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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평론

유정천리 복각 음반 자평(自評)

이 희(성공회 학교)

1. 1990년대 이후 대중가요 유성기 음반 복각의 전개

2. 2009년 이후 유정천리의 복각 작업

3. 유정천리 복각 작업의 의의와 전망

1. 1990년대 이후 대중가요 유성기 음반 복각의 전개

한국에서 1907년부터 1964년까지 발매되었던 유성기 음반은 1958

년에 LP 음반 국산화가 이루어지기 까지 사실상 유일한 음향 매체

기에 요한 역사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축음기 음반, SP 음반, 돌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유성기 음반은 앞·뒷면 체 녹음 시간이 

7분 정도에 불과하고 충격에도 약해 매체로서 단 이 지 않지만, 

1950년  이  음악을 온 히 이해하는 데는 필수 인 기본 자료다.

1960년 까지 그래도 유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일부 수록 내용

이 LP 음반에 옮겨 담기기도 했던 유성기 음반은 1970년  이후 거의 

고물 취 을 받으며 소수 애호가들의 수집을 통해서만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1980년  후반 이후 CD가 새로운 음향 매체로 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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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 가기 시작하면서 유성기 음반 내용을 CD에 옮겨 담는 복각이라

는 방식으로 유성기 음반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년  

들어 본격화된 유성기 음반 복각 작업은 비슷한 시기에 개된 선구

 연구, 서지 자료 정리와 맞물려 1950년  이  음악과 통음

악에 한 학술  탐구와 정리가 자리를 잡는 데 큰 향을 미쳤다.

유성기 음반 복각 기에 가장 많은 가요 련 결과물을 내놓은 

곳은 신나라 코드 다. 45회  LP 음반으로 제작한 ≪불멸의 한국 가

요≫(1990년)를 필두로 가요가 일부 수록된 ≪민족의 노래 아리랑≫

(1991년)을 거쳐, 기 복각에서 가장 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는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1992년)가 신나라 코드에서 발매되었

다. 이후 신나라 코드의 ‘유성기로 듣던’ 시리즈는 ≪유성기로 듣던 

북으로 간 가수들≫(1994년), ≪유성기로 듣던 일제시  풍자해학송≫

(1994년),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1996년),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 두 번째≫(2000년), ≪유성기로 듣던 6·25 Memory≫(2000년)까

지 이어졌다. 신나라 코드의 가요 유성기 음반 복각은 무엇보다 

규모가 가장 크다는 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원천 자료의 음질 

편차가 크고 속도 조정이나 튐 처리, 녹음 방식 등 복각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특히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 두 번째≫)에서 아쉬움이 있기도 

하다.

신나라 코드 못지않게 기 복각에서 많은 역할을 한 곳으로 한국

고음반연구회도 빠뜨릴 수가 없다. 주로 통음악 복각에 주력했기 

때문에 가요만의 복각 음반은 제작한 바 없지만 ≪여명의 노래≫

(1991년, SKC 제작이나 실제 작업은 한국고음반연구회가 주도), ≪한민족의 

발자취를 소리에 담다≫(2005년, 국립국악원 공동 제작), ≪아리랑, 음반

으로 꽃을 피우다≫(2013년) 등에서 일부 가요 자료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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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0년  반에는 서울음반(2008년 이후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가요 복각 작업이 주목을 받았다. 신나라 코드에 비해 양이 많지 않

아 ≪30년  만요(코믹송)≫(1994년), ≪30년  신민요≫(1995년), ≪30

년  유행가 빅터 가수 선집≫(1995년) 등 세 가지 CD만 발매했을 뿐

이지만, 복 이  빅터 코드의 마스터 동 을 일본에서 들여와 뛰어

난 음질의 복각을 진행했다는 에서  다른 장을 개척한 의미가 있

다. 사실 신나라 코드 한 동 에서 유래한 음원을 폭넓게 사용하기

는 했으나, 동 을 직  확보해 복각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서

울음반과는 차이가 있다.

동 은 아니지만 마스터 음원을 활용해 부분 으로 가요 유성

기 음반 복각을 진행한  다른 로는 ≪가요 박물 ≫(아세아 코드, 

2004년)과 ≪가요 앨범≫(MRC뮤직엔터테인먼트, 2012년)이 있다. ≪가요 

박물 ≫은 신신(신세기) 코드와 아세아 코드의 작품을 주로 복각했

고, ≪가요 앨범≫은 도미도 코드의 작품을 복각했다. 이들 복각 CD

는 서울음반의 복각과 마찬가지로 음질 면에서 강 이 있기는 하나, 

유성기 음반에 해당하는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선곡과 해설에 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특히 ≪가요 앨범≫)에서 한계가 있다.

2000년  이후로는 단발성 복각 작업이 여러 비 리단체나 기 을 

통해 진행되기도 했다. 표 인 로 ≪남인수 집≫(남인수팬클럽, 

2001년), ≪백년설 집≫(백년설추모사업추진 원회, 2004년), ≪이난  

망향의 노래≫(이난 기념사업회, 2006년), ≪방운아 표곡 선집≫(방운

아기념사업회, 2010년), ≪6·25 쟁 공연 술의 기억과 흔 ≫(국립극장, 

2010년), ≪작곡가 나화랑 표곡 선집≫(작곡가나화랑기념사업회, 2011

년), ≪ 구+기억, 구 테마 노래 40선≫( 구 역시, 2014년), ≪부여 

연세대학교 | IP: 1.233.215.*** | Accessed 2018/04/06 12:16(KST)



유정천리 복각 음반 자평(自評)_이 희  249

가요 집≫(부여문화원, 2015년)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유성기 음

반 복각을 일부로만 수록하기도 한 이러한 작업들은 부분 매를 

제로 하지 않고 소량만 주문 제작을 한 특징이 있다.

앞서 본 바와는  다른 복각 방식으로 한국문화의집(KOUS) 기획 

공연 <반락(盤 )>에 수반된 CD 제작도 있다. 공연 출연자들이 제공한 

음원을 심으로 제작된 <반락> CD 가운데 가요 유성기 음반이 

체 는 일부로 수록된 는 박찬호(2011년), 이진원(2013·2015년), 

김문성(2014·2015년), 이 희(2014·2015년), 장유정(2016년) 등이 있다. 

음악 연구자인 박찬호, 이 희의 CD에는 기존 복각에서 미처 다

루지 못한 곡들이 비교  많이 수록되어 있는 편이며, 통음악 연구

자인 이진원, 김문성의 CD에서도 많지는 않으나 희귀한 가요 유

성기 음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 2009년 이후 유정천리의 복각 작업

앞서 본 들과는 다른 방식을 취해 2009년 이후 가요 유성기 

음반 복각의 새로운 흐름을 개해온 곳이  있으니, 바로 옛 가요 

사랑모임 유정천리이다. 비 리단체이면서도 8년 동안 한 해도 거르

지 않고 복각 CD 12종을 제작해왔고, 신나라 코드 못지않게 규모가 

방 하면서도 음질이나 복각 기술에서 양호한 수 을 꾸 히 유지해

왔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복각 상이 유성기 음반에 집 되어 

있으며, 기존 복각에서 놓친 곡들 심의 선곡이 두드러진다.

유정천리는 2009년 11월에 발족한 단체로, 1960년  이  옛 가요

의 문화  가치에 주목해 그것을 보 하고 보 하는 데 뜻을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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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의 동호 모임이다. 발족 이후 지 까지 감상회, 공연, 시, 

답사 등 옛 가요를 주제로 한 각종 행사를 개최해왔고, 옛 가요 련 

자료를 수록한 달력과 복각 CD를 제작, 보 해왔다. 

복각 음반  가장 먼  제작된 ≪유정천리 옛 가요 명곡 모음≫

(2009년 11월)은 유정천리 창립 기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회원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1950년  이  가요  주요 작품 

24곡을 선정해 수록했는데, 복 이 과 이후 작품을 각 12곡씩 안배

했다. 첫 복각이다 보니 수록곡 부분이 기존 복각과 복이 되기는 

했으나, <울고 넘는 박달재> 등 의미 있는 첫 소개 곡도 일부 수록되

어 있다.

유정천리의 두 번째 음반은 ≪이애리수 표곡 선집≫(2010년 3월)

이다. 음반 제작에 앞서 2008년 10월에 <황성의 (황성 옛터)>을 부른 

배우 겸 가수 이애리수가 100세 가까운 고령으로 생존해 있다는 사실

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고, 이어 2009년 3월에는  이애리수가 결

국 타계했다는 소식이 있기도 했는데, ≪이애리수 표곡 선집≫은 바

로 이애리수 타계 1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복각 음반이다. <황성의 

>을 비롯해 이애리수의 노래 20곡이 수록되었고, 일본에서 발표한 

<あだなさけ>나 마지막 작품 <꽃각시 설움> 등 이 에 들을 수 없었던 

주요 작품이 지 않게 포함되었다.

이듬해에는 ≪백년의 인물, 백년의 노래: 탄생 100주년 옛 가요 명

인 선집≫(2011년 6월)이 제작되었다. 2011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게 

된 작사가 강사랑, 가수 고복수, 작사가 릉인(이후 1910년 출생으로 

정정 확인), 작사가 김성집, 작곡가 김해송, 작사가 박 호, 작사가 손

로원, 작곡가 형석기 등의 작품을 미복각 심으로 선별해 21곡을 수

록했다. 복각에 포함된 <고복수 걸작집> 같은 경우 유성기 음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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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사실상 22곡 분량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가요 기 인물들이 주로 1910년  이후 출생이므로, 이 복각 CD

는 이후 계속 이어지는 탄생 100주년 기념 음반의 출발 이기도 했다. 

2012년에 유정천리에서 제작한 복각 음반은 두 가지로, ≪남인수 

집≫(2012년 6월)과 ≪작사가 이부풍 선집≫(2012년 12월)이다. ≪남

인수 집≫은 앞서 2001년에 남인수 팬클럽에서 먼  제작하기도 했

으나, 유정천리 복각은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명실상부한 집 

모양새를 갖춘 노작이었다. 가수 남인수 타계 50주년을 기념해 기획

된 ≪남인수 집≫에는 데뷔곡 < 물의 해 >을 비롯해 그때까지 확

보된 남인수의 노래 242곡이 CD 12장에 나뉘어 수록되었다. 공연 실

황 등 여러 곡을 부른 경우가 한 건으로 처리되기도 했으므로, 사실상 

250곡이 넘는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작사가 이부풍 선집≫은 <애수의 소야곡>, <가거라 삼팔선> 등으

로 남인수와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작사가 이부풍의 타계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것으로, 역시 기존 복각에서 다루지 못한 작품 심으

로 20곡이 선정, 수록되었다. 특히 <해조곡>, <아리랑 술집>, <백마야 

울지 마라> 등은 이 복각 CD를 통해 발표 당시 원곡이 제 로 다시 

공개된 다. 역시 처음 공개된 수록곡 <동방의 용사>는 복각 작업

을 통해 군국가요임이 확인되어, 이부풍이 군국가요를 쓰지 않았다는 

통설을 바꾸게 된 요한 자료가 되기도 했다.

2013년에는 한 해에 가장 많은 세 건의 복각 음반이 제작되었다. 

첫 번째로 나온 ≪반달의 노래: 진방남 작품집≫(2013년 3월)은 2012년 

3월에 타계한 작사가 반야월의 1주기를 맞아 기획된 것으로, 반야월

이 작사가로 활동하기에 앞서 가수 진방남으로 먼  데뷔한 이후 

1960년  까지 발표한 노래 37곡을 CD 2장에 수록했다. 음악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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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스켓취 <춘향 > 같은 경우 유성기 음반 2장 분량이므로 실제 

곡 수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음반은 비록 집으로 불리지는 

않았으나, 당시 확보 가능한 진방남, 즉 반야월의 노래를 빠짐없이 모

았으므로 사실상 집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이어서 나온 두 번째 복각 음반은 ≪강석연 표곡집≫(2013년 

4월)이다. 배우 겸 가수 강석연의 유족과 이 성사되어 공동으로 

제작이 이루어진 ≪강석연 표곡집≫에는 37곡이 CD 2장에 수록되

었는데, 역시 사실상 집 역할을 한 것이었다. 강석연이 가수로 노래

한 31곡 외에 노래와 사가 섞인 유성기 음반 6종을 복각해 배우 

강석연의 면모도 부분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음반은 ≪탄생 100주년 옛 가요 명인 선집: 박시춘, 조명암, 

손목인≫(2013년 12월)이며, 역시 CD 2장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1913

년에 태어난 동갑들로 20세기 반 한국 가요에 구보다 큰 자

취를 남긴 작곡가 박시춘, 작사가 조명암, 작곡가 손목인 세 사람의 

작품  미복각 심으로 선곡이 이루어졌는데, 박시춘과 손목인의 

작품을 각 20곡 고르고, 20곡  10곡씩을 조명암 작품으로 넣어 인물

별 균형을 정확히 맞추었다. 부분이 처음 복각된 곡들이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음질 향상을 고려한 것이었으므로, 주목해볼 만한 수록

곡이 많은 편이다. 한국 가요로는 처음 미국 시장에 번안곡으로 

소개된 <East of Make Believe(동쪽 나라)>도 그  하나다.

가요 작가나 가수에 을 맞춘 이  복각들과 달리 2014년에 

제작된 ≪후지타 컬 션 20선≫(2014년 11월)은 유성기 음반 수집가, 

그것도 일본인 수집가의 소장품으로 기획이 이루어진 이색 작업이었

다. 1930～1940년  조선 유행가에 심을 가졌던 고 후지타 미쓰히

코가 수집한 유성기 음반을 그 아들 후지타 아키히코가 2013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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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연구자에게 양도했고, 그  일부가 복각 CD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후지타 컬 션 20선≫ 수록곡은 부분 처음 복각이 된 곡들이고, 

특히 음반의 리 상태가 워낙 좋았던 덕에 음질 면에서 최상의 복각 

품질을 갖출 수 있었다. 마스터 음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

에 못지않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2015년에 제작된 ≪<목포의 물> 발매 80주년 기념 음반≫(2015년 

9월)은 특정 인물이 아닌 작품에 을 맞춘 복각 음반이다. 1935년 

9월 신보로 발매된 <목포의 물> 8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이 음반

은 첫 녹음 가수 이난 이 시기별로 부른 다양한 <목포의 물>은 

물론, 다른 가수의 노래 는 악단의 연주로 녹음된 <목포의 물>을 

한국과 일본 양국 자료를 망라해 수록했다. 체 17곡 가운데 이난

의 딸들과 조카인 김시스터즈의 녹음 등 일부 LP 음반 음원도 포함되

어 있으나, 기본 으로 1965년 이난  타계 이 에 발표된 유성기 음

반 자료가 심이 되었다.

<목포의 물>에 이어 2016년에는 노래의 주인공 이난 의 탄생 

100년을 맞아 ≪이난  집≫(2016년 6월)이 CD 10장 분량으로 제작

되었다. ≪남인수 집≫의 뒤를 잇는  하나의 형 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난  집≫에는 모두 211곡이 수록되었으며, 복 이후 

최 의 가요 음반 수록곡을 비롯해 이난 의 일본 발표곡 등 의

미 있는 자료가 다수 포함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난  본인과 남편 

김해송, 오빠 이 룡, 연인 남인수 등 주변 인물, 그리고 이난 이 소

속되어 활동했던 오 코드, 조선악극단, K.P.K악단 련 사진 자료

도 해설서에 거 수록되어, 이난  개인이 아닌 한 시 의 가요

를 살필 수 있는 자료집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1916년 6월에 태어난 이난 과 함께 2016년 8월에 태어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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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을 맞은 가수 김정구의 작품도 ≪김정구 걸작집≫(2016년 8월)

으로 복각되었다. 비용과 자료 수집상의 문제 때문에 집이 아닌 선

집 형태에 그치긴 했지만, 김정구의 데뷔곡과 < 물 젖은 두만강>을 

비롯한 표곡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한 음반이다. 리 알려진 표곡 

심으로 21곡만 수록되어 있기는 해도 그동안 공개된 바 없던 반 

자료가 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복각 음반으로서 가치는 충분한 

편이다.

3. 유정천리 복각 작업의 의의와 전망

1990년  이후 가요 유성기 음반 복각이 자료 측면에서 매우 

요한 작업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업 으로는 그 게 성공

이지 못한 기획이었던 것도 틀림없다. 신나라 코드나 서울음반의 

작업이 2000년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도 우선은 거기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 한 조사가 이루어진 은 없지만, 유성기 

음반 복각에 한 수요가 시간이 흐를수록 었으면 었지 획기 으

로 늘지는 않았을 것임은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다.

2010년 이후 지속성을 갖춘 가요 유성기 음반 복각이 사실상 

유정천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복각 작업이 상업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동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을 보여 다. 한 그

와는 다른 입장으로 근해야만 양질의 복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는 을 보여주기도 한다. 비 리단체이며 열성 인 동호 모임으로 

명확한 활동 방침이 있는 유정천리가 복각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유성기 음반 복각의 성격이 달라진 것과 무 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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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상업성을 배제한 동호회의 열정만으로 지속 이고 유효한 

복각 작업이 가능한 것도 아니기는 하다. 유정천리 복각이 지 까지 

성공 이었던 데는 몇 가지 원인이 더 있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가장 요한 하나는 유정천리 회원 네트워크가 보유한 막강한 자

료 수집 역량이다. 회원 개개인의 소장 자료 양은 앞서 본 신나라 코

드나 경주 소재 한국 음악박물  등에 미치지 못하지만, 유정천리 

체 네트워크가 보유한 가요 유성기 음반 자료 양은 의심할 바 

없이 국내 최고 수 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했기에 다른 어떤 곳에서

도 하지 못한 복각 작업을 유정천리에서 효과 으로 수행해올 수 있

었다.

자료 양 못지않게 요한  하나는 유성기 음반을 복각하는 기술 

수 이다. 복각이 기본 으로 원천 자료에서 정해진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는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유성기 음반 자료의 흠결

을 어떻게 기술 으로 보완하느냐에 따라 복각 결과가 큰 차이로 나

오는 것 한 당연하다. 유정천리가 보유한 복각 기술은 사실 유정천

리 발족 이 부터 핵심 회원들에 의해 축 되어온 것으로, 앞서 보았

던 남인수 팬클럽 ≪남인수 집≫ 등의 단발성 복각 작업이 실상 거

의 모두 그것에 의존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자료와 기술 못지않게 요한 유정천리의  다른 역량은 

기획력이다. 생업상 종사하는 일은 제각각이더라도 가요 유성기 

음반에 한 유정천리 회원들의 안목과 식견은 웬만한 공 학자를 

능가하는 수 이다. 그러한 회원들의 지원과 조언을 통해 의견이 모여 

추진된 복각 기획은 앞서 본 유정천리 외 복각 작업에서 나타난 한계

와 아쉬움을 크게 이는 데 요한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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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제목 제작 시기 수록곡 수

≪유정천리 옛 가요 명곡 모음≫ 2009년 11월 24

≪이애리수 표곡 선집≫ 2010년  3월 20

≪백년의 인물, 백년의 노래:

탄생 100주년 옛 가요 명인 선집≫
2011년  6월 21

≪남인수 집≫ 2012년  6월 242

≪작사가 이부풍 선집≫ 2012년 12월 20

≪반달의 노래: 진방남 작품집≫ 2013년  3월 37

≪강석연 표곡집≫ 2013년  4월 37

≪탄생 100주년 옛 가요 명인 선집:

박시춘, 조명암, 손목인≫
2013년 12월 40

≪후지타 컬 션 20선≫ 2014년 11월 20

≪<목포의 물> 발매 80주년 기념 음반≫ 2015년  9월 17

≪이난  집≫ 2016년  6월 211

≪김정구 걸작집≫ 2016년  8월 21

<표 1> 유정천리 복각 음반 목록

CD의 매체 향력이 갈수록 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 까지와 같은 방식의 가요 유성기 음반 복각 작업을 유정천리

에서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는 하다. 하지만, 창립 취

지에 한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한 복각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

질 것이다. 내년 2017년에도 재일 음악 연구가 박찬호 자료 집, 

군국가요 선집, 4·19 명 노래 선집 등 음반을 제작할 계획이 비되

고 있는 이므로, 옛 가요 애호가나 련 연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

식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고: 2016년 11월 1일, 게재확정: 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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