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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평론

누가 김다인(金茶人)인가?

이 희(성공회 학교 외래교수)

1. 그가 김다인이다?

2. 그도 김다인이다

3. 김다인과 김다인의 경계

1. 그가 김다인이다?

한국 음악이 백 년 가까이 개되어오는 동안 수많은 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러한 참여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재 어림잡아 추산하기도 쉽지가 않으니, 

1945년 이 만 보더라도 략 천 개 정도 이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

데 이름이 천 개라고는 해도 그것이 곧 천 명의 참여자가 존재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사용한 가 무척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필명 는 명의 주인을 별하는 일은 얼핏 상당

히 소소해보이기도 하지만, 당  음악의 체상을 그리는 데에는 

무척 요한 기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작업은  결코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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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않다. 때문에 필명이나 명의 임자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고  음악 련 연구자와 애호가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온 표 인 가 작사가 김다인 문제이다. 가 

김다인인지, 김다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양한 설들이 공식, 비공식

으로 제기되어왔다. 재 작권과 련해 법 으로 공식화된 김다인

의 주인은 조 출(趙靈出), 즉 조명암(趙鳴岩)이다. 조 출이 표 필

명 조명암 외에 이가실(李嘉實), 운탄(金雲灘), 김다인 등의 여러 필

명을 사용해 1934년부터 1948년 무렵까지 작사 활동을 했다는 은 

조명암의 유족이 원고가 되어 진행된 작권 소송을 통해 1997년에 

법 으로 최종 인정을 받았다.1) 당시 결문에 세세하게 가 시되

지는 않았지만, 조명암이 김다인 필명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다. <낙화유수>, <인생선>, <천리정처>, <포구의 인사> 등 1941

년부터 1942년까지 오 (Okeh) 코드에서 발매된 몇몇 작품을 보면 

음반, 신문 고, 음반회사에서 발매한 선  소책자인 월보(月報) 등에 

조명암과 김다인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작품의 작사가를 음반에서는 조명암으로 표기하고 월보에서는 김다

인으로 표기하는 식의 경우가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조명암이 김다인 필명을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이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이 한 

제기되어 있기도 하다. 우선 작사가 이부풍(李扶風)이나 김용호(金用

浩)가 김다인 필명을 사용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1997년 결에서 

이미 근거가 부족해 공식 으로 부정되었고, 필자가 단하기에도 객

1)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96가합48324 손해배상(지) 사건 결문. 한국음악

작권 회, 음악 작권 례집, 2007, 52~56쪽 재수록.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20:34(KST)



140  음악 통권 10호(2012년 하반기)

인 자료가 빈약하다. 최근에는 김다인이 에서 본 몇몇 작사가의 

필명이 아니라 별도의 인물이라는 주장도 나왔으나,2) 1940년  말부

터 1950년  반까지 오리엔트(Orient) 코드를 운 한 작곡가 이병

주(李炳主) 개인의 기억에만 의지한 것이라 역시 객 성은 별로 없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김다인의 정체에 해 이상의 주장들과 다소 다른 을 가

지고 있는 견해도 있으니, 김다인이 다인(多人)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는,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쓴 작품에 붙인 명의이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한 필명이라는 설이다. 특히 조명암과 함께 1945년 이  작사가

로 벽을 이룬 박 호(朴英鎬) 역시 김다인 필명을 사용했다는 주장

이 오래 부터 꾸 히 제기되어왔다. 당  필자는 앞서 본 <낙화유

수> 등 작품의 근거에 따라 조명암이 곧 김다인이라는 주장을 수용하

는 입장이었으나, 근래 새로운 문헌 자료와 증언 자료를 하면서 조

명암뿐만 아니라 박 호도 김다인 필명을 사용했다고 확신하게 되었

다. 조명암도 김다인이지만 박 호도 김다인인 것이다. 

2. 그도 김다인이다

박 호가 김다인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는 근거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앞서 조명암의 김다인 필명 사용 근거로 본 것과 같은 경우이

다. 1938년에 콜럼비아(Columbia) 코드에서 발매된 작품 < 물의 

시집>의 경우 음반에는 작사자가 김다인으로 표기된 반면, 음반과 

2) 이동순, ｢1950년  한국 음악사의 형성과 쟁 테마의 수용(II)｣,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36집, 2007,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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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매된 가사지3)에는 박 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는 조사 상을 새로운 문헌 자료로 좀 더 확 해보면 추가로 

발견되기도 한다. 그 새로운 문헌 자료로서 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콜럼비아 코드의 신보(新譜)선정표이다. 

신보선정표는 콜럼비아 코드 조선 지사에서 일본 본사로 보낸 회

사 내부 문건으로, 얼마 뒤 새로 발매할 곡 련 정보를 시해 다양한 

내용이 수록된 일종의 사내 통지문이다. 존하는 것은 1935년 말부

터 1943년까지 작성된 부분이며, 콜럼비아 코드와 자매 상표 리갈

(Regal) 코드 음반에 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자료 가치가 매

우 높다. 이 문건은 작성 이후 오랫동안 일본 콜럼비아 코드의 후신

인 콜럼비아뮤직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 창고에 묻  있다가, 회사 소

장 원반 자료, 즉 동 (銅版)이 오사카 소재 국립민족학박물 에 기증

될 때 함께 달되어 비로소 연구자들에게 알려졌다. 몇 해  일본을 

방문했던 필자도 사  인연으로 그 사본을 구해 조사한 바 있는데, 

이후 다행히도 국립민족학박물 이 ‘일본 콜럼비아 외지(外地) 녹음

의 디스코그라피(discography)  연구’ 로젝트 결과를 간행할 때 주

요 근거 자료로 부분 포함, 공개되었다.4)

신보선정표에서는 1939년 작품 <꽃 같은 순정>의 작사자를 박

호로 표기하고 있으나, 가사지에는 김다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1938년 작품 <흘겨본 타국 땅>은 박 호의 필명인 처녀림(處女林)

이 가사지에 작사자로 나와 있지만, 신보선정표의 작사자는 김다인이

3) 김다인 작사 콜럼비아 코드 작품 가사지는 한국고음반연구회 편, 유성기음반

가사집 3·4, 한국고음반연구회, 1992·1994에 부분 수록되어 있다.

4) ‘日本コロムビア外地錄音のディスコグラフィ 的硏究’ プロジェクト, 日本コ

ロムビア外地錄音ディスコグラフィ 朝鮮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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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박 호( 는 처녀림)와 김다인이 한 작품의 련 자료에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박 호의 김다인 필명 사용을 부

정하기가 어렵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조명암 역시 김다인 필명 사

용 근거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헌 자료 외에 박 호가 김다인이라는 을 정할 수 있는 요

한 근거는 작사가 반야월(半夜月)의 증언이다. 반야월은 작사 활동을 

시작하기  1939년에 가수로 먼  데뷔해 박 호가 문 부장을 맡고 

있었던 태평(太平) 코드에서 다년간 속 활동을 했고, 박 호나 김

다인이 작사자로 표기된 곡을 다수 녹음했다. 1990년  후반 이후에

는 박 호가 김다인 필명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해들은 이야기가 아

닌 직  경험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물이 반야월이었

다. 때문에 조명암 유족 측에서도 1997년 결 이후 조명암 외에 박

호가 김다인 필명을 함께 사용했는지 반야월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반야월은 가부를 분명하게 언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조명암 유족이 반야월에게 들을 수 있었던 말은 

“김 도(金占道)에게 물어보라.”는 것뿐이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조명

암 유족이 제기한 작권 소송에 한 감정  앙 이 반야월의 사실

상 증언 거부에 향을 미친 것일지도 모른다. 조명암 유족에게 음반

을 비롯한 요 자료를 량으로 제공해서 승소에 결정 인 역할을 

한 이가 바로 김 도 고, 월북 작가 조명암의 많은 작품을 개작해서 

작권료를 신 수령해왔던 탓에 소송 결과 상, 체면상 큰 타격

을 받은 이가 반야월이었기 때문이다.

조명암 유족의 증언 요청에는 함구했던 반야월이지만, 박 호의 김

다인 필명 사용을 인정하는 그의 증언은 다행히도 이후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되었다. 2012년 3월, 95세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반야월은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20:34(KST)



가 김다인(金茶人)인가?_ 이 희  143

2011년 8월 KBS TV 로그램 <한국 사 증언 TV 자서 >에 

출연했는데(방송은 9월 25일, 10월 2일, 10월 9일 3회로 편성), 필자가 

담자로 로그램에 참여해 증언을 청취했다. 결과 으로 반야월 생

 마지막 공식 인터뷰가 되었던 담 자리에서 필자는 직  박 호

의 김다인 필명 사용 여부를 묻지는 않았다. 그 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반야월의 방어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했기 때문이

다. 신 반야월이 태평 코드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당시 직  녹음한 

음반 가운데 작사자 이름이 김다인으로 힌 네 건을 골라 반야월에

게 제시했고, 반야월은 그에 해 자신의 음반이 맞다면서 직  노래 

한 소 까지 흥얼거리는 극  반응을 보 다. 그리고 음반 딱지에 

힌 내용을 일일이 짚어 확인하면서 “이건 박 호 선생 작품이고, 

이것도 박 호 선생 작품”이라고 이야기했다. 필자가 자리에서 일어

나 반야월에게 음반을 보여주면서 증언을 청취했기에 장면이 편집되

어 3회 편성 방송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 호가 김다인이라는 

증언이 미공개이기는 하나 기록 상으로 남게 된 셈이다.

3. 김다인과 김다인의 경계

조명암도 김다인 필명을 사용했고 박 호도 김다인 필명을 사용했

음이 각각 동일한 수 의 근거를 통해 확인된 이상, 김다인을 조명암

과 박 호의 공동 필명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하

지만 그 다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의문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난제

이다. 공동 필명인 김다인의 작품 가운데 어느 것이 조명암의 작품이

고 어느 것이 박 호의 작품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앞서 조명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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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박 호= 김다인의 근거로 든 몇몇 작품들은 해결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90곡 정도에 달하는 김다인 작품 모두가 그 게 분명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에 해서는 결국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

데, 추정에 앞서 김다인이 작사자로 등장하는 작품들의 추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다인 이름이 작사자로 등장하는 때는 1937년부터 1948년 무렵까

지이다. 6·25 쟁 에 오리엔트 코드에서 발매된 <고향 > 음반

에도 김다인의 이름이 보이지만, 그것은 1948년에 첫 번째 음반이 발

매된 <고향 >의 두 번째 리바이벌 녹음이므로 논외로 칠 수 있다. 

11년 기간을 편의상 복 이 과 이후로 나 어보면, 우선 복 이후 

김다인은 모두 조명암의 필명으로 추정된다. 1947~1948년 사이에 김

다인 작품이 5곡 정도 확인되는데, 조명암의 월북 시 이 1948년 말

로 추정되는 반면, 역시 월북을 택한 박 호는 1946년 말에 북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작품 수도 고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

한 복 이후와 달리, 복 이  김다인 작품의 추이는 다소 복잡하게 

개된다.

1937년부터 1943년까지 발표된 김다인 작품을 음반회사에 따라 나

어보면 태평, 콜럼비아(자매 상표인 리갈 포함), 오  등 셋으로 갈

린다. 태평 코드의 김다인 작품은 1937년부터 1943년까지 꾸 히 

간헐 으로 등장하는 특징이 있는 데에 반해, 콜럼비아 코드의 김다

인 작품은 1938년부터 1940년까지만 확인이 되고, 오 코드의 김

다인 작품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만 등장한다. 콜럼비아와 오 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

이 조명암=김다인이 확실한 작품은 모두 오 코드에서만 보이고, 

박 호=김다인이 확실한 작품은  부 콜럼비아 코드에서만 보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20:34(KST)



가 김다인(金茶人)인가?_ 이 희  145

인다. 근거로서 분명한 자료와 경계가 뚜렷한 작품 추이를 결합해본다

면, 자연스럽게 오  김다인은 조명암의 필명으로 콜럼비아 김다인은 

박 호의 필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태평 코드의 김다인은 반야월의 

증언과 박 호가 태평 코드 문 부장을 여러 해 맡았던 바를 고려해 

모두 박 호의 필명이라고 일단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박 호와 달리 

조명암은 태평 코드와 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거가 재로서는 나

오지 않고 있다.

다소 번다하게 이야기를 풀었지만, 의 결론은 간단하다. 첫 번째, 

가 김다인인가? 조명암과 박 호이다. 두 번째, 김다인 명의 작품의 

실제 주인은 어떻게 나 어볼 수 있는가? 오 코드의 김다인 작품

은 조명암의 것으로, 태평 코드와 콜럼비아 코드의 김다인 작품은 

박 호의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 결론에 근거하여 

오는 2013년 간행 정인 가칭 ‘박 호 가요시 집’도 편집이 이루어

질 것이다. 기왕에 집이 나온 바 있는 조명암5)에 더해 박 호 집

이 보다 보강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다면, 1945년 이  한국 

음악의 체상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5) 이동순 편, 조명암 시 집, 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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