재한 각본 ｢격야｣에서 처음 소개되어 <선두소패>보다 앞서지만 이를 

잡지 독자뿐만 아니라 일반 들까지 알았을지는 알 수 없다. 1922년

에 이상 이 편찬한 신유행창가집에도 <카 샤의 노래>와 <선두소

패>는 실려 있지만 <곤돌라의 노래>는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곤돌라의 노래>가 먼  코드로 취입되었지만 재 남아있는 기록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재까지는 조선에서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  어

느 것이 먼  소개되고 취입되어 들에게 인기를 끌었는지는 알 수 

없다. 창작된 것은 <곤돌라의 노래>가 먼 지만 조선에서 먼  코드

로 취입되어 인기를 끈 것은 <선두소패>일 수도 있으며, <선두소패>가 

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선두소패>의 가사를 가져와 <곤돌라의 노

래>의 번안 가사로 그 로 사용하 을 가능성도 높다. 재로서는 두 

곡의 선후 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두 노래가 

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따라서 두 노래  한 노래가 다른 노래의 

가사를 가져와 사용하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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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이상으로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입

되는 과정에서 가사가 어떤 식으로 번안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곤

돌라의 노래>는 1915년에 술좌의 제5회 공연인 ｢その前夜｣에 삽입된 

극 가로 요시이 이사무가 작사하고 나카야마 신페이가 작곡하 다. 

｢その前夜｣는 당시 개벽사의 학 부장이었던 철이 ｢격야｣라는 제목

으로 번역하여 1920년에 개벽에서 연재하 다. 따라서 <곤돌라의 노

래>가 조선에 처음 소개된 시 은 어도 1920년 이후부터일 것이다. 

이후 1926년에 발행된 세계유행명곡집에 수록된 <콘도라>와 1929년

에 발행된 신식유행이팔청춘창가집에 수록된 <콘도라>, 1931년에 강

석연이 취입한 <인생은 로같다>의 가사가 <곤돌라의 노래>와 거의 

유사하다는 에서 <곤돌라의 노래>가 당시 조선에서 노래책에 가사가 

수록되고 유성기 음반으로 취입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는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선두소패>는 <곤돌라의 노래>보다 6년 뒤에 만들어진 노

래로 노구치 우조가 작사하고 나카야마 신페이가 작곡하 다. <선두소

패>는 만들어진 시기는 <곤돌라의 노래>보다 늦지만 조선에서 번안되

어 유성기 음반으로 취입된 시기는 <곤돌라의 노래>보다 앞선다. <선

두소패>가 가장 먼  소개된 것은 1922년에 이상 이 편찬한 신유행

창가집에서이다. 다음으로 1925년에 김산월과 도월색이 <고목가>라

는 제목으로 유성기 음반을 취입하 으며 1929년에 신식유행이팔청춘

창가집에 <시들은방 >라는 제목으로 가사가 수록되었다. 세 노래는 

원곡의 가사를 거의 그 로 번역하 지만 원곡의 가사 몇 을 생략한

다든가 개작한 흔 이 엿보인다. 특히 세 노래 모두 마지막 에서 원곡

에는 없는 ‘인생은 로갓다사랑하여라’라는 가사를 삽입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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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가사는 <곤돌라의 노래>의 첫마디에 나오는 가사로 두 노래에 

같은 가사가 등장한다는 에서 당시 이 가사가 들에게 큰 인기

를 끌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노래  어느 노래가 먼  조선에 소개되어 

취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 노래가 모두 조선

의 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따라서 두 노래  늦게 나온 노래가 

앞서 나온 노래의 가사를 가져와 사용하 다는 이다.

이 게 본고에서는 <곤돌라의 노래>와 <선두소패>의 번안 양상을 

살펴보며 두 노래가 각각 일본에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후 거의 즉각

으로 조선으로 수입되어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음을 

확인하 다.11) 새로운 문화가 출 하는 과정을 주변부가 고유의 특색

11) 두 노래에 한 당시의 평가는 재로서는 자료가 미진한 탓에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로 들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근  지식인들에게는 부정

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 이는 1924년에 발행된 신여성이라는 잡지에 실린 

한기주와 윤기성의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노래 그것의 본질상으로 말슴하면 엇던 녀학생이 가 스스나 칼멘의 

노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아모러한 노래를 불으드라도 그것이 그 마음속의 진정

한 충동으로 조와서 부르는 것이라하면 엽헤서 다른 사람이 조흐니 그르니 론란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함니다. …… 참말이지 큰 녀학생은 그만두고라도 보통 학교에 

다니는 소녀(少女)들이 그 어엽  목소리를 놉 서 리수일 심순애의 노래나 ア
ア世ハ夢ヤ、夢ナリヤ 하는 둥 구지 한 노래를 부르고 잇는 것을 볼 에 그들

의 살아가는 생활이 한업시 쓸쓸스럽고 공허한 것을 생각하고 물 나게 가엽게 

생각하는 가 한 두 번이 아니엿슴니다. 그들에게 조흔 노래를 갓게 해주어야 

함니다.”(한기주, ｢일종의 군-소리겟지요｣)

“가 스스 는 데아보라 갓흔 것은 우리 여학생계(女學生界)에는 노래하지 

안어도 조흔 것임니다. 그 가사(歌詞)라든가 곡조(曲調)는 더욱이 허락(許諾)하지 

못할 그런 원인(原因)이 잇슴니다. …… 가 스스 갓흔 것은 활동사진(活動寫眞)

으로 해서 쉽게 수입(輸入)(일본(日本)서) 하는 것이겟지요. 그 가곡(歌曲)이 가사

(歌詞)가 향상(向上)되는 의의(意義)는 업는 로 암니다. 그 노래가 만약 니 유

행(流行)한다면은 참말로 그 사회(社會)의 퇴화(退化)를 의미(意味)하는 것이라. 한

심(寒心)한 일임니다.”(윤기성, ｢취미(趣味)가 (低級)한 것을 표백(表白)하는 것

이외다｣)

‘가 스스’는 <선두소패>의  다른 곡명인 <枯れすすき>의 한  표기로, 일본 

창가와 서양 노래가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 으며 외래 음악에 해 

들과 지식인들이 서로 상반된 평가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한기주와 윤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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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고 심부와 비슷해지는 ‘흡수(saturation)’와 각 지역이 심부의 

세계화된 문화를 자신들의 지역 인 특성에 맞게 변용하는 ‘성숙

(maturation)’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장유정, 2011: 14). <곤돌라의 노

래>와 <선두소패>는 원곡의 가사를 그 로 번역하기도 하 지만 조선

의 풍토와 정서에 맞게 개작하려고 하 다. 즉 일본어를 그 로 ‘번역’

하려고 하기 보다는 조선식으로 ‘번안’하려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

시 조선에 수입된 새로운 문화가 ‘흡수’ 단계를 넘어 ‘성숙’의 단계로까

지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문화⋅ 술  기반이 제 로 잡

히지 않았던 제한 인 상황에서도 그 나름 로 새로이 창작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술을 만들고자 했던 문화 생산⋅수용자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아직까지 자료의 해제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재까지 일본 창가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곤돌

라의 노래>와 <선두소패>의 두 노래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두 노래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 수입된 일본 창가에 한 연구와 일본 창가가 조선에서 수입되

는 과정에 한 연구에 받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을 통해 <곤돌라의 노래>에 한 당시의 평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도 <선두

소패>는 당시 들에게 인기를 끌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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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daptation Aspect of <Kondolla ŭi norae> and 

<Sŏndu sop’ae>

Lee, Hye-won, Lee, Go-eun

(Yonsei University)

In this paper, two songs, <Kondolla ŭi norae/Gondola no uta>(The Gondola 

Song) and <Sŏndu sop’ae/Sendo kouta>(Song of a Ferryman), composed by 

the Japanese composer Shinpei Nakayama, will be exam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shōka Japanese children songs were adapted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al period during by looking at these 

two adapted songs. <Kondolla ŭi norae> and <Sŏndu sop’ae> were greatly 

popularized in Japan. Then, these songs were translated in Korea, and greatly 

enjoyed by the public. Korean versions show two aspects. The first is passive 

adaptation, for which translators made an almost direct translation of the 

original lyrics. The second is active adaptation, for which translators modified 

the original lyrics to suit the cultural climate and emotion of Korea. These 

two aspects provide a glimpse into the efforts of Korea’s cultural producers 

and audience who wanted to make new attempts to create Korean popular 

art under the limited conditions where the cultural and artistic foundation 

of Korean popular art was difficult to be established properly. 

Keywords: <Kondolla ŭi norae/Gondola no uta>(The Gondola Song) and <Sŏndu 
sop’ae/Sendo kouta>(Song of a Ferryman), adapted songs, 

phonograph records, popular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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