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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채규엽 연보

채규엽 가요의 음반목록

한국 가요사 요람기인 1920년  반~1930년  반에 유행가를 

취입한 주요 가수는 김추월⋅김산월⋅도월색, 백목단⋅이 산홍, 채규

엽, 이정숙, 복혜숙, 이애리수, 강석연, 옥, 김해송, 고복수, 이난  등이

었다. 강홍식, 선우일선, 김용환, 최남용, 노벽화, 이은 , 이규남, 유종섭, 

남일연, 왕수복, 신카나리아 등도 활약이 컸다.

이 가운데 김추월⋅김산월⋅도월색⋅백목단⋅이 산홍 등은 소리, 

[특별기고]



304   통권 24호 (2019년 하반기)

잡가, 민요에 념했고 나머지 가수 들은 유행가를 문으로 불 다. 유

행가 가수 에 주요 남가수는 채규엽, 고복수, 김정구, 남인수, 백년설, 

순으로 데뷔  성기를 보냈는데 채규엽에 해서는 잘 알려 있지 않

다. 채규엽은 성악가, 교사, 작사가, 작곡가, 싱어송라이터 다. 그는 콜

럼비아⋅시에론⋅오 ⋅태평⋅포리돌 코드사 등에서 민요와 유행가는 

물론 동요, 요들송까지 도합 210여 곡을 부른 우리나나라 최 의 유행가 

업가수이다.

하지만 그는 코드회사에 한 속성이 희박했고, 한국에 콤비 가요

작가를 두지 않고 부분 일본 작곡가와 합작하거나 엔카풍 가요를 불

다. 실 생활면에서도 스캔들, 결혼   사기, 일본 육군 지원, 자기

도취 인 돌출  행동을 하다가 인생 말년에 남한에 가족을 두고 홀로 

월북했다. 한국과 일본, 북한 세 나라에 걸쳐 살았지만 국가  주체성이 

없이 살았다.

그러나 채규엽이 한국 가요사 최 의 유행가 업가수이며, 일본

에 진출한 최 의 한국 가수이고, 한국 최 의 싱어 송라이터 음은 가요

사에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핵심어: 한국 가요사, 번안가요, 창가, 유행창가, 유행가, 채규엽, 한국 최초의 싱어송

라이터, 최초의 유행가 전업가수

1. 들머리

1920년  반~1930년  반은 한국 가요의 요람기라 할 수 있

다. 잡가, 소리, 민요와 번안가요, 창가가 의 노래로 유행하다가 

유행창가가 상업  음반을 만나며 가요가 형성된 시기이기 때문이

다. 아직 가곡에 한 장르 구분 의식도 없이 가요활동의 구심 이 창

가, 번안가요로부터 유행가로 옮겨지며 이제 막 한국인의 손에 의해 창

작 가요가 탄생하는 시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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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음반 취입을 한 주요 가수로 김추월⋅김산월⋅도월색⋅이

계월, 안기 ⋅윤심덕⋅이정숙⋅채규엽⋅복혜숙⋅강석연⋅이경설⋅
석 성 등이 있다. 강홍식, 선우일선, 김용환, 최남용, 노벽화, 이은 , 

이규남, 유종섭, 남일연, 왕수복, 신카나리아 등도 활약이 컸다. 이  

권번의 김추월⋅김산월⋅도월색⋅이계월 등은 소리와 민요를 부르

기에, 안기 은 테  성악가로서 가곡을 부르기에, 복혜숙은 훗날 연기

에 주력했다. 나머지 가수들 가운데 시종 유행가를 업으로 한 최 의 

가수는 채규엽이다. 

가수 채규엽에 한 언 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산재하다. 하지만 

남한에서 아직까지 종합  논문으로 연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의 자료라는 제한성이 있지만 채규엽의 생애에 드러난 가요사

 활동을 종합 으로 정리,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국 가요사와 음반사

(音盤史)에 기반하여, 당시 주요 가수들의 가요활동에 견주어가며 채규

엽의 가요사  업 을 살펴본다.

2. 유행가 곡종 탄생과 채규엽 등장 

먼  채규엽이 가요계에 등장할 즈음의 한국 가요사  장황과 맥락

을 짚어 보겠다. 그가 가요계에 나타난 것은 창가–유행창가-유행가의 

과정을 거치며 가요가 막 태동되던 때다. 가요가 통가요보

다 우 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 다.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기독교 찬송가와 유사한 시기에 들어오는 서양 

노래가 에게 보 되며 창가란 개념이 형성되었다. 1872년 일본 교

육학제에서 소학교 창가독본을 편찬해 사용하면서 창가는 정식 음악용

어로 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당시의 기독교 찬미가, 학교 교재의 

음악, 신식 군가 등도 포함하는 의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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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고종황제 탄신일에 새문안교회에서 부른 <애국가>, 독립문 

기공식 때 부른  다른 <애국가>(올드랭 사인에 가사를 붙여 부름), 

에 르트가 작곡한 <황실가> < 한제국가>, <황제탄신축가>, <무궁화

가>, <애국> 등이 그 이다.

창가 이 에 우리 이 불 던 노래로 한국 가요사에서 등한

시 하고 있는 곡이 하나 있다. <새야 새야 랑새야>이다. 

새야 새야 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사 울고 간다

- <새야 새야 랑새야>

동학 명 진압군인 일본군을 미워하며 탄생한 이 노래는 다양한 변

이형이 생겨나며 곡명이< 랑새야> < 랑새> < 랑새 노래> 등으로도 

불렸다. 리 유행하니 지되었다. 우리 가요사 최 의 지곡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동요로 취 하고 있는데, 한국 가요사에 그 

상을 정립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정과 진압군에 의해 코드가요

에서 빠지게 되어 지 껏 많은 가요집에서 <학도가>를  가요 1호

곡으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1) 한국가요사를 처음 쓴 박찬호 가요사학

 1) <새야 새야 랑새야>는 가요연구가와 가요작가들이 < 랑새야> 는 < 랑새>

로도 일컫는다. 알다시피 ‘녹두’는 녹두만큼 작지만 단단한, 키 작은 을 가리

킨다. ‘ 랑새’는 진압군(일본군) 는 탐 오리를, ‘녹두밭은’ 농민군을, ‘청포장수’

는 민 을 가리킨다는 것이 통설이다. 동학교도들이 주축이 된 농민군이 세상을 

바꿔 줬으면 하는 염원이 깔린 민 가요인데 국문학에서도 좀처럼 취 하지 않으

며, 민요로 구분하기도 하나 국악인들도 잘 부르지 않는다. 성스러운 녹두장군(

)에 참견 말고 그냥 지나갈 것에 한 희망과 항의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 ‘ 랑새’는 의 성인 ‘全’ 자를 ‘팔’ 과 ‘왕’ 자로 해석해 ‘팔왕새’ 라 

부르다 ‘ 랑새’가 다는 설이 있다. 작사가 김지평은, 조정과 진압군이 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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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새야새야 랑새야>를 조선 가요의 시조라 일컬었다. 한국 

가요사에서 소홀히 취 해선 아니 될 최 의 민 가요이다.2) 

1900년  들며 <학도가>, 최남선이 만든 <학도가>, 안창호의 <거국

가(일명 거국행)> 등의 창가를 불 다. 이성식, 정사인, 이상 , 홍난  

등의 음악가들이 창가 발 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3) 경부철도가 개

통되면서 창가 <경부철도 노래>(흔히 <경부철도가>로 부름, 1908)도 나

왔다.

경술국치 이후 다수 민 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이른 바 ‘소리’로 

지칭되는 노래들이었다. <양산도>, <경북궁타령>, <개성난 가> 등의 

민요, 잡가, 소리들이었다. 1911년 9월부터 일본축음기상회가 한국의 

음악을 녹음해 매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단가, 소리, 민요, 잡가들이

었다. 

3⋅1 운동 직후에는 번안가요를 많이 불 다. 번안가요가 당시 

에 미친 향과 가요 태동에 미친 향을 우리 가요사에서는 도외

시한 측면이 있다. 그 한 로서 <이팔청춘가. 뒷날 희망가로 더 리 

알려짐>를 보자. 

1.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화를 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히 생각하니 

세상만사가 춘몽 에  다시 꿈같다

가창을 하 기 때문에  가요 1호 자리를 <학도가>에게 빼앗겼다고 주장

한다. 

 2) ① 박찬호. 2009. 한국가요사1, 미지북스: 13.

② 민경탁. 2019. ｢새야 새야 랑새야｣. 웹진 문학마실 엮음. 녹두꽃 필 때, 

삶의 문학: 238-240.

 3) 1905년 평양 서문소학교 운동회에서 김인식이 자신이 작곡한 것을 합창으로 들려

 것도 있다. 명국환, 고운 , 남일해 등의 가수들이 불러 해지는 <학도가>는 

이들과 선율과 성격은 같으나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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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화를 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화락에 엄벙덤벙 주색잡기에 침몰하랴 

세상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 <이팔청춘가. 뒷날 희망가로 더 리 알려짐>

곡명에 반하여 내용은 실 도피와 퇴폐 기풍을 질책, 경계하는 것이

다. 원래 곡명이 <이팔청춘가> 던 이 노래는 1912년 7월 일본축음기상

회에서 김홍도·박춘재의 노래로 반이 나온 이후 <이 풍진 세상을> 

<이 풍진 세상> <탕자경계가> 등으로 곡명과 가사에 변천을 많이 겪으

며 재반이 여럿 나왔다.4) 애조 띤 설교조의 노래로 사회  장이 만만

찮았던 것으로 가요사에는 한다. 

1923년부터 음반 ‘닙보노홍’, 1925년부터 ‘일 죠션소리반’과 일동축

음기의 ‘제비표 조선 코드’가 매되면서 우리의 소리, 잡가가 음반

에 담겨 민  속으로 고들었다. 소리, 잡가, 민요 등의 통가요보

다 가요가 더 비 을 갖게 된 것은 1920년  반부터다. 통가요

가 함께 음반에 담겨 나오는 신민요, 창가, 창작 가요, 재즈 등과 

서로 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즈음 일본축음기상회의 번안가요로 김산월⋅도월색의 <시드른 방

>⋅<이 풍진 셰상을>과 도월색⋅김산월의 <장한몽가>가 리 유행

하 다. 안기 의 <내 고향을 리별하고>⋅<졔비들은 강남에>도 나왔

다. 일 죠선소리반으로 나온 ≪내 고향을 리별하고≫(정사인 작사/작

곡, 안기  노래, 일 죠선소리반 K548-A, 1925. 11)는 한국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최 의 창작가요로 그 반향이 컸다고 한다. 오늘날의 

 4)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2011. 한국유성기음반 1907~19454권, 한걸음더: 316. 

음반 ≪이팔청춘가⋅이 풍진 세상을≫(일동축음기주식회사 제비표조선 코드 

B30, 합주곡, 19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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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면 가곡이라 해야 할 노래이다. 익히 아는 ≪장한몽가≫(일

죠선소리반 K549, 1925. 11)는 우리나라에서 <이수일과 심순애>로 유명

해진 일본 번안가요다. 원래 연극 주제가로 불리다가 화 주제가(감독 

이경손)로 쓰이면서 더욱 회자 되었다. 

이 무렵 윤심덕이 ≪사의 찬미≫(작사자⋅작곡자 미상, 윤심덕 노래, 

일본 니토 코드사 2249-A, 1926. 7)를 발표했다. 알다시피 루마니아 작

곡가 요시  이바노비치의 곡 <도나우강의 잔 물결> 일부에 윤심덕이 

가사를 붙여 탄생한 번안가요이다.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한국 가요의 효시로 그릇 인식하고 있다. 

음반사 으로 보아 한국에서 ‘유행가’란 곡종이 등장한 것은 1927년

부터이다. 단가, 소리, 민요, 잡가를 담아내던 음반이 ‘유행’ ‘신유행가’ 

‘유행가’란 곡종명을 쓴 것은 이 때부터다. 일본축음기상회의 ‘유행’ 

≪ 와 나와 살게 되면⋅엠 이야 삐긴 손 들어, 이 풍진 세상을 맛낫

스니≫(박채선⋅이류색 노래, 닙보노홍K116-A/B, 1927. 4)와 ‘신유행가’ 

≪국경경비가⋅농의 조(농 속의 새)≫(도월색⋅김산월⋅이계월 노래, 

일 죠션소리반 K525, 1927. 4) 음반에서부터이다.6) 음악의 곡종 구분

상 ‘신유행가  일본가곡’ ‘유행’ ‘신유행가’ ‘유행가’ 등의 용어를 쓴 것

이다. ‘유행소패’ ‘유행소곡’ ‘유행잡가’라고도 했다. 이 때 기생 출신 가

수 백목단⋅이 산홍 등이 부른 ≪개성난 가⋅한강수타령(콜럼비아

코드, 40050-A/B, 1929. 9≫도 ‘유행잡가’로 곡종 구분이 돼 있다.

 5) 윤심덕 ≪사의 찬미≫의 국내 유통되고 있는 음반은 거의가 일본에서 구입된 것

이며, 이 음반이 많이 매되었다고 하나 국내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일설

로는 김우진의 부친이 재력가인데 아들 사망 후 유명해지게 된 이 음반이 세상의 

구설에 오르는 걸 염려해 국내 거의 모든 이 음반을 매입해 폐기했다는 것이다. 

음반사학자들에 의하면 윤심덕 사후 일본에서 히 제작된 것이 많으며 한국에서

는 거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이경호: 2018. ｢2장 코드, 시 의 거울｣, 

 가요 유성기음반가이드 북, 안나푸르나: 30. 

 6)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2011. 앞의 책, 한걸음더: 105,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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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4월 콜럼비아축음기주식회사에서 이정숙이 유행창가 ≪락화

유수⋅쟈라메라≫(김서정 작사/작곡, 이정숙의 노래, 콜럼비아 

40016-A/B, 1929. 4)를 발표했다. 뒷날 곡명이 <강남달>로 바 며 

의 심 에 깊이 고든 것으로 한국 가요사는 한다. <락화유수>는 

한국 가요사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 가요이다. 한국인의 손에 의

해 지어져 본격 으로 유행가 시 를 열어 간 노래이다.7)

3. 채규엽의 성장과 학업, 성악활동 요약

1930년  채규엽이 유행가 <아리랑>⋅<세 동무>, 복혜숙이 재즈 

<종로 행진곡⋅그  그립다>, 1932년에 이애리수⋅강석연이 <밤의 서

울⋅세상은 어서요>를 발표했다. 한국에서 유행가란 곡종이 본격

으로 의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때이다. 아직 민요, 가곡, 유행가 

간에 확연한 갈래 구분 의식이 없고 가요 문가수도 없던 때다. 

이 때 국에 풍미하던 <이 풍진 세상을>을 채규엽이 <희망가>란 곡

목으로 부르기도 하 다고 하는데 아직 음반이 발견되지 않는다. 강석

연이 부른 유행소곡 <방랑가⋅오동나무>(콜럼비아 코드사, 1931)도 

인기가 있었다.8)

이 시기에 가요계에 등장한 채규엽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1906

년 함경남도 함흥시 삼일동에서 출생해 원산 학교에서 시인 모윤숙의 

남동생 모기윤 선생으로부터 노래를, 독일인 교사 모이기르크로부터 

음악을 배웠다. 

 7) 이정숙은 앙보육학교( 앙 학교의 신) 출신의 동요 공 가수 지만 번안가

요가 많던 이 시기에 비로소 최 의 창작 가요를 부른 가수 다 . 

 8) 강석연의 이 <방랑가>는 채규엽이 하세가와 이치로란 일본 이름으로 콜럼비아

코드사(27066, 1932)에서, 이경설이 시에론 코드사에서(시에론 22, 1933.7) 다시 

부르기도 했다. 



한국 대중가요사 최초의 유행가 전업가수 채규엽(蔡奎燁) 연구 민경탁  311

채규엽은 1926년 도일(渡日)하여 오사카(大阪)음악학교 연구과에서 1

년간 공부를 했고, 뒷날 1931년 도쿄 주오음악학교 성악과 3학년에 편

입하여 졸업했다. 1차 유학 인 1928년 5월 10일 YMCA 강당에서 바리

톤 독창회를 열었다.9) 일본 조선인 유학생 신극단체 “토월회”와 신극단 

“취성좌”에 막간 가수로 출연하기도 하 다. 1928년 7월에 그는 권태호, 

안기 과 함께 독창회를 가졌다. 잇달아 제명, 정훈모, 채선엽 등도 

성악 독창회를 열었다.

채규엽은 일본에서 귀국해 서울 근화여자학교 음악부가 신설되며 성

악교사로, 이듬해에 경성미술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했다. 

1930년 1월 콜럼비아 코드사 경성지사에서 지사 설립 자축연이 열

렸을 때다. 이 티에 된 채규엽이 일본 통음악 나니와부시(浪花
節, 浪曲)를 불러, 지사장 핸드포드의 에 띄어 조선어 유행가를 녹음

해 보도록 권유를 받았다. 성악가 채규엽이 유행가 가수로 변신, 출발하

게 된 계기 다.

4. 콜럼비아레코드사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가수 되다

성악가 채규엽은 일본 콜럼비아 코드사에서 유행가 ≪아리랑⋅세 

동무≫(콜럼비아 코드 40070-A/B, 1930.1)를 발표하며10) 가요 가

수활동을 시작했다. 경성여자미술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다. 음반에 채동원(蔡東園)이란 명을 썼다.11) 채동원은 그가 가수활동 

 9) 이 무렵에 조선인 성악가들의 독창회가 성행했는데 1922년 일본에서 윤심덕과 한

기주가 개최한 것이 최 이다. 박찬호. 2009. 한국가요사1, 미지북스: 101-102.

10) 채규엽이 콜럼비아 코드사에서 제6회신보로 낸 유행가 ≪아리랑⋅세 동무≫(콜

럼비아 코드 40070-A/B, 1930.1) 음반이다. 박찬호는한국가요사 1 233쪽에서 

채규엽의 데뷔곡을 ≪유랑인의 노래≫(콜럼비아 40087-A, 1930. 3)라 했는데 <유

랑인의 노래>는 제7회 신보 음반의 곡이다. 

11) ① 1932년 7월 콜럼비아 코드사에서 낸 채규엽의 센스 <바람쟁이 차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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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사용한 명이다. 하세가와 이치로(長谷川一郞)라는 일본명을 

얻으며 콜럼비아 코드사 속이 되었다. 

채규엽의 이 <아리랑> 가사를 소개해 본다.

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 강산 삼쳔리에 풍년이 와요

3.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쳥텬 하날엔 별도 만코 우리네 살님사린 말도 만타

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십허 지며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고십허 

가나

5.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싸호다 싸호다 아니 되면 이 세상에다 불을 질으자

※ 띄어쓰기 필자

- 채규엽의 <아리랑>12)

항거 의식이 강하게 담긴 제5  가사는 일부가 삭제 당하기도 했다. 

동요⋅유행가 <오양간 송아지>⋅<가련한 내옵바> 두 음반에서 ‘채동원’이란 명

을 썼다. 

② 장유정, 2010. ｢유성기음반(sp) 수록 가요 아리랑 텍스트의 반복과 변주-

복 이  자료를 심으로｣ 한국문학과 술 6, 2010. 9. 69-99. 이 논문에 채규엽

이 ‘채동원’이란 명을 사용한 경 가 자세히 밝 져 있다.

12)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2011. 한국유성기음반 1907~1945 1권, 한걸음더: 90- 

92. 정선조선가요집(제일집) 1931-11-(부록12) (경성, 조선가요연구사, 1931. 11. 

30)의 가사를 재인용함. 음반의 가사와 차이가 있음. 

장유정, 2010. 앞의 논문에서는 채규엽의 아리랑 가사를 2, 3 만 소개하 는데 

우선 2  후반부가 본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

사가 가사지, 가요집 등의 지면에 소개된 것과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가요작가와 음반 제작자들에 의하면 통상 가수가 발음한 가사를 존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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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이명진⋅高坂幸子이 부른 <아리랑>과 함께 치안 방해와 풍속 

괴란 이유로 지곡이 되었다.

1930년 3월 채규엽은 유행가 ≪유랑인의 노래⋅ 노래 부르자≫(채

규엽 작사, 채규엽 작곡/서수미례 작사, 김서정 작곡, 콜럼비아 

40087-A/B)를 발표하며13) 본격 으로 유행가 가수 활동을 개해 갔다. 

이들 노래의 신보 고에는 아직 그를 “신진 성악가 채규엽”로 소개하고 

있다. 음악교사로 재직하며 성악가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랑인의 노래> 가사를 보자.

1. 여름 녁 시원한 바다를 찾아 일엽편주 둥실 띄워라 달

맞이 가자

 달마  내 가슴의 이 슬픔을 풀까 아 – 나의 일생 고향이 그

립기도 하다

2. 어이 여차 놀 어라 노래 부르며 넓은 바다 푸른 물 우에 정

처 없이도

흐르는  달빛 따라 이 몸도 함께 아! 나의 이 배 그치는 데 

내 고향일가

※ 맞춤법과 띄어쓰기 필자

- <유랑인의 노래>(채규엽 작가, 작곡, 노래)

노래의 화자는 여름 밤바다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향수에 겨워한다. 

그 지향 이 외부 세계도 아닌 고향이어서 유랑보다는 사향의 정서가 

더 짙게 나타나 있다. 가사와 선율 면에서 민요 성격이 짙다. 이 작품에

서 채규엽은 ‘작사(作詞)’가 아닌 ‘작가(作歌)’란 용어를 쓰며 작사와 작곡

에 노래까지 불 다. 채규엽이 싱어송라이터 역할을 한 작품이다. 

13)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앞의 책 1권, 한걸음더: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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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렵 우리 가요사에 등장한 싱어송라이터로 기억해야 할 가요인

이 한 사람 있다. 김령 , 김탄포, 조자룡, 임벽계 등의 여러 명을 사

용하며 작곡가 겸 가수활동을 한 김용환이다. 그는 스 치 ≪조선행진

곡≫(왕평 작사, 김용환⋅이경설 노래, 포리돌 19028-A, 1932. 10. 신보)

과 극(劇) ≪국경 애곡≫(왕평 작사, 김용환⋅이경설 노래, 포리돌 

19018, 1932. 10. 신보),14) 등에서 1인 2역을 하다가 유행가 <낙동강>(김

용환 작사/작곡/노래, 포리돌 19026, 1933. 3. 신보)에서 싱어송라이터

의 면모를 보 다. 이를 두고 흔히 김용환을 우리 가요사 최 의 싱어송

라이터라 일컫는데 채규엽이 김용환보다 한 발 앞섰다. 한국 가요사 최

의 싱어송라이터는 채규엽이다.15)

< 노래 부르자>의 가사는 이 다.

1. 오 라 동무야 강산에 다시 때 돌아 꽃 피여지고

새우난 이 을 노래하자 강산에 동모들아 모도다 몰려라 춤을 추

며 노래 부르자 

2. 오 라 동무야 소래를 놉히 노래 부르면서 이 강산 잔듸밧 향긔 

우에 멈둘네 꽃을 따며 

다 갓치 이 을 찬미하자 이 이 가기 젼 

3. 오 라 동무야 피리를 맛쳐 이 노래 부르면서 엉큼성 뛰어라 씩씩

하게 잔듸 풀밧 우에

다 갓치 뛰잔다 엉 성  이 이 가기 젼 

- < 노래 부르자>(서수미례 작사, 김서정 작곡)

14) <국경 애곡>의 극(劇) 음반은 왕평 작사, 김용환⋅이경설 출연으로 포리돌 코드

사(19018, 1932. 10.)에서 나왔다.

15) 장유정. 2006. ｢우리나라 최 의 싱어송라이터는 구인가?｣. 장유정 지음. 오빠

는 풍각쟁이야- 가요로 본 근 의 풍경, 민음in: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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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성격이 강하며 친근감이 있어 단시간에 유행되었다. 곡명이 <  

노래>로 고쳐 불리며 조선사회를 휩쓸었다. 그러자 일제가 검토한 후 

1934년 2월 지 조치를 내렸다.

채규엽은 음악공부를 더 하고 싶어 1931년 도쿄 앙음악학교 본과 

3학년에 가수  유학생 신분으로 편입했다.16) 거기서 기악 공의 이

세⋅안보승, 성악 공의 이승학, 작곡 공의 이면상과 다시 성악 

공부를 하며 ‘유행가곡’에 한 자부심을 확고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1932년 말 동경에서 써 이듬해 삼천리지 3월호에 발표한 에 

이런 이 잘 나타나 있다. 

유행가는 탄식한다

동경 채규엽

연말!! 1932년 세말이  돌아왔다. 소  생명을 가진 자들의 청산기

다. 자연은 성쇠청산!

( 략)

유행가곡에 한 과거의 념을 청산하고 새로운 신념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개 과거의 유행가에 한 식자들의 념은 이러하 다. 

[유행가라는 것은 퇴패한 하류계 에서나 부를 것이며 사회를 멸망에 

이끌며  민심을 속악으로 끄으는 술의 타락한 기17)니 다만 그 해

독만 아모 소용이며 주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이것이 재래의 일반 유식

계 의 사설이며 구설이었다.

( 략)

유행가곡이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시인 동시에 확실한 음악이다. 리

즘18)-멜로디-하모니를 갖춘 음악이다. 따라서 이 정체를 해부할 에 확

16) 채규엽. 1933. ｢유행가는 탄식한다｣ 삼천리지 1933년 3월호: 76-78.

17) ‘쓰 기’에서 ‘쓰’자가 탈자된 것으로 보임.

18) ‘리듬’의 오자(誤字)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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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사회  존재라는 과 틀림없는 음악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사회

으로와 그리고 음악 으로의 두 가지로 해부할 필요가 있다.

( 략)

그러면 유행가곡은 음악의 발 상 가장 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체가 술  행동을 하면서 음악 술 발 선의 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행가곡을 술의 타락한 쓰 기며 해독만 끼치는 무소용 무

가치한 것이라고 하기는 넘어도 억울함을 주는 것이다. …… 1932년은 

끝막고 지  유행가곡을 오인하는 강호제씨에게 유행가에 한 인식 청

산을 바라며 한 재의 유행가곡 팬 제씨들에게 좀더 의미 있는 유행

가곡으로서 들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앙음악학교 본과 삼학년에 편입한 것도 어떤 사

람은 간 을 얻기 하여 입학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상에 말한 의미에

서 좀 더 음악 술계에 의미 있는 유행가곡을 부르며 연구하려는 것이

다. 이리하여 우리음악 발 에 좀 더 공헌을 하려는 것이다. 나와 명춘

에 함께 음악학교를 졸업하는 사람  작곡으로 유망한 이면상 군이며 

성악으로 가장 장래성 잇는 문하연 군 등이 이런 에 착안하여 지 에 

유행가곡을 좀 더 의미 있게 작품을 내겠다고 하며 유행가곡에 하여 

벌써부터 연구하는 것은 나로서 기뻐하는 바이다.

마지막19) 우리 악단의 선진 김 환 안기  재명 채동선 최호  독

고선 제선생의 청건을 빌며 활약을 빌 뿐이다. 

(虎之門旅舍에서)

※ 맞춤법과 띄어쓰기 필자

유행가곡, 유행가, 민요에 한 설명과 함께 아직 이 ‘유행가곡’

의 소용과 가치를 제 로 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했다. 아직 유

행가와 가곡 간에 장르 구분이 확연치 않았던 탓에 ‘유행가곡’이란 개념

은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오늘날의 가곡 의미로 보인다. 성

악도로서의 ‘유행가곡’에 한 소신과 태도가 확고하다. 유행가와 가곡 

모두를 이 향유해야 할 신음악으로 강조하고 있다.

19) ‘마지막으로’에서 ‘으로’란 조사를 생략한 표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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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채규엽이 일본에 있게 되니 일본에서 노래 취입이 더 용이해

졌다. 이는 한국 가요 가수 최 의 일본 진출이라 하겠다. 1931년 

8월 채규엽은 일본에서 일본어로 <술은 물일가 한숨이랄가>를 불

다. 11월에는 유행소곡 ≪에로와 구로⋅모던 사랑≫(콜럼비아 코드 

40264-A/B)을 강석연과 듀엣으로 불러 발표했다. 

1932년 정월 유행소곡 <댓스 오 (That’s OK)>(일본 곡, 홍로작 역사, 

콜럼비아 코드 40269)를 역시 강석연과 듀엣으로,  독창으로 유행소

곡 ≪종로 네거리⋅북쪽으로≫(김동환 작사, 정순철 작곡, 衫田良造 편
곡/채규엽 작사, 衫田良造 편곡, 콜럼비아 코드 40270-A/B)를 발표했

다. <종로 네거리> 역시 1936년 4월에 가창 지되었다.

같은 달의 신보로 민요 ≪흥타령⋅개성난 가≫(채규엽⋅강석연 노

래, 콜럼비아 코드 40271-A/B, 1932. 1)를, 2월에는 시에론 코드사에

서 유행민요 ≪아리랑≫(채규엽 작사, 채규엽 작⋅편곡, 이명진⋅高坂
幸子 노래, 시에론 51-B, 1932. 2)을 생산했다. 

콜럼비아 코드사 속가수로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채규

엽이 최고의 인기 가수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32년 2월 특별신보로 낸 

유행소곡 ≪술은 물일가 한숨이랄가⋅희망의 고개로≫(高賀政男 작
곡/高賀政男 작곡, 채규엽 노래, 명치 학 만돌린오 스트라 반주, 콜럼

비아 코드 40300-A/B)를 국내에 발표하면서부터다. 고가마사오(高賀
政男)의 <酒淚溜息>을 번안한곡인데 한국어로 불러 가히 센세이션을 일

으켰다고 가요사에는 한다. <술은 물일가 한숨이랄가>로 채규엽은 

비로소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로 부상했다.

채규엽이 부른 노래  동요가 한 곡 있다. 1932년 7월에 취입한 포크

송풍의 ≪오양간 송아지≫(콜럼비아 코드 40323-A)이다. B면에 유행

가 ≪가련한 옵바≫가 수록돼 있다. 이 해 8월에 채규엽이 일본의 아야

와 노리코와 듀엣으로 ≪아리랑의 노래⋅방랑의 노래≫(일본 콜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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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6-A/B, 1932. 8)를 하세가와 이치로(長谷川一郞)라는 이름으로 발표

했다. 

1933년 들며 채규엽은 ≪조선 아가야⋅달내 캐는 아가씨≫(콜럼비

아 코드 40376-A/B, 1933.1)를 내었다. <조선 아가야>는 조선의 아픔

을 노래한 작품이다. 3월에 유행가 ≪불망 ⋅ 물의 밤≫(콜럼비아

코드 40401)를, 4월신보로 유행가 ≪나의 사랑아⋅ 물의 고개(신아리

랑)≫(김학  작사, 김학  작곡/高賀政男 편곡, 채규엽/채규엽⋅김선

 노래, 콜럼비아 코드 40405-A/B)를 내놓았다.

채규엽은 1934년 1월 특별신보로 ≪떠도는 신세⋅ 자의 노래≫(김

동진 작사, 高賀政男 작곡/유도순 작사, 이면상 작곡, 채규엽 노래, 콜럼

비아 코드 40488-A/B)를 발표했다. < 자의 노래>는 서울 종로의 어

느 카페 호스티스가 유부남과의 사랑을 나 다 결실을 보지 못하자 끝

내 죽음으로 성취를 보인다는 내용이다. 

사랑의 애달픔을 죽음에 두리 모든 것 잊고잊고 내 홀로 가리

살아서 당신 아내 못 될 것이면 죽어서 당신 아내 되어지리다

당신의 그 이름을 목메어 찾고  한 번 당신 이름 부르고 가네

당신의 구든 마음 내 알지마는 괴로운 사랑 속에 어이 살리오

내 사랑 한강물에 두고 가오니 천만년 한강 물에 흘러 살리다

※ 맞춤띄어쓰기 필자

- < 자의 노래> 가사

제작사 콜럼비아 코드사의 음반 매 략이 이채롭다. 채규엽을 

정답으로 하는 퀴즈문제를 내어 상 공모해 정답 제출자를 추첨, 당첨

자에게 상품과 가수의 사인이 담긴 음반을 증정하는 식이다.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국의 1,348명 응모자  추첨하여 20명에게 상품을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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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 자의 노래>는 1934년 1월 신년 벽두에 팬들에게 드리는 선물

로 김선 가 J.O.D.K. 방송에 출연해 불 다.20) 당시 사회상의 한 단면

을 반 하여 사회  반향을 크게 모으고, 가수 채규엽의 인기를 돈독히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노래는 1개월 후 발매된, 유부남 의사 노병운의 

실연을 담은 ≪병운의 노래≫(김동진 사, 고가마사오 곡, 채규엽 노래, 

콜럼비아 코드 40490-A, 1934. 5)와 벽을 이루며 28세의 가수 채규엽

이 성기를 맞게 했다.

이 때 강홍식이 신민요 ≪처녀총각≫(범오 작사, 김  작곡, 강홍

식 노래, 콜럼비아 코드 40489-A, 1934. 2)을 세상에 내놓으며 인기를 

모았다. <처녀총각>은 동경 무사시노음악학교(武藏野音樂學校) 출신 작

곡가 김 이 조선 민요 신의 기치를 걸고 내놓은 작품이다. 강홍식

의 <처녀총각>은 때에 따라 민요 는 유행가로 구분되기도 했다. 

에 폭넓게 되어 ‘가요계의 신기원을 개척하다’는 평을 받은 작품이다.

1934년 4월 채규엽은 유행가 ≪서울노래⋅홍루원≫(조명암 사, 안일

 곡/김안서 사, 안일  곡, 콜럼비아 코드 40508-A/B)을 발표했다. 

가사 <서울노래>는 시 <동방의 태양을 쏘라>와 함께 1934년 동아일보 

신춘문 에 각각 가사부 가작, 시부 당선작으로 입상한 조명암의 작품

이었다. 조명암이 당  제일의 작사가로 칭송받게 되는 출발선상의 작

품들이다.  동경제  만돌린악단 지휘자 안일 가 곡을 붙여 유행가

로 탄생시켰다.21)

<서울노래>는 한양성 도읍의 유구함과 민족 인 자부심, 그 풍 에 

한 애상감이 넘쳐난다. 가사가 두 번 개작된 흔 이 있다. 

20)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2011. 한국유성기음반 1907~1945 1권, 한걸음더: 

431-434.

21)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앞의 책 1권, 한걸음더: 47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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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성 옛 터  

옛날이 그리워라

무궁화 가지마다 

꽃잎이 집니다

한강물 푸른 기 

오백년 꿈이 자네

앞 남산 화불도 

꺼진지 오랩니다

(2행 삭제)

종소리 스러진 밤 

나그네가 웁니다

밤거리 서울거리 

네온이 아름답네

가로수 푸른 잎에 

노래도 아리랑 -

사롱 스토랑 

술잔에 띄운 꽃잎

옛날도 꿈이어라 

추억도 쓰립니다

꽃 피는 삼천리 

잎 트는 삼천리

아세아의 바람아 

서울의 꿈을 깨라

- 조명암 작사 <서울의 노래> 원작 가사22) 

22) ｢신춘문  당선작 발표｣, 동아일보. 193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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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성 옛 터에 종소리 슴여들어 나그네 가슴에도 놀애가 

설입니다.

한강물 풀은 기 말업시 흘러가네 천만 년 두고 흘을 서울의 

꿈이런가

밤거리 서울거리 네온이 아름답네 가로수 풀은 닙에 놀애도 

아리랑!

꽃 피는 한양성 닙 트는 서울거리 압 남산 피는 구름 서울의 

이런가

※ 띄어쓰기 필자

- 조명암 작사 <서울의 노래> 두 번째 개작 음반 가사지의 가사23)

원래 가사는 총 6 인데 두 번 개작되어 4 로 축소 다. 노래의 탄

생에 곡 이 많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일제의 검열에 의해 본디 가사

가 생략 는 삭제돼 의미가 축소,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 역시 

1934년 4월 19일 지 처분을 받았다. 이 노래의 텍스트 변천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가요의 음반 고는삼천리지 

1935년 11월자 자료를 인용해 채규엽을 “본지 일등 당선 유행가수 콜럼

비아 속 채규엽씨의 불후 걸작반”, “유행가계의 효장(驍將) 채규엽”24) 

으로 선 했다. 당시 콜럼비아 코드사에는 채규엽과 함께 김선 , 임

헌익, 김선 , 최명수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이규남⋅김 춘⋅강홍

식⋅김해송⋅ 옥⋅이해연⋅복혜숙⋅이애리수⋅강석연 등도 함께 활

동했는데, 강홍식과 채규엽을 자사의 들보격 가수로 선 하고 있는 

고가 자주 보인다. 

장유정 주경환 편. 2013. 조 출 집 1 조명암의 가요, 소명출 사: 273.

23)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앞의 책 1권, 한걸음더: 470. 음반 콜럼비아 코드 

40508 ≪서울노래⋅홍루원≫(조명암사, 안일  곡/김안서 사, 안일  곡, 1934. 

4)의 가사지.

24)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앞의 책 1권. 한걸음더: 47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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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6월 콜럼비아 코드사가 선(全鮮) 9도시 콩쿠르 회를 열

었다. 이 회를 통해 신  가수로 나타난 이가 고복수이다. 하지만 그

는 채규엽, 강홍식 같은 인기 남성가수가 건재 한 탓에 가요 취입의 기

회를 좀처럼 얻지 못했다. 그 틈에 오 코드사의 이철이 맹렬히 고복

수에 근해 그를 스카우트해 갔다. 오 코드사로 온 고복수는 입사 

제1회 작품으로 유행가 ≪이원애곡⋅타향≫( 릉인 시, 손목인 곡, 오

코드 1677-A/B, 1934. 5)을 발표했다. <타향>은 만인의 애창 유행가

가 되며 곡목이 <타향살이>로 바 고, 고복수의 상표가 되었다. 작곡가 

손목인과 콤비가 된 고복수는 연달아 <휘 람>( 릉인 사, 손목인 곡), 

<사막의 한>( 릉인 작시, 손목인 작곡), <짝사랑>(박 호 시, 손목인 

곡) 등을 크게 히트시키며 오 코드사의 간 스타, 우리나라 표  

코드가수로  앞에 섰다. 

이 때 채규엽은 요들송도 불 다. 콜럼비아 코드사 신인가수 발굴 

콩쿨 회의 정일경(1  입상), 조 자(2  입상) 그리고 안일 와 함께 

재즈곡 <사랑의 유 이티>, <사랑의 랑데부>를 그 게 부른 것이다. 

재즈 코러스 음반 ≪사랑의 유 이티⋅사랑의 랑데부≫(김동진 작사, 

奧山貞吉 편곡/김동진 작사, 衫田良造 편곡, 콜럼비아 코드 40529-A/B, 

1934. 7)에 실려 있다.

이 무렵 생활면에서 채규엽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다. 도쿄 

주오음악학교 조교수로 있으면서 1934년 10월 처자가 있는 몸이 자신

을 흠모하는 소녀와 스캔들을 일으켜, 열다섯 살 다방 아가씨로부터 결

혼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25) 

하지만 가수 채규엽으로서의 인기는 여 히 유지하려 노력했다. 

1935년 1월 <순풍에 돛 달고>(서두성 사, 古關裕而 곡. 콜럼비아 코드 

40591-B, 1935.1)를 일본어반을 겸하여 내놓았다. 이 노래는 강홍식의 

25) 박찬호. 2009. 앞의 책, 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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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동이 터 온다>와 한 음반에 수록되어 있다. 히트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소개한 <홍루원>과 <먼동이 터 온다> 모두 일본 번안곡이다. 

채규엽과 강홍식의 노래들이 계속 히트하면서 콜럼비아 코드사는 

다른 코드사의 추종을 불허하다시피한 매고를 올린 것으로 한

다. 이해 5월 채규엽은 유행가 ≪ 물의 부두≫(조명암 시, 김  작

곡, 仁木他喜雄 편곡, 콜럼비아 코드 40612-A)를 발표했다. 해당화가 

비에 젖는 부두에서 가신님을 기다리는 애 함이 잔잔히, 물지게 울

려 퍼지는 노래이다.

한 편에서는 이애리수가 서정소곡 <황성의 . 뒷날 곡명이 황성옛터

로 바뀜>(왕평 작사, 수린 작곡, 1932년 4월)으로, 고복수가 유행가 

<타향살이>로, 이난 이 지방 신민요 <목포의 물>(문일석 작사, 손목

인 작곡, 1935년 8월)로 한국 가요의 본격 인 발달을 도모해 나아

갔다.

당시 삼천리지에서 1934년 12월부터 1935년 9월까지 을 상

로 코드가수 인기투표를 실시해 5회에 걸쳐 그 결과를 발표한 이 

있다. 그 결선 투표 결과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26)

남가수 입선 5씨 여가수 입선 5씨

1위 채규엽(콜럼비아레코드) 1,844표 1위 왕수복(포리돌레코드) 1,903표

2위 김용환(포리돌레코드) 1,335표 2위 선우일선(포리돌레코드) 1,166표

3위 고복수(오케레코드) 674표 3위 이란영(오케레코드) 873표

4위 강홍식(콜럼비아레코드) 468표 4위 전옥(포리돌레코드) 387표

5위 최남용테평레코드) 333표 5위 김복희(빅타레코드) 348표

26) 삼천리사. ｢ 코드가수 인기투표 결선발표｣, 삼천리지, 1935. 10.: 378-379. 이동

순. ｢이동순의 가요이야기 2. 두 얼굴을 가졌던 최 의 직업 가수, 채규엽(하)｣, 

 남일보, 2007. 3. 8.에서는 김용환의 득표수 1,335표를 1,355표로, 고복수의 

득표수 674표를 647표로, 등외의 이상춘을 이상일로 잘못 소개했으며 여가수 등외 

명단에 조 자를 락했다. 장유정. 근  가요의 매체와 문화, 소명출 사, 

2012. 12. 299.에는 1회 – 5회까지의 여가수들 득표 결과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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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수 차 에 김 길, 윤건 , 이일남, 임헌익 등외로 김해송⋅김주

호⋅김일송⋅이상춘 등이 올라 있다. 여가수 차 자로 강석연, 이애리

수, 김선 , 최창선, 손 홍 그리고 등외에 라선교⋅최명주⋅ 최연연⋅
강남향⋅조 자⋅김정숙⋅미스코리아⋅남궁선⋅박부용⋅한정희⋅
김연월⋅안명옥⋅윤옥선⋅장일타홍⋅이은 ⋅심옥천 등의 이름이 올

라 있다. 5회 투표까지 계속 부동의 1 를 고수한 남가수는 채규엽이다. 

유행가가 코드를 통해 강렬한 력을 가진 문화로 되기 

시작하던 이 시기에 당 인들의 유행가에 한 심도와 달 매체의 

형편, 가수들의 인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5. 채규엽, 오케레코드사로 전속사를 옮기다

콜럼비아 코드사 가수 채규엽의 명성이 높아지니 여타 코드회사

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가수 스카우트의 귀재라 할 수 있는 오 코드

사 경성지 장 이철이 상력을 발휘했다. 1936년 1월에 ≪희망의 종이 

운다⋅고향에 님을 두고≫(유도순 사, 기  곡/이하윤 사, 原野爲二 
곡, 콜럼비아 40654-A/B)을 낸 채규엽이 2월에 오 코드사에서도 노

래를 취입한 것이다. 채규엽은 오 코드사 입사 제1회 야심 역작반으

로 ≪울며 새우네⋅한 많은 몸≫( 릉인 시, 손목인 곡, 채규엽 노래, 

오 코드 7001-A/B, 1936. 2)을, 3월에는 ≪무지개 설음⋅서  마

음≫(高賀政男 곡, 오  7002-A/B, 1936. 3)을 내었다.27) 

이 해 3월 신보 고에서 오 코드사는 “반도유행가의 선구자 채규

엽 군 입사 제2회 거탄”, “시일이 지날수록 쇠할  모르는 씨의 인기! 

씨는 과거에 막한 조선 코드계를 필마로 선구한 의 공로자이

면서 장래 노래 조선의 불멸탑을 건설할 제일인자입니다.……”라 하고 

27)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앞의 책 3권. 한걸음더: 126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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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때의 오 코드사 신보에서는 “채규엽 입사 기념호”라는 수식어

를 종종 읽을 수 있다. 심지어 고복수의 ≪무 진 ⋅설움을 잊으려

고≫(차몽암 사, 염석정 곡, 고복수 노래/오 문 부 시, 손목인 곡, 한

정옥 노래, 오 코드 1852) 음반 소개에도 “채규엽 입사 기념호” 라는 

문구를 붙 다. 고복수 노래를 선 하면서 “채규엽 입사 기념호” 라는 

수식어를 쓴 것이다. 다른 가수의 창시조 ≪장화홍련 애통편 상⋅하≫
( 릉인 편, 오비치 노래, 오 코드 1859, 1936. 2) 음반에서도 그랬다. 

콜럼비아 코드사와 오 코드사 간에 소송이 일어났다. 결국 채규

엽은 콜럼비아 코드사로 복귀했다. <울며 새우네>는 6월에 고복수가 

오 코드사에서 리바이벌하기도 했다.28) 이 노래를 가지고 고복수는 

8월에 납량방송 출연까지 했다. 

1936년 6월 채규엽은 유행가 ≪물새야 왜 우느냐≫(이하윤 작시, 竹
岡信幸 작곡, 奧山貞吉 편곡, 콜럼비아 코드 40685-A)를 발표했다. 음반 

고에 상문으로 과제를 내어 축음기를 상품으로 주며 ‘특별발매’ ‘인

기비등 상 코드’로 매하 다. ‘콜럼비아 최근의 힛트반’ ‘유행가 특

선반’이라 선 하며 채규엽의 콜럼비아 코드사에서의 재기를 노린 것

으로 보인다.29)

같은 해 8월에 손기정 선수가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

을 때 채규엽은 ≪마라손 제패가≫(문 부 작시, 古關裕而 작곡, 奧山
貞吉 편곡, 콜럼비아 코드 40733-B, 1936. 10)를 불 다. A면에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소감 ‘우승의 감격’을 육성으로, B면에 채규엽의 

‘마라손 제패가’가 일본육상경기연맹 감수 하에 실려 있다.30) 

28) 음반 ≪울며 새우네⋅ 소식≫( 릉인 시, 손목인 곡, 고복수 독창/ 릉인 시, 

김해송 곡, 고복수⋅이난  합창, 오 코드 1881-A/B, 1936. 4)에 담아냈다. 

29)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앞의 책 1권, 한걸음더: 765-769.

30) 매일신보 1936. 10. 21, 조선일보 1936. 10. 21.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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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가 낳은 마라톤의 두 용사 우승 빛나는

즐거웁다 이 날이여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 공  크도다

손기정과 남승룡 찬양의 높은 소리를 세상에 떨치 나

세계서 뽑힌 수십 맹장 하나 둘 다 물리치니

즐거웁다 이 나리여 지은 기록 장하도다 월계  차지한

하늘이 주신 팔다리에 굳세인 의지의 결정

즐거웁다 이 날이여 노래마  춤을 추자 그  길도다.

* 띄어쓰기  어 표기 필자

- 행진곡 <마라손 제패가>(일본육상 경기연맹 감수, 문 부 작시, 古
關裕而 작곡, 채규엽 취입, 콜럼비아 코드 40733-B)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남승룡 두 마라톤 선수의 선 (善戰) 감격을 

보 하고자 한 음원이다. 서울 종로에 있는 일본축음기주식회사 조

선 업소 태평 코드사에서도 손기정이 취입한 ≪마라손 왕≫음반을 

발매하 다.

이 무렵 채규엽은 사기 의로 평북 선천경찰서에 체포된 행 을 보

다.31) 하지만 가요인으로서는 건재함을 보이려 무척 노력했던 것으

로 보인다. 유행가 ≪명사십리≫(장재성 작시, 竹岡信幸 작곡, 服部良一 
편곡, 콜럼비아 코드 40770, 1937. 7)를 발표했다.

이때에 뒷날 한국 가요계에서 가요황제라 일컫게 되는 남인수(호

명 강문수)가 등장한다. 그는 1936년 8월 시에론 코드사에서 < 물의 

해 >(김상화 작사, 박시춘 작⋅편곡, 시에론 코드 2003, 1936.8)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떼더니, 12월에 오 코드사 속으로 ≪돈도 싫소 

사랑도 싫소⋅범벅 서울≫(오 코드 1934, 1936. 12)를 발표, 재데뷔 

의 책 1권, 한걸음더: 823-824.

31) 1937년 5월에 발생한 일이다. 박찬호. 2009. 앞의 책: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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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남인수는 이듬해 1월 ≪애수의 소야곡≫(이노홍 작시, 박시춘 작⋅
편곡, 오 코드 12080, 1938. 1)을 발표함으로써 가요계를 요동치게 

한 것으로 한다. <꼬집힌 풋사랑>, <울며 헤어진 부산항>, <항구마다 

세더라>, <서귀포 칠십리> 등의 히트곡을 연달아 터뜨렸다. 이때부

터 채규엽의 인기도에 동요가 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구, 남인

수의 형님뻘인 고복수의 기세는 채규엽의 인기하락에 결정  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남인수⋅박시춘 콤비의 히트곡 연타는 채규엽의 인기 

하락을 부추기는 결정  요인이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채규엽은 의 일류 기생 한선월에게서 빌린 돈으로 

자칭 콜럼비아악단을 조직, 무명가수들을 모아 흥행을 시도했으나 성

공하지 못했다. 빌린 돈을 못 갚자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구속되기도 했다.32)

가요계 한편에서 김정구가 만요 <왕서방 연서>(오 코드 12092. 

1938. 2), 유행가 < 물 젖은 두만강>(오 코드 12094. 1938. 2)를 가

지고 부상했다. 원래 김정구는 1936년 4월 뉴코리아 코드사에서 만요 

<3번통 아가씨>(박고송 사, 김용환 곡, 김정구⋅최선 노래, 뉴코리아-임

03)로 데뷔했지만,33)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1937년 2월 오

코드사에서 <항구의 선술집>(박 호 사, 박시춘 곡, 오 코드 

1950)으로 재출발한 후 <총각 진정서>, <맹화 폭풍>, <바다의 교향시> 

등을 히트시키면서 가요계의 총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38년 9월 채규엽은 제주도 외로운 섬살이에서 육지의 정든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문허진 오작교≫(이하윤 작사, 문 부 편곡, 채규엽 

노래, 콜럼비아 코드 40827)를 발표했다. 

32) 이장순. 2011. ｢최 의 직업 유행가 가수 채규엽｣ 이장순의 이야기로 쓰는 한국

가요사. 월간 < 라도 닷컴> 2011년 10월호 재인용.

33) 박찬호. 2009. 앞의 책: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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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규엽, 태평레코드사로 전속사를 옮기다

1938년 여름부터 자 난에 허덕이던 태평 코드사가 자 의 힘을 얻

어 재기하려 할 때다. 11월에 회사 재기의 일환으로 몇 명의 가수를 

입하게 다. 채규엽을 비롯한 박향림⋅남일연⋅송기옥 등이 복귀  

입되었다. 당시 매일신보  조선일보는 이 게 선 하고 있다.

호화 태평 코드의 웅비

신취입⋅12월  국 발매

반도 가단을 휩쓸은 세기의 총아⋅일류명가수 총등장

무  속 채규엽⋅박향림⋅남일연⋅송기옥

장하다, 황홀하다 어마어마하고 통쾌하다.

유행가의 신역사는 여기서 생긴다. …….

만년 가수 채규엽군의 재출발…….

- 매일신보, 조선일보의 태평 코드사 고 1938. 11. 14.~15.34)

태평 코드사에서 채규엽은 유행가 ≪북국 오천키로≫(박 호 사, 

무 인 곡, 채규엽 노래, 태평 코드 8600, 1939. 1)를 출반했다. 음반의 

고에 “만년가수 채규엽군의 재출발”이라는 문구가 주목된다. 이 음반 

고에서 그는 박향림⋅남일연⋅송기옥과 함께 입의 입장을 이 게 

밝히고 있다.

“나는 노래의 동(狂童)이다. 노래는 나의 무기며 명 다. 나의 노래

에 한 참된 열정과 공부는

인제부터다. 태평 코드를 통하야 나는 그것을 표 할 결심이다”35)

34)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앞의 책 4권, 한걸음더: 1050-1051. 고에는 이러하

지만 남일연은 실제로 이 을 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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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엽이 두 번째로 속사를 변경하며 재기에 안간힘을 쏟은 것이

다. 이때는 일제가 만주국을 건설하여 피란민, 이주민이 유입돼 만주국

의 인구가 폭증할 때다. 조선인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의해 만주로 이

민을 간 사람이 많았다. 유랑, 피란 이민과는 성격이 달랐다. 채규엽이 

<북국 오천키로>로 이를 변한 것이다. 

1. 길은 오천 키로 청노새는 달린다 

이국의 하늘가엔 님자도 없이 흐드겨 우는 칸데라

뻬치카 둘러싸고 울고 갈닌 사람아 

니 야 올흐냐 니 야 올흐냐 꿈도 슬  타국길 

2. 챗죽에 무 지는 보라가 섧구려 

연지빛 황혼 속에 지향도 없이 울면서 도는 청노새 

심장도 타고 남은 속 없다 첫사랑 

니 야 옳으냐 니 야 옳으냐 달도 운다 타국길 

3. 잔 들어 나  사랑 지평선은 구슬퍼 

거리가 가까웟다 모스도와야 키타야스카 좋구나

달 뜨는 쎈토라루 펄 이는 옷자락 

니 야 옳으냐 니 야 옳으냐 별도 떤다 타국길

- <북국 오천키로>(박 호 사, 무 인 곡, 채규엽 노래. 1939.1)

겨울 만주의 지평선을 달리는 이민의 슬  사연이 함축돼 있다. 채규

엽이 이 노래를 매우 처연하게 불러 의 존경심까지 모았다고 한

다.36) 가요 <북국 오천키로>는 후배 가수 남인수 백년설 이인권 등이 

35) 한국음반아카이 연구단. 앞의 책 4권, 한걸음더: 1051.

36) 이동순. <우리나라 최 의 아이돌, 채규엽의 두 얼굴>, 이동순 교수의 가요이야기 

시리즈, 조선뉴스 스, 2013.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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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본으로 삼았으며, 코드회사 주최 신인가수 선발 콩쿠르 회의 지

정곡으로 자주 등장하곤 했다. 

이 무렵 가요계에 백년설(본명 백창민)이 등장한다. 그는 태평 코드

사의 채규엽⋅박향림⋅미스 코리⋅김추월 등이 노래 취입차 도일(渡
日)하는 여정에 합류해 1938년 12월 일본에서 문 부장 박 호의 감독 

아래 <유랑극단>을 취입했다. 1939년 1월 ≪유랑극단≫(박 호 사, 

기  곡, 태평 코드 8602)을 출반하며 그는 가요계에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이 노래의 리듬은 물론 선율과 반주, 가수의 음색까지 채규엽

의 <북국 오천키로>를 매우 닮아 있다. <북극 오천키로>가 단지 템포만 

좀 더 빠를 뿐 백년설의 음색과 창법은 채규엽 것과 매우 유사하다. 

백년설은 1939년 6월에 ≪마도로스 수기≫(처녀림 사, 이재호 곡, 태

평 코드 8633), 12월에 ≪일자일루≫(유도순 사, 기  곡, 태평 코

드 8656)를 발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채규엽은 태평 코드사에서 5월

에 ≪국경의 등불≫(유도순 사, 기  곡, 태평 코드 8629), 6월에 

≪ 이  애상≫(천마토 사, 김교성 곡, 태평 코드 8633), 9월에 ≪제

2유랑극단≫(이고범 사, 기  곡, 태평 코드 8643) 등을 속속 출반했

다. 하지만 <제2 유랑극단>이 히트했을 뿐 콜럼비아 코드사 속 시

의 인기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가요사에는 한다. 백년설⋅이

재호가 콤비가 되어 회사의 들보격으로 활약하는 반면, 채규엽은 태

평 코드사에서도 제 콤비 작곡가를 두지 못했다. 

1939년 여름 태평 코드사에 ‘13도 신인가수 항 콩쿨  왕자’라는 

수식어를 지닌 진방남(본명 박창오)이 가요계에 나타난다. 신인가수 발

굴을 겸해 제1회 코드 술상 경연 회에서 우승한 진방남은 백년설

과는  다른 음색을 지녔다. 그는 ≪잘 있거라 항구야≫(천아트 작사, 

이재호 작곡, 태평 코드 8676, 1940. 6), ≪불효자는 웁니다≫(김 일 

작사, 이재호 작곡, 태평 코드 8678. 1940. 7), ≪마상일기⋅세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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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조경환 작사, 홍갑득 작곡/불사조 작사, 무 인 작곡, 태평 코드 

3012, 1940. 12), ≪고향만리 사랑만리≫(박 호 작사, 이재호 작곡, 태

평 코드 5018, 1941. 11), ≪꽃마차≫(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 태평

코드 5032, 1942. 4) 등으로 가수 역량을 발휘해 나왔다.37)

채규엽⋅백년설⋅진방남⋅백난아 등을 거느린 태평 코드사는 이

인권⋅남인수⋅김정구⋅장세정 등을 거느린 오 코드사와 코드

계의 2강으로 성장세를 굳  나아갔다. 하지만 채규엽의 인기도는  

같지 않았다. 콜럼비아사 시 의 인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고 한다.

1939년 10월 채규엽은 일본 태평 코드사에서 사하쿠 슈지(佐伯周二)

라는 이름으로 ≪ 해야곡≫(태평 코드 일본반 1939. 10)을 취입하며 

일본에서 재데뷔를 시도했다.38) 하지만 그는 이미 국내 가요계의 큰 

별로 떠오른 고복수, 남인수, 백년설, 진방남 등의 인기에 려 으

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채규엽 1인 독주시 가 물어 가고 

있었다.

7. 채규엽, 포리돌레코드사로 또 전속사를 옮기다

채규엽은 1939년 12월 속사를  포리돌 코드사로 옮겼다. 여기

서 재기의 안간힘을 담아 유행가 ≪마음의 연가⋅바닷가의 추억≫(왕

평 작사, 창약 작곡/고마부 작사, 채규엽 작곡, 채규엽 노래, 포리돌 코

드 X642-A/B, 1939. 12)을 발표했다. <마음의 연가>에는 일본의 세계  

37) 가수 진방남은 1942년 <꽃마차> < 두리 20년> <목탄차 여정> 등을 작사해 발표

하면서부터 태평 코드 문 부의 김교성, 기 , 이재호 작곡가로부터 작사가로 

인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반야월(半夜月)이란 필명으로 작사에 주력해 이후 더 크

게 성공했다. 생애 700~800 곡의 작사 작품을 남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8) 박찬호. 1992. 한국가요사, 암사: 213. 박찬호. 2009. 한국가요사 1, 미지북

스: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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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다나카 키 요(田中絹代)의 사를 넣었다. 이 노래는 1940년 5

월 ≪흘러간 연가≫(왕평 작사, 鳥口 작곡, 채규엽 노래, 포리돌 코드 

X8001-A)로 속편이 나오기도 했다.

1940년 벽두 채규엽은 폴리돌 코드사에서 ≪비오는 요코하마≫(포

리돌 X647-A, 1940.1), ≪피서지의 추억≫(포리돌 X648-B, 1940.1)를 발

표했다. 하지만 이미 가요작가와 가수 진용이 흩어진 폴리돌 코드사

에서 그의 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월, 5월에는 

태평 코드사에서 ≪마도로스 발길⋅ 은 청춘의 향기다≫(이서구 작

사, 和田健 작곡/이서구 작사, 기  작곡, 태평 코드 8672-A/B, 1940. 

4), 포리돌 코드사에서 ≪북국의 나그네≫(왕평 작사, 江口夜詩 작곡, 

채규엽 노래, 포리돌 코드 X8001-B, 1940. 5)를 발표했다.

이즈음 백년설의 ≪나그네 설움≫(조경환 작시, 이재호 작곡, 태평

코드 8665-A, 1940. 2), ≪번지없는 주막≫(처녀림 작사, 이재호 작곡, 

태평 코드 GC-3007 A, 1940. 8)과 진방남의 <불효자는 웁니다>(1940. 

7)는 국 인 선풍을 일으키며 가요계의 도를 바꿔간 것으로 가요계 

도가 분석된다. 

채규엽은 작사가 겸 연기자인 왕평, 가수 윤건 ·신카나리아·김정

애 등과 함께 “포리돌악극단” 활동도 했다.39) 1940년 7월 포리돌 코드

사 문 부장 왕평이 타계했을 때 신카나리아·이남순 등과 함께 속 

가수로서 추도무 에 출연했다. 이 해에 포리돌 코드사에서 화 <지

원병>의 주제가 가사를 일반에 공개 모집하여 두 곡을 만들었는데(재조

선 일본인 작사), 채규엽이 일본 가수 우치다 에이이치, 마스다 나오미

와 함께 노래를 취입했다.40) 물론 군국가요 다.

39) 박찬호. 2009.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554. 원래 “포루도루실연단”으로 1940년 

4월부터 공연을 시작한 악극단이었다.

40) 박찬호. 2009. 앞의 책: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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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쟁 발발로 시 체제에 돌입되자 물자가 궁핍해져 코드 

생산이 단되다시피 했다. 한국 가요사에서는 이때부터 8·15 해방 때

까지를 우리 가요의 수난기 는 암흑기라 부른다. 포리돌 코드사는 

1940년 5월 속요 ≪황해산념불/마 라타령≫(김주호/선우일선 노래, 

polydor X9002) 취입을 끝으로 회사 문을 닫았다. 이후 일시 으로 

동아라는 상호로 약간의 음반을 내었는데, 를 들면 가수 구성진의 

≪삼각산 손님≫(조경환 작사, 조 환 작곡, 동아 polydor 19604, 

1943. 8)이 이 게 나온 음반이다. 1943년 7월에 나온 최규엽의 ≪감격

의 곡⋅사나희 길≫( 동아 polydor 19601)도 그 의 하나이다. 이 곡

이 채규엽의 남한에서의 마지막 취입곡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 해에 가

요계 은퇴를 선언하고 일본 육군에 지원한 것으로 한다.41) 신출귀몰

하듯 한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후 8⋅15 해방까지 채규엽의 공식 인 가요활동상은 나타나 보이

지 않는다. 8⋅15 해방 이후 친일  응징이 시작되자 반민특 의 추

을 피하기 해 충남 논산의 시골에 숨어 정미소를 운 하기도 했으며, 

서울에서 흥행사를 운 했는데 과도한 투자로 부도가 나 구속 수감되

기도 했다.42) 최남용, 남인수, 백년설 등이 무료출연 공연으로 채규엽 

돕기 운동도 벌 다. 최남용의 지원으로 재기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

았다. 창경원에서 열린 야외공연에 출연, 군 문단을 조직해 활동하기

도 했다.

1949년 늦가을 채규엽은 서울에 가족을 남겨 둔 채 홀로 월북했다. 

연상 그는 배우 황해(본명 홍구)의 매제이며 가수 록의 고모부

이다. 일본 유학 친구인 작곡가 이면상(본명 이운정; 표곡 <울산 큰애

기>. 당시 북조선문 총 음악동맹 원장)과 이규남(본명 윤건 , 다른 

41) https://ko.wikipedia.org/wiki. 2019/03/25.

42) 이동순. 2013.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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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임헌익; 표곡 <진주라 천리 길>)을 찾아 간 것으로 본다. 6⋅25 

쟁  월남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요계 인사들에 의하면, 채규엽

이 남한에서와 같은 가치 으로 북한에 살다가 두만강 끝 어느 탄 으

로 끌려간 뒤 사망했다고 한다. 한편으론 친일 로 몰려 사살되었다는 

설도 있다. 북한에서는 1949년 12월 함경남도 함흥시 삼일동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한다.43)

8. 마무리

한국 가요 요람기의 가수 채규엽은 남한에서 잘 알려 있지 않다. 

채규엽의 이력과 음악활동, 그의 가요사  업 에 해 연구된 논문은 

보지 못했다. 그에 해서 온·오 라인선상에 단편 인 언 이 산재

할 뿐이다. 남한에서의 자료로나마 최 한 수집하여 그의 가요사  활

동을 종합 으로 정리해 보았다.

1920년  반~1930년  반에 노래를 취입한 주요 가수로 김추

월⋅김산월⋅도월색⋅백목단⋅이 산홍, 윤심덕, 이정숙, 채규엽, 이

경설, 복혜숙, 이애리수, 강석연, 석 성 등이 있었다. 강홍식, 선우일

선, 김용환, 최남용, 노벽화, 이은 , 이규남, 유종섭, 남일연, 이난여, 

왕수복, 신카나리아의 활약도 컸다.

이들  권번의 김추월⋅김산월⋅도월색⋅백목단⋅이 산홍은 

소리, 잡가, 민요를 불 다. 이정숙, 복혜숙, 이애리수, 강석연, 이경설, 

석 성은 유행가를 불 다. 유행가를 문으로 부른 주요 남자가수로 

채규엽(1930년 1월 데뷔), 고복수(1934년 6월 데뷔), 김정구(1936년 4월 

데뷔), 남인수(1938년 1월 공식 데뷔), 백년설(1939년 1월 데뷔) 순으로 

성기를 보낸 것으로 연구된다. 채규엽은 성악가, 교사, 작사가, 작곡

43) 최창호 지음/강헌 해설. 2000. 민족 수난기의 가요사, 일월서각: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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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최 의 유행가 업가수이며, 일본에 진출한 최 의 한국 가

요 가수다. 한국 가요사 요람기에 콜럼비아⋅시에론⋅오 ⋅태

평⋅포리돌 코드사 등에서 210여 곡을 남긴 최 의 싱어송라이터다.

하지만 그는 속의식과 국가에 한 정체성이 희박했다. 일본어 이

름을 두 개 가졌으며 생애 말년에 남한에 가족을 두고 홀로 월북했다. 

여러 코드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콤비 가요작가를 두지 않고, 자신의 

가요 부분을 고가 마사오(高賀政男)⋅오쿠야마 데이키치(奧山貞吉)⋅
고세끼 유우지로(古關裕而)⋅다 오카 노부유키(竹岡信幸)⋅에구  야

시(江口夜詩)⋅스기다 료죠(衫田良造)⋅니키 타키오(仁木他喜雄) 같은 

일본 작곡가와 합작 생산했다. 그가 보 한 가요는 엔카풍의 노래, 일본 

번안가요가 부분이다. 

생활면에서 스캔들, 결혼   사기, 고소로 구속, 사업상 부도, 

일본 육군 지원, 자기도취 인 돌출 행  등의 부정  이미지로 인하여 

한국 가요사에 도외시 되어 있다. 아직도 남한에는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에 한 정설이 없다. 한국 최 의 유행가 업가수 채규엽

의 가요인생을 두고 막연히 신비화함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장차 그에 

한 폭 넓은 연구물이 나오길 기 하며 본 연구가 본격 인 채규엽 

연구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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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엽(蔡奎燁) 연보

1906년 함경남도 함흥시 삼일동에서 출생함.

1915년 원산 학교 재학  모기윤과 독일인 모이기르크 교사

로부터 노래와 음악을 배움.

1926년 일본 오사카(大阪)음악학교 연구과에서 공부함.

1928년 일본에서 조선 로 타리아 술동맹 동경지부가 결성

될 때 음악부 원으로 피선됨. 

5월 YMCA 강당에서 바리톤 독창회를 엶. 

극단 “토월회”와 “취성좌”에 막간 가수로 출연함.

귀국하여 서울 근화여자학교와 경성미술학교에서 교

사로 근무함. 

1930년 1월 콜럼비아 코드사 티에서 일본의 나니와부시(浪花
節)를 부름. 경성지사장 핸드포드로부터 조선어 유행

가 녹음을 권유받음.

콜럼비아 코드사에서 화 주제가인 유행가 ≪아리

랑⋅세 동무≫(콜럼비아 코드사)를 채동원(蔡東園)이

란 이름으로 발표함. 

3월 콜럼비아 코드사 속 제7회 신보로 유행가 ≪유랑인

의 노래⋅  노래 부르자≫(채규엽 작사, 채규엽 작곡/

서수미례 작사, 김서정 작곡, 콜럼비아 코드사)를 발

표, 직업가수로 공식 데뷔함. <유랑인의 노래>에서는 

작사, 작곡, 가창하며 싱어송라이터로의 면모를 보임.

1931년 월 일본 도쿄 앙음악학교 본과 3학년에 가수  유학생 

신분으로 편입함.

이승학, 이면상과 동기생이 되어 수학, 2년 후 졸업함.

8월 일본에서 <술은 물일가 한숨이랄가>를 일본어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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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함.

1932년 1월 재즈 ≪댓스 오 (That’s OK)≫, 유행소곡 ≪종로 네거

리⋅북쪽으로≫, 민요 ≪흥타령⋅개성난 가≫(콜럼

비아 코드사)를 부름.

2월 유행소곡 ≪술은 물일가 한숨이랄가⋅희망의 고개

로≫(콜럼비아 코드사)을 번안하여 한국에서도 발표함.

7월 동요 <오양간 아가씨>(콜럼비아 코드사)를 부름.

8월 하세가와 이치로(長谷川一郎)라는 일본 이름으로 동경

에서 당시 일본 제1의 여가수 아야와 노리코와 함께 

<아리랑의 노래>⋅<방랑의 노래>를 일본어로 취입함.

1933년 1월 ≪조선 아가야⋅달내 캐는 아가씨≫(콜럼비아 코드

사)를 부름.

4월 유행가 ≪나의 사랑아⋅ 물의 고개로(신아리랑)≫
(콜럼비아 코드사)를 발표함.

10월 서울 공화당음악회에 콜럼비아 코드 속 김선 , 임

헌익, 안일 , 김선  등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해 노래함.

가을 3년 만에 귀국하여 각지에서 ‘채규엽 귀향 환 음

악회’를 엶.

1934년 1월 특별신보로 ≪ 자의 노래≫(유도순 작사, 이면상 작

곡, 콜럼비아 코드사)를 발표하여 사회 으로 큰 반

향을 불러일으킴.

4월 동아일보 당선 가사의 <개작 서울노래>(조명암 사, 안

일  곡, 콜럼비아 코드사)를 부름.

7월 재즈 <사랑의 유우 이티>(콜럼비아 코드사)를 요들

송으로 부름.

1935년 1월 <순풍에 돛 달고>(콜럼비아 코드사)를 일본어반을 겸

하여 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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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엽과 강홍식의 히트곡이 지속 으로 양산되어 콜

럼비아 코드사가 타 코드회사의 추종을 불허하는 

듯한 매 실 을 올림.

10월 삼천리지 종합 집계 ‘ 코드가수 인기투표 결선 발

표’에서 남자가수 부문 인기 1 에 오름.

1936년 2월 오 코드사로 속사를 옮김.

2월 오 코드사 입사 제1회 역작반으로 ≪울며 새우

네⋅한 많은 몸≫(오 코드사)를 발표함. 

3월 오 코드사 입사 제2회 작품으로 ≪무지개 설음⋅
서  마음≫를 발표함.

6월 유행가 <물새야 왜 우느냐>(콜럼비아 코드사)를 발표함.

10월 손기정 선수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기념음

반 ≪마라손 제패가≫(문 부 작시, 古關裕而 작곡, 奧
山貞吉 편곡, 콜럼비아 코드사)를 취입함.

1937년 7월 유행가 <명사십리>(콜럼비아 코드사)를 발표함. 

1938년 9월 유행가 <문허진 오작교>(콜럼비아 코드사)를 발표함.

11월 태평 코드사로 속사를 옮김.

1939년 1월 재출발을 다짐하며 야심반으로 ≪북국 오천키로≫(태

평 코드사)를 냄.

9월 가요 <유랑극단>을 소설화하여 탄생한 유행가 <제2 유

랑극단>(이고범 사, 기  곡, 태평 코드사)을 내놓음.

10월 일본 태평 코드사에서 사하쿠 슈지(佐伯周二)라는 이

름으로 ≪ 해야곡≫(태평 코드 일본반)을 취입하며 

일본에서 재데뷔를 시도함.

12월 속사를  포리돌 코드사로 옮김.

유행가 ≪마음의 연가⋅바닷가의 추억≫(포리돌 코

드사)를 냄.



340   통권 24호 (2019년 하반기)

1940년 1월 <비 오는 요코하마>, <피서지의 추억>(포리돌 코드

사)을 발표함. 

4월 ≪마도로스 발길⋅ 은 청춘의 향기다≫(태평 코드

사)를 발표함.

윤건 , 왕평, 신 카나리아, 이정숙 등과 함께 ‘포리돌

악극단’에서 활약함. 포리돌 코드사에서 화 <지원

병>의 주제가 가사를 일반에 공개 모집하여 두 곡을 만

들었는데, 일본 가수 우치다 에이이치, 마스다 나오미

와 함께 노래를 취입함.

5월 <북국의 나그네>(포리돌 코드사)를 취입함.

7월 포리돌 코드사의 문 부장 왕평이 타계하자 신카나

리아, 이남순 등과 함께 속 가수로서 추도무 에 출

연함.

1943년 7월 ≪감격의 곡⋅사나희 길≫( 동아, polydor 19601)를 

취입함.

은퇴를 선언하고 일본 육군에 지원함.

1949년 가을 서울에 가족을 둔 채 홀로 옛 친구인 작곡가 이면상과 

가수 이규남을 찾아 월북함.

12월 북한에서의 기록에 의하면 함경남도 함흥시 삼일동 자

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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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엽 가요의 음반 목록 

발표연월 곡종 곡명
작⋅역

사자

작⋅(편)

곡자
가수 음반회사 음반번호

1930. 01 유행가 아리랑/ 세 동무 채동원 콜럼비아 40070-A/B

 03 유행가
유랑인의 노래/ 

봄 노래 부르자

채규엽/ 

서수미례

채규엽/

김서정
채규엽 콜럼비아 40087-A/B

1931. 08 유행가
술은 눈물일가 

한숨이랄가
高賀政男 채규엽 콜럼비아 (일본어판)

 09 독창
군인행진곡/ 

사랑의 째즈
채규엽 이글 k847

 11 재즈송
에로와 구로/ 

모던 사랑

채규엽/ 

강석연
콜럼비아 40264-A/B

가극 레코드카페(상⋅하)

김영환/

강석/

김선초/

채규엽

콜럼비아 40266

1932. 01
유행소

곡
댓스 오케 홍로작 일본 곡

채규엽/

강석연
콜럼비아  40269-A

유행소

곡

종로 네거리/ 

북쪽으로

김동환/

채규엽

정순철/

衫田良造 채규엽 콜럼비아 40270-A/B

민요 흥타령/ 개성난봉가 (문예부)
채규엽/

강석연
콜럼비아 40271-A/B

 02

재즈소

패/유행

민요

부세/ 아리랑
채규엽/

채규엽

채규엽/

(채규엽)

이명진/

高坂幸子
시에론 51-A/B

 
유행소

곡

술은 눈물일가 

한숨이랄가/ 희망의 

고개로[번안곡]

高賀政男/ 

高賀政男
채규엽/

채규엽
콜럼비아 40300-A/B

 

민요/

유행소

곡

님 생각/ 누가 그를 

그럿케 햇나

경성문

예부 
채규엽 콜럼비아 40301-A/B

유행소

곡
뜬 세상/ 봄타령 /김서정 /김서정

채규엽⋅
김선초/

채규엽⋅
강석연

콜럼비아 40305-A/B

 05

바리톤

독창/민

요

대동강/ 도라지 타령

채규엽/

채규엽⋅
김선초

콜럼비아 40307-A/B

유행소

곡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몰라요

채규엽⋅
김선초

콜럼비아 40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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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연월 곡종 곡명
작⋅역

사자

작⋅(편)

곡자
가수 음반회사 음반번호

 07 난센스
바람쟁이 

전차차장(상⋅하)
채동원 콜럼비아 40321-A/B

독창

(동요/

유행가)

오양간 송아지/ 

가련한 내옵바
채동원 콜럼비아 40323-A/B

 08
민요/

유행가

아리랑의 노래/ 

방랑의 노래

하세가와 

이치로/

아야와 

노리코

 일본

콜럼비아
27066-A/B

유행가
타는 이 마음/ 

가는 청춘

/(아네스

트 

카아이)

채규엽 콜럼비아 40326-A/B

유행가
님 자최 차자서/ 

가을밤

高賀政男/

(高賀政男)
채규엽 콜럼비아 40332-A/B

독창
조선의 노래/ 

일 하러 가세
毛隱泉

(衫田良造)/

(奧山貞吉)
채규엽 콜럼비아 40344-A/B

 11 독창 흰돗대 간다/ 지낸 꿈 채규엽 콜럼비아 40362-A/B

독창 가을/ 창에 기대여 현재명
현재명/

高賀政男
채규엽 콜럼비아 40363-A/B

1933. 02 독창
조선 아가야/ 

달내 캐는 아가씨
仁木他喜雄 채규엽 콜럼비아 40376-A/B

유행만

곡

꼴불견 주제가/

비싸게 굴지마라

高賀政男
(井田一郞)

채규엽⋅
김선초⋅
김문규

콜럼비아 40378-A/B

 03 유행가 불망초/ 눈물의 밤

경성문

예부/ 

경성문

예부

경성문예부/ 

仁木他喜雄
채규엽 콜럼비아 40401-A/B

유행가
나의 사랑아/ 눈물의 

고개(신아리랑)
김학봉

김학봉/

(高賀政男)

채규엽/

채규엽⋅
김선초

콜럼비아 40405-A/B

민요 양산도/ 노래가락
(井田一郞)

/(奧山貞吉) 

채규엽/

김덕희
콜럼비아 40407-A

 04 
유행소

곡

못 니즐 사랑/ 

저녁의 바닷가

高賀政男/

이면상
채규엽 콜럼비아 40425-A/B

 05 유행가
비 오는 포구/ 

처량한 밤 
江口夜詩 채규엽 콜럼비아 40434-A/B

 09 유행가 홍등야곡/ 춘수
江口夜詩/

森儀八郞
채규엽 콜럼비아 40445-A/B

 10 유행가 낙화 仁木他喜雄 채규엽 콜럼비아 404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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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연월 곡종 곡명
작⋅역

사자

작⋅(편)

곡자
가수 음반회사 음반번호

유행가 낙엽 仁木他喜雄 채규엽 콜럼비아 40463-B

 11 유행가
사랑은 구슬퍼/ 

방랑의 노래

高賀政男
(안익조)/

(안일파)

채규엽 콜럼비아 40468-A/B

 12 유행가 희망의 북소래 유도순 高賀政男 채규엽 콜럼비아 40475-A

1934. 01 유행가

떠도는 

신세(사-까스의 노래)/ 

봉자의 노래(여급)

김동진/

유도순

高賀政男/

이면상
채규엽 콜럼비아 40488-A/B

 02 유행가 (의사) 병운의 노래 김동진 高賀政男 채규엽 콜럼비아 40490-A

 04 유행가
개작 서울노래/ 

홍루원

조명암/

김안서

안일파/

江口夜詩
채규엽 콜럼비아 40508-A/B

 07 유행가 아-외로워 김동진 金子史郞 채규엽 콜럼비아 40527-A

 유행가
사랑의 유레이티/ 

사랑의 랑데부

김동진/

김동진

(奧山貞吉)/ 

(森田良造)
채규엽 콜럼비아 40529-A/B

 12 유행가 시들은 청춘 서두성 전기현 채규엽 콜럼비아 40575-A

1935. 01 유행가 순풍에 돗 달고 서두성 古關裕而 채규엽 콜럼비아 40591-B

 03 유행가
쓰라린 추억/ 

유랑의 애수

김동진/

유도순

江口夜詩/

竹岡信幸
채규엽 콜럼비아 40599-A/B

 05 유행가 눈물의 부두 조명암  김준영 채규엽 콜럼비아 40612-A

 07 유행가 아득한 천리길 유도순 江口夜詩 채규엽 콜럼비아 40621-A

유행가 녹 쓰른 비녀 유도순 江口夜詩 채규엽 콜럼비아 40624-A

유행가
외로운 길손/

못 잊는 꿈

유도순/

유도순

高賀政男/

江口夜詩
채규엽 콜럼비아 40628-A/B

 10 유행가 내 사랑의 그대여 김웅 原野爲二
채규엽⋅
나인애

콜럼비아 40645-A

 11 유행가 한 만흔 신세 김웅 竹岡信幸 채규엽 콜럼비아 40650-A

1936. 01 유행가
희망의 종이 운다/ 

고향에 님을 두고

유도순/

이하윤

전기현/

原野爲二
채규엽 콜럼비아 40654-A/B

 02 유행가
빗나는 청춘/ 

무심한 마부

김동진/

김월림

江口夜詩/

原野爲二
채규엽 콜럼비아 40660-A/B

 유행가
추억의 환영/ 

봄을 찬미하자

이하윤/

서수미례
江口夜詩 채규엽 콜럼비아 40661-A/B

 유행가
울며 새우네/

한 많은 몸
금릉인 손목인 채규엽 오케 7001-A/B

 03 유행가
무지개 설음/ 

서글픈 마음
高賀政男 채규엽 오케 7002-A/B

 04 유행가 두 목숨의 저승길 유도순 김준영 채규엽 콜럼비아 40666-A

 05 유행가 포구의 회포 이하윤 탁성록 채규엽 콜럼비아 40671-A

유행가 서러운 자최 유도순 明本京靜 채규엽 콜럼비아 40672-A

 06 유행가 유랑의 가수 유도순 전기현 채규엽 콜럼비아 406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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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연월 곡종 곡명
작⋅역

사자

작⋅(편)

곡자
가수 음반회사 음반번호

유행가 물새야 웨우느냐 이하윤 竹岡信幸 채규엽 콜럼비아 40685-A

 07 유행가 잊혀진 마음 유도순 안일파 채규엽 콜럼비아 40686-A

 유행가 달빗 어린 사막 이하윤 江口夜詩 채규엽 콜럼비아 40695-B

 10 행진곡 마라손 제패가 문예부 古關裕而 채규엽 콜럼비아 40733-B

 12
유행소

곡

정열의 탄식/

만주의 달

이하윤/

이하윤

竹岡信幸/

江口夜詩
채규엽 콜럼비아 40735-A/B

유행소

곡
사랑의 트로이카 이하윤 江口夜詩 채규엽 콜럼비아 40736-A

1937. 01 유행가 광야의 황혼 이하윤 江口夜詩 채규엽 콜럼비아 40744-A

 02 유행가 애상의 청춘 이하윤 江口夜詩
채규엽⋅
김인숙

콜럼비아 40747-B

 유행가 실연비가 이하윤 明本京靜 채규엽 콜럼비아 40748-A

 유행가 눈물어린 등대 이하윤 古關裕而 채규엽 콜럼비아 40752-A

 유행가 산은 부른다
佐藤吉
五郞

奧山貞吉 채규엽 콜럼비아 40757-A

 07 유행가 명사십리 장재성
竹岡信幸/

(服部良一)
채규엽 콜럼비아 40770-A

1938. 07 유행가 남해의 황혼 이하윤 문예부 채규엽 콜럼비아 40818-B

 09 유행가 문허진 오작교 이하윤 문예부 채규엽 콜럼비아 40827-B

1939. 01
유행가

북국 오천키로/ 

키타에 울음실어
박영호 霧笛人 채규엽 Taih 8600-A/B

유행가 불꺼진 화로 엽헤 채규엽 Taih 8606-A

 02 유행가 상선뽀이 처녀림 이재호 채규엽 Taih 8610-B

 04 유행가 메리켕 항구 박영호 霧笛人 채규엽 Taih 8618-A

 05 만요 동물원 가세 채규엽 Taih 8625-A

 유행가 국경의 등불 유도순 전기현 채규엽 Taih 8629-A

 06 유행가 파이푸 애상 천아토 김교성 채규엽 Taih 8632-B

유행가 고향소식/ 유랑팔천리 채규엽 Taih 8634-A/B

 07 유행가 사향몽/ 애련화 유도순 전기현 채규엽 Taih 8638-A/B

 09 유행가 제2유랑극단/ 임상사
이고범/

이고범

전기현/

이윤우
채규엽 Taih 8643-A/B

유행가
노래하자 절믄이/ 

낙화암의 옛 꿈
유도순 전기현 채규엽 Taih 8646-A/B

 10 신민요
조선의 명산/ 

삼천리 오대강
유도순 전기현 채규엽 Taih 8651-A/B

유행가 현해야곡

사하쿠 

슈지 

(=채규엽)

일본

Taih
 일본반

 11 유행가 거리의 적성 전기현 채규엽 Taih 865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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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연월 곡종 곡명
작⋅역

사자

작⋅(편)

곡자
가수 음반회사 음반번호

 12 유행가
마음의 연가/ 

바닷가의 추억

왕평/

고마부

창약/ 

채규엽
채규엽 포리돌 X642

1940. 01 유행가 그대여 왜 우는가 이고범 전기현 채규엽 Taih 8663-A

 02 유행가 비 오는 요꼬하마 채규엽 포리돌 X647-A

유행가 피서지의 추억 왕평 山田榮一 채규엽 포리돌 X648-B

 03 유행가 항구의 청춘 채규엽 포리돌 X652

 04 유행가 항구는 멋쟁이 채규엽 포리돌 X657

 유행가
마도로스 발길/ 

봄은 청춘의 향기다

이서구/

이서구

和田建/

전기현
채규엽 Taih 8672-A/B

 05 유행가

흘러간 연가(‘마음의 

연가’의 속편)/ 

북국의 나그네

왕평/ 

왕평

鳥口/江
口夜詩

채규엽 포리돌 X8001-A/B

1943. 07 유행가
감격의 곡/ 

사나희의 길
채규엽 대동아

polydor19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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