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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음악에서 발라드 음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대중
음악 순위에서의 점유도가 매우 높은 장르이다.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 이문세,
이영훈으로 대표되어지는 ‘팝발라드’의 유행을 시작으로 더욱 두드러져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한국의 발라드 음악은 영미권 팝음악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음악장르의 영향을 받아 왔고, 같은 발라드 장르 안에서도 세부적인 장르구분이
있겠지만 한국발라드만이 지니는 전형성 또한 존재하며 세부 음악장르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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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음악스타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발라드로 통칭되는 음악장르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만 유독 한국과 문화적
교류가 빈번했던 일본의 발라드 음악과 한국의 발라드 음악은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발라드 역시 영미권 팝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음악적 특징이 정립되었으며 한국의 발라드와 마찬가지로 고유
의 전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중음악에서의 점유율 측면에서는 한국 발라드
음악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발라드 음악과는 연관성이 깊은
데 대표적으로 1990년대에 한국에서 일본음악에 대한 많은 표절시비들이 있었
으며, 1998년 한 일 문화개방 이후 200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일본음악에
대한 대규모의 번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음악에 대한 번안이 가장 활발히 있었던 시기인 2000
년대 전반기의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 음악을 음악적으로 비교해봄으로써 양국의
음악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 양상 및 그 영향의 단면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1998년 일본
문화개방 이후 일본음반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진 2000년부터로 영향이 상대적
으로 많았던 시기의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를 선율, 화성분석을 통해 그 양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원순위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멜론과 오리콘에서 상위 50위안의 곡들 중 발라드 장르에
해당하는 곡들로 선정하였다. 기간은 2000년부터 5년간의 기간으로 이 기간은
한국에서 일본 음악의 번안이 활발히 일어난 시기와도 겹친다. 해당 연구기간이

‘일본문화 개방기’라는 측면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리메이크와 번안곡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양국의 발라드음악이 선율, 화성 전개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조의 사용빈도에서 양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비율상 한국
의 발라드 음악은 25.7%가 단조 음악이었으며, 일본은 10.8%로 한국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다.
두 번째, 선율전개에 있어 선율이 못갖춘마디에 시작하는 경우에도 양상차이
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35.6%의 비중으로 못갖춘마디로 선율을 시작하고 있었

328

통권 28호 (2021년 하반기)

으며, 일본의 경우 64.8%의 비중으로 못갖춘마디로 선율을 전개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본 연구자는 양국 발라드 음악에서 드러나는 선율 전개방식의 차이
에 주목했다. 선율은 가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주요 선율에 오는 단어는
그만큼 청자에게 높은 전달력을 갖는다. 반대로 부가 선율에 위치한 단어의 전달
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원리라면 가사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어는 주요
선율, 혹은 상대적으로 전달력이 높은 화성리듬상의 강박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문법상 어순이 같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 일 발라드 음악
의 선율 전개양상 역시 비슷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는 문법체계가 다른
영미권 음악의 영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 시기 양국 발라드 음악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양국의 발라드 음악인들이
지니고 있던 지향점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아직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양국 음악이 제대로 비교 연구되지 않아 연구에 한계는 있었지만
차후 이전 시기 음악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 음악 양상이
더욱 선명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한국 대중음악, 발라드, 2000년대, 일본 대중음악, 한일 문화개방기

1. 서론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발라드 음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
히 각종 대중음악 순위에서의 점유도가 매우 높은 장르이다.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 이문세, 이영훈으로 대표되어지는 ‘팝발라드’의 유
행을 시작으로 더욱 두드러져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한국의
발라드 음악은 영미권 팝음악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음악장르의 영
향을 받아 왔고, 같은 발라드 장르 안에서도 세부적인 장르 구분이
있겠지만 한국발라드만이 지니는 전형성 또한 존재하며 음악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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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르로 인식되기보다는 음악스타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1)
발라드로 통칭되는 음악장르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만 유독
한국과 문화적 교류가 빈번했던 일본의 발라드 음악과 한국의 발라
드 음악은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음악은 일찍이 메이
지 시대부터 영미권 음악체계에 대한 도입이 시작되어 일제강점기
를 거치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왔으며,2) 일본의 발라드 역시
영미권 팝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3)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음악적 특징이 정립되었으며 한국의 발라드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전형을 가지고 있다.4) 하지만 대중음악에서의 점유율 측면에서는
한국 발라드 음악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발라
드 음악과는 연관성이 깊은데 대표적으로 1990년대에 한국에서 일
본음악에 대한 많은 표절시비들이 있었으며,5) 1998년 한 일 문화
개방 이후 200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일본음악에 대한 대규모의
번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음악에 대한 번안이 가장 활발히 있었던
시기인 2000년대 전반기의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 음악을 음악적으
로 비교해봄으로써 양국의 음악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정

1) 이영미. 2006. 한국대중가요사 , 민속원 : 284-296
2) 쓰루미 슌스케. 김문환 역. 2010. 전후 일본의 대중문화 1945~1980) , 소화 :
157-159
3)
. 2013. めぐりあうものたちの
1945 -1958 ,
の
と
: 500-509
4) 々
. 2014.
,
: 14-22
の
5) 권경훈. <70년대 가요 ‘해변으로 가요’ ‘일본노래 표절이다’ 결론>, 조선일보, 2007년
2월 28일
6) 이주원, 홍성규. 2018. 한 일 대중가요의 교류와 번안사례에 대한 고찰 일본학연
구 第53,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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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 양상 및 그 영향
의 단면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1998년 일본문화개방 이후
일본음반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진 2000년부터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시기7)의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를 비교였다. 악곡을 비교 분
석함에 있어 악기편성, 곡의 구조 등 다양한 연구주제 설정이 가능
하나 대중음악 특성상 곡의 구조에는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
들다는 판단에서 연구대상 제외, 악기편성은 발라드 음악 스타일안
세부장르에 따라 악기편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악
의 3요소인 화성, 리듬, 선율 중 발라드 음악스타일에 주요 요소라
고 할 수 있는 화성, 선율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원순위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멜론과 오리콘에서 상위 50위안의 곡들 중
발라드 장르에 해당하는 곡들로 선정하였다. 기간은 2000년부터 5
년간의 기간으로 이 기간은 한국에서 일본 음악의 번안이 활발히
일어난 시기와도 겹친다. 해당 연구기간이 ‘일본문화 개방기’라는 측
면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리메이크와 번안곡들은 연구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2. 본론
2.1.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교류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인 병합이 이루어

7) 이주원, 홍성규. 2018. 같은 논문 :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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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뿐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 역시 본격화 되었다. 한국의 대중음
악 또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안에서 탄생하여, 그 태동기부터 일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성장하였다.8) 1920년대 후반부터 창작
가요가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우리 대중음악의 초기는 일본에서 수
입된 악극, 창가, 대중음악 등의 번안물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1930
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한국에서의 대중음악은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대중음악과 음악적 결을 같이 하였다. 채규엽은 고가마사오
(古賀政男)가 작곡한 <술은 눈물인가, 한숨이랄까>를 조선어로 불렀
으며, 일본인 가수 디크 미네(デイック ミネ)는 자신의 일본발매곡
들을 조선어로 발매하고 활동하였다.9) 이는 당시 한국과 일본의 대
중음악이 얼마나 서로 얽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
나일 것이다. 1945년 해방이후 양국의 정치적 단절은 문화적 단절을
동반하였지만 대중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한 음성적 교류, 한국 가수
들의 일본 무대 진출 시도 등은 지속되었다.10)
본격적으로 양국 대중문화의 물꼬가 터진 것은 1998년 일본 대중
문화 개방 이후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이전부터 일본문화에 대한
한국 내 관심과 수용은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문화개방 이후
일본문화의 수용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도 있었다. 일본 대중음악의
경우 1999년 공연부문, 2000년 음반부문에서 개방이 진행되었다.11)
하지만 이후 한국 가수들의 일본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우려

8) 이주원. 2015. 한 일 양국의 대중가요 비교고찰 일본연구 第64,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75-76
9) 박찬호. 2009. 한국가요사1 . 미지북스 : 235-256
10) 신현준. 2013. 가요, 케이팝 그리고 그 너머 . 돌베개 : 34-39
11) 山本功. 2004.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정책과 유입실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영화, 방
송, 대중 음악과 공연을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국제 문화대학원 :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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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일방적인 문화잠식은 일어나지는 않았다.12) 반면 일본가요에
대한 번안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 전반기에 집
중적으로 대거 일본가요에 대한 번안이 이루어졌다.13) 이에 본 연구
는 일본과 한국의 음악교류 양상이 특이하게 관측되던 2000년대 전
반기의 한 일 대중음악을 비교함으로서 당대 한국과 일본의 대중
음악이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 조망해보고자 한다.

2.2. 일본문화개방기 한 일 발라드 음악에 나타나는 차이점
2.2.1. 한 일 발라드 음악의 조성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은 일본문화가 한국에 개방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음반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진 2000년부터 5년간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 높았던
시기이고 그 영향으로 2000년대 전반기 일본음악에 대한 번안이 활
발히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14) 특히 발라드 음악에 대한 번안이
활발히 있었는데, 정작 이 시기 양국 음원차트 상위권의 곡들 중 발
라드의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한국의 멜론 차트에서는 5년간
매년 상위 50위권의 음악 절반가까이가 발라드 음악이다. 반면 일본
의 오리콘 차트에서 발라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는데,
5년간의 각국 차트 상위 50위에 랭크된 노래는 한국이 총 101곡 일
본이 36곡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리메이크, 번안곡의 수를 제외한
12) 신현준. 2013. 앞의 책 : 40-49
13) 배묘정. 2014. 한국 대중가요에서 일본 음악의 번안에 관한 연구 -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본 번안 한국예술연구 第10.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100
14) 이주원. 2018.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번안가요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 . 경희대
학교 일반대학원 : 35-37
한일 발라드 음악에 나타나는 음악적 차이에 관한 고찰

이주원

333

숫자이다. 분석 대상곡은 아래 <표 1>과 같다.15)
<표 1> 분석대상 한 일 발라드음악
조성모 <아시나요>, 조규만 <다 줄거야>, 김현철 <그대니까요>, 임창정
<나의 연인>, 정일영 <기도>, 임재범 <너를 위해>, 박효신 <바보>, 이승
환 <그대가 그대를>, 조장혁 <중독된 사랑>, 박혜경 <고백>, 최재훈 <비
의 랩소디>, 윤현석 <Love>, 김태영 <오랜 방황의 끝>, Fly to the sky
<Day by day>, 박상민 <상실>, 김경호 <와인>, 이현우 <요즘 너는>, 이
소은 <서방님>, 이수영 <I believe>, 윤종신 <Annie>, 브라운 아이즈 <벌
써 일년>, 김건모 <미안해요>, 이기찬 <또 한번 사랑은 가고>, 왁스 <화
장을 고치고>,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양파 <Special night>, 박
효신 <먼곳에서>, 이소라 <제발>, 성시경 <내게 오는 길>, 김범수 <하
루>, 임재범 <사진 속에 담긴 추억>, 윤미래 <as time goes by>, 최재훈
<편지>, 박상민 <하나의 사랑>, 애즈원 <천만에요>, 임창정 <기다리는
이유>, 박화요비 <눈물>, 성시경 <처음처럼>, 플라워 <Endless>, 박정현
<You mean everything to me>, 조 트리오 <먼 훗날>, 장혜진 <아름다운
날들>, 김민종 <You’re my life>, 박혜경 <하루>, 박효신 <동경>,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부활 <Never ending Story>, 박효신 <좋은 사
람>, 휘성 <안 되나요>, 바이브 <미워도 다시 한번>, 박정현 <꿈에>, 신
승훈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 RYU <처음부터 지금까지>, Fly to
the Sky <Sea of love>,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이수영 <그리고
사랑해>, JK 김동욱 <미련한 사랑>, 왁스 <부탁해요>, 김현철 <Loving
you>, 휘성 <전할 수 없는 이야기>, 임창정 <슬픈 혼잣말>, 정재욱 <잘
가요>, 이승환 <잘못>,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조관우 <If you give
me your heart>, 브라운 아이즈 <점점>, 브라운 아이드 소울 <정말 사랑
했을까>, 윤건 <어쩌다>, 김범수 <보고 싶다>, Fly to the sky <Missing
you>, 팀 <사랑합니다>, 이적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안재욱 <친구

15) 멜론차트 https://www.melon.com. 오리콘차트 https://www.oricon.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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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우>, 박용하 <처음 그 날처럼>, JK 김동욱 <돌아와 제발>, 김건모 <청
첩장>, 박정현 <앤>, 조성모 <피아노>, 성시경 <차마>, 이승철 <긴 하
루>, 테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박효신 <그곳에 서서>, 김윤아 <야
상곡>, 이수영 <광화문 연가>, 김동률 <이제서야>, 바이브 <오래오래>,
김범수 <가슴에 지는 태양>, 린 <사랑했잖아>, SG 워너비 <사랑하길 정
말 잘했어요>, 거미 <기억상실>, 서영은 <천사>, 이승철 <인연>, M.C
the MAX <그대는 눈물겹다>, 김연우 <연인>, V.one <그런가 봐요>, 신
승훈 <그런 날이 오겠죠>, 버즈 <Monologue>,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
김종국 <한 남자>,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 밤>, 장나라 <그게 정말이
니?>
福山雅治 <桜坂>, Kinki Kids <もう君以外愛せない>, Mr Children <口
笛>, 小柳ゆき<あなたのキスを数えましょう You were mine >, Mr.
Children <NOT FOUND>, 平井堅 <楽園>, 浜崎あゆみ <Far away>, 今
井美樹 <Goodbye Yesterday>, 小柳ゆき<be alive>, 桑田佳祐 <白い恋人
達>, MISIA <Everything>, Every Little Thing <fragile>, 浜崎あゆみ
<Dearest>, The Gospellers <ひとり>, 宇多田ヒカル <FINAL DISTANCE>,
J-FRIENDS <I will get there>, 矢井田 瞳 <Over The Distance>,
Strawberry Flower <愛の歌>, MISIA <眠れぬ夜は君のせい>, 中島美嘉
<stars>, 森山直太朗 <さくら>, RUI <月のしずく>, Mr.Children <Hero>,
Every little thing <Unspeakable>, 平井堅 <ring>平井堅 <Life is...
~another story~>, 平井堅 <瞳をとじて>, 平原綾香 <Jupiter>, 柴咲コウ
<かたちあるもの>, 河口恭吾 <さくら>, 宇多田ヒカル <誰かの願いが叶う
ころ>, 浜崎あゆみ <CAROLS>, DREAMS COME TRUE <やさしいキス
をして>, ゆず<栄光の架橋>, 平井堅 <思いがかさなるその前に>, 一青窈
<ハナミズキ>

이 시기 양국 발라드 음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성
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발라드 음악이 단조 조성의 비
율은 10.8%로 한국 25.7%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발라드 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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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도 낮은 일본의 발라드 음악에서 단조의 비중도 같이 낮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2> 한 일 발라드 음악의 장조/단조 비율

한국

일본

장조
단조

장/단조의 비율 차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겠지만 본 논문에 나타나는 단순한 비율차이의 존재만으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2배차이가 넘는
극명한 데이터는 양국의 발라드 음악의 경향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는 데이터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양국 대중의 성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위 <표 2>와 같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당시 가수들의
성향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활동했던 한국
의 발라드 가수들 중 박효신, 임재범, 임창정 등 과 같이 단조 곡
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던 소위 ‘슬픈 발라드’ 전문 가수들이 많았
던 것도 해당시기 단조 발라드의 비중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반면 2000년대 전반기 일본 대중음악계에서는 그러한 성향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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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는 단순히 가수들의 성향차
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석 대상곡들이 음악차트 상위권에 해당되는
곡들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대중들의 음악적 선호도를 반영하는 결
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2 한 일 발라드 음악의 선율전개양상 차이
두 번째, 선율전개상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있었다. 선율은 가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주요 선율에 오는 단어는 그만큼 청자
에게 높은 전달력을 갖는다. 반대로 부가 선율에 위치한 단어의 전
달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원리대로라면 가사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어는 주요 선율, 혹은 상대적으로 전달력이 높은 화성리듬상
의 강박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문법상 어순이
같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 일 발라드 음악의 선율 전개양상 역
시 비슷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실제 사례를 일본노래에서 먼저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발라드음악에서 선율이 못갖춘마디로
시작되는 사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 <악보 1>은 시바사
키 코우(柴咲コウ)의 2004년작 <かたちあるもの>이다. 첫 가사 ‘요
조라(夜空)’가 못갖춘마디로 시작하여 실재로는 ‘소라(하늘)’의 두 번
째 음절 ‘라’가 강하게 들린다.
<악보 1> 柴咲コウ<かたちあるもの> verse1

요루 소

라

니 키

에 테

쿠 호

시

노

코 에

유 메

다음 아래 <악보 2>의 히라이켄(平井堅)이 부른 <思いがかさ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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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前に> 역시 비슷한 사례이다. 첫 가사 ‘기미(君)’의 ‘미’가 첫 박
에 위치한다. 이러한 선율진행은 동형진행의 형식으로 ‘카나시미(悲
しみ)’의 ‘나’, ‘손나(そんな)’의 ‘ ’이 각각 마디 첫 박에 위치하는
선율이 반복된다. <악보 3>의 유즈(ゆず) <栄光の架橋> 역시 같은
예이다. 도입부 선율에서 첫 단어 ‘다레(誰)’ 뒤 음절 ‘레’가 첫 박자
에 길게 나옴으로서 선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악보 2> 平井堅<思いがかさなるその前に> verse1

기

나 시 미

미 노메

노 아 메 니

니지

니 우

츠 루

인 데 모

아 오 -

소 온 나도

소 라 가

키와

오모

카

이다

<악보 3> ゆず<栄光の架橋> verse1

다

레 니 - 모

미 세나이 - 나 미다 -

가 앗 따 - 히토 시레즈

<악보 4> 小柳ゆき<be alive> verse1

데 아 앗 따 고 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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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마지막으로 위 <악보 4> 고야나기 유키의 <Be alive>는 발라드에
속하지만 느린 힙합리듬에 노래가 전개되는 R&B 발라드에 해당하
는 노래이다. 이런 영향으로 선율 또한 리드믹한 전개를 보이고 있
으며, 앞서 살펴본 다른 노래들과 마찬가지로 못갖춘마디로 선율이
시작한다.
반면 한국 발라드 음악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 <악보 5> 임재범
의 <너를 위해>, <악보 6> 박효신의 <좋은 사람>, <악보 7> 임창정
의 <기다리는 이유>와 같이 마디의 시작과 함께 선율을 전개하는
예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너를 위해>와 <좋은 사람>은 장조이
며, <기다리는 이유>는 단조음악이다.
<악보 5> 임재범<너를 위해> verse1

<악보 6> 박효신<좋은 사람> verse1

<악보 7> 임창정<기다리는 이유> ver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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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위해>에서는 ‘어쩜 우린’이 첫 박부터 시작하면 선율이 전
개 되고 있고, ‘서로’는 ‘엉켜있는’을 꾸며주는 역할로 3마디에 선행
하여 나오지만 ‘엉켜있는’이 정박에 정확히 나오며 선율과 가사가
기능적으로 결을 같이 하고 있다. 박효신의 <좋은 사람> 역시 가사
‘준비없이’가 첫 박부터 시작하고 ‘아무’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로
선행, ‘말 못 한 채’가 3마디 첫 박부터 전개되고 있어 <너를 위해>
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선율적 위치에 가사가 그에 맞게 배열되어
있다. 임창정의 <기다리는 이유> 역시 <악보 6>에서 제시된 첫 가
사 ‘그댈’을 포함해 4마디 단위로 ‘그댈’, ‘나 없이’, ‘눈물’, ‘어떻게’
의 가사가 첫 박부터 선율이 시작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곡 휘성의 <전할 수 없는 이야기>는 일본노래 예시 중
마지막으로 예시한 <Be alive>와 마찬가지로 R&B발라드에 해당되는
노래이며 느린 힙합리듬에 맞춰 선율이 전개된다. 앞서 살펴본 한국
의 발라드 예시들처럼 첫 박에 맞춰 선율이 전개되지는 않지만 이
노래 역시 못 갖춘마디로 시작되지도 않고 정박에 맞춰 선율이 전
개되어 일본 노래 예시들에서 볼 수 있었던 가사의 단어가 나누어
져 강세가 바뀌는 모습 찾아 볼 수 없다.
<악보 8> 휘성 <전할 수 없는 이야기> verse1

이러한 선율의 전개는 노래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
양상을 수치로 보면 확실히 양국의 발라드 음악에 선율전개양상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발라드 음악의 경우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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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이 64.8%의 노래가 선율이 못갖춘마디로 시작한다. 반면 한
국 발라드 음악에서는 같은 예가 35.6%에 그쳤다. 이와 같은 차이
는 영미권음악의 영향, 가사의 전개 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국의 문화가 만나
서로 강한 영향을 주던 시기로 볼 수 있는 일본문화개방 시기에도
이러한 작곡 양상의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에서는 대
거 일본 대중가요에 대한 번안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양국의 발라
드 음악 작곡가들의 성향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 한 일 발라드 음악의 선율전개 양상

한국

그이외

못갖춘마디
일본

2.3. 한 ․ 일 발라드 음악 양상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
한국과 일본은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로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를
맺어 왔다. 일제 강점기와 같이 일본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였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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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있었고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시기도 있었다. 대중음악 또한
이러한 문화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000년대 전반기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교류가 여러 부분에서
활발했으며 대중음악 부문에서도 한 일 가수들의 상대국 진출, 일
본가요들의 대거 번안 등 실질적인 음악적 교류가 있었던 시기이다.
그래서 양국의 발라드 음악 역시 상당 부분 음악적 유사성이 관측될
것이라 예측된다. 비록 화성과 선율에 국한된 연구로 한계점은 분명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 음악의 음악적 양
상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이 별개의 가요생태
계를 구축하고 오랜 시간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국 대중
음악의 성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양국 발라드 음악이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존재한다. 정리를 해보면 첫째,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 음악은 그 근
본이 1980년대 영미권 팝음악에서 구현되었던 발라드 스타일의 음악
들이 모태가 되었다는 태생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1998년 한일 문화개방 이후 2000년대 중반에 이르
기 까지 한국에서 발표되었던 일본 번안가요들 중 높은 비중으로
발라드 스타일 음악이 포함되었던 점16)에서 모태가 같고 양국 문화
계 사이에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양국의 발라드
음악이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큰 음악적 양상의 차이를 가
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흥미로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당시 양국의 음악적 특징에 기인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측하는 단
서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양국음악의 변화양상을 설명하는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16) 이주원. 2018. 앞의 논문 :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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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지금까지 일본문화 개방기에 해당하는 2000년대 전반기의 한국과
일본 발라드 음악의 양상과 그 차이,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양국의 발라드
음악이 선율, 화성 전개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조의 사용빈도에서 양국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비율상 한국의 발라드 음악은 25.7%가 단조 음악이었으며, 일본은
10.8%로 한국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다.
두 번째, 선율전개에 있어 선율이 못갖춘마디에 시작하는 경우에
도 양상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35.6%의 비중으로 못갖춘마디
로 선율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64.8%의 비중으로 못갖
춘마디로 선율을 전개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선율전개의 특징은 지극히 각각 작곡자 고유의 개성에 의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한국 발라드음악은 무조건 이렇다’, ‘일
본 발라드음악은 무조건 이렇다’ 등의 절대성을 지니지도 않는다.
예외경우는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5년간의 양
국 발라드 음악의 선율전개 특징이 이와 같이 극명한 비율적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양국
발라드 음악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
구는 양국 발라드 음악에서 드러나는 선율 전개방식의 차이에 주목
했다. 선율은 가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주요 선율에 오는
단어는 그만큼 청자에게 높은 전달력을 갖는다. 반대로 부가 선율에
위치한 단어의 전달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원리라면 가사에 있어 중
요한 기능을 하는 단어는 주요 선율, 혹은 상대적으로 전달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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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성리듬상의 강박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문
법상 어순이 같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 일 발라드 음악의 선율
전개양상 역시 비슷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는 문법체계가 다
른 영미권 음악의 영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 시기 양국 발라드 음악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양국의 발라드
음악인들이 지니고 있던 지향점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아직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양국 음악이 재대로 비교 연구
되지 않았고, 화성, 선율이라는 단편적인 연구에 그쳐 한계는 있었
지만 차후 이전 시기 음악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보다 복합적인 추
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 음악 양상이 더욱 선
명하게 확인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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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temporary Korean and Japanese
Ballad Songs:
With a Focus on the Early 2000s Following Korea’s Acceptance of
Japanese Cultural Arts
Lee, Ju Won
(Jeonghaw Arts College Professor)
Ballad songs currently hold a large margin in modern Korean music. It is an especially
highly-raking genre in the various modern music charts. Such trends started in the 1980s
with the popularization of “pop ballads,” as represented by artists such as Lee Moon-se
and Lee Young-hoon. Until now, Korean ballad songs have been influenced by a variety
of music genres including popular music from Western nations and—although specific
subcategories exist even within the same ballad genres, Korean ballad songs certainly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Ballads as a musical genre exist in all parts of the world, but the ballads produced
in Korea and Japan share many similarities due to the frequent cultural exchanges m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Japanese ballads, in turn, were greatly influenced by Western
popular music, leading to their gradual establishment of a unique identity—just as with
Korean ballads—from the latter half of th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capturing
the popular music market, however, Japanese ballads are still unable to surpass those
produced in Korea. With the close tie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allads, there were
many allegations of plagiarism in the 1990s regarding Korean songs taking ideas from
Japanese songs. Following Korea’s acceptance of Japanese cultural arts in 1998 and focused
on the early 2000s, there were many adaptations of Japanese music being produced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musical aspects of Korean and Japanese
ballad songs in the early 2000s, which was the era in which Japanese music was most
frequently adapted in Korea. B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usic in both
countries, an attempt has been made to estimate both nations’ leaps in cultur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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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as their aftereffects. The method for the study involved analyzing the melodies
and harmonies of Korean and Japanese ballads starting from the 2000s (following Korea’s
acceptance of Japanese cultural arts in 1998) and a comparison made between the samples.
The subjects for the study include the top 50 songs in both nations’ largest popularity-based
ranking sites—Melon and Oricon—and filtered them by songs which categorize under
the label of ballads. A period of five years is covered from the year 2000, which overlaps
with the most active number of adaptations made of Japanese songs in Korea. Because
the period of study was selected in the context of “Korea’s acceptance of Japanese cultural
arts,” remakes and adaptations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both nations’
ballad songs in the progression of melodies and harmonies.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ajor contrasts in the frequency of use when it came to the use
of minor keys. 25.7% of Korean songs were set in the minor key, compared to 10.8%
of Japanese songs—lower than half in ratio. Second, in the case of the progression
of melody, there were differences in melodies starting on incomplete bars. 35.6% of
Korean songs started melodies on incomplete bars, whereas 64.8% of Japanese songs
did likewise, demonstrating a markedly high ratio.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the differences of melodies in both nations’ ballad songs and their contrasting progressions.
Melodies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lyrics and therefore the words attached to
key melodies have further effectiveness in delivery for the listener. On the other hand,
words located in minor melodies demonstrate less effectiveness in delivery. Based on
this theor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key words of a song will be located
on the core melodies or on the stronger points of the harmonies and rhythm, which
contain relatively higher effectiveness in delivery. With an understanding that Korean
and Japanese have the same structure in grammar, Korean and Japanese ballad songs
should likewise have similar progressions in melody, but it was not the case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ults in this study could possibly be due to the effects
of Western music and their different grammar structures, in addition to a number
of other variables and sources.
The differences and contrasts demonstrated in both nations’ ballad songs during this
era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goals of the musicians in both nations at the time.
Limitations were present as both nations’ songs from the 1980s and 1990s have yet to
be compared, but with future studies focusing on the songs released before th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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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study, there will be a clearer view as to how Korean and Japanese ballad songs
evolved throughout the eras.
Key words : Korean popular music, Japanese popular music, 2000’s, K-pop, J-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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