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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른바 근  이후 한 세기 남짓한 동안 한국음악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리고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 가운데 산업화는 특히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근  이 에도 상업  자본이 개입된 음악의 상품화가 출 이

나 공연 분야에서 맹아  모습을 보인 가 있기는 했지만,
1)
1)음악산업이 새롭

게 확고한 역을 굳히게 된 것은 근  이후, 특히 음반이라는 매체가 등장하

면서부터이다. 음반에 담기는 내용이 꼭 음악뿐이었던 것은 아니나, 음악이 차

지하는 비 이 인 것은 나 지 이나 마찬가지이니, 음반이 상품으로 

량생산되어 음악이 산업화하면서 음반을 생산하는 음반회사가 음반의 내용

인 음악을 통제하는 힘도 커져 갔다. 처음에는 주로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 

음반회사가 그에 맞는 음반을 생산했던 것이, 차 음반회사 스스로 음반 내

1) 근 의 기 은 논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본고(本稿)에서는 1876년 일본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된 개항기 이후를 근 로 보고자 한다. 이런 기 에서 

보면, 가면극에 한 상업  목 의 후원이나 가집 남훈태평가의 간행(1863년) 

등 19세기 반 이 에 나타난 상들은 음악이 상품화된 맹아  모습이라 평가

할 수 있다. 강등학, 2004, ｢형성기 가요의 개와 아리랑의 존재양상｣, 한국

음악사학보 32, 한국음악사학회, 9-1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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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기획하여 소비자의 취향을 유도하는 쪽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2)
2)이 게 

해서 음악의 산업화는 음반산업의 발달에 따라 뚜렷한 흐름이 되었고, 1930년

에 이르러 한국에서도, 즉 식민지 조선에서도 하나의 상으로 완 히 자리

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음악의 산업화는 자본이 음악을 움직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정치권

력이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그 자본이 개입한 음악까지 통제하는 양상을 낳았

다. 물론 정치권력이 음악을 통제하는 것은 근  이 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컨 , 민간에서 유통되는 소비  음악문화를 경제 , 윤리  필요에 따

라 지하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3)3)그러나 산업화 이  

음악에 한 정치권력의 통제가 양자 사이의 직 인 계로 도식화될 수 

있는 것과 달리, 근  이후 음악이 산업화하면서는 그러한 양자 계보다는 산

업자본이 생산한 음악상품이 양자 사이에 끼어들어 형성된 삼자 계를 통해 

음악에 한 정치권력의 통제가 간 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

었다. 그러한 삼자 계를 1930년  상황에 용시켜 보면, 가운데에 치했던 

것은 곧 음반회사에서 생산한 음반이었으며,4)4)음악에 한 정치권력의 통제는 

바로 조선총독부의 음반검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제시 에 음반에 한 검열이 있었다고 하면, 일제시  반에 한 부정

인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

도 있으나, 당시 실상을 보면 그 게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에서 상업  음반이 처음 발매된 것은 이미 1907

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음반검열에 한 공식  근거가 

마련된 것은 한참 뒤인 1933년이었다. 그리고, 음반검열로 인해 이러이러한 노

2) 일제시 에 음반 내용이 통음악 심에서 음악 심으로 변화하게 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3) 조선시  실록에서도 그러한 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컨 , 宣祖實  권

123 선조 33년 3월 5일조에는 “如爲其臨年 親而設  似不 强禁 此外作 遊宴  

嚴加禁斷”라 하여, 늙은 부모를 한 경우 외에는 음악을 연주하며 연회를 베푸

는 것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4) 오늘날에는 음반보다는 방송의 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 에도 

라디오방송이 있기는 했으나, 1927년에 정식으로 시작되어 음반보다 역사가 짧았

던 탓에 그 향력이 음반을 능가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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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들이 지되었다는 여러 설들이 종래 유포되어 왔으나, 그것을 확실하게 뒷

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그 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명된 경우도 있다.5)5)

실상 분명하게 밝 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익숙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인지, 일제시  음반검열에 한 연구는 그 게 많지가 않

다. 일제시  음악을 다룬 논 에 일부 음반검열 문제를 거론한 것들이 

있고, 지곡에 한 통사  연구의 한 부분으로 일제시 를 조명한 가 있

다. 나온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지 도 여 히 한국 음악 연구의 필독

서로 꼽히고 있는 박찬호의 한국 가요사에서는 지와 개사 문제를 거론하

며 일제시  음반검열의 법  근거가 되었던 ‘축음기 코드 취체(取締)규칙’을 

소개하고 <서울노래>, < 물의 백년화> 같은 를 들었다.6)6)그러나, 일제시  

체에 걸친 음반검열 문제를 다양한 를 들어 다루지는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발표되어 학술 인 쓰기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이 희의 연재문 

｢유행가시 ｣7)는7)잡지 삼천리의 기사 ｢엇더한 ｢ 코-드｣가 禁止를 當하나｣8)

에8)소개된 지음반 목록을 정리하고 다른 문헌자료를 발굴하여 <고성의 밤>, 

<아리랑>, <장한가>, <방아타령>, <종로 네거리>, <서울노래>, < 화일기> 등 

일제시  음반검열의 실례를 보다 풍부하게 제시했다.9)9)하지만, 1930년  후

반 이후의 상황에 해서는 거의 언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5)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서술은 특히 음악계에서 나온 집음반 해설서나 회

고담류에서 많이 발견된다. 컨 , 황문평, 1983, 夜話 歌謠六十年史, 곡사, 

36면에서는 “1932年 당시 명가수 채규엽이 부른 ｢ 노래｣가 있다. ｢오 라 동무

야 강산에 다시 때 돌아 꽃은 피고 새 우는 이 을 노래하자. 강산에 동무들이 

모두 다 모여서 춤을 추며 노래 부르자｣ 아주 명랑한 노래이다. 日帝에 빼앗긴 

조국강산을 노래했다고 해서 왜경은 한때 매 지까지 시켰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여기서 언 된 노래는 제목이 < 노래 부르자>이고 

1930년에 발매되었는데, 매 지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1936년에 < 을 찬미하자>로 제목이 바 어 다시 발매되기도 했다.

6) 박찬호(안동림 옮김), 1992, 한국 가요사, 암사, 500-505면. 한국 가요사는 

1987년에 일본에서 먼  간행되었고, 1992년에 한국어 이 나왔다.

7) 80년  이  음악을 문 으로 제공하는 가요114(www.gayo114.com)에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50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8) 삼천리 1936년 4월호 268-275면 ｢엇더한 ｢ 코-드｣가 禁止를 當하나｣.

9) ｢유행가시 ｣ 제5, 20, 21, 22, 23, 24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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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  가요 반을 다룬 최 의 박사학 논문으로 주목을 받은 장유

정의 연구10)는10)‘축음기 코드 취체규칙’과 <서울노래> 등 표 인 검열 사례

를 언 하기는 했으나, 음반검열에 한 별도의 항목을 두지 않았고, 이  연

구에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 주지는 못했다. 지곡에 한 통사  연구로 

나온 문옥배의 한국 지곡의 사회사 역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일제시  

음반검열을 다루기는 했지만,11)11)일부 표  문구마  같을 정도로 이  연구

를 답습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한계는 체로 

잡지 삼천리에 소개된 지음반 목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삼천리에 실린 내용이 1933년부터 1935년까지의 음반검열 상황을 일

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요한 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이후 일제 말기까지의 상황은 구체 으로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연구들의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해 일제 식민지배 당국에서 작성한 

음반검열 련 문서와 신문, 음반회사 월보(月報)12)12)같은 다른 문헌자료를 동

원하여 일제시  음반검열의 체 인 실상과 규모를 밝히는 데에 우선 주력

하고자 한다. 그리고, 검열의 결과 단속 상이 된 음반의 실례를 조사해 구체

인 검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부분은 주로 통계 인 자료 

정리를 통해, 두 번째 부분은 주로 가사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13)
13)

10) 장유정, 2004, ｢일제강 기 한국 가요 연구: 유성기 음반 자료를 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거의 같은 내용이 2006, 오빠는 풍각쟁이야: 가

요로 본 근 의 풍경, 민음in으로 간행되었다.

11) 문옥배, 2004, 한국 지곡의 사회사, 솔, 69-86면.

12) 1930년  당시 주요 음반회사들은 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음반을 발매

했는데, 그러한 신보(新譜)를 선 하기 해 음반회사에서 간행한 소책자를 흔

히 월보(月報)라 부른다. 월보에는 음반 서지사항이 부분 수록되어 있고 가사, 

사진, 기타 다양한 소식이 실려 있어, 자료  가치가 단히 높다.

13) 검열 상이 된 음반 가운데에는 극 같은 비음악 인 내용이 담긴 것도 있으나, 

음반검열의 체상을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음악 인 내용과 함께 다루도록 하

겠다. 이 경우는 가사가 아니라 가사지에 수록된 본이 분석 상이 된다. 음악

인 내용 한 검열의 이 곡조보다는 가사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사를 

분석 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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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반검열의 개황과 규모

한국에서 음반의 역사는 그 시 이 19세기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

에는 미국 콜럼비아(Columbia) 코드에서 상업  음반을 최 로 발매했고, 뒤

를 이어 미국 빅타(Victor) 코드와 일본축음기상회, 일동(日東) 코드, 합동

(合同) 코드 같은 일본 음반회사들이 1920년  반까지 한국어음반 시장에 

등장했다. 이어 1928년부터 1933년까지는 일본 빅타 코드(이하 빅타 코드로 

표기), 일본 콜럼비아 코드(이하 콜럼비아 코드로 표기), 포리돌(Polydor)

코드, 태평(太平) 코드, 오 (Okeh) 코드 등 이른바 일제시  5  음반회사

가 속속 등장했으며,
14)14)시에론(Chieron) 코드를 시한 소 음반회사들도 

다수 나타났다.15)15)5  음반회사 가운데 가장 늦게 등장한 오 코드가 음반

을 발매하기 시작한 1933년은 일제시  음반산업의 틀이 일단 략 완성된 때

로 볼 수 있는데, 음반검열의 역사가 공식 으로 시작된 것도 바로 이 때 다.

1932년 이 의 음반산업은 20년 넘게 발 해 오기는 했으나, 사회  향력

이 아직은 그 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6년에 나온 <사(死)의 찬

미>, 1929년에 나온 <낙화유수>, 1932년에 나온 <황성(荒城)의 (跡)> 같은 

음반이 상업 으로 두드러진 성공을 거두기는 했어도,16)16)음반산업의 반 인 

14) 19세기말 이후 음반사(音盤史)의 강에 해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 민속원, 11-13면  각 음반회사별 해설 부분 참조.

15) 시에론 코드와 군소음반회사로 분류할 수 있는 고라이(Korai) 코드, 리온

(Million) 코드 등에 해서는 이 희, 2003, ｢시에론 코드 음반목록에 한 

보론｣, 한국음반학 13, 한국고음반연구회, 67-73, 82-83면이 상세하다.

16) <사의 찬미>의 경우 만 3천 장 정도가 팔렸다는 기록이 있고(동아일보 1932년 

7월 2일자 ｢축음긔의 원리와 변천｣), <낙화유수>는 매고에 한 구체 인 기

록은 없으나 “昭和 二年 落花流水가 團成社에서 上映되자 이 主題歌가 大流行이 

되여 그 후 昭和 四年에 콜럼비아에서, 그리고 곧 뒤따라 빅타-에서 이 落花流

水(江南달)을 發賣했는데 燎原의 불과 같이 全鮮 各地 一大 流行을 보게 된 것

이다.”라는 기록이 있다(조  1942년 7월호 ｢流行歌의 걸어온 길｣ 125면). <황

성의 >은 5만 장 이상이 매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다만 

“李愛利秀가 부른 ｢荒城의 跡｣ 京鄕을 勿論하고 새로운 ｢쇽크를 주어 방방곡곡 

靑春男女의 입에서 입으로 그 流행을 稱하게 되니”라는 기록(사해공론 1938년 

9월호 ｢朝鮮 流行歌의 變遷: 大衆歌謠 ｣)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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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은 그 게 주목을 받을 만한, 특히 조선총독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음반검열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고 있었다. 1932

년 이 에도 음반검열의 가 일부 발견되기는 하지만,17)17)그것은 음반에 한 

별도의 법  근거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통상 인 경찰의 단속권이 임의

로 용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32년과 음반검열의 법  근거가 마련된 1933년 사이에 음반산업이 어떤 

질 인, 결정 인 변화를 크게 겪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서 보았듯이 오

코드가 음반 발매를 시작하여 5  음반회사 체제가 완성된 이후 음반산업

의 체  분 기가 활성화된 것은 분명하다. 오 코드는 빅타, 콜럼비아, 

포리돌 코드 등 서구 자본이 참여한 기존 음반회사와 달리 음반 가격을 50

이나 내린 1원으로 책정하고, 의 취향을 재빠르게 악하고 선도해 스켓

취 같은 희극이나 유행가 음반 발매에 주력하여 업계에 일  돌풍을 일으켰

다.
18)18)이에 따라 다른 음반회사들도 가격인하와 상업  기획에 좀 더 심을 

기울여 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것이다.19)19)당시 음반산업의 활황과 그 

안의 경쟁은 언론에서 음반회사들간의 쟁으로까지 묘사할 정도 다.20)
20)

음반의 사회  향력이 확 되고 그에 한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음반검

열이라는 통제책의 필요가 두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큰 성공을 거두었음은 분명하다.

17) 동아일보 1932년 10월 7일자 ｢｢印度의 밤｣ 押收｣, 삼천리 1932년 12월호 ｢三

千里뉴-쓰｣. 이 두 기사에서는 <인도의 밤> 음반 압수가 조선에서 처음이라고 

표 하고 있다. 조선일보 1933년 6월 17일자 ｢｢ 코트｣ 取締府令 十五日부터 

實施: 施行 初日은 屆出 全無｣라는 기사에는 “작년부터 경찰이 이 방면에 귀를 

기우리기 시작하야 작년 이래 ｢印度의 녁｣ ｢서울구경｣ 國境哀曲 아리랑(李然 

作) 외 네 가지가 화를 입엇는데”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인도의 밤(=인도의 

녁)> 압수 이후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이 시행된 1933년 6월 15일 이 까지 

음반 4종이 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잡지 삼천리의 지음반 목록에서는 네 

가지 음반의 지 날짜를 1933년 6월 13일로 표기해 놓았는데, 취체규칙이 정식

으로 시행되기 이 에 지된 것을 소 해 용한 표 이라 생각된다.

18) 표 인 것이 만담가 신불출이 녹음한 음반 < 머리(공산명월)>이다. 당시 신

불출의 활동과 그가 녹음한 음반에 해서는 김경희, 2004, ｢신불출의 문 활동

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12, 국문학회 참조.

19) 콜럼비아 코드의 자매상표인 리갈 코드와 태평 코드의 자매상표인 기린 코

드는 오 코드에 항한 가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20) 삼천리 1933년 10월호 ｢六大 社 코드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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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식민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 상황과 굳이 결부시키지 않더라

도, 향력이 커져 잠재  요인이 될 수 있는 상에 해 통제를 가하려

는 정치권력의 자연스런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식민지 조선에서 음

반검열의 법  근거가 마련된 것이 1933년이었음에 비해, 일본 본토에서 비슷

한 법  근거가 만들어진 것은 그보다 늦은 1934년이었다는 것은 여겨 볼 

만한 이다.21)21)일제시  음반검열이 반드시 식민지 상황과 결부되어 해석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구조  배경에서 결코 자유롭지도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일제시  음반검열의 공식 인 출발 이 된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은 

1933년 5월에 조선총독부령 제47호로 제정되어 5월 22일자 조선총독부 보를 

통해 공포되었다. 공포되기 이 인 5월 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될 만큼, 음

반검열의 공식 인 시행은 사회 , 문화  심사로 부각되어 있었다.22)22)‘축음

기 코드 취체규칙’ 내용을 보면,
23)23)음반의 생산이나 매는 물론 공공장소에

서 연주될 경우 소비에까지도 통제가 가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는 도(道)단  지방행정망과 경찰을 통해 시행되었고, 치안과 풍속이라는 

두 가지 면이 검열의 주된 고려 상이었다. 일단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 조

항만 보아서는 음반에 녹음될 내용을 사 에 검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앙행정기구인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음반검열에 개입한 흔 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33년 6월 15일부터 음반검열이 실제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조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우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음반을 압수했다는 기사24)가24)있는 것으로 보아, 때에 따라서는 공공장소에서 

연주되는 경우 외에도 소비에 한 통제가 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1) 모리모토토시카쓰(森本敏克), 1975, 音盤歌謠史, 白川書院, 204면.

22) 매일신보 1933년 5월 3일자 ｢不穩 ｢ 코-드｣를 徹底 取締한다｣, 조선일보 
1933년 5월 3일자 ｢｢ 코트｣ 取締案 圖書課서 立案中: 治安防害物은 禁斷｣, 조
선 앙일보 1933년 5월 10일자 ｢｢ 코-드｣ 販賣 年二百萬枚: 風俗壞亂과 治安

妨害 등 取締規則 制定中｣.

23)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의 내용은 본문 뒤에 첨부한 번역 자료 참조.

24) 조선일보 1933년 7월 12일자 ｢城津에서도 코-드 押收｣ “(城津) 성진군청재

근 방(方)모와 동군속 모 두 사람은 농사간담차로 지난 칠일에 축음긔를 가지고 

성진군 학상면 상평동(城津郡 鶴上面 上坪洞)에 갓다가 코-드 ｢서울구경｣을 

성 주재소 박순사에게 압수당하얏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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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 경찰에 의한 음반검열 사례는 물론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가 언

되는 도 많이 보이므로,25)25)‘축음기 코드 취체규칙’ 제정뿐만 아니라 음반

검열의 시행 한 사실상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 검열 한 실제로는 행해졌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된다. 

1942년부터 작사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반야월의 증언이 있는 것은26)물론,26) 

1937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제73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에서도 음반을 

취입하기 에 검열을 실시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시해 놓았다.
27)27) 한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검열 계자의 인터뷰를 실은 1937년 6월 신문 기사

에서도 당시 이미 사 검열이 실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8)28)1933년에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이 공포된 때부터 사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설령 1937년부터 사 검열이 실시된 것이라 해도 그 의미는 작

지 않다.

검열의 단기 이 되는 ‘치안방해’와 ‘풍속괴란(壞亂)’의 구체 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해서는 잡지 삼천리 기사 내용과 조선총독부 문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삼천리 기사의 경우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을 각각 ‘그 

文字로 나타난 바로는 아무럿치 안치마는 그 입으로 불이워  나오는 매듸에

는 넘우나 懷古的이요, 哀傷的인 点이 잇섯음으로 해서’, ‘文字로 表現한다면 

몰나도 말로서 表現될 때에는 도모지 그냥 둘 수 업는 風紀上 조치 못한 種

類’로 표 했다.
29)29)다소 애매한 기사 내용과 달리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제

25) 한 가지 를 들자면, 조선일보 1933년 9월 17일자 ｢歌盤處分 頻頻: 두 회사 

것을  처분｣ “시에론회사 작품 조선어 ｢ 코트｣ 장잡가(長雜歌) ｢백주의 노래｣

(白酒의 唄)는 풍속을 문란식힐 렴녀가 잇다 하야 경무국 도서과(圖書課)에서 

구월 십사일부터 압수하여 발매 지 처분을 당하엿다 하며” 같은 것이 있다.

26) 반야월, 1987, 가요야화, 세 음악출 사, 19면 “3행 부문의 목을 고쳐서 하

라는 강압에 못 이긴 필자는 ‘물방아 돌아가고 까치 우는 그 고향을’로 정정하여 

작품을 제출했더니 총독부에서 취입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 주었다.”.

27) 민족문제연구소 편, 2000, 일제하 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2, 한국학술정보, 

293면.

28) 동아일보 1937년 6월 9일자 ｢明朗, 快活을 爲主: 總督府 岡田 檢閱主任 談｣ “최

근 조선문 내용으로 된 것의 압수처분이 어 가는 것은 제작할 때에 미리 해설

서(解說書)를 제출시켜 검열을 받게 하얏기 때문에 년 에는 겨우 세 개가 잇

엇을 뿐입니다”.

29) 삼천리 1936년 4월호 ｢엇더한 ｢ 코-드｣가 禁止를 當하나｣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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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에서는 그보다 훨씬 구체 으로 언 하여, 치안방해

의 경우 ‘ 의 제도와 조직 주’, ‘계 투쟁 선동’, ‘민족의식 선동’, ‘내선융

화 해’, ‘신사(神社)의 존엄 모독’ 등으로 구분했고, 풍속괴란의 경우 ‘외설스

러운 정사(情事)에 한 설교(說敎)’, ‘정욕 선동’, ‘정교(情交) 묘사’ 등으로 

구분했다.30)30)달리 말하자면, 사회주의나 민족주의에 입각해 기존 체제를 부정

하는 내용이 치안방해이고, 노골 으로 성  표 을 드러낸 것이 풍속괴란이

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37년 7월에 일 쟁이 일어나 사회 체가 시체제로 돌입하게 

되자, 일상 인 상황에서 용되던 치안방해나 풍속괴란 외에 시 상황에 필

요한 새로운 음반검열 지침이 보다 세부 으로 나오게 되었다. 1938년 1월 일

본 내무성에서는 개선을 취 하거나, 사를 애상 으로 표 하거나, 나약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시국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단속하기로 했

고,
31)31)그에 앞서 조선총독부에서도 군인 유가족의 궁핍이나 출정한 군인의 처

참한 투 상황을 그려 사기를 해하는 내용에 해 엄 하게 단속할 것임

을 밝혔다.32)32)이러한 시 취체방침은 황이 1941년 12월에 태평양 쟁으로

까지 확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음반으로 나온 작품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된다. 일제 말기에 시체제를 반 한 군국가요

가 많이 제작되었지만,33)33)출 한 군인이 살아서 당당하게 개선하는 내용은 그 

어떤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모자상 >이라는 노래에서도 어머

니가 아들을 만난 곳은 죽은 아들의 패가 있는34)야스쿠니(靖國)신사 다.34)

30)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2, 296-297면.

31) 조선일보 1938년 1월 27일자 ｢ 코-드의 新取締 方針｣.

32) ｢제73회 제국의회 설명자료｣(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시체제기 정책사료총

서 2, 293면).

33) 군국가요에 한 개 인 내용은 이 희, ｢일제 침략 쟁에 동원된 유행가, ‘군

국가요’ 다시 보기｣(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2003년 6월부터 2004년 6

월까지 45회 연재) 참조.

34) <백년설 집>(백년설추모사업추진 원회, 2004)에 수록되어 있는 가사는 다음

과 같다. ‘강 건  산을 넘어 수륙 천리를/ 내 아들 보고지고 찾아 온 서울/ 구

단(九段)엔 사쿠라가 만발했구나/ 아들아 내가 왔다 반겨해 다오// 하늘을 를 

듯이 솟은 돌문에/ 신사당(神社 ) 들어가는 발자욱마다/ 내 아들 천세만세 살

아 있는 곳/ 물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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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제시  음반검열 상황을 볼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음반검열이라고 해서 한국어음반만을 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다.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음반검열은 수입

음반까지 포함된, 당시 조선에서 유통되고 있던 모든 음반을 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한국어음반은 물론 일본어음반이나 다른 외국어음반도 모두 단

속의 상이 될 수 있었다.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어지럽히거나 시체제

에 맞지 않는 내용은 일본에서 발매된 일본어음반에도 많이 있었고, 그러한 

음반이 조선에서 유통될 경우 당연히 조선총독부의 통제가 가해졌다. 일본 본

토의 지 처분이 별도의 행정  차 없이 그 로 조선에서도 용되었는지 

여부는 세세하게 조해 볼 수 있는 목록이 완 하게 확보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체로 통용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5)35)조선에서 시행된 음반검열

은 일본 정부가 아닌 조선총독부 주 이기는 했지만, 조선총독부가 이미 일본

제국의 일부인 이상, 상부의 방침을 하부에서 굳이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에 미국, 국 음반이 지된 것은 그러한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1930년  말부터 째즈를 시한 미․  

음악을 배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태평양 쟁이 일어난 이후 그러한 움직

임이 더욱 구체화되어, 1943년 1월에는 일본에서 ‘연주 지 미 (米英)음반 일

람표’가 공식 으로 발표되기에 이르 다.36)36)이에 발맞추어 조선에서도 1943년 

반에 인 ‘ 성음반 일소 운동’이 개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37)37)

아들 군신(軍神) 앞에 을 하오니/ 귓 에 사무치는 음성이 있소/ 꿈인가 생시

런가 모자의 상 ’.

35) 매일신보 1936년 6월 30일자 ｢｢와스 쟈, 이야요｣ ｢ 코-드｣ 發禁 方針: 풍기

상 단히 조치 못하야｣ “최근에 유행되고 잇는 ｢와스 쟈이야요｣라는 유행가의 

｢ 코-드｣가 내지에서 한때 지가 되엇슴으로 조선에서도 이에 추종하야 압수

할 방침이라 한다”; 1936년 7월 5일자 ｢頹廢的 ｢ 코-드｣ 風紀 治安法으로 徹底 

取締: ｢와다시노아나다｣ ｢男女同權｣도 押收코 發賣禁止 處分｣ “총독부에서는 

후 내무성(內務省)과 연낙하야 이런 종류의 것은 속속 압수”. , 강조는 필자 

표시.

36) 고모타노부오(古茂田信男)․시마다요시후미(島田芳文)․야자와칸(矢澤寬)․요코

자와치아키(橫澤千秋), 1999, 新版 日本流行歌史 中, 社 思想社, 51-62면.

37) 매일신보 1943년 2월 25일자 ｢敵性 코-드 一掃: 黃海道에서 各 方面 協力 

要望｣, 1943년 4월 9일자 ｢敵性 ｢ 코-드｣ 一掃 運動｣, 1943년 4월 20일자 ｢敵性

音盤을 一掃: 純日本的 音 으로 士氣를 鼓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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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6월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 발효에 따라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

한 음반검열은 략 1943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44, 5년에는 

쟁의 격화와 황의 불리에 따라 물자부족이 심각해져서 한국어음반이 더 이

상 생산되지 않았고, 일본어음반 역시 쟁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군국가요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1933년부터 1943

년까지 음반검열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음반이 각종 처분을 당했는지는 체 

내용을 일 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아직 발굴되지 않아 정확하게 악하기

가 어렵다. 하지만, 몇 가지 자료를 조합해서 보면 개략 인 규모를 살피는 것

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우선, 잡지 삼천리에 수록된 지음반 목록을 통해 1933년부터 1935년까

지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삼천리에 따르면, 1933년에는 모두 43종이 지되

었고, 1934년에는 23종이 지되었으며, 1935년에는 22종이 지되었다.38)38)그

런데, 다른 자료에서는 이와 약간 다른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컨 , 1933년의 경우 44종이라고 쓴 기사가 있고,39)39)1934년의 경우 ‘압수된’ 것

이 7종이라는 기사가 있다.40)40)1935년 경우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제73

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에서 19종이라 표기하고 있기도 하다.
41)41)이러한 통계는 

물론 에서 살펴본 로 한국어음반과 일본어음반, 기타 외국어음반을 구분

하지 않고 모두 합친 것이다. 

1936년에는 음반 47종이 각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제73회 제국의회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데,42)42)1938년 9월에 경기도경찰부에서 작성한 ｢치안정황｣에

서는 ‘행정처분’된 음반 수를 180종, 28종으로 표기한 두 가지 통계를 제시하

38) 통계상으로는 23종이라 했으나, 실제 목록에는 22종이 제시되어 있다.

39) 조선 앙일보 1934년 2월 2일자 ｢受難의 소리  四十四種 七千枚: 朝鮮말 소

리 이 卅三種｣, 매일신보 1934년 2월 2일자 ｢歪曲한 娛樂을 是正: 코드 面

目 一新｣, 동아일보 1934년 2월 2일자 ｢벙어리 된 소리板: 四十四種 七十枚｣, 

조선 앙일보 1934년 7월 12일자 ｢差押된 코-드 四十四種 七千枚: 理由는 

風俗壞亂, 治安妨害｣, 매일신보 1934년 7월 12일자 ｢不良 코-드 漸次로 滅

跡: 당국의 철 한 취체에 는 業  自覺이 原因｣.

40) 조선 앙일보 1935년 7월 19일자 ｢｢ 코-드｣ 輸入 百五十萬 枚: 一年間의 全

朝鮮 統計, 그 中 七種을 押收｣.

41)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2, 295면.

42)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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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도 하다.
43)43)각 자료에서 제시한 수치간의 격차가 무 커서 다소 혼란

스럽기는 하나, 1936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처분을 받은 음반이 27종이라는 

기사44)가44)있음을 감안해 보면, 일단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제73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의 기록을 따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937년의 경우

도 1936년과 같이 자료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우선 ｢제73회 제국의회 설

명자료｣에서는 1937년 1월부터 10월까지 35종이 각종 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록했다.
45)45)이에 반해 앞서 본 ｢치안정황｣에서는 1937년 체에 걸쳐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 850종, 11종 두 가지 수치를 제시해 놓았다.46)46)다른 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같은 문서 안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치안정황｣에 수록된 두 가지 통계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분명하다 

하겠으나,47)47)상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1937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된 음반이 12종 834매라는 기사48)가48)있는 

것으로 보아, ｢치안정황｣에 기록된 서로 다른 두 가지 수치가 각각 매수와 종

수를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은 있다. , 음반검열이 실시되기 시작한 1933년 6

월부터 1937년 6월까지 압수처분을 받은 음반이 140종이라는 기사49)가49)있는 

것을 보아도 ｢치안정황｣에 나오는 180종, 850종은 종수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

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밖에 1937년 상황에 한 부분 인 통계로 7월부터 

12월까지 처분을 당한 음반이 26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다.50)
50)

1938년 음반검열 상황에 해서는 별도로 제시된 체 인 통계를 아직 확

43) ｢치안정황｣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kh2.koreanhistory.or.kr)에서 제공하는 원

문정보 참조.

44) 동아일보 1936년 8월 5일자 ｢低級 -코트 激增｣.

45) 각주 41번과 같음.

46) 각주 43번 참조.

47) 수치가 큰 쪽 자료는 ‘축음기 코드 동해설서 행정처분 상황표’란 제목하에 음반

과 해설서의 수치를 각각 제시해 놓았고, 작은 쪽 자료는 ‘축음기 코드 행정처

분 내용별 건수표’란 제목하에 음반 수치만을 제시해 놓았다. 두 가지 통계가 의

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제목만으로는 단하기가 어렵다. 

48) 매일신보 1938년 1월 26일자 ｢軟派 娛樂은 民心을 解弛  하는 非常時 國民의 

敵: 支那事變 後에 發賣禁止된 ｢ 코-드｣ 十二種｣.

49) 동아일보 1937년 6월 9일자 ｢風俗 治安 妨害로 押收 八千枚: 노래도 무 에

로틱하면 질색, 朝鮮歌謠 押收는 減 ｣.

50) 동아일보 1938년 2월 27일자 ｢‘나는 幸福이어요’ 押收: 코-드 取締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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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분 인 자료들을 통해 그 강은 짐작해 볼 수 있

다. 우선, < 장에 밤이 오면>이라는 음반이 발매 지되었다는 기사51)와51)< 화

일기>를 비롯한 음반 3종이 매 지되었다는 기사52)가52)확인되며, 이상 두 사

례를 포함해 1938년 1월부터 2월까지 압수 는 지 처분을 받은 음반이 21

매라는 기사53)도53)있다. 그밖에 개별 인 사례로 1938년 4월에 간행된 조선출

경찰월보 115호부터 12월에 간행된 123호까지에 실려 있는 각종 음반 처분 

사례가 31건이 보이므로,
54)54)1938년에는 최소한 52종 이상의 음반이 검열을 통

해 갖가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39년의 경우는 1941년에 작

성된 ｢제79회 제국의회 설명자료｣에 24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오며,55)55)같은 내

용이 1940년에 나온 ｢조선경찰개요｣에도 기록되어 있다.
56)56)두 자료의 수치가 

같은 1939년과 달리, 1940년 상황에 해서는 ｢제79회 제국의회 설명자료｣가 

12건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57)에57)반해 1941년에 작성된 ｢조선경찰개요｣에서는 

17건으로 기록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58)58)1941년 음반검열 상황에 해서

는 1938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체 통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개

별 사례도 알려져 있는 것이 없어 내용을  알 수 없다. 1942년에는 단 두 

종의 음반만이 치안방해를 이유로 지되었음을 1943년에 작성된 ｢제84회 제

국의회 설명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59)59)1938년부터 1942년까지 음반검열 규

모가 계속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기록이 없는 1941년 

경우 역시 검열을 통해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음반이 많아야 10종 내외 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1년처럼 련 기록을 찾지 못한 1943년 경우는 일단 발

매된 음반 종류부터가 많지 않으므로, 검열 결과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51) 매일신보 1938년 1월 26일자 ｢軟派 娛樂은 民心을 解弛  하는 非常時 國民의 

敵: 支那事變 後에 發賣禁止된 ｢ 코-드｣ 十二種｣.

52) 조선일보 1938년 2월 6일자 ｢ 코드 三種 押收｣.

53) 동아일보 1938년 2월 27일자 ｢‘나는 幸福이어요’ 押收: 코-드 取締 强化｣

54) 이하 조선출 경찰월보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kh2.koreanhistory.or.kr)에서 

제공하는 원문정보 참조.

55)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14, 124면.

56)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64, 119면.

57) 각주 55번과 같음.

58)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64, 503면.

59)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19,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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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단속음반 종류 비고

1933 43( 는 44)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 시행 이 에 단속된 4종 포함

1934 24 잡지 삼천리 목록에 <고성의 밤> 추가

1935 22( 는 19)

1936 47 ｢제73회 제국의회 설명자료｣ 기록

1937 35(최소)-40(최 ) 서로 다른 자료의 기록을 종합한 추정치

1938 52 개별 사례 주로 확인한 최소치

1939 24

1940 12( 는 17)

1941 미상 10종 내외로 추정

추정된다. 

1933년부터 1943년까지 시행된 음반검열의 흔 을 조사해 이상과 같이 단

속 규모를 략 제시해 보았는데, 이는 물론 완 한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우선 상당 부분이 조선총독부 경무국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각 지방별 상황

은 제 로 반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별로 음반검열 규모가 달

랐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을 완 히 부정할 수도 없다. 

, 각 연도별로 근거한 자료의 출처가 서로 다르고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

우도 있으므로, 일단은 강의 흐름이나 체 인 윤곽을 악할 수 있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아직 많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에서 본 통계

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컨  삼천리 목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고성의 밤>이라는 노래가 1934년 6월 19일에 압수되었다는 기사60)60)같은 것이 

있으니, 차후 보다 폭넓은 자료 조사를 통해 일제시  음반검열의 실상을 정

교하게 악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정리해 본 1933년에서 1943년 사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을 심으로 

시행된 음반검열의 단속 규모를 표로 만들어 보면 <표 1>과 같다.61)
61)

<표 1>

60) 조선일보 1934년 6월 19일자 ｢소리  석 장 압수｣.

61) ‘연주 지 미 (米英)음반 일람표’처럼 일본 본토의 음반검열 결과가 반 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선총독부에서 주 한 검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일

단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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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2

1943 미상 10종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

총계 273(최소)-287(최 ) 1941년은 10종으로, 1943년은 5종으로 계산

음반 제목 음반회사
음반

번호

처분

일자
처분이유 처분내용 검열주체 출

아리랑 콜럼비아 40070 330613
63)

치안방해 지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삼천리 1936년 

4월호  

인도의 석(夕)64)64) 콜럼비아 40334 330613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국경의 애곡 포리돌 19029 330613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서울구경 오 1519 330613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3. 음반검열의 구체  사례

앞 장에서 일제시  음반검열에 따른 음반 단속 규모가 략 280종임을 보

았는데, 여기에는 한국어음반과 함께 일본어음반, 국어음반, 러시아어음반 

등이 섞여 있다. 분명하게 근거가 확보된 지음반 목록을 뽑아보면 모두 165

종이 나오므로, 280종 가운데 약 60퍼센트 정도의 제목을 알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일본어음반이나 기타 외국어음반의 경우는 일제시  음반검열의 체

인 윤곽을 이해하는 데에는 참고가 되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의 음악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결정 인 자료가 아니므로, 일단 165종 가운데 한국어음반만

을 추려 구체 인 음반검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33년부터 1943년까

지 음반검열 결과로 단속 상이 된 한국어음반 목록은 아래 <표 2>와 같다.  

62)
<표 2>62)63)

62) 음반 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한 것은 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 굵게 표기

한 것은 통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제목 뒤에 ‘(양)’을 표기한 것은 

양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가요이다.

63) 처분일자의 여섯 자리 숫자는 앞 두 자리가 연도, 가운데 두 자리가 월, 마지막 

두 자리가 일을 뜻한다. 달까지만 확인된 경우에는 마지막 두 자리를 00으로 처

리했다. 1933년 6월 13일에 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음반 4종은 앞서 보았듯이 

이미 지된 것을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 시행에 따라 소 해 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주 1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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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콜럼비아 40436 330619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한숨고개 시에론 1 330619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빛 잃은 강산 디어 1 330722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장한가 오 1509 330803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철쇄(鐵鎖) 빅타 49135 330825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아리랑 시에론 51 330828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고국이 그리워 시에론 66 330828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방랑인 포리돌 19045 330901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폐허에서 포리돌 19045 330901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변조아리랑 빅타 49204 330909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한양의 사계 빅타 49176 330909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범벅타령 시에론 127 330914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범벅타령 콜럼비아 40246 330915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범벅타령 오 1511 330915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범벅타령 빅타 49201 330926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범벅타령 태평 C8058 330927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범벅타령 돔보 50014 331002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남 문타령 빅타 49183 331028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신고산, 닐니리야 빅타 49066 331102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재담잡 가
65)65) 빅타 49011 331107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이화타령 빅타 49011 331107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방아타령 빅타 49100 331205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신가정생활66)66) 시에론 72 331205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정자(情字)의 

노래
67)67) 시에론 76 331205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사설난 가 빅타 49090 331205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가진사랑가
68)68) 시에론 44 331212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뜻(양) 콜럼비아 40252 331227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범벅타령 콜럼비아 40074 331227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서울노래 콜럼비아 40508 340419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조선아 

잘있거라(양)
콜럼비아 40511 340510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고성의 밤 포리돌 19052 340619 치안방해 압수 와 같음
조선일보 1934년 

6월 19일자

사설난 가 리갈 136 340710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삼천리 1936년 

4월호 

조선행진곡 포리돌 19028 340823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뜬 세상 콜럼비아 40305 340823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종로 네거리 콜럼비아 40270 340828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조선의 노래 콜럼비아 40344 340920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장기타령 콜럼비아 40296 341005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우리네의 노래 콜럼비아 40398 341022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앞남산에 

올라서
69)69) 341204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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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의 우는 꽃 341204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서울띄기 콜럼비아 40573 341204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마 의 합창 포리돌 19202 350618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가진사랑가70)70) 쇼치쿠 S2 350722 풍속괴란 지 와 같음 와 같음  

벽창호 오 1743 350823 치안방해 지 와 같음 와 같음  

해  블러드 오 1968 370323 치안방해 와 같음
조선출 경찰월보 
103호(1937년 4월)

오몽녀 오 1968 370323 풍속괴란 와 같음 와 같음

장에 밤이 오면 포리돌 380125 발매 지 와 같음
매일신보 1938년 

1월 26일자

화일기 콜럼비아 40800 380204 매 지 와 같음
조선일보 1938년 

2월 6일자

흑태양사건 태평 C8344 380304 와 같음
조선출 경찰월보 
115호(1938년 4월)

하 님 맙쇼 오 12123 380420 풍속괴란
가두연주

지
와 같음

조선출 경찰월보 
116호(1938년 5월)

사나이 걷는 길 빅타
KJ

1181
380503 치안방해

가두연주

지
와 같음

조선출 경찰월보 
117호(1938년 6월)

여천하 고라이 1056 380802 풍속괴란
발매반포

지
와 같음

조선출 경찰월보 
120호(1938년 9월)

장의 백합화 고라이 1056 380802 치안방해
발매반포

지
와 같음 와 같음

타향의 술집 오 12156 380811 치안방해
가두연주

지
와 같음 와 같음

가 알겠소 오 12159 380811 치안방해
와 

같음
와 같음 와 같음

구곡간장 콜럼비아 40826 380817 치안방해
와 

같음
와 같음 와 같음

뚱딴지 서울 콜럼비아 40828 380817 치안방해
와 

같음
와 같음 와 같음

裏街交響
71)71) 태평 C8506 380829 풍속괴란

발매반포

지
와 같음 와 같음

인생주막 콜럼비아 40830 380913 치안방해 와 같음
조선출 경찰월보 
121호(1938년10월)

壞れた戀の塔72)72) 태평 C8511 381003 풍속괴란
발매반포

지
와 같음

조선출 경찰월보 
122호(1938년11월)

기로의 황혼 오 12175 381007 치안방해
가두연주

지
와 같음 와 같음

여천하 시에론 79 381105 치안방해
가두연주

지
와 같음

조선출 경찰월보 
123호(1938년12월)

장의 백합화 시에론 83 381105 치안방해
가두연주

지
와 같음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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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와 화 오 12248 390510 풍속괴란 와 같음
조선총독부

지단행본목록73)73)
겁쟁이 처녀 오 12248 390510 풍속괴란 와 같음 와 같음

역마차 오

20107

-

20109

420200

‘시국으로 

보아 

반갑지 

못한 내용’

발 폐반

(發禁廢

盤)

오 코드 1942년 

3월 월보

목록상 지음반이 70종이긴 하나, 고라이 코드에서 발매한 <여천하>와 

< 장의 백합화>는 시에론 코드에서 발매한 것을 그 로 다시 어낸 것이므

로,
74)74)내용으로 보면 68종이라 할 수 있다. 지 연도별로 보면, 1933년에 32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과 김 도 편, 2000, 유성기음

반 총람자료집, 신나라뮤직에는 모두 <인도의 밤>으로 표기되어 있다.

65) 김 도 편, 유성기음반 총람자료집에는 <재담난 가>로 표기되어 있다.

6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과 김 도 편, 유성기음반 총

람자료집에는 모두 <속신가정생활>로 표기되어 있다. <신가정생활>은 시에론

코드 음반번호 23, 504로 발매된 것이라 <속신가정생활>과는 내용이 다르다.

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과 김 도 편, 유성기음반 총

람자료집 에는 모두 <정자(情字)노래>로 표기되어 있다.

6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과 김 도 편, 유성기음반 총

람자료집에는 모두 <자진사랑가>로 표기되어 있다.

69) 같은 날 지된 <앞남산에 올라서>와 <이역의 우는 꽃>은 음반회사나 음반번호

를  알 수 없다. 삼천리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은 물론, 지 까지 정리

된 일제시  음반목록에도 두 곡은 빠져 있다. 다만, 노래를 부른 옥이 1934년 

후반기에 주로 콜럼비아 코드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곡의 

음반이 콜럼비아 코드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 동아일보 1934년 11월 20

일자 라디오방송 로그램에 <앞남산에 올라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노래가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며, 방송 로그램에 당시 콜럼비아 코드 속작곡가로 

활동하던 김 이 반주자로 등장하는 것도 역시 콜럼비아 코드 발매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

70) 김 도 편, 유성기음반 총람자료집에는 <자진사랑가>로 표기되어 있다.

71) 한국어로 옮기면 <뒷골목 교향악>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발매반포가 지되었

기 때문인지 이 음반에 한 정보를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

확한 제목은 알 수 없다.

72) 한국어로 옮기면 <무 진 사랑탑>이 된다. 다른 련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1938년 6월 29일 라디오방송에서 불린 것이 확인된다. 동아일보 1938년 6월 

29일자 ｢放 푸로｣.

73) 조선총독부 경무국 편, 1941, 조선총독부 지단행본목록, 조선총독부 경무국,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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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1934년에 13종, 1935년에 3종, 1937년에 2종, 1938년에 17종, 1939년에 2종, 

1942년에 1종이 확인된다. 1933년 음반검열 시작 이후 1937년까지 꾸 히 감

소하다가, 1937년 7월에 일 쟁이 발발한 직후 크게 늘어난 뒤 다시  감

소하는 강의 추세가 확인된다. 비록  목록이 당시 지된 음반의 부는 

아닐지라도, 일 쟁 직후의 한 때를 외로 치면, 일제 말기로 갈수록 지

되는 음반의 수가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 인 검열로 인해 한국어음

반을 생산하는 음반회사들이 실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자,
75)75)조선총

독부의 검열에 앞서 자체 검열을 어느 정도 계속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

이된다.

지된 이유별로 보면, 치안방해가 40종이고 풍속괴란이 26종이다. ‘시국으

로 보아 반갑지 못한 내용’이라는 <역마차>는 시체제에 맞지 않은 것이므로 

치안방해에 포함될 수 있겠고,76)76)< 장에 밤이 오면> 역시 일 쟁 발발 직

후 쟁 상황을 묘사한 것이므로 같은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이유가 명기되

어 있지 않은 < 화일기>와 <흑태양사건>은 그 내용으로 보아 각각 풍속괴란

과 치안방해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77)77)다시 정리해 보면 치안방해 43종, 

풍속괴란 27종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지 이유별로 분류해 놓고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상이 나타난다. 지음반 목록 가운데 통음악으로 분류

할 수 있는 16종은 모두 풍속괴란으로 지를 당했고, 가요로 분류할 수 

74) 고라이 코드가 시에론 코드 음반을 다시 어낸 상황에 해서는 이 희, 

2003, 82-86면 참조.

75) 동아일보 1934년 9월 8일자 ｢‘컬럼비아’ 科料 處罰: 게출 태만으로｣ “부내 장

곡천정 일본축음기주식회사 경성지  ｢태지에한드포드｣는 그 동안 취체규측에 

여러 번 반하야 훈게처분(訓戒處分), 과료처분(科料處分)을 당해 왓엇음에 불

구하고 최근  다시 부세(浮世)라고 칭하는 코드를 五회에 하야 수백 매를 

이입하야 한번도 게출을 아니 하고 매하엿으므로 본정서에서 발견, 十五원의 

과료에 처분하엿다.”. 과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조선총독부에서는 수시로 음반

산업 계자들을 불러들여 간담회 형식을 통해 음반검열에 한 입장을 표명했다.

76) <역마차>는 극과 가요가 결합한 ‘가요극’이라는 형태로 제작된 것이다. 일제

시  가요극에 해서는 이 희, 2005, ｢가요극 <춘향 >의 음반사  의미｣, 한
국음반학 15, 한국고음반연구회 참조.

77) < 화일기> 가사는 한국고음반연구회 편, 1994, 유성기음반 가사집 4, 한국고

음반연구회, 916면에 있고, <흑태양사건>의 내용 일부는 조선출 경찰월보 제
115호 ｢출 물 지요항｣에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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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36종 가운데에는 치안방해로 지된 것이 28종에 이른다. 양악쪽으로 분

류할 수 있는 2종은 모두 치안방해로 지되었으며, 극으로 분류할 수 있는 

16종은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의 비율이 13:3이다.78)78)즉, 다른 분야에서는 체

로 치안방해로 지된 가 압도 인 데에 비해 유독 통음악 분야에서만은 

풍속괴란이 지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그 다면, 지된 음반의 내용이 어떠했기에 치안방해 는 풍속괴란으로 

검열을 받았는지, 가사나 음원이 확보된 경우를 상으로 그 구체 인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록에 나온 70종 가운데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제작이나 매를 할 수 없게 지를 당했던 것이 많

았던 만큼 이미 6, 70년이 지난 오늘날 자료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1) 치안방해

치안방해를 이유로 지된 음반 가운데 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리랑>(콜럼비아 코드), <인도의 석>, <장한가>, <아리랑>(시에론 코드), 

<방랑인>, <폐허에서>, <변조아리랑>, <남 문타령>, <방아타령>, <뜻>, <서울노

래>, <고성의 밤>, <종로 네거리>, < 장의 백합화>(시에론 코드. 고라이 코

드 발매 음반은 시에론 코드와 동일한 내용), <구곡간장>, <뚱딴지 서울>, 

<인생주막>, <기로의 황혼> 등 18종이다. <해  블러드>, <흑태양사건>, <타향

의 술집>,
79)79)< 가 알겠소> 4종은 근거자료인 조선출 경찰월보에 내용의 

78) 고라이 코드에서 나온 <여천하>는 풍속괴란으로 지되었고, 그보다 앞서 발매

되었음에도 나 에 검열 상이 된 시에론 코드의 <여천하>는 치안방해로 지

되었다. 내용을 보아서는 풍속괴란에 더 가까운 듯하다. <여천하> 내용에 한 

설명은 뒤에서 따로 하도록 하겠다.

79) 조명암 작사, 이시우 작곡, 김정구 노래, 1938년 8월 발매. <타향의 술집>은 요즘

도 <타향술집>이라는 제목으로 음반이나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곡이기는 하

나, 그 가사가 원래 가사와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하다. 재 불리는 가사는 ‘흘러

온 타향 하늘 날이 문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외로이 우노니/ 물도 하

염없어라 갈 데 없는 신세랍니다// 한 잔의 술이나마 물 없이 마시리오/ 사랑

도 이별하고 고향도 등진 몸/ 취하면 취한 그 로 주정하는 신세랍니다// 물에 

뜬 거품처럼 속 없는 세상에서/ 슬퍼도 괴로워도 웃어야 하느냐/ 술잔에 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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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는 일부가 소개되어 있기는 하나,
80)80)일본어로 쓰여 있어 정확한 표

은 알기 어려우므로 일단 제외했다.

18종 가운데 <아리랑>(콜럼비아 코드), <장한가>, <방아타령>, <서울노래>, 

<고성의 밤>, <종로 네거리> 등 여섯 가지에 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소

개한 바가 있으므로,81)81)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콜럼비아

코드에서 채동원의 노래로 발매된 <아리랑>82)은82)나운규가 감독한 화 <아

리랑>의 주제가로 나온 것인데, 화 내용과 함께 맞물려 민족의식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 지된 것으로 보인다. , 거의 같은 가사로 비슷한 시

기에 발매된 빅타 코드의 <아리랑>83)이83) 지되지 않은 것을 보면, 채동원의 

거리는 네온빛도 식어 갑니다’로 되어 있으나, 조선출 경찰월보 제120호에 일

본어로 기록되어 있는 가사는 ‘流レ來タ他鄕ノ空日暮レタ酒屋デ/ 盃ヲ ケテ一

人泣ク/ 淚モワビシイ途方ニ暮レタ身デアルヨ// 一杯ノ酒サヘ淚ナク飮メヤウカ/ 

ニ別レテ故鄕ニ背イタ身/ 醉ヘバ醉フタママ醉ヒ散ラス身上デアルノヨ// 水ニ

フ水泡ノ如ク侈ナイ世間/ 男ノ命捧ゲタ節操トハ何カ/ 盃ニ フネオンノ色モ冷

エテ行クノヨ’로 되어 있다( , 강조는 필자 표시). 일본어로 표기된 것이 의

역일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친 부분과 같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80) 조선출 경찰월보 제103호 ｢피처분 축음기 코드 내용 록｣, 조선출 경찰월

보 제115호 ｢출 물 지요항｣, 조선출 경찰월보 제120호 ｢출 물 지요항｣.

81) 각주 9번 참조

82) 채동원 노래, 1930년 2월 발매. 채동원이 녹음한 <아리랑>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와요 풍년이 와요/ 

이 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

다/ 산천의 목은 어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 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

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에 별도나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

도 많다’. 그런데, 조선가요연구회, 1931, 정선 조선가요집 제1집에서는 채동원

의 <아리랑> 가사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소개하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

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 강산 삼천리에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인 말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며/ 나를 버

리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싸우다 싸우다 아니 되면/ 이 세상에다 불을 지르자’. 

83) 김연실 노래, 빅타 코드 49071. <아리랑>의 음반화는 김연실이 부른 것이 최

라는 기록도 있다(삼천리 1932년 10월호 ｢조선의 유행가｣ 85면). 채동원이 부

른 <아리랑>은 1930년 2월에 발매된 것이 확실하나, 김연실이 부른 <아리랑>은 

1930년 3월 이 에 발매되었다는 것이 분명할 뿐 정확한 음반 발매시 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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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이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한가>
84)

는84)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를 죽인 기생 논개와 계월향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된 것으로 보이며, <방아타령>85)은85)‘우리네 가슴도 빨갛게 탄다’나 ‘이 강산 

좋은 강산 떠나지 말자’ 등의 가사가 민족의식을 자극하는 느낌을 주어 문제

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4년 동아일보 신춘문 에 당선된86)가사86)로 

만들어진 <서울노래>87)는87)‘무궁화’, ‘아리랑’ 등 조선을 상징하는 단어와 함께 

없다. 이에 해서는 자료가 좀 더 확보된 뒤 단할 수 있을 듯하다. 

84) 신불출 작사, 문호월 작곡, 오 코드 문 부 편곡, 윤백단 노래, 1933년 2월 발

매. <장한가> 가사는 다음과 같다. ‘논개가 그리워라 남강물만 푸르러/ 석루 

옛 다락에 옷깃 잡던 바람이/ 지 에 어느 하늘 흐르고 있느냐// 계월향 그리워

라 모란 만 높구나/ 능라도 버들로도 그  매기 어려워/ 갸륵한 일편단심 볼 

길이 없어라// 황진이 그리워라 박연폭포 물소리/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

尺) 의시은하락구천(疑是銀河落九天)/ 어데가 그  문장 짝 진다 말인가’. 한국

고음반연구회․민속원 공편, 1990, 유성기음반 가사집 2, 민속원, 580면.

85) 김동환 작사, 안기  작곡, 강석연 노래, 1932년 발매. ｢유행가시 ｣에서는 <방아

타령> 가사를 제1 과 제2  일부만 제시해 놓았다. 문일 편, 1933, 五大 코-

드 社 大流行新唱歌集, 창서 에 수록된 <방아타령>의 체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돌밭에 해당화 빨갛게 필 때/ 우리네 가슴도 빨갛게 탄다/ 이 강산 좋은 

강산 떠나지 말자/ 하늘에 뜬 구름 달 두고 간다/ 에헤야 좋구나 방아로구나/ 

이 강산 좋은 강산 떠나지 말자// 앞내 강변 수양버들 가 심었나/ 바람 불 제 

가루오루 서로 얽힌다/ 같은 방아 발짓하는 우리들도/ 강바람에 서로 얽힌 두 

가닥 버들/ 에헤야 좋구나 방아로구나/ 이 강산 좋은 강산 떠나지 말자// 발짓

방아 찔 때마다 기차는 우루루/ 물로 세상 보낸  늙은 내외/ 흰 머리 쓰다

듬으며 방아방아 찧는다/ 옛날에 사랑턴 방앗간에서/ 에헤야 좋구나 방아로구나

/ 이 강산 좋은 강산 떠나지 말자’.

86) 동아일보 1934년 1월 3일자. 신춘문  당선 당시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한양

성 옛 터  옛날이 그리워라/ 무궁화 가지마다 꽃잎이 집니다// 한강물 푸른 

기 오백 년 꿈이 자네/ 앞 남산 화불도 꺼진지 오랩니다// (생략)/ 종소리 스

러진 밤 나그네가 웁니다// 밤거리 서울거리 네온이 아름답네/ 가로수 푸른 잎

에 노래도 아리랑// 사롱 스토랑 술잔에 띄운 꽃잎/ 옛날도 꿈이어라 추억도 

쓰립니다// 꽃 피는 삼천리 잎 트는 삼천리/ 아세아의 바람아 서울의 꿈을 깨

라’. 음반으로 발매될 때와는 달리 원작은 6 로 되어 있다. 제3  생략 부분은 

검열을 받아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87) 조명암 작사, 안일  작곡, 니키타키오(仁木他喜雄) 편곡, 채규엽 노래, 1934년 4

월 발매. <서울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한양성 옛 터 에 옛날이 그리워라/ 

무궁화 가지마다 꽃잎이 집니다// 한강물 푸른 기 오백 년 꿈이 자네/ 앞 남

산 화불도 꺼진지 오랩니다// 밤거리 서울거리 네온이 아름답네/ 가로수 푸른 

잎에 노래도 아리랑// 사롱 스토랑 술잔에 띄운 꽃잎/ 옛날도 꿈이어라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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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이 그리워라’, ‘오백 년 꿈이 자네’, ‘남산 화불도 꺼진 지 오랩니다’, ‘옛

날도 꿈이어라 추억도 쓰립니다’ 등 회고 이면서도 실부정 인 표 으로 

일 하고 있어 지가 되었다. <서울노래>는  처음 제작된 음반이 지를 

당한 뒤 가사를 폭 고친 개작이 다시 나오기도 했는데,
88)88)기존 연구에서는 

지된 날짜가 처음 음반의 가사지 발행일보다 하루 빠른 것을 근거로 지

된 처음 음반이 아  발매조차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89)89)그러나, 최근

에 개작 이  처음 제작된 <서울노래> 음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

므로,90)90)시 에 풀리기도 에 압수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

을 듯하다. <고성의 밤>91)은91)유명한 <황성의 (황성 옛터)>과 같은 노래이며, 

원래 빅타 코드에서 이애리수의 노래로 나온 것을 포리돌 코드에서 이경설

의 노래로 다시 내면서 제목과 가사 일부만을 바꾼 것이다. 검열에 걸리지 않

고 오히려 1938년에 음반번호를 바꾸어 재발매까지 된 <황성의 >92)과92)달리 

<고성의 밤>만 유독 단속 상이 된 것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으

나, 회고 이고 애상 인 가사에 더해, 앞서 <아리랑>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이애리수와는 질감이 다른 이경설의 가창이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도 쓰립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 209면.

88) 개작된 가사는 다음과 같다. ‘한양성 옛 터에 종소리 스며들어/ 나그네 가슴에도 

노래가 서립니다// 한강물 푸른 기 말없이 흘러가네/ 천만 년 두고 흐를 서울

의 꿈이런가// 밤거리 서울거리 네온이 아름답네/ 가로수 푸른 잎에 노래도 아

리랑// 꽃 피는 한양성 잎 트는 서울거리/ 앞 남산 피는 구름 서울의 이런가’. 

한국고음반연구회 편, 1992, 유성기음반 가사집 3, 한국고음반연구회, 137면. 

89) 이 희, ｢유행가시 ｣ 제23회; 장유정, 앞의 논문, 156면; 문옥배, 앞의 책, 79면.

90)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작 이  <서울노래> 음반은 장유정을 통해 음원을 확보

했다.

91) 왕평 작사, 수린 작곡, 이경설 노래, 1933년 2월 발매. <고성의 밤> 가사는 다

음과 같다. ‘황성 옛 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히/ 폐허의 설운 회포를 말하여 

주노나/ 아 외로운  나그네 홀로 잠 못 이 / 구슬  벌  소리에 말 없이 

물지네// 성은 허물어져 빈 터인데 방 만 푸르러/ 세상의 허무한 것을 비웃어 

주노나/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덧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고 있

었나// 나는 가리라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  정처가 

없이도/ 아 한없는 이 설움을 가슴속 깊이 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옛 터

야 잘있거라’. 五大 코-드 社 大流行新唱歌集 17면.

92) 1932년에 빅타 코드 음반번호 49125로 발매되었고, 1938년에 KJ1169로 재발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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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93)93)<방아타령>을 작사한 김동환이 역시 가사를 쓴 <종로 네거리>

94)

는94)다른 들과 마찬가지로 ‘보신각 다물었던 종 둥둥 울리고’ 같은 회고 이

고 실부정 인 표 으로 민족의식을 자극한 탓에 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음원을 통해 내용을 알 수 있는 <인도의 석(밤)>
95)

은95)식민지배 실에 

한 비  항을 상당히 두드러지게 표 하고 있다. 사 체를 소개하기에

는 분량이 무 많으므로 맨 앞부분 일부만 채록해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남 : 음 그 다. 가장 평화스럽던  바다의 물결도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천

지를 뒤집어 삼킬 것 같이 게 요란스럽지 않으냐.

여 : 오빠, 벵골스의 거룩한 철학을 실은 인도라는 커다란 배가 억울한 풍랑을 

만나서 일백칠십 년 동안이나  바닷물과 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 :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거칠거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냐.

여 : 왜 그래요?

남 : 인도는 인도 사람의 인도니까.

여 : 아,  바다의 도 소리는 마치 간디선생의 부르짖는 거룩한 소리같이 들

립니다 그려.

남 : 맥도날드나 어 이나 간디와의 원탁회의라는 것을 어떻게 믿겠니. 우리들

에게는 바나나 한 개도 마음 로 먹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선조 때부터  바닷

가에 나가서 자유로 맨들어 먹던 소 까지도 시방은 정청에서 매제를 쓴다. 으

이씨, 이외에 더 억울한 일이 무어냐.

이후 부분은 무력한 인도인 노동자와 그들을 착취하는 국인이 등장해, 식

민지배의 고통을 토로하며 항의하는 인도인을 국인이 총으로 쏘아 죽이는 

93) 이경설은 배우겸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 ‘ 물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비극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극배우로서 뛰어난 감정표 을 담아 

노래를 불 을 경우 듣는 이로 하여  남다른 느낌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

94) 김동환 작사, 정순철 작곡, 채규엽 노래, 1931년 12월 발매. <종로 네거리> 가사

는 다음과 같다. ‘이화(梨花)는 두리두둥둥 하늘에 날고/ 닭소리 계림(鷄林)산천

에 끊어졌구나/ 이 되면 거리거리에 꽃이 피더니/ 쓸쓸타 오백 년 후의 종로 

네거리// 아침에 양식 찾아 간 참새떼 같이/ 동으로  서으로 헤져 가더니/ 십 

년만에 꽃 한짐 지고 돌아를 오네/ 형제와 꽃송이로 찬 종로 네거리’. 학생 
1930년 1월호 119면에는 ‘보신각 다물었던 종 둥둥 울리고/ 고요턴 거리거리에 

웃음 펴질 때/ 하늘은 흰옷빛같이 맑게 개이고/ 땅 엔 닭 소리 나는 종로 네거

리’라는 제3  가사가 추가로 소개되어 있다.

95) 이북월 작, 심 ․박제행․김선  출연, 1932년 9월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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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되어 있다. 비록 조선과 일본의 계가 아닌 인도와 국의 계를 

묘사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인도가 식민지배를 받는 세계 피압박민족의 명

사격으로 인식되었고 조선과 인도를 동일시하는 비유  표 이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석>은 결국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의 비참한 실을 비유 으로 비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취체규칙 공포 이 에 이미 지되었던 것은 그러한 

비 의 수 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랑>(시에론 코드)96)은96)콜럼비아 코드에서 발매한 <아리랑>이 가사지 

없이 음원만 공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음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가사

지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사지에 표기된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와요 풍년이 와요/ 

이 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남어간다/ 싸우다 싸우다 아니 되면/ 

이 세상에다 불을 지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

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

콜럼비아 코드에서 발매한 <아리랑> 가사와 비교해 보면 제1, 3 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제3 이 문제가 되어 검열에 걸렸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에론 코드 발매 <아리랑>의 를 보면, 콜럼비아 코드 <아리랑> 

역시 가사에 원래 ‘싸우다 싸우다 아니 되면/ 이 세상에다 불을 지르자’라는 

목이 있었고, 재 공개되어 들을 수 있는 음원은 검열 이후 문제 목을 

삭제하거나 다시 취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97)97)이

96) 채규엽 편곡, 이명진․다카사카사치코(高坂幸子) 노래, 1932년 9월 발매. 삼천

리 목록에는 가수 이름이 김 근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오기이다. 신문 고로 

보면 1933년 8월에 발매된 시에론 코드 제9회 신보는 음반번호 50까지이고 

1933년 9월에 발매된 시에론 코드 제10회 신보는 음반번호 52부터이다. <아리

랑>의 음반번호는 51이므로 일단 1932년 9월을 발매시기로 잡았으나, 사정이 있

어 이후 발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97) 정선 조선가요집 제1집에 수록되어 있는 <아리랑> 가사를 보면 더욱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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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방랑인>과 <폐허에서> 두 곡은 가사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음원이 확보

되었으므로, 채록한 가사를 통해 검열에 걸린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군데

군데 잘 들리지 않는 목이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두 곡의 가사를 일단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흩어진 옛 성터에도 풀은 푸르거늘/ 갈 곳 없는 은인들 사랑이 없을쏘냐/ 

억울히 시든 이 가슴 OO도 OO어서/ 믿지 못할 그OOO 사랑은 재 같구나

헐벗고 가난에 떠는  잃은 나그네야/ 정 들인 곳 어데 두고 끝없이 흘러가나

/ 슬 다 우리 동무들 언제나 만나 보랴/ 동무들아 힘을 내자 그 날이 멀지 않다

물에 얽매여서 OO 가슴 태울 때/ 푸른 소매 팔짱끼니 한숨까지 OO다/ 아직

도 끓은 이 가슴 이 로 식을쏘냐/ OOOO 가리라 햇발이 비치는 땅

(<방랑인>
98)
)98)

덧없어라 세월은 흘러가고요/ 애OO라 이내 심장 타오릅니다/ 한번 가신 그  

소식은 알 길이 바이 없고/ 무심타 별들만 반짝반짝입니다

어이하랴 이내 몸도 그 를 찾아서 / 끝이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나 볼꺼나/ OO

마  이 OO에서 자취가 사라지면/ 별들아 이 OO은 그 가 지키랴

(<폐허에서>
99)
)99)

<방랑인>의 경우 제2  가사의 마지막 목 ‘동무들아 힘을 내자 그 날이 

멀지 않다’가 표 으로 문제가 되었으리라는 것을 한 에 보아도 알 수 있

다. 반 으로 애상 인 정조이면서도 뚜렷하고 강한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

는 것이 민족의식과 쉽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검열당국에서 이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교  이해하기가 쉬운 <방랑인>과 달리 <폐허에서> 가

사는 요한 목이 잘 들리지 않아 핵심 인 내용을 악하기가 어렵다. 그

러나, 유랑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가운데 그 무엇인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식민지 조선의 실에 한 어떤 비  의도

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 듯하다.

<변조아리랑>은 <방랑인>처럼 치안방해 의를 받을 만한 표 이 쉽게 

의가 있다. 각주 82번 참조.

98) 김용환 작곡․노래, 1933년 3월 발매.

99) 이면상 작곡, 채규엽 편곡, 이경설 노래, 1933년 3월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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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 된다. 그 가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에 아라리가 났네/ 달 솟아 오동잎 

그림자 져/ 잊었던 스름에 은 피 맺 / 울기 에 아리랑 을 날려/ 아리랑 아

리랑 길을 찾아 아리랑고개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에 아라리가 났네/ 종로라 네거리 

인경 찾아/ 말 못할 이 설움 통사정 났네/ 섧게 우네 아리랑 신세타령/ 아리랑 아

리랑 종을 울려 아리랑고개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에 아라리가 났네/ 얼마나 울었기 

목이 쉬었나/ 뉘 설움 울다가 말도 못하나/ 울도 못해 아리랑 맺힌 원한/ 아리랑 

아리랑 힘을 길러 아리랑고개로
100)100)

‘말 못할 이 설움’으로 ‘맺힌 원한’을 풀기 해 ‘힘을 길러 아리랑고개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는 가요의 표 법 치고는 상당히 노골 이라 할 수 있

다. <아리랑> 이하 치안방해 련 곡들이 거의 부분 그 지만, <변조아리랑> 

역시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에 음반이 발매된 것이

라 이처럼 거침없는 표 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음반회사의 자체 검열

이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변조아리랑>과 같은 노골 인 표 은 애당  음반에 

실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변조아리랑>과 마찬가지로 빅타 코드에서 발매된 <남 문타령>101)은101)음

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불완 하나마 가사를 채록해 확인할 수 있다.

한양성  사 문에 남 문이 으뜸일세/ 루 소리 장단 맞춰 열고 닫던 O도 좋다

여는 때는 새벽 바람 닫는 때는 녁 연기/ 만호 장안 만 믿고 잠꼬 도 깊

었었다

넝쿨넝쿨 푸른 잎이 천만년을 기약터니/ 편갈리고 OOOO OO 채로 O가 가네

열렸거든 닫히거라 닫혔거든 열리거라/ 닫던 사람 어델 가고 열던 사람 오는구나

이 노래가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제3, 4  가사에 있는 것으로 보이

는데, 아쉽게도 재로서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남 문이 

100) 이고범 작사, 수린 작곡, 이애리수 노래, 1933년 5월 발매. <변조아리랑> 가사

는 五大 코-드 社 大流行新唱歌集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101) 이고범 작사, 수린 작곡, 강석연 노래, 1933년 6월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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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나아가 조선의 상징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열림과 닫힘을 통해 조선의 

운명이 암시되고 있음이 보인다. ‘닫던 사람’이 가고 ‘열던 사람’이 온다는 말

은 일제가 물러가고 조선의 복이 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곡종 분류상 양악에 속해 길을 끄는 <뜻>
102)

은102)음원이 남아 있어 가사 

내용을 알 수 있다. 주요한의 시에 안기 이 곡을 붙인 이 노래는 언뜻 보기

에 치안방해 의를 둘 만한 노골 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굳이 해석을 해 

보자면, 부정 인 재와 희망 인 미래를 조 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제3

에서 ‘조선’을 유독 강조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에 고운 

싹’이나 ‘넓은 바다’가 미래 조선의 빛을, 보다 구체 으로 말해 조선의 독립을 

은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면 충분히 치안방해를 이유로 단속 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뜻>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나는 조그만 사 씨외다/ 까만 몸 홀로 튀어 굴러서/ 검은 흙속에 썩히는 뜻

은/ 에 고운 싹 내렴이외다

나는 풀잎에 이슬 한 방울/ 햇빛 찬란한 아침 떠나서/ 어둔 돌 틈에 스러지는 

뜻/ 넓은 바다로 가렴이외다

나는 조선의 어린이외다/ 몸과 정성을 아낌이 없이/ 하루  하루 배우는 뜻은

/ 조선을 OO 보렴이외다
103)103)

시에론 코드에서 발매된 < 장의 백합화>는 극 음반이므로 여기에 가사지 

내용을 옮기지는 않겠다.
104)

104) 신 그 내용을 요약해 정리해 보면, 죽음을 앞

에 둔 군인과 그 군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 주겠다는 여자가 화를 나 는 

장면을 설정하여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해학 으로 풍자하는 것이다. ‘진충보

국(盡忠報國)’의 거창한 이념을 찬양해 만세를 부르거나, 용맹스런 죽음을 찬

양하는 군가를 불러 주면 되겠냐는 여인의 물음에 해, ‘조국의 을 하

여 장에서 사라지는’ 군인은 그  여인에게 키스나 한번 하고 싶다는 답

102) 주요한 작사, 안기  작곡, 김 순 노래, 1931년 10월 발매.

103) <뜻>의 가사는 주요한, 2000, 주요한 시선집: 불놀이, 샘터, 161면에 수록된 

원시(原詩)와 음원 채록을 조해 정리한 것이다. 가사를 알 수 없는 목은 

원시에서 ‘빛내’로 되어 있으나, 음원상 발음은 그와  다르다.

104) 이홍원 작, 신불출․신은 , 1933년 3월 발매. < 장의 백합화> 가사지는 한국

고음반연구회․민속원 공편, 유성기음반 가사집 2, 935-937면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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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여인의 핀잔을 받는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웃어 넘길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일 쟁 이후 시체제 돌입으로 사회가 경직된 상황에서는 

검열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구곡간장>, <뚱딴지 서울>, <인생주막>, <기로의 황혼> 등 네 가지는 다른 

경우에 비해 상 으로 강도가 약한 ‘가두연주 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 

때문인지 이러한 곡들은 가사를 보아도 특별히 치안방해로 단속될 만한 문제 

있는 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정도 수 의 애상 인 정조나 풍자 인 표

(<뚱딴지 서울>의 경우)은 일제시  가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 네 곡이 가두연주 지 처분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1938년이

라는 시 과 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38년은 일 쟁 발발 직후

로 검열 강도가 갑자기 강해져서 감소추세에 있던 음반 단속이 일시 증가했

던 때임을 이미 살펴보았다. 만약 이러한 노래들이 일 쟁 에 발매되었으

면 발매 당시에는 검열을 무사히 통과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네 곡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차라리 약속이나 말 것을/ 만나자 가실 걸음 왜 왔어요/ 가시면 난 몰라 떠나

면 난 싫어 가시지를 말아요/ 아 가시지 말아요 네 아 가시지 말아요 네네/ 가시

면 난 싫어 가시면 난 싫어 떠나지를 말아요

차라리 정을 주지 말 것을/ 정 주자 가신다니 왜 왔어요/ 가시면 난 몰라 떠나

면 난 싫어 가시지를 말아요/ 아 가시지 말아요 네 아 가시지 말아요 네네/ 가시

면 난 싫어 가시면 난 싫어 떠나지를 말아요

어서 이별이란 난처해/ 생 목 불이라오 모질어요/ 가시면 난 몰라 떠나면 

난 싫어 가시지를 말아요/ 아 가시지 말아요 네 아 가시지 말아요 네네/ 가시면 

난 싫어 떠나지를 말아요 가시면 난 싫어

(<구곡간장>
105)

)105)

모던걸 아가씨들 둥근 종아리/ 데 트 출입에 굵어만 가고/  모던보이들의 

굵은 팔뚝은/ 네온의 밤거리에 야 어 가네/ 뚱딴지 서울 꼴불견 많다/ 뚱딴지 뚱

딴지 뚱딴지 서울

만나면 헬로 소리 러 드/ 뒷골목 행랑에 티를 열고/ 하룻밤 로맨스에 

멀미가 나서/ 고스톱 네거리에 굳바이 하네/ 뚱딴지 서울 꼴불견 많다/ 뚱딴지 뚱

105) 박 호 작사, 김송규 작곡, 니키타키오 편곡, 박향림 노래, 1938년 8월 발매. 한

국고음반연구회 편, 유성기음반 가사집 4, 10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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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뚱딴지 서울

집에선 비지밥에 꼬리 치면서/ 나가선 양식에 게트림 하고/ 티룸과 카페로만 

순회를 하며/ 붕어새끼처럼 물만 마시네/ 뚱딴지 서울 꼴불견 많다/ 뚱딴지 뚱

딴지 뚱딴지 서울

(<뚱딴지 서울>
106)

)106)

조각달도 넘어갔다 밤이 아까워/ 선지피 네온 속에 술컵을 들자/ 부어라 마셔

라 마셔라 부어라/ 모진 사랑 술에 풀어 이 밤을 드새자

 감고서 아웅하는 밤거리 사랑/ 술 기운이 날아가면 꺼지는 풋사랑/ 부어라 

마셔라 마셔라 부어라/ 상한 가슴 잔에 담고 이 밤을 드새자

굴러왔다 굴러가는 차길 사랑/ 날아왔다 날아가는 뜬 구름 풋사랑/ 부어라 

마셔라 마셔라 부어라/ 깨진 심장 움켜안고 이 밤을 드새자

(<인생주막>
107)

)107)

그러냐 그러냐 뜬 세상 인심이란 모두가 그러냐/ 흩어진 인정이요 흩어진 사랑

이언만/ 부평 같은 내 신세 흘러가는 내 팔자엔/ 인정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러냐 그러냐 낯설은 타 이란 모두가 그러냐/ 들어찬 사랑이요 들어찬 술집

이언만/ 을 등진 내 한 몸 버림받은 내 앞에는/ 사랑도 없고 길도 없고 술집도 

없다

그러냐 그러냐 실없는 애정이란 모두가 그러냐/ 쌔 버린 웃음이요 쌔 버린 

물이언만/ 얼이 빠진 내 마음 이 빠진 내 얼굴엔/ 웃음도 없고 피도 없고 물

도 없다

(<기로의 황혼>
108)

)108)

2) 풍속괴란

풍속괴란으로 지된 음반 가운데 가사나 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범

벅타령> 3종(오 코드, 콜럼비아 코드 40074, 40246),109)<속신가정생활>,109) 

106) 고마부 작사, 정진규 작곡, 니키타키오 편곡, 유종섭 노래, 1938년 8월 발매. 한

국고음반연구회 편, 유성기음반 가사집 4, 1026면.

107) 박 호 작사, 이용  작곡, 니키타키오 편곡, 박향림 노래, 1938년 9월 발매. 한

국고음반연구회 편, 유성기음반 가사집 4, 1034면.

108)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편곡, 남인수 노래, 1938년 10월 발매. 남인수팬클럽, 

2001, <남인수 집> 가사집, 27면. <기로의 황혼>은 작사자 조명암이 월북했다

는 이유로 1965년 3월에 방송 지가요 1번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방송심의 원

회, 1987, 방송 지가요곡목일람,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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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난 가>(리갈 코드), <서울띄기>, < 화일기>, <여천하>(시에론 코드. 

고라이 코드 발매 음반은 시에론 코드와 동일한 내용)110) 등 8종이다. <오

몽녀>의 경우 <해  블러드>와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표기된 것만 있어서 일단 

제외했다.
111)111)

각 음반회사에서 발매한 음반이 7종이나 지되어 이채를 띠는 <범벅타령>

은 오 코드에서 낸 것이 가사지가 남아 있어112)
112)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사설이 긴 편이므로 다 옮길 필요는 없겠지만, 이도령과 김도령 사이에서 행

실이 좋지 않은 여인의 모습을 해학 으로 표 하면서 ‘두 몸이 한 몸 되어 

굼실굼실 잘도 논다’ 같은 성  표 을 노골 으로 드러낸 것이 쉽게 발견된

다. 음원만 공개되어 있는 콜럼비아 코드에서 발매된 두 가지 <범벅타령> 역

시 세부 인 표 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도, 기본 인 서사 구조와 노골 인 

성  표 은 오 코드 <범벅타령>과 같다. 다른 음반회사에서 나온 <범벅타

령>들도 체로 이와 비슷한 경우일 것으로 짐작된다. 지된 일곱 가지 <범

벅타령> 음반 외에 일제시 에 발매된 <범벅타령> 음반은 빅타 코드 KJ1003, 

오 코드 12243, 콜럼비아 코드 40917 등 세 가지가 더 있다. 이 <범벅타

령> 3종이 다른 음반들과 달리 검열에 걸리지 않은 것은 아마도 가사에서 노

골 인 성  표 을 제거했기 때문일 것이다. 음원이 남아 있어 가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오 코드 12243 <범벅타령>은 일제시 에 ‘신민요의 여왕’이라 

불리던 이화자가 녹음한 것인데, 제목은 <범벅타령>이라 되어 있지만 내용으

로 보면 사실상 <창부타령>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범벅타령>과 <창부타령>이 

음악 으로 유사한 작품이라는 과 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범벅타

령>의 성  표 을 완 히 제거한 뒤 <창부타령>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는 결

과가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사지가 남아 있는 <속신가정생활>113)은113)부부의 사소한 다툼이 벌어지는 

109) 표 2에는 제목이 <신가정생활>로 되어 있으나 <속신가정생활>이 맞는 제목이

다. 각주 66번 참조.

110) 각주 78번 참조.

111) 조선출 경찰월보 제103호 ｢피처분 축음기 코드 내용 록｣.

112) 박부용 노래, 박인  장고, 1933년 2월 발매. 한국고음반연구회․민속원 공편, 유
성기음반 가사집 2, 583-584면.

113) 이서구 작, 신불출․김연실, 김 근 노래, 1932년 12월 발매. 한국고음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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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희극 인 가정풍속도를 그린 내용인데, 여기에도 일

부 성 인 표 이 등장한다. 컨 , ‘여보 등은 왜 끄우. 그럼 다시 켤까? 

아서요 달 밝은 것도 부끄러운데’나 ‘코 납작한 신랑을 가 딸을 디까’ 같

은 목은 <범버타령>처럼 노골 이지는 않지만, 구라도 쉽게 성 인 연상

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리갈 코드에서 발매한 <사설난 가>도 가사지가 

남아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114)114)6 로 이루어진 <사설난 가>115)사설115) 

가운데 풍속괴란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제1, 2, 3 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요런 사품에 벗고만 노잔다’, ‘총각을 데리고 밤길을 갈까’ 같은 

목은 물론, 달 밝은 밤에 처녀총각 단 둘이 만나 ‘애기나 들면은 어 나 하

나’ 싶은 행각을 벌이는 목은 꽤 노골 인 표 이라 볼 수 있다.

성 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는 <범벅타령>, <속신가정생활>, <사설난 가>

회․민속원 공편, 유성기음반 가사집 2, 923-926면.

114) 설 매․이진  노래, 1934년 6월 발매. 본고에서 인용한 <사설난 가> 가사지

는 개인 으로 복사본을 입수한 것이다. 리갈 코드 가사지는 얼마  인본

으로 간행되기도 했다. 최동 ․임명진 편, 2003, 유성기음반가사집 5․6, 민

속원.

115) 에 놀아난다 놀아난다 산골 큰아기 놀아난다/ 놀아난다 놀아나 산골 큰애기 놀

아나/ 시애비 잡놈은 상에를 가고/ 시에미 잡년은 굿구경 하고/ 시뉘 잡년은 

김매러 가고/ 노랑두 가리 화토하러 가고/ 요런 사품에 벗고만 노잔다/ 에야 

에야듸야 내 사랑아// 에 감을 데리고 술장사를 할까/ 총각을 데리고 밤길을 

갈까/ 감을 데리고 술장사를 하자니/ 밤잠을 못 자니 고생이요/ 총각을 데리

고 직행을 타자니 나 많은 잡년이 실없는 년이라/ 에야 에야듸야 내 사랑아// 

에 달도 밝다 달도 밝아 월명사창에 달도 밝다/ 달도 밝다 달도 밝아 월명사창

에 달도 밝아/ 처녀총각이 단 둘이 만나/ 죽을 둥 살 둥 살 둥 죽을 둥/ 우리 

둘이 요러다가 애기나 들면은 어 나 하나/ 애기가 들든지 어른이 들든지/ 바

싹 안아라 가슴이 죈다 꼭꼭 러라 뒷다리 들어라/ 반고수머리는 모주를 멕이

고 올창군놈아 내 고작 들어라/ 홈통에 빠져서 나 죽겠구나/ 에야 에야듸야 내 

사랑아// 에 날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를 못 가서 발병이 나고/ 날 버리고 가

시는 님은 십리를 못 가서 발병이 나고/ 이십 리 가서 물매를 맞고/ 삼십 리를 

가서 불안당 맞으면/ 내 생각 하고서  돌아오리라/ 에 에야듸야 내 사랑아// 

에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

지 곱게 왜 생겨/ 무쇠풍구 돌풍구 사람의 간장을 살짝 녹인다/ 에야 에야듸야 

내 사랑아// 에 앞집의 처녀 뒷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이 목매러 간다/ 앞집 처

녀 시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이 목매러 간다/ 그 녀석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색기세바람  난  나 나/ 에야 에야듸야 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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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가요인 <서울띄기> 가사에는 성 인 표 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 불완 하나마 음원 채록을 통해 정리해 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서울뜨기 시골뜨기 말라빠진 꼴뚜기/ 오라 서울 보라 서울/ 납작납작 기와집이 

비슷비슷 OOO/ 꾸불꾸불 골목길이 막다른 듯 터진 듯/ 오 이게 서울 우리 서울 

오라 보라 이 서울

나물장수 비지장수 악만 쓰는 O장수/ 오라 서울 보라 서울/ 짤깍짤깍 엿가 에 

토막토막 OOO/ OOOO 우리엔 OO드  사려/ 오 이게 서울 우리 서울 오라 보

라 이 서울

행랑살이 더부살이 만 남은 OOO/ 오라 서울 보라 서울/ 지게 지고 네거리서 

우두커니 멀거니/ OOOO 장님들은 OOOOOO/ 오 이게 서울 우리 서울 오라 보라 

이 서울

아편쟁이 비 뱅이 OOOO 깍쟁이/ 오라 서울 보라 서울/ 쩔뚝쩔뚝 거짓 병신 

집집 문 OOO/ 나리마님 돈 한 푼만 선해 주십쇼/ 오 이게 서울 우리 서울 

오라 보라 이 서울

(<서울띄기>
116)

)116)

서울 뒷골목의 비루한 모습들을 해학 으로 표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식민지 조선에 베풀어진 시혜  통치의 상징  존재로 서울, 즉 경성의 근

 모습을 강조했던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해 치안방해를 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성

인 표 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풍속괴란을 들어 단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띄기>와 함께 풍속괴란으로 검열에 걸린 < 화일기>에 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언 한 바가 있다.117)117)청춘남녀 사이에 오가는 화통화 내용을 희

116) 김  작곡, 강홍식․조 자 노래, 1934년 11월 발매.

117) 이 희, ｢유행가시 ｣ 제24회. 박 호 작사, 김송규 작곡, 니키타키오 편곡, 김

해송․박향림 노래, 1938년 1월 발매. < 화일기> 가사는 다음과 같다. ‘모시모

시 아 모시모시 혼쿄쿠후타센나나햐쿠하치주욧반요/ 헬로 헬로 당신이 정희씨

요/ 네 네네 왓 이즈 유어 네임/ 엊 녁 속달편진 보셨을 테지요/ 아 약 곤  

잘못 알고 불쏘시갤 했군요/ 응 응 아이 러  유/ 아이고 망칙해라 아이 

돈 노우 빠이빠이/ 아차차차차 으응 으응 으응 으응  끊지 말아요 조조조 좃

토맛테/ 끊으면 나는 싫어 나는 몰라요// 헬로 헬로 무나 비싸구려/ 호호 호

호 별꼴을 다 본다/ 동강 풀리듯이 슬쩍 좀 녹구려/ 아 우거지떼 쓰지 마우 

아이 능 능 해/ 응 응 아이 러  유/ 아이고 기가 막  겟 아웃 빠이빠

이/ 아차차차차 으응 으응 으응 으응  끊지 말아요 조조조 좃토맛테/ 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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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묘사한 이 노래에는 어와 일본어가 두드러지게 많이 쓰이고 다소 

경망한 느낌을 주는 표 들이 많긴 하지만, <서울띄기>에서 보이는 부정  묘

사 같은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치안방해 련 부분에서 본 <구곡

간장>, <뚱딴지 서울>, <인생주막>, <기로의 황혼> 등 네 곡과 마찬가지로, <

화일기> 역시 가사 내용이 특별히 풍속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

쟁 발발 직후 사회 기강을 엄격히 한다는 차원에서 지 처분을 받은 것으

로 생각된다.

시에론 코드에서 발매된 <여천하>는 남아 있는 가사지118)를 통해 볼 때, 

남존여비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당시 사회상에 한 풍자  비 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상과는 다른 여존남비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

하여,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남편과 구박만 퍼붇는 아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

다. , 극  라디오방송 형식을 통해 남편의 외도에 사형을 가한다는 내용까

지 담고 있기도 하다. 정 으로 해석하자면 남녀평등을 한 역설  표 으

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일 쟁 수행으로 군국주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던 

1938년 상황에서는 희생 으로 ‘총후(銃後)’를 지켜야 하는 여성상과는 충돌하

는 측면이 있다. <여천하>가 한 번은 풍속괴란으로  한 번은 치안방해로 

지되었던 것은 그러한 사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4. 맺음말

일제시  음반검열의 실상을 완벽하게 재구성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지음반 목록을 모두 정리할 수도 없을 것이고, 설령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음반이나 가사지 같은 1차자료가 소실된 경우가 많아 해당 음

반의 내용을 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재까지 발굴

나는 싫어 나는 몰라요// 헬로 헬로 아서라 요 깍정아/ 네 네네 왜 자꾸 보채

우/ 청춘이 두 번 있나 무나 도도해/ 아 기를 쓰고 사랑해도 안 되는 걸 어

떡해/ 응 응 아이 러  유/ 원히 사요나라 스미마센와 빠이빠이/ 아차차

차차 으응 으응 으응 으응  끊지 말아요 조조조 좃토맛테/ 끊으면 나는 싫어 

나는 몰라요’.

118) 이홍원 작, 신불출․신은 ․이춘풍․김연실, 1933년 1월 발매. 한국고음반연구

회․민속원 공편, 유성기음반 가사집 2, 930-933면. 



․ 일제시 음반검열 연구 197

된 자료를 최 한 모아 정리한 데에 의미가 있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더 발굴된다면 충분히 보완, 수정될 수 있다. 사실 명확한 근거가 없어 거론하

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가사지와 음원의 가사가 서로 다른 <연락선은 떠난

다>나 가사와 제목이 바 어 다시 음반이 만들어진 < 물의 백년화> 같은 

가 있는 것을 보면,119)119)일제시  음반검열의 내용은 앞으로 본고에서 로 든 

것보다 더 풍부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시  음반검열의 경 와 규모, 그리고 구체 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을 받게 된다. 한편으로 제도  뒷받침과 자의  통제가 맞

물려 있는 당시 식민지배의 탄압 정도가 엄격한 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그것이 일 성 없는 허술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별다른 의가 

없는 곡들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식민지배 실에 

한 부정 인 표 이 쉽게 감지되는 노래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도 있다. , 거의 같은 가사로 된 노래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지가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유통된 경우도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도 결국 하나의 사회 상으로 

다면 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상반된 느낌을 

반드시 모순 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로부터 가해지

는 검열의 압력은 당연히 아래로부터의 반응을 낳기 마련일 텐데, 일제 말기

까지 지되는 음반이 꾸 히 나오면서도 그 수는  어드는 상이 뚜

렷했던 것은( 일 쟁 발발 직후는 외), 아무래도 상품을 매해 이윤을 창

출하는 것이 지상목표일 수밖에 없는 음반회사들의 자기검열에서 비롯한 

상이라 할 수 있다. 항과 굴종이 미묘하게 섞여 있는 상반된 모습, 다면  

시 상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제시  음반검열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한 사례를 

찾아내는 것도 요하지만, 객 인 자료로는 악하기 힘든 검열의 내부 

차, 컨  검열 실무를 담당한 조선인의 존재 유무나 그들의 개입 정도 같은 

것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심이 된 공식

인 검열 계통 외에, 변 단체나 조직을 통해 일상생활과 보다 착한 수

에서 이루어진 음반에 한 비공식  통제 한 음반검열의 연장선상에서 이

119) 박찬호(안동림 옮김), 앞의 책, 505면.



198 韓 國 文 化 39 ․

해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시  음반검열이 지 까지 정리한 내용만으로는 결

코 말끔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은, 그리고  당연하거나 단순한 상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필자 : 한국학 앙연구원 학국학 학원 음악학 공 박사과정)

주제어 : 일제시 , 음반검열, 치안방해, 풍속괴란

투고일(2007.4.11), 심사시작일(2007.5.8), 심사종료일(20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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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선총독부령 제47호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소화(昭和) 8년 5월 22일  조선총독 우가키가즈시게(宇垣一成)

축음기 코드 취체규칙

제1조 축음기 코드의 제조, 수입, 이입
120)

120) 는 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제조소 는 업소 소재지

를 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1.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와 함께 표자의 

주소  성명)

2. 제조소 는 업소의 소재지

3. 제조, 수입, 이입 는 매하는 축음기 코드의 종류 

항(前 )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게 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것을 할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제2조 매 는 공 이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주할 목 으로 제조, 

수입 는 이입하는 자는 제조, 수입 는 이입일부터 10일 이내에 연주내용 

해설서 두 부를 첨부해 그 종류, 명칭, 수량을 할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항을 신고하지 않고 축음기 코드를 매하거나 공 이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주할 수 없다.

제3조 앞 두 조의 신고는 할 경찰서장을 경유해서 한다.

제4조 축음기 코드로 치안을 해치거나 풍속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도지사는 그 제조, 매, 수여 는 연주를 제한 는 지할 수 

있다.

120) 이입은 일본에서 제작된 음반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이른 것으로 보인

다. 일제시 에는 음반을 제작하는 공장시설이 일본에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음반도 일본에서 제작한 뒤 들여와야만 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제

작된 음반을 들여오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므로, 수입과 다른 이입이란 표 을 

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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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조 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자는 구류 는 과료(科料)121)에121)처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반하는 자는 50원 이하의 벌  는 구류 는 과

료에 처한다.

제6조 제4조 규정에 의한 제한 는 지를 반하고 축음기 코드를 제조, 

매, 수여 는 공 이 청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주하는 자는 2백 원 이하

의 벌  는 구류 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 법인의 표자, 법인 는 개인의 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는 

개인의 호주, 가족 는 동거자가 그 법인 는 개인의 업무에 해 본령(本

令)을 반할 때에는 본령에서 정한 벌 을 행 자에게 용하는 외에, 그 법

인 는 개인에 해서도 그것을 용한다.

미성년자 는 치산자가 본령을 반할 때에는 본령에서 정한 벌 을 법

정 리인에게 용하나, 단 그 업에 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 미성

년자이면 이 제한에 들지 않는다.

부칙

본령은 소화 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령이 시행될 재 축음기 코드의 제조, 수입, 이입 는 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조 제1항 각호 사항을 할 도지

사에게 신고한다.

121) 벌 보다 가벼운 재산형을 이르는 법률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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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ord Censorship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Lee, Jun-hee *

122)

Record industry in Korea began in 1907, but record censorship was begun 

in 1933 when influence of record culture increased in substance. And after 

this record censorship was enforced continuously until the Japanese Occupation's 

end. Record censorship was applied over all territories, production, circulation, 

consumption, and finally, drove record company's self-censorship. So suppression 

of record through censorship went into a decline gradually except just after 

outbreak of Sino-Japanese War. The reason of record censorship was to 

prevent breaking into public order and destruction of morals. After 1937, 

outbreak of Sino-Japanese War, one reason that was buildup of war 

structure was added better.

Key Words : Record censorship, Japanese occupation, Breaking into 

public order, Destruction of morals

* Postgraduate in Korean music,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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