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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명창대회의 공연내용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920년대 중반 무렵 처음 등장해 1960년대 초까지 민속악을 대표하는 공연으로서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장기간 개최되었던 명창대회의 기간 중 이미 밝혀진 초기 명창대회와 유기
적 관계에 있는 1930년대를 연구범위로 삼아 그 공연유형과 공연내용을 살펴 명창대회의 공연양
상에 관해 논의해 보았다.
1920년대 중⋅후반의 태동기를 거친 명창대회는 1930년대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민속

악 공연의 주최자들이 공연의 명칭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된다. 이 시기
명창대회의 공연유형은 민속음악단체, 신문사, 각 지역의 특정단체 그리고 순수 연주회의 기존
틀을 깨고 등장한 경연식으로 구분된다. 특히 신문사와 특정단체의 빈번한 공연개최는 1930년대
명창대회의 활성화를 견인한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 명창대회의 주최자들은 대명창이 주도한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과 전국 각 권번

의 기생들을 흥행보장을 위한 공연자로 가장 선호했다. 판소리 명창의 초청이 가장 많았던 조선성
악연구회의 경우에는 주로 판소리를 중심으로 이외에 각 공연의 출연진에 따라 남도잡가, 남도민
요, 가야금병창, 가야금연주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권번의 기생들은 경서도 잡가, 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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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전통춤을 주요 레퍼토리로 구성하고 때에 따라 기악 그리고 신식장르였던 신민요와
유행가 등을 추가적으로 공연했을 것으로 보았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민속악 공연에는 명창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명이 사용

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명창대회는 1930년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선택에
따른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 속에 민속악 공연을 대표하는 용어로 규정되어 활성화되면서 1930년
대 민속악을 전성기로 이끄는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주제어】1930년대, 민속악, 명창대회, 민속악단체, 신문사, 경연식, 조선성악연구회, 권번, 기생

1. 머리말
192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해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속음악을 대표하는 공연

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명창대회는 이후 1960년대 초1)까지 지속될 만큼 오랜
기간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민속음악공연이다. 명창대회가 20세기 전반
기에 걸쳐 민속음악공연의 명칭으로 장기간 개최된 최초의 연주회였다는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그 등장배경은 무엇인지 언제 등장했는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는 한동안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2)를 통해 초기 명창대회에
관한 그 실상이 확인되었다. 즉 명창대회는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인기를
끌던 음반사 연주회의 단골 출연자인 판소리 명창들이 광무대에서 유사한 공연
을 주도적으로 개최하면서 처음 등장한 민속음악공연이었다. 판소리 명창들에
의해 19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명창대회라는 공연용어는 이후
지방의 각종 단체, 전통음악 관련단체, 신문사와 경성방송국 등의 대중매체들이
민속음악공연을 주최할 때 그 공연의 명칭으로 자주 사용하면서 민속음악공연
의 한 유형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1920년대 후반 공연의 주최자가 차츰
다양화되면서 명창대회는 주최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초기의 주요 레퍼토리였던

1) 동아일보 1962년 9월 26일자.
2) 김민수, ｢초기 명창대회에 관한 일고찰-1920년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59집(한국
국악학회, 2016), 155~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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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뿐 아니라 여러 민속음악이 공연목록에 추가되었고 때로는 가곡과 정악
나아가 서양음악이 함께 기획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1920년대 중반에 등장한 명창대회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그간 명
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1920년대 시작된 명창대회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속음악공연의 한 축으로 급성장했던 명창대회에 관한 논
의는 초기양상이 파악된 이후인 1930년대의 공연정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
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간 1930년대 명창대회에 관한 연구는 여러 논의3)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이 파악된 바 있지만 그 공연양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
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명창대회의 주된 주최자들은 누구였는지 명창대회의 공
연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공연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1960년대 초까지 전개된 명
창대회 가운데 우선 초기양상과 유기적 관계에 있는 1930년대를 연구범위로 삼
고 이 시기의 공연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연의 주요 주최자와 공연내용 등이 상세히 파악되면 1930년
대 명창대회가 지닌 성격이 보다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논의는
초기 명창대회에 관한 후속연구로서 얻어진 결과는 1920년대 명창대회의 논의
와 연계되어 1920~30년대 명창대회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일정부분 기
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1930년대 명창대회의 공연유형
1920년대 중반에 경성에서 처음 등장한 명창대회는 20년대 후반 경성뿐 아니

라 지방으로 점차 확산4)되고 있었다. 1930년대 접어들어 명창대회는 더욱 활기

3) 성기련, ｢1930년대 판소리 음악문화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81~87쪽; 김민수,

｢1940년대 판소리와 창극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12~29쪽.
4) 김민수, 앞의 글(2016), 155~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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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띠었는데 그 공연일지를 대략 정리5)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30.2.8~9

조선명창경연대회, 동아전주지국 주최, 전주극장,
명창광대 박중근 일등명기 최봉선ㆍ조기화 5명 십여종의 구극

1930.2.10~11

명창경연대회 동아전주지국 주최, 전주극장, 이화중선ㆍ박금향ㆍ
임방울 등

1930.9.22~23

팔도명창대회, 조선일보 경성 서부지국 주최, 조선극장,
명창들과 각 도의 권번 예기들

1930.10.16~18

추계독자위안명창대회 동아청주지국 주최, 앵좌, 박팔괘 윤계화외
10여명

1930.12.3~

군산명창대회 군산유아원 주최, 군산극장, 조선음률협회 김창환를
비롯 다수의 일류가 수와 군산의 일류명창 김채옥ㆍ김유앵 등 기생들

1931.3.11

명창명기음악대회, 목포청년동맹 주최, 송만갑ㆍ이중선 일행

1931.5.3~7

조선명창대회, 조선개성지국 주최, 남도명창-김창환ㆍ한성준ㆍ김
초향ㆍ김해선, 서도명창-이영산홍ㆍ이진봉ㆍ김옥엽

1931.6.1~5

광한루중수식의 전도명창대회, 남원예기권번 주최

1931.6.21

시민위안명창대회, 조선일보 영암지국 2주년 기념, 덕진 백사장 가
설극장, 전남명창 초빙

1931.7.1

독자위안을 위한 명창대회, 통영지국, 당지 봉래좌, 송만갑ㆍ김정
문ㆍ김추월ㆍ이화중선

1931.8.27~

전조선명창대회, 여수청년회 주최, 동아ㆍ조선 여수 양지국 후원,
경성ㆍ대구ㆍ광주 등 지방 외에 각지 명기명창 출연

1931.9.21~23

팔도명창대회, 조선경성서부지국, 시내 조선극장, 각도명창(권번출
신들과 김창환ㆍ이동백ㆍ정정렬ㆍ김초향ㆍ한성준)

5) 1930년대 명창대회의 공연일지는 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신보의 기사를 종합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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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9.29

삼여류명창공연음악회, 조선음률협회와 콜롬비아축음기주식회사
주최, 매일신보 후원, 장곡천정 공회당, 박녹주ㆍ김초향ㆍ박월정

1931.12.23

삼여류명창공연음악회, 조선음률협회 주최, 빅터축음기주식회사
후원, 사리원 고봉, 박녹주ㆍ박월정ㆍ박정옥

1932.4.20~22

전조선명창대회, 경동지국 후원, 예찬회 주최, 시내 단성사, 전조선
남녀명창 초빙 권번기생과 찬조 이동백ㆍ김창환ㆍ백점봉ㆍ심상건
기타 전선 명창 등

1932.7.8~10

전조선명창대회, 조선음룰협회 주최, 인천애관

1932.9.6~8

경성명기명창경연대회, 구극동호회 주최, 제일극장, 경성 각 권번
기생 총출연, 각 지방명창남녀 다수

1932.9.17~18

공주 추석노리 명창대회, 공주읍 도정 은송원 주최, 공주극장, 남서
도 명기명창 초대

1932.10.3~5

해주추계명창대회, 매일신보황해지국 후원, 해주극장, 오태석ㆍ박
녹주외 전선일류명창

1933.1.12~13

여류花形명창대회, 구극동우회 주최, 매일신보사 내청각, 김초향ㆍ
박녹주ㆍ주향난ㆍ이영산홍ㆍ김옥엽ㆍ이진봉ㆍ김소희ㆍ박옥도(공
연종목-서도ㆍ남도ㆍ독창ㆍ입창ㆍ좌창ㆍ가야금합주 등)

1933.2.14~16

일류명창대회, 조선음률협회 주최, 대전 경심관

1933.2.26

조선명창대회, 개성고려청년회 주최, 동 회관 대강당, 정정렬ㆍ오
태석ㆍ한성준ㆍ김초향ㆍ하농주 등

1933.4.16~17

전조선명창경연대회, 구극동우회 주최, 시에론레코드 경성지점 후
원, 장곡천정공회당

1933.10.13~14

조선음률명창대회, 조선마산지국 주최, 구미 산수좌, 진주ㆍ창원ㆍ
마산 각 예기권번과 송만갑ㆍ박중근ㆍ모추월ㆍ오비취

1933.10.26~28

독자위안명창대회, 동아ㆍ조선중앙ㆍ매일신보 본보 4지국 주최,
수원극장, 박녹주 등 명창만을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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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11.20~22

독자위안명창대회, 매일신보 오산분국 주최, 오산시장, 정정렬ㆍ오
태석ㆍ김초향ㆍ김소향ㆍ김여란 이상 5명

1934.3.31~4.4

전조선일류명창대회, 예극동우회 주최, 매일신보 내청각, 정정렬ㆍ
오태석ㆍ박녹주ㆍ김초향ㆍ신금홍ㆍ김남주ㆍ박초월ㆍ주난향ㆍ신
해중월ㆍ박옥도

1934.5.2~3

제1회 특별성악대회,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공회당

1934.5.30~6.1

전조선명창대회, 원산 고아원 후원회 주최와 원산지국 후원, 시내
원산관, 송만갑ㆍ김종기ㆍ신금홍ㆍ김금옥 4씨를 초빙, 조연은 춘
성권번 예기들

1934.6.12~14

제2회 명창음악대회,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공회당

1934.8.15~16

삼남수해구제명창대회, 중앙ㆍ조선ㆍ동아 연합주최, 제주관, 경향
각지 명기명창 20여명

1934.8.29~30

예기연주급명창대회, 조선ㆍ중앙ㆍ동아 후원, 안악태평극장, 명창
17명

1934.10.2~3

제3회 조선명창대회,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공회당

1935.1.28

독자위안명창대회, 매일신보경성판매소 주최, 장곡천정 공회당, 이
동백ㆍ김창룡ㆍ정정렬ㆍ오태석ㆍ이화중선ㆍ오비연ㆍ김소희ㆍ장
향란ㆍ이금홍ㆍ김채련ㆍ신진홍ㆍ변진홍, 고수-정원섭ㆍ한성준

1935.2.4~5

조선명창대회, 동아청주지국 주최, 청주앵좌, 이동백ㆍ정정렬ㆍ오
태석ㆍ한성준ㆍ신금홍ㆍ김유앵ㆍ변진홍ㆍ김소희

1935.4.1~2

독자위안명창대회, 동아사임곡분국 주최, 임방울 일행

1935.4.11~13

남선명창대회, 조선남해지국 주최, 남해읍 시장통

1935.5.10~

제5회 춘향제 거행, 명창대회, 남원읍 주최, 남해극장내. 각 예기
권번대항, 개별대항

1935.9.14~16

능주명창대회, 조선능주지국 후원, 구 청년동맹 강당, 명창초청, 승
무ㆍ가야금병창 등

1935.11.8~10

신구명창대회,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조선 충주지국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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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11.18

同情명창대회, 원산 기독청년회 주최, 조선ㆍ조선중앙ㆍ동아 원산

삼지국 후원, 시내 원산관, 출연자-이동백, 가야금-정남희 외 명가
수 4,5명 초빙
1935.11.27~28

초동명창대회,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우미관, 송만갑ㆍ이동백ㆍ김
창룡ㆍ정정렬 ㆍ오태석ㆍ오비취ㆍ신숙ㆍ조앵무ㆍ조소옥ㆍ김연수
외 십여명

1935.12.23~24

조선명창대회, 아신창원향우회 주최, 양옥인마좌, 최동화 한성기
외 십여명

1936.1.19~20

명창대회와 신극의 밤, 영등포지국 주최, 영등포연예관, 조선성악
연구회의 이동백을 비롯 남녀명가수 수십명 초빙 공연

1936.2.4~5

명창선발대회, 부산진 공생원 학부형회 주최, 부산공회당, 각지의
권번예기

1936.2.15~17

은율명창대회, 황해도은율소방조 주최, 시내공회장, 경성일류명창
명기

1936.4.7~9

밀양명창대회, 경남 밀양예기권번 주최, 동아일보 후원, 밀양권번,
전조선 각 권번 예기

1936.4.17~19

전조선예기명창대회 밀양예기권번 주최, 동아ㆍ조선 밀양지국 후원

1936.5.23~24

조선여류명창대회, 부내영주정 진수학원 주최, 부산공회당, 경성조
선권번-김여란ㆍ조산옥ㆍ김연수ㆍ조금옥, 전북-배설향, 전남-권
금주 등과 봉래권번ㆍ동래권번 등의 예기 참가

1936.7.15~16

여류명창대회,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시내부민관, 김초향ㆍ신금홍

ㆍ박록주ㆍ이소향
1937.7.2~3

乳兒院同情명창대회, 원산고아원 주최(기금조성), 동아 원산지국

후원, 원산관, 조선성 악연구회-이동백ㆍ박녹주ㆍ이소향ㆍ김연수

ㆍ정원섭 초빙, 특별찬조-춘성권번ㆍ원산권번,
1937.8.13

명창대회, 수교번영회 주최, 수교시광장 가설극장, 일류명기

1937.9.19

동포위안명창대회, 당지기념공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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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3.12~13

여류명창대회, 부내부민관, 박녹주ㆍ신금향ㆍ박초선ㆍ임소향ㆍ이
춘화ㆍ조금옥ㆍ조소옥ㆍ김유앵ㆍ김연수ㆍ조동옥ㆍ조농옥ㆍ오비
취, 김초향ㆍ배설향 특별출연

1938.3.13~15

전선명창경연대회, 전주권번 주최, 매일신보지국 후원.

1938.4.23~25

전조선명창대회, 순천 여인숙 조합 주최, 동아순천지국 후원, 당지
극장, 각처 권번 예기

1938.4.25~5.5

조선향토연예대회 내 팔도여류명창대회, 조선일보 주최, 부민관,
조선일보 북편 가설극장

1938.5.24

명창의 밤, 박녹주ㆍ이동백ㆍ이소향 <심청가>와 <적벽가> 중 장기
대목

1938.10.16~17

명창대회, 조선일보 전남지사 주최, 광주극장, 이동백ㆍ오태석ㆍ정
남희를 필두로 김소희ㆍ조농옥ㆍ임소향 등 여류가수와 광주권번
소속 예기 총출연

1939.2.25~26

제1회 전조선 권번연합여류명창경연대회, 동업 조선신문사 주최,
부내 공회당, 각지 권번

1939.3.8

조선명창대회, 동아청안지국 주최, 중평극장, 이동백ㆍ김창룡ㆍ김
연수ㆍ정원섭ㆍ박녹주ㆍ임소향ㆍ조금옥

1939.3.9~10

독자위안신춘명창연주대회, 동아공주지국 주최, 공주극장, 조선성
악연구회

1939.3.10

독자위안명창대회, 동아일보 천안지국 주최, 당지극장, 이동백씨
일행

1939.4.2

독자위안명창대회, 동아일보 강경지국 주최, 당지강경극장, 조선성
악연구회 이동백 이하 명창

1939.5.13~14

제1회 조선소리경창대회, 조선일보 사업부 주최, 부민관 대강당, 단
가와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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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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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안여류명창대회, 매일신보ㆍ국민신보 사진특보 주최, 부민
관대강당, 당대명창과 악계권위 20여명 총출연-박녹주ㆍ박초월ㆍ
오비취ㆍ김련수ㆍ임소향ㆍ조농옥ㆍ조금옥ㆍ오태석ㆍ오비취

1939.10.3~4

전조선명창대회, 마산부산정정회 주최, 조선ㆍ매일ㆍ동아 후원, 부
내극장 공락관, 종로 대전 권번, 전라 경상남북도 권번 40여명의
예기 참가, 김연수ㆍ유성준ㆍ임방울 삼씨 초빙 심판과 찬조출연

1939.10.24~26

전선일류명창대회, 매일신보 대구지국 주최, 김연수ㆍ이소희,ㆍ박
귀희ㆍ박화섭,ㆍ오태석ㆍ임소향ㆍ정원섭ㆍ박녹주ㆍ김난향ㆍ임방
울ㆍ김여란

1939.11.6

추계 전조선명창대회, 부민관, 전조선일류명창총출연

1939.11.11~12

경주명창대회, 조선사상보국연맹 경주분회 주최, 경주극장, 각 지
역 예기

위의 내용을 통해 1930년대 명창대회의 공연유형을 대략 구분해 보면 민속음
악단체, 신문사, 각 지역의 특정단체, 경연식 명창대회 이상 네 가지의 공연유형
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민속음악단체의 명창대회
1930년대 민속음악단체 주최의 명창대회는 주로 1930년 판소리 창자들의 주

도로 결성된 조선음률협회와 1934년 조선음률협회를 재정비해 결성한 조선성악
연구회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조선음률협회는 활동기간동안 대략 네 차례에 걸쳐 명창대회를 주최했는데
1931년 9월 29일 ‘삼여류명창공연음악회’, 1931년 12월 23일 ‘삼여류명창공연

음악회’, 1932년 7월 8일~10일 ‘전조선명창대회’, 1933년 2월 14일~16일 ‘일류
명창대회’이다. 그 중 1931년 9월에 주최한 ‘삼여류명창공연음악회’는 당대 최
고의 여성 명창 즉 박녹주ㆍ김초향ㆍ박월정이 참가했는데6) 공연 일주일 전부터
대대적인 광고를 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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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여류공연음악
조선의 마음을 찻는 깃분현상
비행기 선전도 위관
기다리든 날은 왓다-기다리고 바라든 조선음률협회 주최의 조선의 대표적 녀류명창
김초향 박녹주 박월정 삼가수의 공연음악회도 오날밤으로 박두하엿다 녀류명창대회는
더구나 소수로서의 공연회는 이번이 조선 최초의 시험이오 더구나 전□7) 삼인의 노래
에 대한 성가는 이미 일반이 익히 아는 그만치 동게획이 발표된 이후로 비등하든 인긔
는 너나업시 한번 듯고 보기를 원하야 입장권을 예매하야 달라는 주최사측에는 종일
전화와 사람이 긋치지 아니하는 현상으로 당일의 상황을 말하고 잇다. 쇄퇴하야가는
조선 고유의 가곡을 북도다주자는 잇는 모임에 공명한 조선비행학교장 신용인씨는
동회를 위하야 금일 바람 불고 날 흐린 것도 불구하고 애긔를 조종하야 동음악회 선전
지 수만매를 비행긔 위에서 뿌리여 경성상공에는 적황백색의 지편이 란비하야 당일의
음악회를 축복하는 듯하였다. ~후략~8)

기사는 삼여류명창공연음악회가 여류명창에 의한 최초의 공연으로 대중들이
얼마나 고대하던 연주회였는지를 보여 준다. 공연 당일까지도 주최 측에는 입장
권을 예매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했고 심지어 비행기를 동원해 광고 전단지를 뿌
릴 만큼 여론이 집중되었던 공연이었다. 공연은 단가와 판소리로 구성되었고 각
출연자가 순서대로 출연해 목 풀이를 위한 단가와 자신의 특장대목을 1, 2부에
나누어 한두 대목씩 부르는 방식9)으로 진행되었다.

6) 삼여류명창공연음악회는 공식 공연명이 명창대회는 아니었지만 판소리를 중심으로 대명창들이 처음 시
작한 명창대회에 부합한 공연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명창대회에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7) 본 논문에서는 인용한 신문기사의 내용 중에서 판독이 불가한 경우, 그 대상을 □로 표기할 것이다.
8) 매일신보 1931년 9월 29일자.
9) 프로그람
제1부
一, 短歌 竹杖芒鞋 朴綠珠
一, 春香歌 사랑가 朴綠珠
一, 短歌 片時春(아서라세상사쓸데업다) 朴月庭
一, 春香傳 □城歌(저방자분부듯고) 朴月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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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열린 여류 명창대회에 초청된 김초향은 1913년 3월 광무대에 처음 등장
하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명창들에게 소리를 배운지 한 달 이십여
일만에 장안사에 출연할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25세 때는 정정렬 명창
과의 백일공부로 <춘향가> 전판을 전수받게 된다.10) 박녹주는 12세 때 동편제
판소리의 대가인 박기홍에게 <춘향가>와 단가 <대관강산>을 배웠고 14세에 김
창환에게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습득했다. 18세에 상경해 한남권번에 기
적을 두었을 시절에는 동편제 대가인 송만갑의 문하에서 <진국명산>과 <춘향
가> 중 <사랑가>부터 <십장가>까지 전수받았다. 경성에서 그녀의 명성이 자자
했던 무렵부터 송만갑에게 <적벽가>를 정정렬에게 <춘향가>와 <숙영낭자전>을
유성준에게 <수궁가>를 각각 배우며 여류 명창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다.11)
박월정은 사리원 출신의 서도기생으로 서도소리 명창이었던 평양출신의 김칠
성에게 소리를 배웠다. 그녀는 경서도 소리 이외에도 음악어법이 엄연히 구별되
는 남도 소리인 판소리까지 섭렵할 정도로 여러 성악 장르의 소리에 출중12)한
인물이었다. 이렇듯 1930년대 최초로 기획된 여류 명창대회의 공연자는 오랜 기
간의 학습과정을 거쳐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던 여성 창자로
특히 오랜 기간 남성들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판소리 분야에 있어 ‘여류 명창’이
라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며 인정받던 인물들이었다.
사실 삼여류명창공연음악회는 조선음률협회와 함께 콜롬비아축음기 주식회
사가 공동 주최했는데 조선음률협회 구성원이었던 여류명창들은 이 음반사에서

一, 短歌 丈夫恨 金楚香
一, 興甫傳 興甫卜居(坎癸龍一字案에)
제2부
一, 沈淸傳 花草歌(八月芙蓉君子容) 朴月庭
一, 兎公傳 綠水靑山(임자업시녹수청산) 朴月庭
一, 短歌 鎭國名山 朴綠珠
一, 三國志 思鄕歌(고당상학발량친) 朴綠珠 매일신보 1931년 9월 26일자.
10) 김석배, ｢김초향과 김소향 명창의 예술세계｣, 판소리연구 제35집(판소리학회, 2013), 7쪽.
11) 송방송, ｢일제강점기 박녹주 명창의 공연활동 : 방송⋅음반⋅신문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제12호(한국고음반연구회, 2002), 19~20쪽.
12) 함영희, ｢서도잡가 제전의 음악적 연구-박월정⋅김정연⋅전숙희 창을 중심으로-｣(용인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5),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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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음반을 취입13)한 경력이 있었던 만큼 음반판매 효과를 염두에 둔 기
획공연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공연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으
로 보인다. 바로 몇 달 후인 12월 23일 황해도 사리원에서 여류 명창대회가 다
시 한 번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연은 지방에서 열린 최초의 여류 명창대회
로 여류 명창들의 취입이 있었던 또 다른 음반회사인 빅터축음기 주식회사의 후
원14)이 있었다. 이는 첫 여류 명창대회의 음반홍보 효과를 확인한 또 다른 음반
사가 역시 음반의 홍보수단으로써 서둘러 기획한 공연이었다고 보여 진다.
명창대회 시작의 주역이었던 대명창들이 소속된 조선음률협회는 3회에 걸친
정기공연을 개최하면서도 별도의 명창대회를 몇 차례 더 주최했는데 그 중 하나
는 전조선명창대회15)였다. 단체는 1932년 6월 22일 제3회 정기공연이 종료된
후 20일이 안된 시점에 명창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했다. 공연은 8일부터 3일간
인천애관에서 열렸고 명창대회의 시작을 주도한 국창 이동백ㆍ김창환ㆍ송만갑
을 비롯한 남성 창자와 김초향ㆍ이소향ㆍ하농주ㆍ김소희 등의 예기들이 출연을
예고했다. 조선음률협회를 이끌던 국창들이 직접 출연했으니 판소리 공연이 있
었을 것이며 아마도 예기들 중 김초향⋅김소희⋅하농주는 자신의 특기인 판소
리와 남도민요를 이소향은 가야금병창 또는 가야금연주를 했을 것이다.
조선음률협회에 이어 1934년 결성되어 1936년경까지 여러 차례 명창대회를
주최16)했던 조선성악연구회는 1934년 10월에 ‘조선명창대회’를 개최했다.

13) Columbia 40189-A(21116) 雜歌 방아타령 朴月庭, Columbia 40189-B(21099) 雜歌 자진방아타령 朴
月庭; Columbia 40217-A(21189) 春香傳 軍奴使令 朴綠珠, Columbia 40217-B(21190) 春香傳 사랑가
朴綠珠; Columbia 40232-A(21199) 三國志 南屛祭風(상) 金楚香, Columbia 40232-B(21200) 三國志
南屛祭風(하) 金楚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일제강점기 국악활동 자료집(1)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
(민속원, 1998), 158·161·163쪽.
14) 매일신보 1931년 12월 22일자.
15) 조선일보 1932년 7월 8일자.
16) 1934.5.2~5.3 ｢제1회 특별성악대회｣; 1934.6.12~6.14 ｢제2회 명창음악대회｣; 1934.10.2~10.3 ｢제3회

조선명창대회｣; 1935.11.8~11.10 ｢신구명창대회｣; 1935.11.27~11.28 ｢명창대회｣; 1936.7.15~7.16 ｢
여류명창대회｣. 김민수, 앞의 글(2013), 21~22쪽.

김민수_ 1930년대 민속악의 공연양상

51

조선명창대회 10월 2,3 양일
시내 관훈동 4번지에 있는 조선성악연구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간부들의 노력으로 쇠잔
해 가는 조선악을 붙들어 가기에 힘을 쓰던 중에 그동안 벌써 많은 인기 속에서 제1회
제2회 공연을 끌었고 금번은 가을을 맞이하여 제3회 공연을 열 터이라는데 시일과
장소는 오는 10월 2일, 3일 오후 7:30분부터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열 터로 출입하는
명창들은 송만갑 · 이동백 이하 남녀 40여명 이라고 한다.17)

조선명창대회는 조선성악연구회의 결성 이후 세 번째18)로 단체가 주최한 명
창대회로 인기를 끌었던 제 1회 공연은 1934년 5월에 제 2회는 1934년 6월에
개최된바 있다. 앞선 두 공연에 힘입어 단체는 제 3회 명창대회를 기획했고 대
명창 송만갑과 이동백 이외에 남녀 40여 명의 출연을 예정했다. 이렇게 단체가
출연자의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인기리에 활동하던 다
수의 민속악인들이 조선성악연구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출연진의 숫자로
볼 때 공연시간은 상당히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가 인원수로 보면 창극
공연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조선성악연구회는 단체 구성 이후 1934년 11월에
처음 창극공연을 시작19)했기 때문에 이때는 판소리를 비롯한 여러 장르의 민속
음악 공연을 장시간했을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한 듯하다.
1936년 7월 조선성악연구회는 조선음률협회 시절에 시도했던 여류명창대회

를 다시 개최하게 된다.
여류 조선음악가들이 납량음악회 개최 7월 15, 6 양일 부민관에서
조선성악계에 있어서 여류명창으로 그 성가가 가장 높아 있는 김초향⋅박녹주⋅이소
향⋅신금홍 4씨는 바야흐로 성하에 들어서려는 이즈음 □열에 부대끼는 70만 부민을

17) 조선일보 1934년 9월 29일자.
18) 조선성악연구회는 제1회 명창대회를 ‘특별성악대회’라는 공연명으로 개최했고 제2회는 ‘명창음악대회’,

제3회는 ‘조선명창대회’라 지칭했으며 이후에는 ‘명창대회’를 줄곧 사용했다.
19) 김민수, 앞의 글(2013),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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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음악 삼매의 하루 저녁으로써 납량의 운치를 드리고자 7월 15, 16 양일간 시내
태평동 부민관에서 여류명창대회를 개최하리라는 바 근래 이러한 음악회가 드물기 때
문으로 일반 부민들도 기다리고 있던 터이라 미리부터 비등하는 인기는 당야의 성황을
예기키에 충분하다 거기 대한 상세한 것은 시내 관훈정 조선성악연구회로 문의하기를
바란다고20)

조선성악연구회가 주최한 여류명창대회에 김초향⋅박녹주의 참가는 여전했
지만 박월정이 제외되고 이소향⋅신금홍이 출연했다. 이로 보면 당시 여류 명창
이라 불릴 만한 예술적 전문성이 인정되는 여성 창자들의 수요가 차츰 증가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여류명창대회는 이전 조선음률협회 시절 개최된 삼여류명창공연음악
회와는 구분되는데 광고기사도 단발성이었으며 공연에 대한 여론도 예전만큼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아마도 이전 공연은 자금력이 있는 음반사가 함께
주최했던 만큼 음반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가능했겠지만 이
때는 조선성악연구회가 단독으로 주최하면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만한
여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성악연주회가 주최했던 명창대회가 거의
일회성 광고였던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추측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여류명창대회의 출연진은 판소리를 특기로 하는 김초향⋅박녹주⋅신금홍과
더불어 가야금과 가야금병창에도 특출했던 신금홍과 여기에 이소향이 함께 했
으니 이전까지 판소리 위주였던 여류명창대회에 비해 그 공연종목에 변화가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결성시기인 1934년부터 창극공연을 위한 준비에 집
중했던 조선성악연구회는 1936년경부터 본격적인 창극공연을 시작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단체의 명창대회 주최는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930년대 조선음률협회와 후신단체인 조선성악연구회는 명창대회를 처음 시

작한 대명창들이 소속된 민속음악단체였던 만큼 단체의 주요 활동이 창극으로

20) 조선일보 1936년 7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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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기 이전인 1930년대 중반까지 명창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특히 당시
최초로 여성 명창들로 기획된 여류명창대회를 처음 주최해 성공시키면서 여성
명창들의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키는데 일조하며 명창대회의 선도자로서의 독자
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2) 신문사의 명창대회
경성에서 명창대회가 등장한 지 얼마 후인 1927년 6월 지방에서 열린 명창대
회를 처음 후원했던 동아일보와 함께 1928년에 명창대회를 공동주최했던 조
선일보는 1930년대 접어들어서도 경성을 비롯한 각 지방의 지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명창대회를 주최 또는 후원하며 활성화에 기여한다.
시민위안 명창대회 대성황 본보지국 후원으로

【영암】본보 영암지국 주최로 영암 시민위안 명창대회를 개최한다 함은 기보한 바이
어니와 지난 21일은 5월의 단오가절인 만큼 예년과 같이 덕진 백사장에는 아침부터
사용을 하려고 지방인사들은 물론 인근 각지에서 모여든 군중들은 무려 수천에 달하였
었는바 하오 1시부터 당지 백사장 가설극장에서 전남 명창을 초빙하여 시민위안 명창
대회의 막이 열리자 입추의 여지없는 만원의 대성황리에 무사히 폐회하고 당일에는
지국 축하 환영연이 개최되었었는데 역시 대성황리에 종수되었다더라21)

조선명창대회

◇일시음정월일일부터 이일간 ◇장소청주앵좌
◇출연자 ▲이동백▲정정렬▲오태석▲한성준▲신금홍▲김유앵▲변진홍▲김소희
◇주최 동아일보청주지국22)

21) 조선일보 1931년 6월 30일자.
22) 동아일보 1935년 1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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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목포지국 주최 전조선 남녀 명창대회 10월 23일부터 5일간

【목포】본보 목포지국에서는 월간 잡지 호남 평론사와 연합 주최로 10월 23일부터
5일동안 목포 역전 가설극장에서 전조선 남녀 명창대회를 개최한다는바 동 대회에 출

연할 명창은 경성을 비롯하여 대구 전주 군산 광주 목포 기타 등지에서 가장 성명이
높은 일류 명창만이 다수 참가하기로 결정되어 주최 측에서는 만반 준비에 분망 중이라
는데 일반은 대성황을 예기하며 맞이 아니 한다고 한다.23)

강경지국독자위안
명창대회개최

【강경】혹독한 엄동설한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만나매 사람마다 가뿐한 마음이 넘쳐
가는 이때를 이용하야 본보 강경지국에서는 애독자 제씨에게 십분지 일이라도 위안을
드리기 위하야 조선성악연구회에 이동백이하 일류명창 일동을 초대하야 오는 사월 이
일에 당지 강경극장에서 명창대회를 개최하게된 바 이 소문을 듣고 공주지국에서까지
다수 참가하야 후원을 하기로되여 날은 대성황을 기대한다고 한다.24)

1920년대 후반 신문사로서 지방 명창대회를 처음 주최했던 동아일보는
1930년대에도 지방에 설치된 지국들을 중심으로 명창대회를 빈번하게 주최했

다. 더불어 1920년 동아일보와 유사한 시기에 창간한 조선일보 역시 각 지
역에 포진해 있는 지국을 통해 명창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는데 가세했다.
동아일보는 충북 청주에서 청주지국의 주최로 1935년 2월 ‘조선명창대회’
를 개최했다. 공연의 출연자는 이 시기 최대의 민속음악단체인 조선성악연구회
의 구성원으로 당시 열렸던 명창대회의 단골 출연자였던 이동백⋅정정렬⋅오태
석⋅한성준⋅신금홍⋅김유앵⋅변진홍⋅김소희 등이었다. 1939년 4월에는 충남
논산의 강경에서 봄맞이를 위한 강경지국 ‘독자위안 명창대회’가 열렸다. 이 공
연에는 역시 당시 민속악계를 주도하던 조선성악연구회 소속의 대명창 이동백

23) 조선일보 1936년 10월 12일자.
24) 동아일보 1939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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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러 일류명창의 출연이 약속되었고 명창
대회의 출연진이 알려지자 근처 공주지국이
후원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명창대
회를 위한 신문사 지국 간의 협조는 아마도
당대 스타라 할 수 있는 명창들의 초빙이 자
금 여력이 빈약한 지국별로 자주 기획되기는
수월하지 않았던 현실적 상황에서 기인한 일
로 지근거리의 신문독자들이 명창들의 소리
를 두루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라 하겠다.
조선일보는 영암지국 주최로 1931년 6
월 전남 영암에서 ‘시민위안 명창대회’를 개
최했다. 5월 단오가절을 기념하며 야외 백사
장 가설극장에서 개최된 명창대회에는 전남

<광고 1> 1935년 2월 동아일보
청주지국 주최의 ‘조선명창대회’

명창이 초빙되었고 지역인사를 비롯한 인근
각지에서 모여든 관객이 수천으로 공연은 대성황리에 종료되었다. 1936년 10월
조선일보 목포지국은 ‘전조선 남녀 명창대회’를 지역 잡지 평론사와 함께 연
합으로 주최했다. 목포 역전 가설극장에서 5일간 열린 공연은 내세운 대회명에
부합하게 경성을 비롯한 대구⋅전주⋅군산⋅광주⋅목포 등지에서 가장 재능있
는 일류 명창만을 초청해 기획한 상당히 큰 행사였다. ‘남녀 명창대회’를 내건
것으로 보면 각 지역에서 인정받는 남성 창자와 더불어 여성 창자로는 각 도
권번 예기들의 참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30년대 명창대회를 주도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당시 발간되던

타 신문사와 함께 공동으로 명창대회를 주최 또는 후원하기도 했다. 1934년 8
월 두 신문사는 중앙일보와 함께 전남 광주에서 명창대회를 주최25)했다. 광

25) 광주명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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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번의 후원으로 열린 ‘광주명창대회’는 수해 구제를 위한 공연으로 전국 각
지의 명기 명창들의 참여로 진행된 행사였다. 또한 1939년 10월 마산에서는 
조선일보⋅매일신보⋅동아일보의 후원26)으로 ‘전조선명창대회’가 개최되
기도 했다.
이처럼 1930년대 신문사들 중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20년대 후
반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명창대회를 민속음악을 위한 공연명칭으로 적
극 선택하며 명창대회의 활성화에 견인한다. 신문사가 주도한 명창대회는 일반
적으로 각 신문의 구독자를 위한 위안공연의 형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때로는 언
론사로서 수해구제 등의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는 명창대회를 후원하기도 했다.
한편 신문사 역시 이익단체였던 만큼 이들의 명창대회는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독자들의 신문구독을 종용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겠지만 어째든 신문사의 이익
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각 신문사 지국을 중심으로 개최된 다수의 명창대회는
문화의 빈곤에 있던 지역민들에게 당대 유행하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3) 각 지역 특정단체의 명창대회
1930년대 어떤 민속음악공연보다 명창대회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전국에

걸쳐 있는 다양한 주최자의 선택이 있어 가능했다.

삼신문지국주최하에
【광주】 삼남수해 구제 명창대회=전남광주에서는 중앙, 조선, 동아 삼지국의 연합주최와 광주권번 후원
으로 오는 십오,육 양일간 제주관에서 삼남 수해구제명창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야 그 준비에 분망 중이
라는데 출연자는 경향 각지의 명기 명창 이십여명이라고 하므로 대성황을 예기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4년 8월 17일자.
26) 전조선명창대회
마산에서 개최
【마산】 마산부산 정정회에서는 오는 십월 삼사 양일(음력 팔월 이십일, 이일)에 마산부 조선, 매일,
동아의 삼신문지국 후원하에 전조선명창대회를 개최한다는바 장소는 부내극장 공락관이고 입장료는 일
원 이십전인바 본보 독자는 일원으로 할인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9년 9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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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빈아교양원
동정명창대회

【원산】원산 기독청년회에서는 조선 조선중앙 동아 원산 삼지국 후원 아래서 오는
십팔일 밤 칠시 시내 원산관에서 조선 고전음악계에 단연 거성 이동백씨 외 명가수
사,오명을 초빙하야 경영난에 쪼들리는 원산빈아교양원 재정에 도웁고저 동정
명창대회를 개최하리라는바-일반의 절대한 동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27)

섬진강교낙성식

【하동】 누보=재작년 가을부터 공사에 착수한 하동 섬진교는 수일 전에 준공되어
오는 십팔일 도교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낙성 축하회를 개최할 터라는데 여흥으로 그날
부터 삼일간 명창대회 궁술대회 정구대회 각희대회가 있을 것이라 한다.28)

수산공진회
포항에서 개최

【포항】경북어업의 호화판인경북수산진흥공진회는 십일일 오전 십시부터 포항에서
~하략~ 성대히 개회식을 거행하리라는데 수산업의 각종 출품에 자료가 많고 회기 십

일 동안에는 여흥으로 연예회경북어선경조대회, 전조선각희대회, 전조선궁술대회, 백
일장, 곡마단, 명창대회 등이 있어 포항에서 처음 보는 대성황을 예기한다 한다.29)

은율명창대회

【은율】황해도 은율 소방조에서는 동조의 기본 재산 조성을 목적으로 경성일류명창
명기를 초빙하야 오는 십오일부터 삼일간 시내 공회장에서 명창대회를 개최한다는데
일반은 다수 내참하기를 바란다 한다.30)

27)
28)
29)
30)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5년
1935년
1935년
1936년

11월 17일자.
7월 8일자.
10월 11일자.
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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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와 같이 1930년대에는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특별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명창대회를 자
주적으로 개최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우선 자선연주회 성격의 ‘동정명창대회’가 1935년
11월 원산에서 개최되었다. 이 명창대회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원산의 기독청년회가 직접 주최한 행사로 당 지역 신문사들의 후원도 따랐다.
원산빈아교양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동정명창대회에는 이동백 외에 4~5명이
초대되어 출연진은 단출하게 기획되었다. 아마도 지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대명창 이동백을 비롯한 몇몇 인지도 있는 명창의 등장만으로도 원산 시민의 참
여를 독려해 기부금을 마련하는데 무리가 없을 만큼 당시 명창들의 명성이 전국
에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창대회는 다리의 준공을 축하하는 낙성식에서도 개최되었다. 1935년 7월
경남 하동에서 섬진강교 도교식을 거행했는데 당사 측은 낙성 축하회를 주최하
면서 ‘명창대회’와 더불어 궁술대회⋅정구대회⋅각희대회를 3일 동안 연이어 개
최하면서 지역민들과 축제의 장을 함께했다. 그 해 10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수
산공진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10일간 열린 수산공진회에서는 여흥을 위한 시
간으로 여러 행사를 추진했는데 연예회경북어선경조대회⋅전조선각희대회⋅전
조선궁술대회⋅백일장⋅곡마단의 공연에 ‘명창대회’가 함께 열려 그 흥을 돋우
는데 한 축을 담당했다. 황해도 은율에서는 은율 소방조 주최로 ‘은율명창대회’
가 1936년 2월에 열렸다. 단체의 재산 조성이 목적이었던 이 공연에는 경성일류
의 명창명기가 초청되었다. 이로 보면 재산 조성이라는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명창명기들은 명창대회의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출연자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구례 위생 전람회 조선명창대회’31)와 ‘지리산관광주간 전조선남여명
창대회’32) 등의 각종 행사에서도 명창대회가 열렸으며 기생들도 연합으로 명창

31) 동아일보 1938년 10월 21일자.
32) 동아일보 1939년 4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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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주최33)하기도 했다. 1930년대 명창대회는 어떤 민속음악공연보다도 각
자의 목적에 따른 다양한 공연주최자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채택되면서 전국적
으로 널리 활성화되고 있었다.

4) 경연식 명창대회
1926년 처음 시작되어 1920년대 후반기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던 명창대

회는 순수 연주회 방식의 공연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출연자들이 서로 경
쟁하는 경연방식의 명창대회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명창경연대회
구극동우회 주최와 “시에른레코트” 경성지점의 후원으로 오는 십육일부터 이일간 부내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전조선명창경연대회가 열리게 되엇다는데 동대회에서 일등에 당
선하는 가수는 “동레코트”에 취입시키기로 하고 방금 동회에서는 다음의 각지에서 가
수를 교섭중으로 자못 성항을 예기한다고 한다.
一 경성 인천 개성 수원 원산 평양 대구34)

명창선발대회
부산공생원에서

【부산】 음력정초에 조선고악을 조장하는 의미로 부산진 공생원 학부형회에서 명창
선발대회를 초사,오 양일간에 부산공회당에서 개최한다는데 참가할 사람들은 부산 동
래 울산 경주 대구 밀양 마산 진주 각지의 권번예기들이 한명씩 선수로 참가하고 후보
한 사람씩도 온다고 하는데 선수권에 일등 당선된 사람은 콜롬비아레코드에 취입하게

33) 삼남기생연합

명창대회개최
시내 사권번에 있는 삼남 기생들의 주최로 삼십일부터 십일월이일까지 시내 미나도좌에서 조선명창
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0년 11월 2일자.
34) 동아일보 1933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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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한다.35)

위의 내용은 1933년 4월과 1936년 1월에 각각 경성과 부산에서 열렸던 명창
대회로 1930년대 접어들어 처음 확인되는 경연 방식의 명창대회이다. 경성에서
있었던 ‘전조선명창경연대회’는 구극동우회가 주최하고 시에른 레코드(이하 시
에른)가 후원하며 2일간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개최되었는데 경연을 통한 일등
당선자에게는 시에른에서 음반을 발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명창경연대
회는 경성 인근 지역을 포함 대구뿐 아니라 개성⋅평양⋅원산에 걸쳐 전국 각지
의 실력자들의 참여를 격려해 경성에서 이틀간 개최되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대회였다. 많은 인원의 참여로 진행되었을 경성의 명창경연대회는 상금에 해당
하는 사항으로 시에른에서의 취입을 내걸었다. 시에른은 1931년 11월부터 1935
년 후반까지 한국음반을 발매한 회사로 당시 운영 중이던 타 음반회사에 비하면
열세에 있는 군소 음반회사36)에 불과했다.
1930년대는 여러 음반사의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음반

사로 저가정책을 펼쳤던 시에른은 음반판매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인기를 끌던 명창대회에 경연이라는 방식을 도입해
치열한 경연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어 관심 속에 최종 선발된 신인의 음반을 제작함으로써 음반판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경연식의 명창대회를 후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36년 1월에는 부산진 공생원의 학부형회 주최로 부산공회당에서 ‘명창선발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의 주요 참가자는 부산⋅동래⋅울산⋅경주⋅대구⋅밀양
⋅마산⋅진주 등 경상도 지역의 권번 예기들로 일등 당선자에게는 콜롬비아 레
코드(이하 콜롬비아)에 취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기사에서는 직접적으
로 콜롬비아의 후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선자에게 음반취입을 약속했다는

35) 동아일보 1936년 1월 24일자.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657쪽.

김민수_ 1930년대 민속악의 공연양상

61

것에서 그 후원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 콜롬비아는 1929년 2월 첫 한국음반을 발매한 이래 광복 이전까지 한국
음반을 발매한 일본 최대의 음반회사로 미국 콜롬비아와의 합작으로 세워진 만
큼 규모와 기술, 녹음내용과 분량에 있어 공히 일제시대를 대표하는 음반회사37)
로 군림했다. 이처럼 당시 한국전통음악의 명창명인을 상대로 각종 음반을 제작
해 판매했던 콜롬비아는 1936년 경상도 지역의 권번 예기들에 국한된 경연 명
창대회를 후원하고 있었다. 콜롬비아와 같은 거대 음반회사의 이러한 후원은 이
미 녹음 작업을 마친 기존의 민속악인 이외에 권번의 학습과정을 통해 그 실력
이 담보되어 있는 예기만을 상대로 경연을 열어 그 중 다시 최고를 선발해 신인
발굴을 통한 새로운 음반을 발매함으로써 또 다른 음반 판매를 위한 판로를 모
색하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된 행사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경상도 권번의 예기들이 참여한 부산의 명창선발대회는 1933년 4월 시
에른의 후원으로 열렸던 행사 이후 1930년대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확인되
는 음반사 관련 경연 명창대회였다. 결국 1930년대 음반사가 후원한 경연식 명
창대회는 공식적으로 두 차례뿐으로 이러한 방식의 경연 명창대회가 음반사가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로 귀결되지는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음반회사들이 후원했던 경연 명창대회가 두 차례로 마무리된 후 또 다른 방식
의 경연 명창대회가 등장한다.
밀양명창대회
본보지국후원

【밀양】 경남 밀양예기권번에서는 조선고래음악을 장려 추앙한다는 취지하에 전조선
각 권번 예기대표 선발명창대회를 개최코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여 오든 중 수일전에
허가되엿으므로 본보지국 후원으로 오는 사월 십칠, 십팔, 십구 삼일간을 작정하고 장
소는 밀양권번으로 정하고 일등상 오십원으로 부터 각등에 상당한 상품이 잇다는데

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위의 책,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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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각 권번 대표명창은 만이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한다.38)

조선명창대회
본보순천지국후원

【순천】 순천여인숙조합 주최 각 신문지국 후원으로 오는 이십삼일부터 이십오일까
지 삼일간 당지극장에서 전조선명창대회를 열기로 되엇다는데 때가 봄이오 겸하야 구
례 거자수 먹으려 모혀드는 시절이라 벌서부터 각처에서 신입이 폭주하야 인기비등하
다하며 동대회규측과 상품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一, 출연자는 각처권번우는 예기조합의 예기이인에 한함
一, 출연자에게는 실비의 여비를 지불함
一, 고수는 본회지정인에게 한함

상품
一, 일등일인 일금일백원 외 상장
一, 이등이인 일금일백원 외 상장
一, 삼등삼인 일금육십원 외 상장
一, 사등사인 일금사십원 외 상장39)

1936년 4월 밀양에서 상금을 내건 ‘선발명창대회’가 열렸다. 경남 밀양권번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해 전국의 권번 예기들을 상대로 한 경연 명창대회
였으며 밀양권번에서 3일간 개최되었다. 대회의 일등 입상자에게 오십원이 지급
된 만큼 이하 각 등에게 수여된 상품도 상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38년 4월에
는 순천에서 순천여인숙조합 주최의 ‘전조선명창대회’가 역시 동아일보의 후
원으로 3일간 개최되었다. 순천 명창대회는 대회 참가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규정에 따르면 출연자는 권번의 예기들에 국한되었고
각 권번의 참가 인원수는 2명으로 제한했다. 출연자에게는 실제 경비가 지불되

38) 동아일보 1936년 4월 7일자.
39) 동아일보 1938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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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주자는 당 대회의 지정고수로 제한한다는 조건이었다. 입상한 대회 참가자
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순위의 차등에 따라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는 방식
이었다. 이외에도 1939년 5월에는 조선일보 주최로 제1회 조선소리경창대회
가 개최40)되어 순위별로 상품이 수여되기도 했다.
한편 1930년 2월 두 차례, 1939년 2월 한 차례 각각 ‘조선명창경연대회’, ‘명
창경연대회’, ‘제1회 전조선 권번연합여류명창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들 명창대회는 경연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대중의 흥미 유발을 위한 경연의
형식을 차용했을 뿐 실제 상금이나 상품이 걸린 공연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금과 상품이 걸린 세 번의 경연식 명창대회 중 밀양의 후일 기사41)에 따르
면 대회는 권번 예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로 보면 나머지 두 차례의 명창대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크
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음반회사의 경우처럼 상금이 걸린
경연식 명창대회 역시 1930년대 세 차례 정도만 개최되었을 뿐이다.
1930년대에 등장한 명창대회의 새로운 방식이었던 경연의 형태가 인기가 없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갖지 못한 이유는 1930년대 판소리 또는 여
러 민속악이 어우러지는 민속악 공연의 대명사로 이미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
던 순수 연주회 방식의 명창대회가 전국적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있었기 때
문일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목적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었던 연주회식
명창대회가 큰 인기를 끄는 마당에 구지 주최자들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
연이라는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명창대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1930년대 상품 또는 상금을 내건 경연 방식의 명창대회는 크게 확산되지 못했

다고 볼 수 있다.

40) 조선일보 1939년 5월 13일자
41) 밀양명창대회성황

【밀양】 경남 밀양예기권번 주최로 각 권번 예기명창대회를 십칠일부터 십구일까지 삼일간 거행한다함
은 기보와 같거니와 전기대회는 예정대로 대성황리에 이십일 오전 일시경에 무사히 마치엿다한다. 동
아일보 1936년 4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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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30년대 명창대회의 공연내용
1) 공연자와 공연목록
2장에서 제시한 1930년대 전개된 명창대회의 대략적인 공연일지를 통해 명창

대회의 공연자42)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1930년 조선음률협회 시절을 거쳐
1934년 최대 민속음악단체로 결성되어 활동한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과 전국

에 포진해 있던 권번의 기생들이 당시 명창대회를 개최했던 주최자들이 가장 선
호했던 출연진으로 확인된다.
(1)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

1930년 조선음률협회로 처음 결성된 이후 조선성악원, 조선음악연구회를 거

쳐 1934년 5월 최종적으로 단체명을 확정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조선성악
연구회는 판소리 명창을 중심으로 여러 민속악인들이 참여한 단체였다. 조선성
악연구회는 이동백⋅정정렬⋅김창룡⋅한성준 등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이사진
도 구성해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활동을 지향했으며 주요 활동은 판소리와 창
극으로 사실상 단체의 주요 구성원은 판소리 창자들이었다. 사실 경성의 대표적
인 민속음악단체였던 조선성악연구회는 당시 명망있는 판소리 명창을 비롯한
민속악인 그리고 예기 등이 다수 소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1930년대 전국 각지
에서 개최되었던 명창대회의 주요한 초청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공연일지에서 확인되는 명창대회의 출연진을 보면 우선 조선성악연구회를 이

42) 1930년대 명창대회의 주요 공연자는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과 권번의 기생들로 구분된다. 조선성악

연구회 구성원에는 전문적인 민속악인 외에도 여러 기생들이 권번에 기적을 둔 채 소속되어 활동한 경
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으로서 명창대회에 참여한 각 분야의 기생들은 당시 사회
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여류명창으로 대우받던 인물들로 명창대회 출연시 신문광고에 그 이름이
대부분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반면 권번 자체가 중심이 되어 소속 기생들이 명창대회에 출연한 경우에
는 단지 광고에 ‘각 도 권번’, ‘권번의 기생들’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기준에서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으로서 명창대회에 참여한 기생들과 권번 소속으로 참여한 기생들을
구분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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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던 대명창들 가운데서는 유독 이동백의 참석이 송만갑⋅김창환⋅김창룡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당시 최고의 여류 명창으로 대우받던 김초향⋅박
녹주⋅이화중선의 출연이 잦았음도 눈에 띤다. 이외에도 임소향⋅김소희⋅조농
옥⋅박초월⋅오비취⋅배설향⋅조소옥⋅김연수⋅백점봉⋅박중근 등 판소리 명
창들의 공연이 있었다. 가야금연주와 가야금병창이 주종목이었지만 판소리에도
특출해 그야말로 다재다능했던 오태석과 정남희는 명창대회에 빠질 수 없는 인
물들로 자주 참여했으며 가야금과 가야금병창의 명인이었던 심상건 등도 동행했
다. 판소리 이외의 출연자로는 대표적인 경서도 명창인 이영산홍⋅이진봉⋅신해
중월⋅김옥엽이 민요에는 조금옥⋅이금홍, 가야금과 가야금병창 신금홍⋅김채
련, 가야금의 김종기 등이 명창대회에 초대되었고 정원섭과 한성준은 대개 고수
로 참여했다. 여성 명창의 경우 판소리와 더불어 통상적으로 남도잡가까지 능했
던 만큼 명창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판소리 이외에 잡가 공연을 함께 했을 가능성
이 매우 크다.
이처럼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개최된 대부분의 명창대회는 실
력있는 명창을 내세운 판소리 공연을 우선시했으며 여기에 민요와 잡가 때론 한
두 종류의 기악연주를 함께 기획해 공연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였다고 하겠다.
한편 명창대회의 구체적인 공연목록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파악된 공연자를 통
해 그 내용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즉 당시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들은 1920년
대부터 유성기 음반사들의 초청으로 음원을 다량으로 녹음하기 시작했는데 그
녹음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명창대회에서 연주된 공연곡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1> 조선성악연구회 구성원의 콜롬비아･오케 음반사 취입곡목

음반취입자

음반취입곡목43)

이동백

춘향전-적성가･추천하는 대목･춘향집 가리키는데･천자뒤풀이･춘향집
찾아가는데･사랑가･이별가･어사남원행･춘향집 전집
적벽가-삼고초려
단가-백발가･천황지황가
심청전-맹인연에서 애소하는데･심봉사 눈뜨는데

66

동양음악 제41집

음반취입자

음반취입곡목43)

오태석

가야금병창-박타령･돈타령･군로사령 상하･토끼화상･별주부모친･혁로
인생･춘향모･방아타령･양산도･한강수타령･경복궁타령･날
좀 보소･늴늬리야

정남희

가야금산조-중머리･중중모리･잔머리
가야금병창-청유원･청춘을 허송마라
심청전
신수궁가 上下
신민요-호미가･베틀가

김초향

흥보전 上下
단가-대장부한 상하･고고쳔변･운담풍경･강산풍월･편시춘
심청전-범피중류 上下
춘향전-춘향모공축･어사와 춘향모･자진사랑가･군로사령
삼국지-남병제풍 上下
남도잡가-흥타령･셩쥬푸리

박녹주

단가-만고강산･대관강산･죽장망혜
춘향전-춘향집경치･사랑가･추월강산 상하
심청전-심청수제 上下･선인수거･심청하직 上下
흥보전-저 아전
남도잡가-흥타령

심상건

가야금병창-몽유가(대장부허랑하여 상하)･골패타령･투젼푸리･타령･
백로타령
가야금독주-느진증머리･잔머리･엇중머리･자진잔머리･당학

김종기

가야금병창-박타령･돈타령
거문고산조-단머리 上下

박녹주･이소향

잡가-화초사거리

박녹주･김종기･서영주

가야금병창-육자백이･흥타령

오비취･김소희･임방울･오태석

남도잡가-농부가･자진농부가

이영산홍

이영산홍･이진봉
신해중월

신해중월･표연월

이진봉･김옥엽

긴잡가-제비가 上下
서도잡가-긴배다래기･자진배다래기(백목단)
유행잡가-난봉가･한강수타령(백목단)
가사-죽지사
시조-관산성마
잡가-범벅타령 上下
서도잡가-압산타령･평양념불･놀양 上下
잡가-사발가･양산도･뒷산타령
염불-회심곡･하청
경기잡가-장타령
경기류행가-초가망･넉들어온다･대감노리･계석거리･중타령
잡가-노래가락
만곡-장님경 上下
잡가-긴아리랑･리별가･놀량･뒷산타령･자진방아타령
서도잡가-난봉가･자진난봉가･노래가락･창부타령･공명가 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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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1930년대 조선성악연구회 소속으로 명창대회에 참여 빈도가 높은

인물들 가운데 1930년대 음반취입44)이 확인되는 이들의 녹음곡을 대략 정리한
것이다. 명창명인들의 음반에는 각자 자신들의 특장 대목이 우선시되었다는 점
에서 이들의 녹음곡목은 당시 명창대회에서 불리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명창 중 명창대회에 자주 출연한 이동백은 <춘향전>･<심청전>･<적벽가>･
<단가> 등을 불렀다. 이 가운데 특히 김추월⋅신금홍과 함께 낸 <춘향가> 전집

을 비롯해 <추천하는 대목>･<춘향집 가리키는데>･<천자뒤풀이>･<춘향 집 찾아
가는데>･<사랑가>･<이별가>･<어사남원행>･<춘향집 대목> 등의 음원으로 볼
때 이동백은 다른 곡에 비해 <춘향전> 대목을 즐겨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판소리뿐 아니라 가야금과 가야금병창의 명인으로도 알려진 오태석의 음원은
주로 가야금병창에 집중되어 있다. 그 곡목은 <박타령>･<돈타령>･<군로사령 상
하>･<토끼화상>･<별주부모친>･<혁로인생>･<춘향모>･<방아타령>･<양산도>･
<한강수타령>･<경복궁타령>･<날좀 보소>･<늴늬리야> 등으로 <적벽가>를 제외

한 판소리 네 마당의 각 대목과 경기민요까지 매우 다양하다. 주지하듯이 오태
석은 판소리와 민요를 넘나들 만큼 판소리의 실력자였다. 따라서 가야금독주보
다는 자신의 특기를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가야금병창 연주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남희는 재주 많던 오태석과 비견되는 인물로 중머리⋅중중모리⋅잔머리 등
의 가야금연주와 <청유원>･<청춘을 허송마라>의 가야금병창, 판소리로는 <심청
전>과 <신수궁가>를 더불어 <호미가>와 <베틀가> 등의 신민요를 녹음했다. 이
가운데 <청유원>･<청춘을 허송마라> 등은 정남희가 직접 창작한 곡이며 <신수

43) 1930년대 조선성악연구회 소속 구성원들의 음반취입곡목은 30년대 운영되던 음반사 중 콜롬비아 음반
사의 목록을 주로 참고했으며 여기에 필요에 따라 오케 음반사 목록을 추가했다. 배연형, ｢콜럼비아⋅리
갈 음반목록: 광복 이전 유성기 음반목록(1)｣, 한국음악사학보 제5집(한국음악사학회, 1990),
215~236쪽; ｢일제시대의 오케음반목록(1)｣, 한국음악사학보 제9집(한국음악사학회, 1992), 209~238

쪽 참고.
44) 대명창 이동백은 1930년대보다 전통음악이 본격적으로 발매되기 시작한 1920년대에 녹음한 음원의 비
중이 많아 1920년대와 1930년대를 함께 정리해 제시했다. 배연형, ｢日蓄朝鮮소리盤(닙보노홍) 硏究
(Ⅱ)｣, 한국음반학 제2집(한국고음반연구회, 1992), 249~311쪽; ｢제비標 朝鮮레코드(NITTO RECORD)
연구｣, 한국음반학 제3집(한국고음반연구회, 1993), 15~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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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가>는 판소리 <심청가>의 한 대목으로,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수궁으로 들어
가는 ‘행화는’과 ‘수궁풍류’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목은 가야금병창 곡으
로는 잘 불리지 않는 곡인데 정남희는 판소리 <심청가>를 창극의 연주형식에
대입하여 ‘행화는’과 ‘수궁풍류’ 두 대목을 각기 다른 형식의 가야금병창 곡으로
표현45)했다. 또한 정남희는 유성기 음반 산업이 성행했던 1930년대에 ‘유행가’
와 함께 대중가요의 양대 주류로 등장한 민요의 형식을 차용해서 창작된 신민
요46)도 취입했다. 오태석이 가야금병창 곡만을 불렀던 것과는 달리 정남희는 판
소리와 가야금병창뿐 아니라 가야금연주 여기에 창작과 당시 유행하던 새로운
장르까지 넘나들며 그의 음악적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성 명창 중에서는 김초향과 박녹주가 명창대회의 단골 공연자라 할 만큼
그 출연이 자주 확인되는 인물들이다. 우선 김초향은 <대장부한>･<고고쳔변>･
<운담풍경>･<강산풍월>･<편시춘> 등 다양한 단가를 녹음했고 판소리로는 <흥

보전 상하>와 <심청전> 중 <범피중류>를 <춘향전> 중에는 <춘향모 공축>･<어
사와 춘향모>･<자진사랑가>･<군로사령>을, <삼국지> 즉 <적벽가>에서는 <남병
제풍>을 취입했다. 또한 대표적인 남도잡가인 <흥타령>과 <성주푸리>도 녹음했
다. 박녹주는 <만고강산>･<대관강산>･<죽장망혜> 등의 단가와 <춘향전> 중
<춘향집 경치>･<사랑가>･<추월강산 상하>를, <심청전>에서는 <심청수제>･<선

인수거>･<심청하직>을, <흥보전> 중에는 <저 아전> 대목을 그리고 김초향의 경
우처럼 <흥타령> 등의 남도잡가를 불렀다.
앞서 거론했듯이 김초향과 박녹주는 1930년대 여러 차례 기획된 여류명창대
회에 초청47)될 만큼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던 ‘여류 명창’이었다. 이들의 녹음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김초향이 부른 <범피중류>나 <남병제풍>, 박녹주의 <춘
향집 경치>･<추월강산 상하>･<심청수제>와 같은 곡은 각각의 판소리 대목 중에

45) 최윤진, ｢정남희 가야금병창 <신수궁가> 연구｣, 국악교육 제35집(한국국악교육학회, 2013), 153~154쪽.
46) 이소영, ｢일제강점기 신민요의 혼종성｣, 낭만음악 19호(낭만음악사, 2007), 192쪽.
47) 1931년 9월 29일 ｢삼여류명창공연음악회｣; 1931년 12월 23일 ｢삼여류명창공연음악회｣; 1933년 1월
12일~13일 ｢여류花形명창대회｣; 1936년 7월 15~16일 ｢여류명창대회｣; 1938년 3월 12~13일 ｢여류명
창대회｣; 1939년 8월 18~20일 ｢독자위안여류명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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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공력으로 쌓은 소리실력 없이는 부르기 힘든 대목들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권번 출신의 여성 창자들이 대부분 토막소리에 국한된 활동48)을 했던 것
과는 달리 김초향과 박녹주는 상당기간 판소리에 매진해 그 공력을 쌓아왔고 이
러한 실력을 바탕으로 여류 명창의 반열에서 당당히 대우받고 있었던 것이다.
가야금과 가야금병창에 능했던 심상건은 두 분야에서 고루 음반을 취입했다.
<몽유가(대장부허랑하여 상하)>･<골패타령>･<투젼푸리>･<새타령>･<백로타령>

등의 민요 중심의 가야금병창 곡과 느진중머리⋅잔머리⋅엇중머리⋅자진잔머리
⋅당학 이상의 곡을 가야금독주로 취입했다. 조선성악연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
한 김종기는 가야금명인으로 가야금독주를 녹음했고 더불어 <박타령>･<돈타
령>의 가야금병창도 음원으로 남길 만큼 노래 실력도 갖추고 있었다. 김종기는
박녹주의 장고반주로 거문고산조 중 단머리 上下를 녹음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거문고산조 취입은 그가 개성권번에 가야금 선생으로 있을 때 거문고 명인인 백
낙준을 초대해 거문고산조를 배웠던 배경49)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겠다. 또한 김
종기는 오케 음반에서 이중선⋅이화중선⋅오태석⋅김소희 등 판소리 명창들의
반주자로 자주 활동한 것으로 보아 판소리 명창들 사이에 고수로서의 실력을 인
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판소리 명창들은 판소리뿐 아니라 타 연주자들과 함께 잡가와 가야금병창을
함께 불러 녹음하기도 했다. 일례로 박녹주는 가야금병창의 명인이자 각 도의
민요에도 출중했던 이소향50)과 함께 잡가 <화초사거리>를 녹음했고 김종기⋅

48) 성기련은 권번 소속으로 단시간의 학습 후 공연활동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권번 출신의 여성 창자들
은 1930년대 이후 소리 기량을 쌓기 위한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기존의 토막소리에서 극복되었다고

보았다. 성기련, 앞의 글(2003), 81쪽.
49)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보고사, 2012), 221쪽.
50) 이소향(1916~1985)의 본명은 이악이 예명은 소향이다. 경상남도 합천 출신으로 한양권번에서 이경준에
게 경서도 민요를 배웠다. 그는 다재다능하여 경기･서도･남도민요에 능하였고, 가야금병창에도 명인으
로 꼽혔으며, 일제 때부터 <호접몽(胡蝶夢)> 등 많은 가야금병창을 취입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이소향은 1927~1939년 경성방송국에 출
연하여 김세준･정원섭･지용구･한성준과 함께 가야금독주, 가야금병창, 가야금산조를 연주했을 뿐 아니
라 <자진육자백이>･<개고리타령>･<농부가>의 남도가요, 남도단가, 남도잡가 등 수십 곡의 민요를 방송
하였다. 송방송, 위의 책, 658쪽.

70

동양음악 제41집

서영주 등과 참여해 가야금병창으로 <육자백이>와 <흥타령>을 부르기도 했다.
또한 오태석은 역시 당시 명창대회에 자주 출연했던 오비취⋅김소희⋅임방울과
더불어 남도잡가인 <농부가>와 <자진농부가>를 합창으로 취입하기도 했다.
한편 판소리 창자와 함께 명창대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물들은 경서도 명창
들로 이영산홍⋅신해중월⋅이진봉⋅김옥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단독으로
취입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인 1조로 구성해 녹음한 경우가 많았다. 이영산
홍은 단독 녹음 외에 이진봉과 자주 노래를 불렀고 백목단과도 함께했다. 독창
일 때는 <제비가 上下>의 긴잡가와 가사인 <죽지사>, 시조로는 <관산융마> 그
리고 <범벅타령 上下>의 잡가를 불러 다양한 장르에서 실력을 보였다. 백목단과
서도잡가인 <긴배다래기>･<자진배다래기>와 유행잡가로 <난봉가>･<한강수타
령>을 노래했다. 이진봉과는 서도잡가인 <앞산타령>･<평양염불>･<놀량 上下>
를 잡가로는 <사발가>･<양산도>･<뒷산타령>을 취입했다.
이영산홍과 노래를 취입한 이진봉은 김옥엽과 함께 잡가 <긴아리랑>･<리별
가>･<놀량>･<뒷산타령>･<자진방아타령>을, <난봉가>･<자진난봉가>･<노래가
락>･<창부타령>･<공명가 上下>의 서도잡가를 불렀다. 경서도 명창인 신해중월
은 독창으로 <회심곡>⋅하청의 <염불>과 경기잡가인 <장타령>을 노래했고 표
연월과 짝이 되어 경기유행가였던 <초가망>･<넉들어온다>･<대감노리>･<계석
거리>･<중타령>을 잡가로는 <노래가락>, <장님경 上下>의 만곡을 음원에 남
겼다.
이로써 유추해 보면 인원 구성에 따라 차이는 있었겠지만 당시 명창대회에
초대된 판소리 명창들은 우선적으로 단가와 각자의 특장 대목을 먼저 부르고
난 후 가야금병창 반주에 맞춰 여럿이 함께 남도잡가와 남도민요를 합창하는 형
태 등의 공연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소리 명창들과 함께 출연한 경서도
명창들 또한 각자의 특장 곡을 부른 후에 둘 이상이 함께 불러야 더욱 흥이 나는
경서도 잡가와 경서도 민요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는 순서로 공연했을 것이다.
명창대회의 공연일지 중 유일하게 그 공연종목을 엿볼 수 있는 1933년 1월 ‘여
류화형명창대회’의 서도ㆍ남도ㆍ독창ㆍ입창ㆍ좌창ㆍ가야금합주, 193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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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창의 밤’의 <심청가>와 <적벽가> 중 장기대목, 1939년 5월 ‘제1회 조선소리

경창대회’의 단가와 판소리 등은 이와 같은 명창대회의 공연내용에 관한 추론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라 하겠다. 아마도 이러한 형태가 1930년대 조선성악연구회
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개최된 명창대회의 일반적인 공연모습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권번의 기생들

조선성악연구회 이외 명창대회의 또 다른 단골 출연자는 권번의 기생들이었
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개최된 명창대회에 초청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즉 1933년 10월 구미에서 열린 ‘조선음률명창대회’에는 인근의 진주
ㆍ창원ㆍ마산권번의 예기들이 1934년 5월 원산의 ‘전조선명창대회’에는 춘성권
번이 1938년 10월 ‘광주명창대회’에는 광주권번이 출연한 내용이 확인된다. 또
한 권번들은 1930년 9월의 ‘팔도명창대회’, 1935년 5월에 있었던 제5회 ‘춘향제
의 명창대회’와 같이 전국 권번 초청으로 기획된 명창대회에 대거 참여해 공연
을 펼치기도 했다.
남다른 기예를 가진 기생들은 1920년대부터 여러 음반사에서 다수의 음원을
취입했는데 역시 조선성악연구회의 경우와 같이 그 녹음된 음반을 통해 1930년
대 명창대회에 출연한 기생들의 구체적인 공연목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 중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한국음악 유성기음반
을 발매한 콜롬비아 음반사51)의 자료를 통해 1930년대 기생들이 취입한
주요 음원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51) 배연형, ｢콜롬비아(Columbia)레코드의 한국음반 연구(1)｣, 한국음반학 제5호(한국고음반연구회, 1995),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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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권번 기생들의 콜롬비아 음반사 취입곡목

취입장르

음반취입곡목52)

성악곡

가사 - 춘면곡･화편･황계사 등
가야금병창 – 군사사향가･쑥대머리･이별가･추월강산･화용도･고당상･추월강산･이별가 등
경기고잡가 - 늴늴타령･야홍타령･양유가･은실다령 등
경기잡가 – 긴아리랑･장기타령･개성난봉가･개성산념불･경복궁타령･한강수타령･병신재담･
맹꽁이타령･바위타령･범벅타령
긴잡가 – 고잡가･집장가･적벽가 上下･소춘향가･유산가
남도잡가 - 육자배기와 흥타령･공명가･난봉가･자진난봉가
단가 - 가자어서가･초한가･강산풍월･편시춘･불수빈
민요 - 아리랑집의 만곡･갈가보다･방아타령･노래가락･양산도･사발가･아리랑･신방아타령･
신양산도･청춘남녀･청춘의 한
사설시조 - 산념불･길군악
서도속요 – 금일경･축원경･서도만곡･배꽃타령･언문푸리･긴아리･타령･투젼푸리･성황마지･
십대왕
서도잡가 – 반갑도다･수심가･긴난봉가･중난봉가･염불･자진염불･길군악･회심곡･긴아리･
타령･병신난봉가･뒷산타령
속곡 - 신범벅타령
속요 - 병신난봉가
시조 - 평조･남창지름
신민요 - 직부가･과부가･기심노래･쾌지나칭칭
유행가 - 기생수첩･꼿갓흔순정･눈물의 시집･님도 꿈이런가･담배를 물고･바다의 자장가
잡가 - 연밥 따는 아가씨･워듸부싱의 유행소곡･경흥타령･산염불･긴아리랑･놀량･사발가･
청춘가･늴리리야･개성난봉가
잡곡 - 이별시･도라지타령･개타령･사설난봉가
째즈쏭 - 김인숙의 춤추는 아씨
창극 - 오비취(춘향전)
판소리 - 김초향(흥보전)

기악곡

가야금 바이올린 2중주 - 하사월･양산도
가야금산조 - 굿거리･중머리 등

무용곡

탈춤, 무곡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30년대 콜롬비아 음반사는 여러 기생들을 참여시
켜 다양한 곡들을 녹음하고 있었는데 기생들의 음원 중 특히 여러 장르로 구분
된 성악곡이 다량으로 취입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기생들은 여러 유형으로 구
분된 잡가 장르의 노래를 다수 녹음했다. 즉 경기고잡가 갈래로 <늴늴타령>･<야
홍타령>･<양유가>･<은실다령>을, 경기잡가로는 <긴아리랑>･<장기타령>･<개성

52) 이재옥, ｢일제강점기 기생의 음악활동 고찰-1930년대를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04), 27~28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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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봉가>･<개성산념불>･<경복궁타령>･<한강수타령>･<병신재담>･<맹꽁이타
령>･<바위타령>･<범벅타령>을 불렀다. 긴잡가로는 <고잡가>･<집장가>･<적벽
가 上下>･<소춘향가>･<유산가>를, 남도잡가로는 <육자배기>와 <흥타령>･<공
명가>･<난봉가>･<자진난봉가>를 취입했다. 또한 서도잡가에는 <반갑도다>･<수
심가>･<긴난봉가>･<중난봉가>･<염불>･<자진염불>･<길군악>･<회심곡>･<긴아
리>･<타령>･<병신난봉가>･<뒷산타령>을, 잡가로는 <연밥 따는 아가씨>･워듸부
싱의 <유행소곡>･<경흥타령>･<산염불>･<긴아리랑>･<놀량>･<사발가>･<청춘
가>･<늴리리야>･<개성난봉가>를 불렀다. 잡곡 갈래에서는 <이별시>･<도라지타
령>･<개타령>･<사설난봉가>를 녹음했다.
이밖에 기생들은 잡가에 비견되진 않지만 민요도 여러 갈래로 구분해 다수
녹음했고 창극과 판소리 그리고 가사와 시조도 선보였다. 또한 1930년대 성행하
던 신민요와 유행가를 비롯한 째쯔송도 취입하는 등 기생들은 그야말로 다양한
장르에서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한편 기악곡은 가야금과 바이
올린 2중주와 가야금산조가 녹음되었고 무용곡으로는 탈춤과 무곡이 실렸다. 이
처럼 콜롬비아 음반사에 녹음된 기생들의 음원만으로 보면 당시 기생들은 성악
과 기악에 걸쳐 그 기예가 인정되고 있었고 특히 성악장르에 출중한 인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음반은 청각적 매체인 관계로 기생들의 무용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
이것은 권번의 학습내용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일례로 경성의 한성권번53)
의 기생들은 남도민요, 서도민요, 가곡⋅가사⋅시조, 기악 그리고 창가 등과 함
께 춤을 학습했는데 그 종류는 각종 정재무⋅검무⋅남무⋅무산향⋅승무⋅입무
⋅춘앵무 등이었다. 또한 부산의 동래권번54)의 경우에는 판소리를 기본으로 습
득하고 이밖에 민요와 가곡⋅가사⋅시조 그리고 음률과 춤을 학습했는데 기방

53) 이설희, ｢조선미인도감에 나타난 기생조합과 권번에 관한 고찰｣(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학
위논문, 2009), 68쪽.
54) 추정금, ｢동래권번에 관한 연구-학습내용과 공연활동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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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풀이․소고놀음 춤․북춤․화관무․검무 등을 배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1930년대 명창대회에 초청된 권번의 기생들은 음반녹음의 거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공연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녹
음을 남긴 경서도 잡가와 민요 그리고 권번의 학습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전통춤
은 기생들의 대표적인 공연 레퍼토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때에 따라
기악과 당시 인기를 끌던 신민요와 유행가 등이 추가적인 공연물로서 명창대회
의 흥을 돋우는데 한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초향의 판소리와 오비취의 창극 공연의 경우는 다른 장르에 비해 한층 전문
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기생으로서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여류 명창으로 인정되었던 인물에 한정되어 그 공연이 허락되지 않았을까 생각
된다. 민속악 장르에 비해 기생들의 녹음 비중이 적은 가사와 시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의 관심과 흥을 유발해야 하는 명창대회의 성격상 자주 불리
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명창대회의 주최자들은
당사자의 여건에 따라 때로는 당시 출연자로 가장 선호되던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과 권번의 예기들을 함께 섭외함으로써 명창대회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
치를 높여 궁극적인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어쨌든 조선성악연구회의 공연이 판소리를 중심으로 민요와 몇몇 기악 등에
국한되는 형태였다면 여러 장르의 기예를 섭렵하고 있던 권번의 예기들은 대중
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연자였다. 따라서 대부분 1회 또
는 2~3회라는 단기간의 공연으로 각자의 실익을 거둬야 했던 명창대회의 주최
자에게 화려한 공연 레퍼토리로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권번의 예기들은
공연에 부합하는 최고의 출연자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 명창대회 이외에도 민속악 공연시 사용되는 용어는 여러 명칭이
존재했다. 즉 송만갑과 예기들이 출연한 조선가무대회55), 송만갑이 찬조한 김초
향 연주회56), 박녹주⋅박소춘⋅달성권번 예기들의 조선가극대회57), 조선성악연

55) 조선일보 1933년 6월 25일자.
56) 조선일보 1934년 9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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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가 찬조한 수해구제 구악대회58), 순천 예기들의 순천 예기 연주대회59) 등
다양한 명칭의 민속악 공연도 개최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주최자에 의해
끊임없이 공연되던 명창대회가 개최된 회수와 비교하면 그 수는 매우 소략한 것
이었다.

4. 맺음말
본고는 1920년대 중반 무렵 처음 등장해 1960년대 초까지 민속악을 대표하는
공연으로서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장기간 개최되었던 명창대회의 기간 중 이
미 밝혀진 초기 명창대회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1930년대를 연구범위로 삼아
그 공연유형과 공연내용을 살펴 명창대회의 공연양상에 관해 논의해 보았다.
1930년대 명창대회의 공연유형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되었다. 첫째,
1930년 민속악계의 결집으로 조직된 조선음률협회와 후신단체로 1934년 재결

성된 조선성악연구회는 명창대회를 시작한 주역이었던 대명창들이 소속되어 있
었던 만큼 1930년대 초반 명창대회를 자주 개최했다. 특히 대명창이 주도한 단
체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여성 명창을 중심으로 그 당시까지 한 번도 기
획된 적이 없는 ‘여류명창대회’를 최초로 시도해 성공시키면서 명창대회의 창시
자로서 또 한 번의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둘째, 신문사는 명창대회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1920년대 후반 공연을 주최
또는 후원하며 초기 명창대회에 참여했다. 1930년대 신문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명창대회를 개최했는데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전국에 설치된 각 지
국을 중심으로 독자위안공연이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형태의 명창대회를 주최
했을 뿐 아니라 특정단체에 의해 각지에서 열렸던 다수의 명창대회에도 후원의

57) 조선일보 1935년 2월 8일자.
58) 조선일보 1936년 8월 27일자.
59) 조선일보 1939년 10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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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적극 참여했다. 1930년대 전국에 걸쳐 신문독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신문사들이 꾸준히 기획했던 명창대회는 이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최선의 방편
으로 활용되면서 명창대회의 활성화에 절대적 기여를 하게 된다.
셋째, 명창대회 초기에 등장한 각 지역의 특정 단체가 주최한 명창대회는
1930년대 그 공연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졌는데 경성은 물론이고 원산⋅당지⋅하

동⋅대구⋅경주⋅포항⋅전주⋅순천 등 전국에 걸쳐 개최지가 확대된다. 지역별
명창대회를 주관한 단체들은 자선을 위한 명창대회, 다리 준공을 축하하는 낙성
식 축하 명창대회, 수산공진회의 여흥을 위한 명창대회, 재산 조성을 위한 명창
대회 등 각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개최하면서 1930년대
명창대회가 대중을 위한 민속악 공연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견인했다.
넷째, 순수 연주회의 형식으로 시작된 명창대회에 1930년대 경연이라는 새로
운 방식이 도입된다. 특정단체가 주최하고 레코드 회사가 후원해 처음 등장한
경연 명창대회는 경쟁을 통한 입상자에게 상금의 명목으로 음반취입을 내걸었
던 첫 경연 방식의 명창대회였다. 또한 순위를 매겨 차등적으로 상금을 지급한
형태의 명창대회도 등장했다. 비록 1930년대 새롭게 등장한 경연식 명창대회는
순수 연주회 방식에 만족해하던 다수의 주최자들이 동조할 만큼의 영향력을 발
휘하지 못하면서 몇 차례의 시도에 그치며 1930년대를 마감했다. 그러나 당시에
는 없었던 ‘경연’이라는 차별화된 시도는 후일의 명창대회가 다변화될 수 있는
동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연일지를 통해 확인된 주요 공연자와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공연목록에
접근해 1930년대 명창대회의 공연내용을 파악해 보면 대명창들이 주도하는 조
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과 권번의 기생들이 1930년대 명창대회의 주요 출연자였
다. 대명창을 위시해 사회적으로 명창명인으로 인정받던 다수의 민속악인이 소
속되었던 조선성악연구회는 1930년대 전반에 걸쳐 명창대회의 주최 측에 끊임
없이 초청되었다. 주최자의 요청에 따른 출연진의 구성은 때마다 조금씩 달랐지
만 판소리 명창을 중심으로 한 공연의 레퍼토리는 고정적이었다. 당시 음반취입
에 참여한 조선성악연구회의 구성원 중 명창대회에 자주 참여한 공연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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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해 본 결과 이들은 판소리 공연을 일순위로 하고 각 공연에 참여한 출연자
에 따라 가야금병창, 경서도 잡가, 남도민요 정도가 불리어졌고 때론 가야금 반
주에 맞춘 합창 형태의 공연과 기악으로는 가야금을 자주 연주했던 것으로 추정
되었다.
명창대회의 또 다른 단골 출연자인 권번의 기생들은 소속 권번에서의 다양한
학습을 통한 각 장르의 기예에 출중한 인물들이 많았던 만큼 1930년대 명창대
회의 주최자에게는 최고의 출연진으로 평가받는 초청 일순위의 대상 중 하나였
다. 음반녹음과 학습과정을 종합해보면 기생들은 성악과 기악 그리고 전통춤 나
아가 신식장르로 등장한 신민요와 유행가의 범주에 걸쳐 그 실력을 겸비하고 있
었다. 음반녹음의 양적인 면에서 볼 때 기생들은 명창대회에서 성악 중심의 공
연을 많이 했으며 특히 공연의 흥을 돋우는 경서도 잡가와 민요를 주요한 레퍼
토리로 구성해 공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로 기생들의 출연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통춤 또한 명창대회를 화려하게 장식해 주는 기생들의 주요
한 레퍼토리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성악연구회와 권번의 기생이
함께 초청된 명창대회는 조선성악연구회가 주요 공연으로 판소리를 담당하고
기생들은 경서도 잡가⋅민요⋅전통춤 등의 전통가무를 중심으로 기악 그리고
신민요와 유행가 등의 시류에 편승한 몇몇 종목을 추가한 형태의 공연을 선보였
을 것이다. 아마도 명창대회에 경쟁하듯 출연했던 두 부류의 공연자들이 동반
출연한 명창대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루 또는 이삼일의 단기간에 종료되
었던 명창대회의 관객에게는 자주 허락될 수 없는 공연이었던 만큼 그 흥행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하겠다.
1902년 실내극장의 설립 이후 줄곧 ‘구파’와 ‘구파연극’으로 규정되어 오던 민

속악 공연에 있어 그 용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1920년대 중반부터이
다. 이 시기 결성된 다수의 공연단체들은 민속악 관련 공연을 주최하면서 ‘구파’,
‘구파연극’ 이외에 ‘조선가극회’ ‘조선고악연주대회’60), ‘조선음악대회’61), ‘신춘

60) 조선일보 1927년 11월 11일자.
61) 조선일보 1927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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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악회’62), ‘명창 독창회’63) 등의 다양한 공연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192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화된 한국전통음악 발매로 음반사들은 녹음자를 초청

한 공연을 자주 개최했다. 음반사가 주최한 공연은 민속악이 중심인 경우가 대
부분이었지만 대개 시연회, 축음기대회, 레코드 콘서트 등의 공연명을 내세워 민
속악을 상징하는 용어보다는 음반사를 부각하는 공연명을 주로 사용하며 판촉
에만 열중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것이 명창대회였다. 민속악의 중심에 있던
대명창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명창’이란 용어를 내세워 처음 선보인
‘명창대회’는 등장 초기부터 민속악을 위주로 한 공연에 점차 사용되면서 민속

악의 공연명으로서 그 입지를 서서히 넓혀갔다. 결국 1930년대 ‘조선가무대회’,
‘김초향 연주회’, ‘조선가극대회’, ‘수해구제 구악대회’ 등 민속악에 사용되던 다

양한 공연명칭 중에서도 명창대회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선
택에 따른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 속에 민속악 공연을 대표하는 용어로 인정되면
서 부흥기를 맞게 된 것이다.
요컨대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참담한 시대적 상황 속에 조선인으로서 지
닌 동질의 민족 정서를 함께 향유하고 위안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속악 공연
으로 마침내 정착한 명창대회는 1930년대를 민속악의 전성기로 이끄는 주된 원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음악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62) 동아일보 1928년 2월 5일자.
63) 동아일보 1928년 3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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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Aspect of Folk Music in the 1930s
- Focusing on Master Singer Contest -

Kim, Min-Su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performance aspects of master singer contest by
examining the performance types and performance contents as the scope of
research of the 1930s, which have an organic relation with the early master singer
contest, which was already revealed during the master singer contest held in folk
music performance for a long time.
The master singer contests in the 1930s were nationally activated as the
organizers of folk music performances across the country selected the title of
performance preferentially. The performance type of the master singer contest at
this time was divided into folk music organizations, newspapers, specific
organizations in each region, and contest types that break out of the existing
framework of pure concerts. Especially, frequent performances by newspapers and
specific organizations were seen as the main factor driving the activation of the
master singer contest in the 1930s.
The organizers of the 1930s master singer contest preferred Chosun Vocal Music
Research led by the great master singers and the kisaeng of Gwonbeon across
the country as performers for the guaranteed promotion. In Chosun Vocal Music
Research, which most invited pansori master singers, pansori was a top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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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erformance. It was estimated that the kisaengs of Gwonbeon would have
performed major repertoires consisted of Gyeongseodo vulgar songs, folk songs,
and colorful traditional dances, and in some cases, additionally instrumental music
and new folk songs and popular songs which were new genres
From the mid-1920s to the 1930s, folk music performances used various
performance names including master singer contest. However, as the master singer
contest was regulated and activated as a term representing the folk music
performance in the tacit social consensus according to the choice of many people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ry in the 1930s, it was acting the folk music of
the 1930s as the main driving force leading to the heyday.

【Keywords】1930s, folk music performances, master singer contest, folk music organizations,
newspapers, specific organizations in each region, contest types, Chosun Vocal Music
Research, the kisaeng of Gwonb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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