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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세기 반기의 기생이란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조선시 의 

기만을 지칭하던 기생이란 용어가 기의 해체 이후, 20세기 반기에 이르

러서 차로 그 외연의 확장을 이룬 것이다. 20세기 까지는 여 히 ‘ (藝)’

를 선보이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기생과 매음을 업으로 삼았던 창기를 법제

으로 구별하 으나,1)1)사회 인 인식은 차로 기생과 창기의 구별을 무의미

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리하여 기생이란 명칭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학습기생, 소리기생, 화 기생, 재즈기생, 모던기생 등은 모두 기생이란 명

칭이 외연의 확장을 이룬 결과 나타난 명명(命名)이라 할 수 있다. 학습기생

과 소리기생은 권번 등에서 기 를 습득한 기생을 말하고 화 기생은 내세울 

만한 기 는 없으나 얼굴이 쁜 기생을 지칭한다. 그런가 하면 모던기생과 

1) 기생과 창기의 법제  구별에 해서는 졸고, 2004 ｢20세기  기생제도 연구｣ 

한국고 여성문학연구제8집, 월인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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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기생은 세태가 변하면서 새롭게 출 한 기생을 말한다. 당시에 새롭게 출

한 유흥 공간인 카페에서 일하 던 카페걸을 모던기생이라 칭하기도 하

고 양장(洋裝)을 입고 요릿집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기생을 재즈기생이라 부르

기도 하 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기생도 권번에 (籍)을 두고 있던 

기생뿐만 아니라 카페걸과 여 과 같은 모던기생까지 포함하는 은 의미의 

기생이다.

20세기 반기 가요 에는 기생을 소재로 한 노래가 심심치 않게 등

장한다. 가요뿐만 아니라 연극과 문학에서도 기생은 인기 있는 소재이었

다.2)2)이처럼 기생이 가요와 연극을 비롯한 문화 반의 소재로 활용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차 으로 기생이 문화의 극 인 향유자이자 생산

자 기 때문에 가능하 다. 음반만 놓고 보더라도 기생은 우리나라 음반사(音

盤史)의 시작에서부터 극 인 참여자로 활약하 다. 기생은 잡가와 소리 

등을 녹음하여 음악계에 상당한 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1930년  반에

는 가요 가수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 던 것이다.3)3)

본고는 기생을 소재로 한 가요의 노랫말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가요는 음악과 말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음악과 말을 아울러서 살펴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가요 속의 기생 이미지는 음악보다는 

노랫말에 훨씬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가요를 통해 기생에 한 당 의 

인식 등을 살펴보려면 그 노랫말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20세기 반기에 향유된 기생 소재 가요에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요만큼 나라하게 그 사회를 반 하고 있

2) 1930년  기생을 소재로 한 극에 해서는 최은옥, 2003 ｢기생인물 소재 텍스

트에 나타난 통성과 근 성-1930년  극을 심으로｣ 어문학교육제26집, 

한국어문교육학회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최은옥은 1930년 에 기생 소재 서사가 

많은 비 을 차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 하 다. 첫째, 기생이 통속  흥미로

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라는 이다. 둘째, 통속  흥미로움을 넘어서 기생

이 속한 사회의 질서나 제도의 모순까지를 성찰할 수 있는, 소재 자체가 가지는 

서사력 때문이다. 셋째, 문화 ·문학  모티 로서의 연속성 때문이다.( 의 논문, 

276면) 

3) 기생들이 가요 가수로 활약하게 된 배경과 그 실례에 해서는 졸고, 2004 

｢1930년  기생의 음악활동 일고찰- 가요 가수를 심으로｣ 민족문화논총제
30집,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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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식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기생 소재 가요에 한 고찰은 당

인의 시각과 정서를 살필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에 본고는 20세기 반 기생 소재 가요의 노랫말을 분석하고 그를 통해 

기생에 한 당 의 인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생 소재 가요의 기 모습

기생 소재 가요 에서 기의 작품으로는 <강명화가>(우 식 노래, 일

동 B148B, 1927년 11월 발매)를 들 수 있다. 이 노래는 1927년에 일동에서 발

매되었으나, 음반 실물이나 가사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 온 한 모습을 알 

수 없다. 다만 노래집에 실려 있는 강명화 련 곡을 통해서 그 모습을 조

이나마 짐작해볼 뿐이다. 노래집에 실린 강명화 련 곡이 음반에 실린 <강명

화가>와 어느 정도 같고 다른 지는 지 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노래집에 

실린 강명화 련 노래를 통해서 음반에 실린 <강명화가>의 모습을 짐작해 볼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당시에 유명한 기생이었던 강명화는 백만장자 장길상의 아들 

장병천과의 연애로 세간에 화제가 되었었다. 그러나 장병천 집안의 극심한 반

와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에 망한 강명화는 자신이 장병천의 앞날에 장

애물이 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1923년 6월 11일에 ‘쥐 잡는 약’을 먹고 자살

하 다. 당시 <동아일보> 1923년 6월 16일자는 강명화 자살 사건을 상당한 지

면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강명화의 자살사건은 당시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강명화 사건은 소

설과,
4)
4)노래로 창작되었다. 비록 살아서는 기생으로 천 받았던 강명화이지만, 

죽어서는 순결하고도 헌신 인 사랑의 상징으로 칭송되었다. 강명화에 한 

이러한 인식은 강명화 련 소설과 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강명화 

련 노래의 일단은 신식유행 이팔청춘창가집(新式流行5)二八靑春唱歌集)5)
4) 강명화 자살 사건을 다룬 소설로는 강명화 실기(1924), 강명화 (1925), 강

명화의 설움(1928), ( 세미인)강명화 (1935)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를 통해서 당시 강명화 자살 사건이 문학  소재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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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강범형(姜範馨)이란 사람이 1929년에 각 권번에

서 가르치는 소리를 코드 에 실린 그 로 명곡만 엄선하여 만든 것이다. 

가 사람을 웃키랴? 가 사람을 울니랴? 黃金이 사람을 웃킬 것이냐 애는 

情人의 섭섭한 離別이 사람을 울닐 것이냐? 아니다. 오즉 사람을 웃키고 울니는 

것은 歌曲일 것이다. 나는 이럿  안다. 그럼으로 나는 物質○ 精神으로 가 가  

人間苦을 맛보는 나의 兄님과 아오님들의 고닯흔 마음을 暫間이라도 멜노듸 環境 

속에서 모든 苦를 니즈시게 하기 爲하야 各 券番에서 가리키는 소리와 넷고트板에 

실니인 그 로 現代流行名曲으로만 選拔精輯하야 이 노래ㅅ책을 여러분 압헤 놈니

다. 一九二九年 菊秋 漢城券番 一隅에서 ○ 臨(띄어쓰기는 인용자)

의 인용문은 신식유행 이팔청춘창가집의 머리말이다. 이 책의 편자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것이 노래이고 잠시라도 음악으로 인간고(人間苦)를 

잊게 하기 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에는 강명화 련 

노래가 두 곡이나 실려 있다. 한 곡은 <강명화 명곡(康明花絶命曲)>이고 다

른 한 곡은 <강명화의 원한>이란 노래이다. 

1. 슯흐-다 결갓흔 우리 인생(人生)은

풀입 헤 맷처 잇는 이슬 갓도다

무정야속(無情野俗) 져 바람이 건듯 불며는

이슬 흔젹 순식간(瞬息間)에 업스리로다

2. 모란 (牧丹峰)의 졍긔(精氣)밧아 내 몸 생기니

우리 부모(父母) 애지즁지(愛之重之) 가이 업서라

업어주고 안어주어 고히 길 서

부 생남(不重生男) 만년자미(晩年滋味) 보랴 하엿네

3. 십칠세(十七歲)에 교방기안(嬌房妓案) 일홈 실으니

명가명무(名歌名舞) 강명화(康明花)가 내 몸이로다

의문매소(依門賣笑) 하는 것이 본의(本意) 안이라

백년랑군해로(百年郎君偕 )함이 나의 원(願)일세

4. 황-텬(皇天)이 감동(感動)하사 지도(指 )함인지

5) 강범형 편, 1929 신식유행 이팔청춘창가집, 三光書林. 이 자료집은 이근태의 소

장본으로 본고에서 처음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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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엽불손 장병텬(張炳天)과 인연(因緣) 매즈니

산서해맹(山誓海盟) 깁고깁히 변(變)치 안코서

검은 머리 백발(白髮)토록 살자햇더니

5. 가정불화(家庭不和) 사회책망(社 責望) 비발치듯

내외 공(內外挾攻) 짓처드러 침식(寢食)업스니

박명인생(薄命人生) 나의 일신(一身) 계(關係)업지만

우리 랑군(郎君) 만리 졍(萬里前程) 그릇치겟네

6. 찰하리 일부 잔명(殘命) 내가 어서

천사만사(千事萬事) 걱정 근심 이즈리로다

삼각산(三角山)아 잘 잇거라 나는 난다

한강수(漢江水)야 후생(後生)에나 다시 만나세

<강명화(애연) 명곡(康明花(愛 )絶命曲)>

체 6 로 이루어진 <강명화 명곡>은 이팔청춘창가집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강명화의 설움이라는 소설에 삽입되기도 하 다. 그만큼 이 노래가 

당시에 유명하 음을 알 수 있다. <강명화 명곡>의 시 화자는 강명화 자신

으로 설정되어 있다. 강명화 자신이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 강명화로 설정된 시 화자는 자신의 탄생에서 죽음까지를 하게 묘사

하고 있다. 

부모님이 강명화를 낳아서 애지 지 기른 것이며 강명화가 17세에 교방 기

안에 이름을 올린 얘기들을 서술하고 있다. 강명화는 명가명무(名歌名舞)로 

이름을 날렸으나 강명화 자신의 소망은 낭군을 만나서 백년해로하는 것이었

다. 그와 같은 소망이 장병천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졌으나 가정불화와 사회책

망이 심해지자, 강명화 자신이 장병천의 앞날을 가로막을까 두려워 자살을 한

다는 내용이 개되고 있다. <강명화 명곡>은 서정보다는 서사 인 경향이 

강한데, 이는 다음의 <강명화의(에) 원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특징이다.

1. 장(壯)하고도 아름답다 가인(絶代佳人) 강명화(康明花)는

의긔렬녀(意氣烈女) 되엇도다 화류계(花柳界)에 몸을 여

2. 련애랑군장병텬(戀愛郎君張炳天)과 동경류학목 (東京留學目的)하고

고국산천(故國山川) 리별(離別)할  물 려 하직(下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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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지(目的地)에 당도(當到)하니 사회비평(社 批評) 요란(擾亂)하다

손을 어 맹셰하나 일분효력(一分效力) 가이업다

4. 단발(斷髮)하던 나의 결심(決心) 허망(虛忙)으로 도라가니

가련(可憐)하다 나의 신세(身世) 의지(依支)할 곳 바이업서

5. 배를 돌여 도라오니 처량(凄凉)하기 가이업네

한강철교(漢江鐵橋) 인도상(人道上)에 배회(徘徊)하는 강명화(康明花)는

6. 원한(怨恨)되는 이 세상(世上)을 비 (悲觀)으로 생각하니

그 소망(所望)은 어지고 그 형체(形體)는 살어젓다

 <강명화에 원한(怨恨)>

이팔청춘창가집에 실려 있는 <강명화의 원한>은 <강명화 명곡>과 마찬

가지로 강명화의 자살사건을 다루고 있다. 강명화가 장병천과 동경에 유학 갔

다가 유학생들 사이에서 비 이 많아지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야기와 세

상의 불신에 손가락도 잘라보고 사랑을 맹세하며 단발을 감행하 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세상을 비 하여 목숨을 버린 내용까지 서술하고 있다.

그 화자를 살펴보면, <강명화의 원한>의 1 의 시 화자는 강명화 자신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군가가 강명화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도 한다. 그러나 시 화자와 상과의 이러한 거리는 4 에 가면 완 히 좁

진다. 그리하여 시 화자는 강명화 자신이 되어 ‘나의 결심’과 ‘나의 신세’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다고 해서 <강명화의 원한>의 시 화자가 강명화 자신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 히 <강명화의 원한>에서 시 화자의 정체는 모호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명화의 원한>의 시 화자는 정체불명의 시 화자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한 것은 이팔청춘창가집에 실린 <강명화 명곡>이나 <강명화에 원한>

에서 강명화를 의기(意氣)내지는 열녀(烈女)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명화가 ‘장하고 아름다운 가인’으로 칭송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명화가 살아있을 때, 강명화는 요부

(妖婦)에 지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강명화를 손가락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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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하 다. 그러던 것이 그가 사랑을 해 목숨을 끊자, 요부 강명화가 열녀 

강명화로 바  것이다. 그러면 기생에 한 당시의 일반 인 인식은 어떤 것

이었을까? 다음에 살펴 볼 <기생경계가>는 기생에 한 당시 일반 들의 

인식이 어떠하 는지를 여실히 보여 다. 

1. 이는 이 세상(世上)에서 이상(異常)한 물건(物件)

알고보니 그 일홈이 기생(妓生)이로다

이의 형용(形容)을 해부(解剖)해보니

젼신(全身)이 모도다 요물(妖物)이로다

2. 낫에는 잠자고 밤이 되면은

썩어진 얼골에 회박을 쓰고

더러운 신쳬(身體)에 비단을 감고

향수(香水)로 네 냄새 씨서버리네

3. 집에선 러치 집신을 고

나오면 인력거(人力車) 거드러 거리네

먹는 것 죠밥에 새오졋 맹이

나오면 요리(料理)도 맛이 업다네

4. 근본(根本)을 드러 말하고 보면

되지 못한 이 세상(世上) 쳔종(賤種)으로ㅆ

왼놈 태가락 그닥지 만코

 혼자 이 세상(世上) 미인(美人)인쳬세

5. 개(節介)를 리면 제각기 슉녀(淑女)

내용(內容)을 알며는 모도다 매음녀(賣淫女)

목 (目的)을 무르면 소원(所願)이 귀부인(婦人)

실상(實常)은 남의 집 재산(財産)이 목 (目的)

6. 녀이의 오장(五臟)을 해부(解剖)해 보면

요악(妖惡)이 배속에 가득 찻고나

졍직(正直)은 보랴도 형 (形跡)이 업고

량심(良心)은 구(求)하려야 싹도 업도다

7. 신셩(神聖)한 련애(戀愛)는 돈고밧 팔어

일졍(一定)한 애졍(愛情)을 나 어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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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반(一般)은 쳥년(靑年)을 유인(誘引)

이에 일반(一般)은 황 (黃金)이 욕심(慾心)

8. 젼(金錢)에 두 이 반 어리여

언쳥이도 돈 주면 나지미 삼네

이의 본분(本分)은 매인(每人) 열지(悅之)요

이의 직업(職業)은 매음(賣淫)이로다

9. 남의 집 외아들 삿갓을 씨고

유망(有望)한 부랑자(浮浪 ) 맨드러내여

담배도 오히려 맛이 업다고

발 를 물고 잡버젓고나

10. 이의 소유(所有)는 매독(梅毒)과 림질(淋疾)

이것이 해독(解毒)을 사회엔 젼 (傳播)

요행(僥倖)이 엇더한 놈 자근집 되면

그 집안 형화(平和)를 트집려놋코

11. 밤낫 하는 연구(硏究)는 강질이요

다라 먹고는 부러 세우네

이의 물은 야차(夜叉)의 물

이의 한숨은 여호의 한숨

12. 잘 되면 늙어서 술국이 잡고

못되면 셩 헤 돌비개 비네

이도 가튼 인류(人類)의 한아

이 마음 이 직업(職業) 다 버리고서

13. 졍직(正直)한 텬성(天性)을 회복(恢復)을 하면

하나님의 깁흐신 용셔(容恕) 잇겟네

여라 여라 이 깁흔 잠을

놀나서 여라 이 못된 을

14. 이의 젼정(前程)은 명(光明)이 잇고

이의 평생행복(平生幸福)이 잇겟네

아모조록 정신(情神)을 가다듬어서

압길을 깁히 깁히 생각하여라

<기생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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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던 강명화 련 노래와 마찬가지로 <기생경계가> 역시 이팔

청춘창가집에 실린 곡이다. 그런데, 강명화 련 노래에서 강명화가 열녀로 

칭송되었던 것과 달리 <기생경계가>에서는 기생에 한 시 화자의 오가 

나라하게 들어나고 있다. 즉 <기생경계가>에서 시 화자는 기생을 매우 천박

한 요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기생경계가>에서 시 화자는 기생을 ‘요물’, 

‘더러운 신체’, ‘이 세상 천종(賤蹤)’, ‘매음녀’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게다가 7

에도 나왔듯이, 시 화자는 기생들 부분을 ‘청년을 유인하고 황 을 욕심

내는 속물과 렴치한’으로 묘사하고 있다. 

체 14 의 가사체로 이루어진 <기생경계가>는 결코 짧지 않은 에 첫 

부터 마지막 까지 기생의 해악을 들어 말하고 기생이 하루 빨리 기생 생

활에서 벗어나기를 권유하고 있다. 강명화 련 노래에서 강명화가 기생임에

도 불구하고 신성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과는 다르게 <기생경계가>에서는 시종

일  기생에 한 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요한 것은 <기생경계가>에 

나타난 기생의 이미지가 당시 기생에 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별반 다르

지 않다는 이다. 기생은 강명화처럼 죽어서만이 그 숭고함을 획득할 수 있

었다.

강명화 련 노래에서도 죽기 의 기생 강명화는 비천한 신분에 불과하

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강명화를 단지 기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천 하 다. 이

처럼 사람들에게 천 를 받았던 강명화가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존재의 숭고

함도 획득하기 해서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강

명화가 처한 상황에서 강명화의 자살은 강명화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결과 강명화는 자신의 사랑도 지키고 ‘성(聖)스러운 존재’

로 사람들에게 칭송까지 받았던 것이다. 결국, 기생에 한 사회  편견이 강

명화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생에 한 당시의 지배  

습은 강명화를 죽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고 당 인들은 강명화를 죽인 암

묵(暗黙)의 공모자 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게 강명화처럼 죽어서는 성(聖)의 존재로 그려질 수 있으나 살아서는 

여 히 다른 사람들의 오와 비난의 상이 바로 기생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형 인 모습을 <기생경계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요컨  가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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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모습 속에서 기생은 성(聖)과 속(俗)이라는 극단 인 두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난다. 그마  살아서는 속(俗)이고 죽어서야 성(聖)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기생들은 실의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물 에 뜬 기름처럼 실의 

바다를 표류해야 하 다.

3. 기생 소재 가요의 화자별 양상

그러면 음반의 형태로 유통된 본격 인 의미의 가요 속에서 기생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가요 속의 기생의 모습을 살펴보려면 우선 시

화자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요 텍스트를 담론으로 

이해하면 화자의 기능과 역할이 주된 논의의 으로 부각된다. 담론은 화 

형식을 통해 구 되며 화자와 청자를 두 축으로 삼는 화에서 화자는 발화

를 구성하는 극 인 치에 있기 때문이다.

기생 소재 가요 텍스트의 담론 분석에서 요하게 살펴볼 것은 작  

화자 내지는 시 화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작  화자를 살펴보

기에 앞서 가요의 실제 작가에 해 언 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반기 

가요의 작사는 거의 부분 남성 작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생 

소재 가요의 텍스트를 살펴보기 에 제할 사항은 노랫말이 거의 부

분 남성 작사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가요의 실제 작가는 남성이라는 

이다. 다시 말해서 기생 소재 가요에는 기생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성 작사자를 통해 걸러진 기생의 목소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한편, 기생 소재 가요 텍스트의 시 화자는 성별에 따라 여성 화자와 

남성 화자로 나  수 있다. 화자가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따라 텍스트는 다른 

양상을 드러내므로 화자의 성별에 따라 가요 텍스트의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언 할 것은 가요 텍스

트는 시와는 달리 가수라는 구연자가 실제 작가와 시 화자 사이에 존재한다

는 이다. 가수의 성별은 시 화자와 일치하기도 하고 불일치하기도 한다. 가

수의 성별은 체로 시 화자의 성별과 일치하나 그 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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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서 남인수가 부른 <이름이 기생이다>(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 노래, 오  20010, 1940년 2월 발매)6)는6)남성 가수가 여성 시 화자의 

노래를 부른 경우에 해당한다. 그에 반해서 송 령이 부른 <단장아가씨>(산호

암 작사, 김기방 작곡, 송 령 노래, 리갈 C2073B, 1940년 5월 발매)
7)
는7)여성 

가수가 남성 시 화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노래를 부른 이다. 즉 가사를 보

면 남성 시 화자가 기생에게 말을 건네는 형국으로 노래가 개되는8)것이다.8)

물론 기생 소재 가요에서는 체로 가수의 성별과 시 화자의 성별이 

일치한다. 그러나 가수의 성별과 시 화자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노래가 존재

하 다는 것은 가수의 성별이 실제 노래를 감상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향을 

끼치지 못하 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요한 것은 텍스트 안에서 시 화자의 

성별이 무엇이며 그 성별에 따라 노래가 어떤 양상을 드러내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따라서 시 화자의 성별을 심으로 하여 기생 소재 노래들이 어떤 

양상을 드러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6) 참고로, <이름이 기생이다>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명색이 술집에서 미천한 기생이기로/가슴에 아로사(새)긴 순정마  미천하랴/

청춘과 황 을 울 에 올려 놓고/홍사등 그늘에서 몇 번이나 울었던고

   2. 주름진 난간머리 달빛을 지새우는 듯/족도리 단장 굴 한 물인가/휘 람 

칼 에 춤을 추는 내 청춘이/우울해 썩어지면 어느 흙에 묻히는고

   3. 꽃단장 얼룩지는 세상에 몹쓸 이거니/티 없는 구슬 같은 내 이마에 붙어지고/

황 에 자꾸 이 연한 가슴 휘갈기며/억 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7) <단장 아가씨>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 나리 같은 속 썹에 ○○ 물아/왜 우느냐 왜 우느냐 술잔을 들며 왜 우느냐/

내 사랑이 못 믿어워 네가 우느냐

   2. 앵두 같은 입술에는 노래가 좋다/珊瑚단추 맺던 가슴 ○○○○○/왜 우느냐 왜 

우느냐 가야  ○에 왜 우느냐/떠나가는 날 못 잡아 네가 우느냐

   3. 붉은 연지 피는 볼엔 웃음이 좋다/꽃을 꽂은 검은 머리 감춘 사연아/왜 우느냐 

왜 우느냐 내 손을 잡고 왜 우느냐/이 한밤이 속 없이 네가 우느냐  

8) <단장아가씨>에서 남성 시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이 기생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어와 내용상의 정황으로 보아 기생

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즉 ‘노래’, ‘술잔’, ‘가야 ’, ‘붉은 연지 피는 볼’, 

‘꽃을 꽂은 검은 머리’ 등에서 남성 시 화자가 말을 건네는 여성이 일반 여성이 

아니라 기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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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시 화자의 노래

기생소재 가요의 시 화자는 성별에 따라서 크게 여성화자와 남성화자

로 나  수 있다. 이 에서 여성 시 화자는 부분 그 신분이 기생으로 설

정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작 화자가 여성인 경우는 부분 기생 자신이 자신

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노래가 개되는 것이다.

1. 가고 싶은 고향도 못 가는 신세 울고 싶은 사정에도 못 우는 신세

실없는 화투를 치다가 말다가 빛 낡은 청치마에 목이 멥니다 

2. 아주까리 동백을 키우든 이 내 몸 물새 우는 바닷가에 굴 따든 이 내 몸

화려한 장안의 오색등 그늘에 연지를 어가며 울며 삽니다

3. 청춘가를 부르며 탄식에 시들고 매운 술을 기울이며 물에 들어

주란사 고름을 맺었다 풀었다 서  베게 에 꿈이 산란소

(<청루일기> 유행가, 산호암 작사, 김기방 작곡, 남일연 노래, 리갈 C2021A, 

1940년 2월 발매) 

<청루일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래는 기생으로 설정된 시 화

자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음반 고문에

서도 <청루일기>를 ‘뒷골목 아가씨의 물겨운 하소연’9)이라고9)소개하고 있다. 

기생으로 설정된 시 화자는 에는 아주까리 동백을 키우며 물새 우는 바

닷가에서 굴을 따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 은 화려한 장안의 오색등 그늘에

서 울면서 연지를 는 기생으로 락하고 말았다. 시 화자는 물과 탄식으

로 세월을 보내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서  베게 에 

꿈만 산란할 뿐이다. 

<청루일기>는 <강명화가>에서 보이던 서사성이 탈각되었으며, <청루일기>의 

시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일에 치 하고 있다. 한 <강명화의 원한

>에서 나타났던 불분명한 시 화자의 정체성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시

화자는 완 히 기생 자신이 되어서 자신의 신세를 읊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여성 시 화자가 부른 기생 소재 가요의 부분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98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 민속원,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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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노래처럼 청자를 의식하면서 부른 듯한 노래도 

있다.

1. 알뜰한 순정에 먹칠을 하고 응달에 홀로 핀 가시꽃이라

조롱을 말아라 비웃지를 말아라 그래도 사랑이야 없을까보냐

2. 먹칠한 순정을 부둥켜 안고 수심가 엮음에 목 쉬는 신세

조롱을 말아라 비웃지를 말아라 그래도 인정이야 없을까보냐

3. 꽃울음 달울음 그 몇 해런가 느나니 서름이요 주나니 청춘

조롱을 말아라 비웃지를 말아라 그래도 설움이야 없을까보냐

(<먹칠한 순정> 유행가, 서석범 작사, 김수월 작곡, 김춘희 노래, 리갈 C452A, 

1938년 4월 발매)

<먹칠한 순정>은 앞서 소개한 <청루일기>처럼 기생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

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노래이다. 그런데 <청루일기>처럼 단순히 신세한

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지향한 듯한 발화를 행한다. “~마라”라는 

어미를 사용하여 상 방의 행동을 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 연의 ‘조롱을 말

아라 비웃지를 말아라’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롱을 말아라 비

웃지를 말아라’는 특정한 청자를 지향한다기 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기생 

자신의 발화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시 화자는 자신에게도 사랑과 인정과 설

움이 있다고 말한다. 비록 미천한 기생의 신분이지만 자신 한 다른 인간들

처럼 느끼고 반응하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 시 화자의 말로 이루어진 기생 소재 가

요는 부분 여성 시 화자가 기생 자신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기생이 기생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부분이다. 한 

설정된 청자가 없는 완 히 고백 인 발화인 경우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

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청자를 지향한 듯한 발화인 경우에는 단순한 

신세 한탄을 넘어서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간임을 강조하는 내용

이 많았다. 

그러면 기생 소재 가요에서 기생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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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기생 자신의 언술로 이루어진 여성 시 화자의 노래에서 기생들은 자신

을 ‘꽃’으로 지칭한다. 이처럼 기생이나 여성을 ‘꽃’으로 상징하는 것은 그 

통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기생을 ‘말을 알아듣는 꽃’이란 뜻의 ‘해어화(解

語花)’라고 부르곤 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생 소재 가요에서 기생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과는 거리가 멀다. <먹칠한 순정>에서 보듯이, 기생들은 

‘응달에 홀로 핀 가시꽃’이며 ‘거리에 핀 꽃’(<믿지를 마오> 이고범 작사, 남궁

선 노래, 시에론 157B, 1934년 2월 발매)이며 ‘피지 못한 꽃’(<피지 못한 꿈> 

범오 작사, 근등정이랑 작곡, 옥 노래, 콜럼비아 40582B, 1935년 2월 발매)

이며 ‘열매 없는 꽃’(<화조월석> 박 호 작사, 이용  작곡, 김인숙 노래, 콜럼

비아 40823B, 1938년 8월 발매)이다.

이처럼 기생 소재 가요에서의 여성화자들은 독백  발화로 신세를 한

탄하거나 청자를 지향할 때는 신세 한탄과 더불어 자신들의 인간  가치를 

강조하는 식의 발화를 행한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당 의 사회가 기생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 음을 말해 다. 그 때문에 기생들은 ‘임

자 없는 내 신세가 다시  가여워’(<월명사창> 박 호 작사, 이용  작곡, 남

일연 노래, 콜럼비아 40830B, 1938년 10월 발매) ‘일생을 아픔 속에 살’(< 물

의 일생> 유도순 작사, 기  작곡, 최 희 노래, 콜럼비아 40636A, 1935년 9

월 발매)아가는 것이다.    

2) 남성 시 화자의 노래

기생 소재 가요에서 남성 시 화자의 모습은 기생과의 거리에 따라 다

른 태도를 보인다. 즉 남성 시 화자가 기생에게 직  말을 건네느냐, 아니면 

남성 시 화자가 찰자의 입장이 되어서 기생을 찰하느냐에 따라서 노래

는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남성 시 화자가 기생에게 직  말을 건네는 경우

는 남성 시 화자가 기생과 직 인 연 이 있을 때이다. 를 들어, 기생이 

남성 시 화자의 친족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1.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혼자 지키리랴 순정의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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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야 우지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는 지켜라

2. 구름에 싸인 달을 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홍도는 달빛

하늘이 믿으시는 네 사랑에는 구름을 걷어주는 바람이 분다

3. 홍도야 우지마라 굳세게 살자 진흙에 핀 꽃에도 향기는 높다

네 마음 네 행실만 높게 가지면 즐겁게 웃을 날이 찾아오리라

(<홍도야 우지마라> 주제가, 이고범 작사, 김  작곡, 김 춘 노래, 콜럼비아 

40855, 1939년 4월 발매)

<홍도야 우지마라>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화의 주제가이다. 화

류계의 애화(哀話)를 소재로 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연극이 인기를 

끌자, 동극(東劇)은 1939년에 이 작품을 화로 만들었다. <홍도야 우지마라>

는 콜럼비아에서 그 화의 주제가로 만든 것이다. 당시에도 사랑에 속고 돈

에 울고라는 연극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에 감정이입하기가 쉬었을 것

이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명성과 더불어 노래도 남아 <홍도야 우지마

라>는 아직도 불리곤 한다.10)
10)

<홍도야 우지마라>는 남성 시 화자가 기생이자 자신의 동생인 홍도에게 

말을 건네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도의 신분이 비록 기생이나 홍도의 오

빠로 설정된 남성 시 화자는 홍도를 순정과 청정함의 상징으로 기리고 있다. 

그리하여 홍도를 ‘순정의 등불’ 내지는 ‘진흙에 핀 꽃’이라 칭한다. 특히 세상

과 홍도를 이항 립시켜 홍도의 순정을 강조한다. 세상을 ‘구름’으로 설정한 

반면에 홍도는 그 구름에서도 빛을 뿜어내는 ‘달빛’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한 3연에서도 세상이 ‘진흙’이라면 홍도는 그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향기 

높은 꽃’으로 묘사되었다.

결국, <홍도야 우지마라>의 남성 시 화자는 ‘네 마음과 네 행실만 높게 가

지면 즐겁게 웃을 날이 찾아올 것’이라며 홍도에게 희망 인 발화를 건네면서 

노래를 끝맺는다. 이처럼 기생이 남성 시 화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남

10) 1936년 당시에 동양극장에서 9일 동안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공연하 을 

때, 장안의 모든 기생들이 연극을 구경하러 가서 요릿집이 텅 비었다는 말이 있

을 정도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연극은 당시에 많은 인기를 얻었었다. 

그러나 화는 흥행에 실패했다고 한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104 韓 國 文 化 35 　

성 시 화자는 기생으로 설정된 상에게 동정 이면서도 호의 인 발화를 

행한다. 

그런데 의외로 기생 소재 가요에서 남성 시 화자가 기생에게 호의

인 발화를 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11)11)앞서 살펴 본 것처럼 남성 시 화자

가 기생과 친족 계일 때를 제외하고는 남성 시 화자가 기생에게 호의 인 

발화를 행한 를 찾기 어려웠다. 호의 인 발화는 차치하고 남성 시 화자가 

기생을 사랑이나 그리움의 상으로 그린 도 드물었다. 다만 외 으로 남

성 시 화자가 기생에게 동정 인 발화를 행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생이 

이국의 여성일 때 그러하 다. 

1. 처량한 호궁소리 구곡간장 끊어진다 은실비 나리는 새 란 창문 아래

이국의 아가씨가 노래를 부르 나 아- 아- 그 구의 사랑이냐 그 구의 물

이냐

2. 분바른 얼굴에는 연지빛깔이 물결친다 새까만 썹에 물이 사물사물

타국의 아가씨가 호궁을 뜯는구나 아- 아- 안타까운 가슴 속엔 옛사랑이 타오

른다

3. 흐르는 화방 에 하얀 수건이 나부낀다 은근한 추 에 애교를 아로삭여

<차이나> 아가씨가 사랑을 부르 나 아- 아- 애를 끊는 호궁소리 그 구의 탄

식이냐

(< 물의 호궁> 유행가, 산호암 작사, 어룡암 작곡, 송 령 노래, 리갈 C2027A, 

1940년 3월 발매)

 

< 물의 호궁>은 이른바 국의 기생으로 여겨지는 아가씨를 상으로 하

여 남성 시 화자가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 노래이다. 노래 속에서 ‘이국의 아

가씨’ 내지는 ‘타국의 아가씨’, 는 ‘차이나 아가씨’를 통해 남성 시 화자가 

상으로 설정한 여성이 국을 국 으로 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11) 20세기 반기 기생 소재 가요에서 남성 시 화자가 기생에게 비우호 인 

발화를 행한 것은 조선 시 의 기생 련 시조에서 남성 시 화자가 기생을 사

랑과 그리움의 상으로 그린 것과 조 이다. 20세기 반기에 이르면 어도 

가요 속에서 남성 시 화자는 더 이상 기생을 낭만 인 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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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지 ‘타국’은 그 말만으로도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국의 아가씨

는 더욱 그러하다. 아마도 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기생 생활을 하는 여

성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12)12)남성 시 화자가 국 기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종일  연민에 차 있다. 그 때문에 남성 시 화자에게 있어서 이국의 아가

씨가 뜯는 호궁 소리는 애를 끊는 소리로 들린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남성 시

화자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 아닌 이국 아가씨의 감정을 생각한다. 그리하

여 이국 아가씨가 호궁을 뜯으며 부르는 노래 속에서 이국 아가씨의 옛 사랑

과 물과 탄식을 짐작해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노래는 체로 남성 시 화자가 기생으로 설정한 상에

게 호의 이거나 동정 인 시선을 드러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다

음과 같은 노래는 기생을 다소 비 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후렴) 하이요 아라아라욥     인력거가 나간다

하이요 아라아라욥     기생 아씨가 나간다

에헴 비켜라 안 비키면 다쳐 헤이

꽃 같은 기생 아씨 상 보아라

1. 뾰족 뾰족 오뚝이 기생 재수 없는 병아리 기생

소다 먹은 뎀푸라 기생 제멋 로 쏟아진다 햇

명월 이냐 국일 이냐 천행원 별장이냐 음벽정이냐

하이요 아라아라욥

2. 하야멀쑥 야사이 기생 열다섯자 다꾸왕 기생

동서남북 시가꾸기생 제멋 로 쏟아진다 햇

식도원이냐 조선 이냐 태서  별장이냐 송죽원이냐

하이요 아라아라욥

3. 꼬불꼬불 아리랑 기생 날아갈듯 비행기 기생

하늘하늘 버들 기생 제멋 로 쏟아진다 햇

남산장이냐 백운장이냐 가겟즈(花月)별장이냐 동명 이냐

하이요 아라아라욥

(<모던 기생 고> 유행가, 처녀림 작사, 김송규 작곡, 김해송 노래, 콜럼비아 

40820B, 1938년 7월 발매)

12) 이국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 기생생활을 한 것에 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더욱 천착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C) 2005 NuriMedia Co., Ltd.



106 韓 國 文 化 35 　

<모던 기생 고>는 만요(漫謠)에 해당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13)13)당시 만

요는 기본 으로 웃음을 지향하 는데, <모던 기생 고>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웃음 에서도 ‘풍자’를 주로 활용하여서 기생을 다소 

비 으로 묘사하고 있다. 기생을 태운 인력거의 경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이 노래는 다양한 기생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다. 오뚝이 기생, 병아리 기생, 

뎀뿌라 기생, 야사이 기생, 다꾸왕 기생, 시가꾸 기생, 아리랑 기생, 비행기 기

생, 버들 기생이라고 하여 무려 기생의 종류를 아홉 가지나 열거하 다. 게

다가 당 의 유명한 요리집이나 별장 등도 고유명사 그 로 소개하 다. 명월

이나 국일 은 물론이고 식도원, 조선 , 태서  별장, 송죽원, 남산장, 백운

장 등을 고유명사 그 로 제시하여서 노래를 통해 당시에 유명하 던 요정들

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노래에서 요한 것은 기생을 바라보는 남성 시 화자의 시선과 어조가 

어떠한가 하는 이다. 남성 시 화자는 기생을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들먹거리면서 ‘기생 아씨가 나가니까 비켜라 

안 비키면 다친다’고 외치는 인력거꾼의 호령은 진정으로 기생을 한다기 보

다는 기생을 조롱하는 어조에 가깝다. 시 화자는 인력거를 타고 이 요정  

요정으로 다니는 수많은 기생들의 행태를 보여 으로써 기생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음의 노래도 기생을 웃음의 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경우이다.

할로 할로 앞에 가는 모던

아주 그럴듯 해 오-이애-스

기생 딴사 학생같진 않고

귀부인도 아니 그럼 이게 뭘까

옳지 알았다 바로 그걸세

요즈음 서울 명물 카페의 걸

밤에 피는 네온의 불꽃 박쥐 사  나

라---

(<서울명물>, 범오 작사, 오산정길 편곡, 강홍식 노래, 콜롬비아 40622, 1935년 6

월)

13) 만요의 형성과 문학  정서 지향에 해서는 졸고, 2004 일제강 기 한국 

가요 연구-유성기 음반 자료를 심으로, 서울  박사학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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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은 <서울명물>이라는 노래의 1 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에 새

롭게 등장한 카페걸을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시 화자는 카페

걸을 시종일  비웃고 있다. 먼  시 화자는 “할로 할로 앞에 가는 모던/아

주 그럴듯해 오-이애-스”라고 하면서 흥겹게 상을 띄워 다. 다음에는 기생

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귀부인도 아닌데 구일까 하면서 일부러 알면서도 

모른 척, 질문을 던져서 상 를 조롱한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 명물 카페의 

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에 한 이와 같은 비 은 ‘서울 명물’이라는 표

에서 선명해진다. 여기에서 명물은 좋은 의미에서의 명물이 아니라 나쁜 의

미에서의 명물이기 때문이다. ‘밤에 피는 네온의 불꽃, 박쥐 사  나’라는 표

에서는 카페걸에 한 풍자가 그 정을 이룬다. ‘박쥐의 사  나’라는 표

은 노래 속에 좀처럼 등장하기 어려운 표 인데, 이와 같은 표 을 통해서 

화자는 카페걸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 문화의 발 에 따라 1930년  이후 서울에 많은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카페의 환락 이고 퇴폐 인 성격은 더해 가는 경향을 보여 다. 이러한 카페

는 하고 퇴 인 “에로 심지”로서 그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14)14)다음

에서도 그와 같은 카페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카페! 카페는 술과 계집 그리고 엽기가 잠재하여 있는 곳이다. 붉은 등불, 란 

등불 밝지 못한 산데리아 아래에 발자취 소리와 옷자락이 부벼지는 소리, 담배 연

기, 술의 냄새, 요란하게 흐르는 재즈에 맞추어 춤추는 은 남자와 여자 득 득 

떠는 웃음소리와 흥분된 얼굴! 그들은 인생의 괴로움과 쓰라림을 모조리 잊어버린 

듯이 즐겁게 뛰논다.
15)15) 

‘카페는 술과 계집, 그리고 엽기가 잠재하여 있는 곳’이란 표 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카페를 어떻게 인식하 는지를 알 수 있다. 카페는 에로와 퇴폐의 

심지로 인식되었고 카페걸 한 그 게 인식되곤 하 다. 그 때문에 작품 

속에서의 시 화자는 카페걸을 밤에만 활약하는 박쥐의 사  나라고 풍자

한 것이다. 물론, 이 작품에서 시 화자의 성별이 남성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 

14) 의 논문, 241면.

15) ｢인테리 여  애사｣, 삼천리 1932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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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에 “할로 할로 앞에 가는 모던”이라고 카페걸을 부를 수 있는 사

람은 여성보다 남성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작품에서

의 시 화자가 남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생 소재 가요에서 남성 시 화자의 노

래는 기생을 상으로 설정하여 기생에게 말을 건네거나 찰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생에 한 시 화자

의 태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즉 기생이 시 화자의 친족일 경우에는 시 화자

가 기생에게 호의 인 어조를 드러냈다. 한 기생이 이국의 여성일 경우에도 

남성 시 화자는 기생에게 동정 인 어조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남성 시 화

자가 찰자의 입장에서 기생을 바라볼 때, 기생은 조롱의 상이 된다는 것

을 확인하 다. 

4. 기생 소재 가요의 의의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생 소재 가요는 그 시 화자의 성별에 따

라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여성 시 화자는 기생 자신이 되어서 고백 인 발

화를 행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 시 화자는 기생을 상으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거나 찰자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비 인 발화를 행하 다. 그러면 이

러한 기생 소재 가요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생의 이미지는 실제와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기생 소재 가

요가 당  기생들의 실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시작에서 언 하 듯이, 기생 소재 가요의 작사자는 부분 남

성이었다. 따라서 기생 소재 가요에서 기생의 고백 인 발화로 이루어진 

노래조차 남성 작사자의 시선을 투과한 기생의 이미지이다. 그런데 이처럼 남

성 작사자의 시선을 투과한 기생의 이미지와 실제 기생의 모습은 크게 다르

지 않다. 

집에서는 자긔를 나어  어버이가 병에 포로가 되여서 지  죽을 지경에 잇

다. 죽을지 몰으는 라도 자긔의 마음 속은 죽을 드시 괴로운 라도 한 시간에 

얼마라는 은 돈에 팔니여서 생  보지도 못하든 별별 사람 압헤 가서 억지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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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우슴을 웃어야 하고 마음에 업는 애교를 피이여야 하니 이가티 불상한 안간이 

이 세상에  어듸 잇겟슴니가? ( 략) 기생이  털 우슴을 웃을 에 우리

는 그 리면에 숨어잇는 물의 흔 을 보살펴주지 안으면 아니되겟슴니다. 그리고 

상품과 갓흔 인간이라고 홀 하는 것보다는 다-갓흔 사람이라는 에 잇서서 그의 

개성을 존 히 녁여주겟슴니다. 기생이라고 반  사람은 아닐터이니요?
16)
(

은 인용자)16)

이 직업도 호구가 제일 문뎨이지요 입에 풀칠을 하기 하야 이 죽기보담도 더 

실은 생애를 하는 것입니다. ( 락) 우리네 화류계 녀성을 롱락하는 모든 남성이 

기생의 환경을 리해치 못하며 더욱 한 번만 친하게 되면 아주 당신네 물건처럼 

이시는 닭임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생이라는 것을 한낫 인생으로서 존재를 부

인하는 닭임니다. 그리고 작난감 인형과 갓치 동물원에 원숭이나 앵무새 갓치 

미물이나 물건으로 취 하는 닭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것침읍시 하시는 것임니

다. 이것은 큰 잘못이시지요 암만 우슴과 노래와 고기를 는 기생이라 하기로서

니 엇지 성명조차 읍겟스릿가
17)
( 은 인용자)17)

의 인용문들은 모두 기생들이 모여서 발간하 다는 우리나라 최 의 기

생 잡지 장한(長恨)에 실린 기생의 이다. 1927년에 창간호를 발행한 장
한에는 상당수의 기생들이 필자로 참여하 다. 한 각 지방에 지사(支社)와 

분사(分社)를 모집한다는 고를 함께 싣고 있어서 매우 의욕 으로 만들어졌

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창간호만 나오고 더 이상의 잡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장한의 창간호만 보더라도 당 의 기생들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생 자신들을 인간으로 보아달라는 

무나 당연하고도 기본 인 요구 던 것이다. 

이는 독백 인 발화로 이루어진 여성 시 화자의 노래와 별다른 차이를 드

러내지 않는다. 기생 소재 가요에서 여성 시 화자의 노래인 경우, 여성 

시 화자가 독백 인 발화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자신들도 사람이라는 지

극히 당연한 주장이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시  기생들의 문학 작품이 체로 

그리움에 경도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8)18)기생들이 

자신들도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 인 모습은 실제 기생이었던 이화

16) 비취, ｢내가 만일 손님이라면｣, 장한, 1927년.

17) 김난홍, ｢기생 생활 이면｣, 장한, 1927년.

18) 조선 시  기생과 이후 시기 기생의 비교는 다른 논고를 통해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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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불러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화류춘몽>에서도 나타난다.

1. 꽃다운 이팔소년 울려도 보았으며 철없는 첫사랑에 울기도 했더란다

연지와 분을 발라 다듬는 얼굴 에 청춘이 바스러진 낙화 신세

마음마  기생이란 이름이 원수다 

2. 잖은 사람한테 귀염도 받았으며 나 은 사람한테 사랑도 했더란다

밤늦은 인력거에 취하는 몸을 실어 손수건 신 이 몇 번인고

이름조차 기생이면 마음도 그러냐 

3. 빛나는 강석을 탐내도 보았으며 겁나는 세력 앞에 아양도 떨었단다

호강도 시들하고 사랑도 시들해진 한 떨기 짓밟히운 낙화 신세

마음마  썩는 것이 기생의 도리냐

(<화류춘몽> 유행가,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이화자 노래, 오  20024A, 

1940년 4월 발매) 

고백  발화로 기생의 삶을 집약 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노래는 당시 기

생들의 삶을 알려 다. 노래 속에서 기생은 수많은 남성들과 사랑도 나 고 

‘빛나는 강석’으로 상징되는 돈도 탐내보고 ‘겁나는 세력’인 권력 앞에 아양

도 떨었었다. 그러나 호강과 사랑도 모두 시들해지고 청춘도 바스러지자 자신

은 그  떨어진 꽃(낙화)의 신세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이름조차 기생이면 

마음도 그러냐’며 자신도 인간임을 강조한다. 비록 사회 으로는 천 를 받았

으나 끝없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던 기생들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실제 기생들의 마음이기도 하 다.

기생도 사람임니다. 사람 안인배는 안이지요 그런 즉 사람에게는 자긔 고유의 

정신과 단심과 성격과 주의와 특색이 잇는 동시에 각각 요구하는 것이 다를 것이

며 더욱 이성을 찻는데야 더 말할 것이 잇겟슴니가
19)19)

기생에게도 ‘자기 고유의 정신과 단심, 성격과 주의와 특색이 있는 사람’이

라는 기생의 주장은 기생들이 당시에 가장 실하게 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다. 당시의 기생들은 인간으로 존 받기를 원하 고 기생 소재 가

요에서도 그러한 기생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여성 시 화자의 발화로 이루어

19) 의 ,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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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기생 소재 가요는 당 의 기생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는 에서 그 의

의를 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생 소재 가요에서 여성 시 화자의 노래도 그 고 기생들 본

인의 말도 그 고 그토록 기생이 자신들의 인간  존엄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역으로 그만큼 당시의 사회가 기생의 인격을 존 하지 않았

던 사회 다는 것을 말해 다. 한편으로 기생은 당시에 단순히 호기심의 상

이며 남성들의 음증  취미를 해소할 수 있는 상에 불과하 는데, 1936년 

조  1월호에 실린 기생과의 면담 내용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 에 실린 ‘새해 첫날에 장안명기(長安名妓) 일읍일소(一泣一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당시의 남성을 비롯한 일반 들이 기생들의 생활에 

지니고 있던 호기심의 실체를 알 수 있다. ‘화류항 여자(花柳巷女子)의 나라

(赤裸裸)한 고백(告白)’이라는 다소 원색 인 부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

듯이, 당 의 남성들이 기생들의 사생활에 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 

한 인간 인 심이었다기보다는 음증  취미의 발로로 볼 수 있다. 기사

에서는 여러 기생들에게 질문의 형식을 통해 그들의 사생활을 들추어내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호젓한 때에 무슨 생각을 하시오?

2. 당신이 기뻐한 때, 슬퍼한 때.

3. 진정한 사랑을 해 본 경험.

4. 비 나리는 밤엔?

5. 웨 살님 살다 나오시오?

6. 돈을 무엇 하러 버시요?  

7. 짧은 치마를 웨 좋아하오?

8. 취미와 존경하는 이

9. 웨 고무신을 신소

10. 한가한 때는 무엇을 하오

11. 당신이 좋아하는 꽃은?
20)20)

이상의 질문을 통해서 당시의 들이 기생들의 사생활에 심을 지니고 

20) ｢새해 첫날에 장안명기의 일읍일소｣, 조  1936년 1월호, 351-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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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의 경험과 같은 매우 개인 인 질문을 함으로

써, 기사에서는 기생들의 사생활을 들추어낸다. 그리고 들은 이러한 을 

보면서 호기심의 상이었던 기생의 사생활을 엿보는 일종의 즐거움을 리

는 것이다. 즉 기생들이 호기심의 상이 되었던 것은 기생들의 생활을 엿보

고 싶어 하는 당시 들의 음증  심리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 시 화자의 노래 속에서 기생은 두 가지 상으로만 그려진

다. 호기심의 상과 비 의 상이 그것이다. 노래에서는 기생을 호기심의 

상보다는 풍자의 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생을 풍자의 상

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일단 기생이 호기심의 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기생에 한 남성들의 

음증  취미가 작용하 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 기생은 호감과 배척이라는 

이율배반 인 남성의 시선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기생은 힘겹게 인

간 인 존엄성을 지키고자 애를 쓰곤 하 다. 

20세기 반기의 기생은 더 이상 처럼 뛰어난 기 로 사람들에게 인정

을 받지도 않았고 그 시 의 기생이 그러하 던 것처럼 남성들에게 그리움

과 사랑의 상으로 그려지지도 않았다. 남성들은 기생을 호기심의 상으로 

그리는 한편으로 그들을 배척하고 조롱하 으며, 기생 자신들은 자신들도 사

람이라며 인간 인 존엄성을 지키고자 노력하 을 뿐이다. 이것이 20세기 

반기 기생을 소재로 한 가요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아직까지 그 모습을 거의 드러낸 이 없었던 기생 소재 가요

의 노랫말을 분석하여 그를 통해 기생에 한 당 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20세기 반기 기생 소재 가요에 나타난 기생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복

잡하며 때로는 상호 모순 이기도 하여서 그 실체를 밝히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작업을 완 하게 수행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0세기 반기 기생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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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는 이율배반 이고 상호 모순 이며 그것이 바로 20세기 반기 기생의 

실체이기도 하다는 이다. 

기 기생 련 가요에서의 기생은 성(聖)과 속(俗)이라는 이 인 

이미지로 표상되었는데, 그마  기생이 살아있을 때는 속됨의 화신(化身)으로 

여겨졌고 강명화처럼 죽어서야 성스러운 존재로 칭송되었다. 그런가 하면, 

1930년 의 가요 속에서 기생은 시 화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그려졌다. 여성 시 화자의 작품에서 여성 시 화자는 부분 기생 자신으로 

설정되어서 기생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많

았다. 남성 시 화자의 노래 에서는 남성 시 화자가 이국의 기생에 한 

연민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으나 체로 남성 시 화자들은 기생을 웃음의 

상으로 풍자하 다.

여성 시 화자의 노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 던 당  기생들의 

소망을 반 하 다는 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는 남성 작사

자가 창작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시 화자의 노래가 당  기생들의 소

망을 하게 표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사자들이 기생들의 애환을 가까이에

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기생이 연 계에

서 활발한 활동을 하 기 때문에 작사자들은 그들 삶의 애환을 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의 기생은 단순히 연 계에서 활동을 하 을 

뿐 아니라 요한 음반 청 으로서의 역할도 하 다. 그러므로 기생의 애환을 

잘 표 한 노래는 당  기생들의 음반 구매력을 높이는 역할도 하 을 것이다.

반면에 남성 시 화자의 노래는 당시 기생에 한 지배 이고도 일반 인 

시각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기생에 한 지배 이고도 일반 인 시

각은 기생에 한 부정 인 시각과 우호 인 시각이 공존하 는데, 특히 노래

에서는 기생을 웃음의 상으로 조롱하곤 하 다. 요한 은 노래 속에서 

남성들은 더 이상 기생을 낭만 인 사랑의 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사실상, 기생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기생이 지니고 있는 기 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의 기 를 언 한 노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

다. 기생의 기 에 한 칭송도 찾아볼 수 없고 남성의 사랑의 상으로도 그

려지지 않은 20세기 반기의 기생은 결국 기생의 몰락을 반 한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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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고는 이제까지 거의 심의 상이 되지 않았던 기생 소재 가요를 

본격 으로 살펴 본 첫 번째 작업으로서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아직

까지 기생 소재 가요를 살펴보는 일은 많은 과제를 남긴다. 먼  기생 소

재 가요와 이  시기 기생 소재 문학작품을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 기생 소재 가요와 동시 의 기생 소재 소설, 연극, 화 등을 비교하

는 작업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생 소재 가요의 잔재가 이후 시기에는 남

았는지, 남았다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

을 통해 기생 소재 가요의 의미도 온 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다. 이상의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필자: 서울 학교 인문 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제어 : 가요, 기생, 시 화자, 20세기 반기

투고일(2005. 4. 30), 심사시작일(2005. 5. 20), 심사종료일(200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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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ext of Popular Songs That Deal 

with Gisaeng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Zhang, Eu-jeong*

21)

This study analyzes the text of popular songs that describe Gisaeng 

among popular songs enjoyed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Early 

Gisaengs in popular songs were represented as dual images such as 

sacredness and mundane world, and when they were alive, they were 

considered the incarnation of secularity. When they died, they were praised 

as sacred persons like Kang, Myeong-hwa. 

Meanwhile, Gisaengs in popular songs in the 1930s were depicted as 

different images in accordance with the gender of poetic ego. In the works 

of female poetic ego, they were represented mostly as Gisaengs themselves 

so that there were many works that they lamented their lives. Among the 

songs sung by male poetic ego, they occasionally were touched with pity 

for Gisaengs in other countries; however, they satirized them as the 

subjects of laughing on the whole.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songs of female poetic ego reflected the 

hope of the contemporary Gisaengs who wanted to keep their dignity as 

human beings. However, the songs of male poetic ego represented the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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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t and general attitudes towards Gisaengs. What is important is that 

male poetic ego did not think of Gisaengs as the subjects of romantic love 

in the songs any longer. Furthermore, there was no praise for the artistic 

talents of Gisaengs. In conclusion, it can be assumed that Gisaeng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reflects their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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