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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발라드 음악 비교 연구
— 일본문화개방 이후 200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

이주원 (정화예술대학교 교수)

1. 서론
2. 본론

2.1.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교류
2.2. 일본문화개방기의 한·일 발라드 음악 양상
2.3. 한·일 발라드 음악 양상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

3. 결론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발라드 음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대중음악 순위에서의 점유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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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다. 
발라드로 통칭되는 음악장르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만 유독 한국과 문화적 교류가 빈번했던 일본

의 발라드 음악과 한국의 발라드 음악은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발라드 역시 영미권 팝음악
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음악적 특징이 정립되었으며 한국의 발라드와 마찬
가지로 고유의 전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중음악에서의 점유율 측면에서는 한국 발라드 음악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발라드 음악과는 연관성이 깊은데 대표적으로 1990년대에
한국에서 일본음악에 대한 많은 표절시비들이 있었으며, 1998년 한ž일 문화개방 이후 2000년대 전반
기를 중심으로 일본음악에 대한 대규모의 번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음악에 대한 번안이 가장 활발히 있었던 시기인 2000년대 전반기의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 음악을 음악적으로 비교해봄으로서 양국의 음악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 양상 및 그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1998년 일본문화개방 이후 일본음반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진 2000년부터로 영향이 상대적으
로 많았던 시기의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를 선율, 화성분석을 통해 그 양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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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양국의 발라드음악이 선율, 화성 전개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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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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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도 양상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35.6%의 비중으로 못갖춘마디로 선율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64.8%의 비중으로 못갖춘마
디로 선율을 전개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본 연구자는 양국 발라드 음악에서 드러나는 선율
전개방식의 차이에 주목했다. 선율은 가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주요 선율에 오는 단어는 그만
큼 청자에게 높은 전달력을 갖는다. 반대로 부가 선율에 위치한 단어의 전달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원리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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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의 선율 전개양상 역시 비슷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는 문법체계가 다른 영미권 음악의 영향
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시기 양국 발라드 음악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양국의 발라드 음악인들이 지니고 있던 지향점의 차

이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아직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양국 음악이 재대로 비교 연구되지
않아 연구에 한계는 있었지만 차후 이전 시기 음악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 음악

양상이 더욱 선명하게 확인될 것으로 본다.

핵심어: 한국 대중음악, 발라드, 2000년대, 일본 대중음악

1. 서론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발라드 음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대중음악 순위에서의 점유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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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다. 
발라드로 통칭되는 음악장르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만 유독 한국과 문화적 교류가 빈번했던 일본

의 발라드 음악과 한국의 발라드 음악은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발라드 역시 영미권 팝음악
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음악적 특징이 정립되었으며 한국의 발라드와 마찬
가지로 고유의 전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중음악에서의 점유율 측면에서는 한국 발라드 음악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발라드 음악과는 연관성이 깊은데 대표적으로 1990년대에
한국에서 일본음악에 대한 많은 표절시비들이 있었으며, 1998년 한ž일 문화개방 이후 2000년대 전반
기를 중심으로 일본음악에 대한 대규모의 번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음악에 대한 번안이 가장 활발히 있었던 시기인 2000년대 전반기의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 음악을 음악적으로 비교해봄으로서 양국의 음악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 양상 및 그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1998년 일본문화개방 이후 일본음반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진 2000년부터로 영향이 상대적으
로 많았던 시기의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를 선율, 화성분석을 통해 그 양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였다. 연구대상은 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원순위 사이트라고 볼 수 있는 멜론과 오리콘에서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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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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본론 

2.1.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교류
20세기초일제강점기를시작으로한국과일본은문화적으로상호간영향을주고받았다.일제강점

기초기우리예술가들은일본으로부터유입되는새로운문화의흐름을맞아때로는체념으로때로는

선망속에서답습과차이를재생산해왔다.주지하다시피일제강점기는일본으로부터유입된 ‘트로트

음악’이국내에뿌리를내리게되고상업음반의유통이시작되는대중음악의맹아기였다. 해방이후
1965년한·일국교정상화를거쳐 2000년제3차일본대중문화개방이전까지일본의대중음악은국내

에음성적으로유입되면서알게모르게한국의대중가요에적지않은영향을미쳐왔다.이따금씩불거

지는일본가요표절시비는문화개방이전시기우리가요계의그림자이기도하다.특정한몇몇아티스

트의일본진출이나민간차원의교류가있었을뿐이었던양국은김대중정부의일본대중문화개방이

후 본격적인 교류의 물고를 트게 된다. 1998년 10월 20일 공식적으로일본대중문화가 개방되었다.

2004년까지의단계적개방이었으나대중음악계는번안가요발매, 한·일가수들의교류를통한같은

곡다른가수음반동시발매등다양한문화교류움직임을보였다.1) 특히한국가수들의일본노래번안

사례가 늘었고, 일본 진출 또한 활발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가수들은 주로 중국을 무대로

한류바람을일으키기시작하여그경험을바탕으로일본및여타아시아시장으로의진출을꾀하였으

며, 2000년대중반에가서절정기를맞이하였다.2) 일본음악의한국진출은 1999년공연부문에서의

개방, 2000년음반이개방되며진출의길이열렸으며,3) 일본가수쿠사나기츠요시(草なぎ剛)(한국명:

초난강)의 2002년한국진출선언및한국어음반발매4)를비롯해루나씨, 쿠라키마이, 오노아이카

등의 가수들이 한국어 음반을 발매하며 한국 활동을 하였다.5)

2.2. 일본문화개방기 한·일 발라드 음악의 양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은 일본문화가 한국에 개방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음반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진 2000년부터 5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 높았던 시기이고 그 영향으로 2000년대 전반기 일본음악에 대한 번안이 활발히 이
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6) 특히 발라드 음악에 대한 번안이 활발히 있었는데, 정작 이 시기 

1) 배묘정(2014)「한국 대중가요에서 일본 음악의 번안에 관한 연구 -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본 번안」『한
국예술연구』第10 p.100
2) 신현준(2013) 『가요, 케이팝 그리고 그 너머』돌베개 pp.40~49
3) 山本功(2004)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정책과 유입실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영화, 방송, 대중 음악과 공연
을 중심으로-」『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pp.87~88
4) 이희용(연합뉴스) 2002년 ‘일본 댄스가수 초난강 우리말 음반 발표’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0199936 (검색일:2017.07.19.)
5) 山本功 앞의 논문 p.89
6) 이주원,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번안가요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pp.35~37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019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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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음원차트 상위권의 곡들 중 발라드의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한국의 멜론 차트에서
는 5년간 매년 상위 50위권의 음악 절반가까이가 발라드 음악이다. 반면 일본의 오리콘 차트
에서 발라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는데, 5년간의 각국 차트 상위 50위에 랭크된 
노래는 한국이 총 101곡 일본이 37곡으로 차이가 있다. 이는 리메이크, 번안곡의 수를 제외한 
숫자이다. 이 시기 양국 발라드 음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본의 발라드 음악이 단조 조성의 비율이 한국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발라드 음악의 비중도 낮은 일본의 발라드 음악에서 단조의 비중도 같
이 낮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양국 대중의 성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표-1> 한·일 발라드 음악의 장조/단조 비율

두 번째, 선율전개상의 특징 차이가 있었다. 선율은 가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주요 
선율에 오는 단어는 그만큼 청자에게 높은 전달력을 갖는다. 반대로 부가 선율에 위치한 단어
의 전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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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의 선율 전개양상 역시 비슷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래 악보1은 시바사키 코우(柴咲コウ)의 2004년작 <かたちあるもの>
이다. 첫 가사 ‘夜空’가 못갖춘마디로 시작하여 실재로는 ‘라’가 강하게 들린다. 

<악보-1> 柴咲コウ<かたちあるもの> verse1
 

<악보-２> 平井堅<大きな古時計> verse1

위 악보2의 <大きな古時計>역시 비슷한 사례이다. 한국 발라드 음악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 
악보3 임재범의 <너를 위해>와 악보4 박효신의 <좋은 사람>과 같이 마디의 시작과 함께 선율
을 전개하는 예를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악보-3> 임재범<너를 위해> verse1

한국 일본

장조

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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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4> 박효신<좋은 사람> verse1

이러한 선율의 전개는 노래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 양상을 수치로 보면 확실히 양
국의 발라드 음악에 선율전개양상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발라드 음악의 경우 
64.8%의 노래가 선율이 못갖춘마디로 시작한다. 반면 한국 발라드 음악에서는 같은 예가 
35.6%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영미권음악의 영향, 가사의 전개 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
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국의 문화가 만나 서로 강한 영향을 주
던 시기로 볼 수 있는 일본문화개방 시기에도 이러한 작곡양상의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일 것
이다.

<표-2> 한·일 발라드 음악의 선율전개 양상

2.3. 한·일 발라드 음악 양상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
한국과 일본은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로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를 맺어 왔다. 일제 강점기와 
같이 강한 영향을 받은 시기도 있었고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시기도 있었다. 해방 이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거쳐 2000년 제3차 일본대중문화 개방 이전까지 일본의 대중음악은 국내에 음성

적으로 유입되면서 알게 모르게 한국의 대중가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따금씩 불거지는

일본가요 표절시비는 문화개방 이전 시기 우리 가요계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특정한 몇몇 아티스트의

일본 진출이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있었을 뿐이었던 양국은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후

본격적인 교류의 물고를 트게 된다. 대중음악 또한 그 영향아래에서 일본 대중음악의 강한 영향을 받

은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일본 문화가 개방되었고, 일본 노래에 대한 번안이 일제 강

점기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던 2000년대 전반기에 많은 음악적 유사성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발

라드라는 장르에서는 음악적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차이는 당시 양국의

음악적 특징에 기인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측하는 단서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양국음악의 변화양상

을 설명하는 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일본문화개방기에 해당하는 2000년대 전반기의 한국과 일본 발라드 음악의 양상과 그 차

한국 일본
그이외

못갖춘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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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양국의 발라드음
악이 선율, 화성 전개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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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도 양상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35.6%의 비중으로 못갖춘마디로 선율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64.8%의 비중으로 못갖춘마
디로 선율을 전개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본 연구자는 양국 발라드 음악에서 드러나는 선율
전개방식의 차이에 주목했다. 선율은 가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주요 선율에 오는 단어는 그만
큼 청자에게 높은 전달력을 갖는다. 반대로 부가 선율에 위치한 단어의 전달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원리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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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의 선율 전개양상 역시 비슷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는 문법체계가 다른 영미권 음악의 영향
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시기 양국 발라드 음악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양국의 발라드 음악인들이 지니고 있던 지향점의 차

이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아직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양국 음악이 재대로 비교 연구되지
않아 연구에 한계는 있었지만 차후 이전 시기 음악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의 발라드 음악

양상이 더욱 선명하게 확인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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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저자 정보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

이주원/ 
정화예술대학교/조교수

<부록> 곡목록
1 조성모 <아시나요>
2 조규만 <다 줄거야>
3 김현철 <그대니까요>
4 임창정 <나의 연인>
5 정일영 <기도>
6 임재범 <너를 위해>
7 박효신 <바보>
8 이승환 <그대가 그대를>
9 조장혁 <중독된 사랑>
10 박혜경 <고백>
11 최재훈 <비의 랩소디>
12 윤현석 <Love>
13 김태영 <오랜 방황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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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ly to the sky <Day by day>
15 박상민 <상실>
16 김경호 <와인>
17 이현우 <요즘 너는>
18 이소은 <서방님>
19 이수영 <I believe>
20 윤종신 <Annie>
21 브라운 아이즈 <벌써 일년>
22 김건모 <미안해요>
23 이기찬 <또 한번 사랑은 가고>
24 왁스 <화장을 고치고>
25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26 양파 <Special night>
27 박효신 <먼곳에서>
28 이소라 <제발>
29 성시경 <내게 오는 길>
30 김범수 <하루>
31 임재범 <사진 속에 담긴 추억>
32 윤미래 <as time goes by>
33 최재훈 <편지>

34 박상민 <하나의 사랑>
35 애즈원 <천만에요>
36 임창정 <기다리는 이유>
37 박화요비 <눈물>
38 성시경 <처음처럼>
39 플라워 <Endless>
40 박정현 <You mean everything to me>
41 조 트리오 <먼 훗날>
42 장혜진 <아름다운 날들>
43 김민종 <You’re my life>
44 박혜경 <하루>
45 박효신 <동경>
46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47 부활 <Never ending Story>
48 박효신 <좋은 사람>
49 휘성 <안되나요>
50 바이브 <미워도 다시 한번>
51 박정현 <꿈에>
52 신승훈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
53 RYU <처음부터 지금까지>
54 Fly to the Sky <Sea of love>
55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56 이수영 <그리고 사랑해>
57 JK 김동욱 <미련한 사랑>
58 왁스 <부탁해요>
59 김현철 <Loving you>
60 휘성 <전할 수 없는 이야기>
61 임창정 <슬픈 혼잣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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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재욱 <잘 가요>
63 이승환 <잘못>
64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65 조관우 <If you give me your heart>
66 브라운 아이즈 <점점>
67 브라운 아이드 소울 <정말 사랑했을까>
68 윤건 <어쩌다>
69 김범수 <보고 싶다>
70 Fly to the sky <Missing you>

71 팀 <사랑합니다>
72 이적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73 안재욱 <친구 붕우>
74 박용하 <처음 그 날처럼>
75 JK 김동욱 <돌아와 제발>
76 김건모 <청첩장>
77 박정현 <앤>
78 조성모 <피아노>
79 성시경 <차마>
80 이승철 <긴 하루>
81 테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82 박효신 <그곳에 서서>
83 김윤아 <야상곡>
84 이수영 <광화문 연가>
85 김동률 <이제서야>
86 바이브 <오래오래>
87 김범수 <가슴에 지는 태양>
88 린 <사랑했잖아>
89 SG 워너비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90 거미 <기억상실>
91 서영은 <천사>
92 이승철 <인연>
93 M.C the MAX <그대는 눈물겹다>
94 김연우 <연인>
95 V.one <그런가 봐요>
96 신승훈 <그런 날이 오겠죠>
97 버즈 <Monologue>
98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
99 김종국 <한 남자>
100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 밤>
101 장나라 <그게 정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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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福山雅治 <桜坂>
2 Kinki Kids <もう君以外愛せない>
3 Mr Children <口笛>
4 小柳ゆき<あなたのキスを数えましょう∼You were mine∼>

5 Mr.Children <NOT FOUND>

6 平井堅 <楽園>

7 浜崎あゆみ <Far away>

8 今井美樹 <Goodbye Yesterday>

9 小柳ゆき<be alive>

10 桑田佳祐 <白い恋人達>

11 MISIA <Everything>

12 Every Little Thing <fragile>

13 浜崎あゆみ <Dearest>

14 The Gospellers <ひとり＞

15 宇多田ヒカル <FINAL DISTANCE>

16 J-FRIENDS <I will get there>

17 矢井田 瞳 <Over The Distance>

18 平井堅 <大きな古時計＞

19 Strawberry Flower <愛の歌＞
20 MISIA <眠れぬ夜は君のせい>
21 中島美嘉 <stars>  
22 森山直太朗 <さくら>
23 RUI <月のしずく>
24 Mr.Children <Hero>
25 Every little thing <Unspeakable>
26 平井堅 <ring>
27 平井堅 <Life is...~another story~>
28 平井堅 <瞳をとじて>
29 平原綾香 <Jupiter>
30 柴咲コウ <かたちあるもの>
31 河口恭吾 <さくら>
32 宇多田ヒカル <誰かの願いが叶うころ>
33 浜崎あゆみ <CAROLS>
34 DREAMS COME TRUE <やさしいキスをして>
35 ゆず<栄光の架橋>
36 平井堅 <思いがかさなるその前に>
37 一青窈 <ハナミズキ>

https://www.youtube.com/channel/UCtCmYrgndLuLJuhY2P0Li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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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의 음악문화와 일본음악의 동향에 관한 시론1)

김지선(일본학술진흥회, 도쿄대학)

1. 서론

  본 발표는 식민지 조선(1910~1945)에서 음악문화의 형성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밝히고, 특
히 일본음악 같은 외래 음악문화가 어떻게 정착하고 있었는지 고찰한다.
  강화도 조약(1876 년 2월)이 체결되고, 일본의 이민 장려 정책으로 조선에 일본인 이주자가 
증가 해왔다. 일본은 러일 전쟁(1904년 2월~1905년 5월)의 승리로 인해 한반도의 권익을 얻
어 1906년 2월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조선의 고문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후, 1910년 8
월에는 한국 병합되어, 조선은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놓였다. 일본의 조선 통치를 위해 설치 
한 조선총독부는 자본주의의 기본경제 영역을 독립시켜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선은 근
대 사회로 바뀌어 갔다. 조선총독부는 근대적인 관료 행정을 확립시키고 식민지 조선의 근대
화 정책을 추진했다. 호적 제도의 정비에 의해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 · 문화 · 토지 정
책 등의 각종 법령이나 사회 통제 법령을 통해 식민 사회의 근대화 · 계몽화를 시행했다.
　한편, 식민지 조선 지배 민족(일본인)의 이주에 따라 피지배 민족 (조선인)과 혼합 구성하는 
사회가 되고 있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치안 유지, 사상 통제를 위해 언론, 출판, 영화 등으
로 검열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상당한 자율성, 독자성이 인정되어 근대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을 보는 관점은 주로 ‘저항하는 정치’로 집중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도 ‘저항’만으로는 설명 할 수없는 다양한 일련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다양한 일련 대해 식민지 조선의 음악형성에 주목하고 특히 ‘일본음
악’에 초점을 맞춰 탐구한다. 당시의 서양음악 · 대중음악, 음악교육 등 음악문화는 현재 한국
의 음악형성 과정에 있어 시발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재조선일본
인이 누리고 있던 ‘일본음악’의 경우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그 모습을 감추었고,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혔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일본음악’은 식민자 일본인이 가장 즐겼던 음악으로 당
시의 음악계에서 하나의 음악장르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음악의 연주회는 서양음악 
조선음악, 대중음악도 같이 공연하는 등, 당시 특유의 음악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식민자
의 전유물이었던 ‘일본음악’은 당시의 ‘식민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식민지 조선의 음
악문화형성에 대해 언급하는 데에 있어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발표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음악형성’과정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 공존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하고 당시의 음악형성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고찰한다.

1) 본 연구는 일본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조성사업 와카테연구(B) “식민대도시 ‘경성’의 음악문화 연구: 
토착자 식민자문화의 교차를 착목하여”(21K12865, 2021-2025)와 동 사업 특별연구원 장려비 “식민
지조선의 음악문화와 통치 권력: 재조선일본인의 음악활동과 그 역할에 착목하여”(20J40108, 
2020-2022)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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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인의 조선 이주와 음악을 둘러싼 환경

  1876 년 2월 강화도 조약이 체결 된 이후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어 일본 정부의 조선의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이민 장려 정책에 따라, 조선에는 일본인 이주자
가 증가했다. 1906 년 2월에 조선 통감부가 개설되어 부산, 마산, 목포, 군산, 한성, 인천, 평
양, 진남포, 원산, 성진, 대구, 신의주, 청진에 이사청을 설치, 그 아래에 거류민단을 조직하고 
자국민의 보호 및 관리를 실시했다. 1909년 말까지 한성의 거류민은 관료, 종업원, 회사원 등 
146종의 직종에 17,288명이 있었는데, 그중 연애계 업종에 44명이 있었다. 1906 년 이전부터 
일본인 경영의 극장이 신설되어 경성에서만 가부키좌, 수좌, 용산좌, 혼마치좌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경성신보』 1908년 8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경성좌의 혼마치 이전 기념으로 오사카 
가부키 배우 나카무라 나가에몬, 반도 타로 일행의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민자 · 식민자의 오락을 위한 가부키 공연이 이른 시기부터 행해져 있었던 것이다.
  한성의 일본인 거류지는 혼마치(현재의 명동, 충무로)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남대문로, 북쪽
으로는 구청국인거류지 (고가네마치, 현재의 을지로) 일대, 동쪽으로는 장충단공원 주변, 남쪽
으로는 용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점차 그 주거 공간을 확대 해 갔다. 악기 상점이 많은 자리 
잡고 있던 혼마치, 고가네마치는 바로 일본인의 거주 및 상업 활동의 거점을 둔 곳이었다. 이 
일본인 거주, 상업지역은 관공서나 국책 회사, 은행 등의 근대식 건물이 늘어서 식민 도시 경
성의 새로운 공간의 중심이자, 문화의 중심이기도 했다. 당시의 혼마치에 대해 조선의 긴자로 
부르고 있을 정도였다.
  1911년 21만 689명이었던 재조선일본인은 그 4년 후에는 30만 3659명으로 연평균 약 3 
만 명씩 증가하고 있었다. 그 후에도 매년 평균 약 1~3 만 명씩 증가하여, 1942 년에는 75 
만 2823명의 재조선일본인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성에서는 인구의 3 분의 1이 일본
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경성부의 일본인 인구의 비율을 확인하여 보면, 1920년에 약 36.0 % 
(조선인 181,829명, 일본인 65,617명), 1930년에 약37.5% (조선인 230,734명, 일본인 86,548
명), 1942년에 약35.7% (조선인 468,732명, 일본인 167,340명)를 차지했다. 이것은 재조선일
본인 전체가 조선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조선에서 조선인 인구에 대한 일본인의 비율을 보면, 1920년에는 2% (조선인 16,916,079
명, 일본인 347,850명), 1930년에는 2.5%(조선인 19,685,587명, 일본인 501,887), 1942년에
는 2.9%(조선인 25,525,409명, 일본인 752,823명)에 불과한 데 비해, 전조선의 일본인의 재경
성이 나타내는 비율은 18.8% (1920년), 17.2 % (1930년), 22.2% (1942년)로 높고, 그 인구가 
경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경성에서 공무, 자유업, 상업 등 종사자의 비
율은 높았다.
  이처럼 조선 경성 일본인의 급증으로 인하여 일본인이 문화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오락 시설 및 그 행사가 늘어났다. 음악회는 일본인 음악가에 의한 클래식 음악회가 경성 공
회당과 부민관 등에서 행해졌고, 영화는 일본인 전용관인 대정관, 황금관, 유락관 등에서 일본
영화가 상영되어, 일본인 변사의 활동도 동행됐다. 미술전시회는 재조선일본인의 작품이 대부
분을 차지하였고, 그 관람자 또한 일본인 이었다. 일본의 전통 예능에서는 가부키 이외에도 
소 연극과 기다유 부시, 나니와 부시, 만담 등의 공연과 노가쿠, 샤쿠하치 음악이 조선에서 이
루어졌고, 일본인에 의해 소비되고 있었다.
  재조선일본인은 일본음악과 서양음악을 좋아하였는데, 일본에서 온 가부키 공연과 분라쿠 
공연이 실현 되었고, 조선에서는 비파, 샤쿠하치, 기다유 등의 방악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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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또한 서양음악의 경우, 재조선일본인 음악가와 음악교원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경
성악우회와 경성음악협회 등 음악 관련 조직을 결성하였고, 조선의 서양음악계를 주도하고 있
었다. 조선에서 다양한 문화계를 주도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된 것은 조선 인구의 약 2-3 %에 
불과한 식민자 일본인이었다. 특히 일본인의 인구 밀도가 높은 경성에는 일본인을 위한 다양
한 공연 문화 시설과 행사가 집중되어 있었다.
  경성에는 일본음악과 서양음악 등의 공연이 가능했던 경성극장, 아사히좌, 경성공회당, 경성
부민관, 조선호텔홀, 백화점홀 (경성 미쓰코시 백화점, 화신 백화점) 등이 있었다. 그중 조선 
최대의 복합 공연장으로 지어진 부민관 대해 알아보면, 부민관은 설계 시점부터 일본의 대규
모 전통 예능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음악관련 시설도 충분히 구비되었다. 
  부민관은 1935년 12월 10일 경성부 태평통 1정목 (현 서울 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에 부
지 면적 1780평, 건평 수 587평, 연건평 수 1717평의 근세식 건물로 준공되었고, 수용 인원
은 1800명이었다. 부민관의 규모는 부지 면적으로 보면 일본 오사카 공연장(1918년 준공), 건
물의 부지 면적으로 보면 야스다 강당(1925년 준공), 건물의 연면적으로 보면 신바시 연무장
(1925년 준공), 수용 인원에서 보면 도쿄 극장(1930년 준공)에 필적 할 정도였다. 부민관의 설
계를 담당했던 하기와라 고이치는 음악관련 설비에 가부키를 위해 7 칸 (약 12.6m)의 양 하
나마치를 설계하였고,  가부키에 필요한 것을 모든 설비를 갖췄다고 한다.
  또한 노무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악을 위한 오케스트라 피트를 20명 분 설치, 
음악회용 그랜드 피아노 (국산 최상품)를 두어 서양음악관련 시설도 갖췄다. 무대의 도구와 배
경시설은 도쿄식과 오사카식을 모두 겸비하였고, 극적인 화재 장면에서는 전기스토브를 구비
함으로써 일본의 일류극장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하기와라는 전하였다.
  이처럼 소극장으로 지어진 나니와관 부터, 대규모 일본 가부키 관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고려되어 있던 부민관 같은 곳까지, 다양한 음악의 장이 마련되어, 문화를 향
유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

3. 조선음악의 변화와 서양음악의 수용

  19세기 후반에 한반도에서는 선교사가 들여온 찬송가와 구한국정부가 창설 한 군악대에 의
해 서양음악의 선율과 리듬이 소개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음악, 희귀한 음악으로 인식되었
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의 ‘음악’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래, 음악 (music)이라는 의미에서 ‘음악’은 일본에서 번역 된 번역어이다. 
조선음악이라는 조선 재래의 전통음악은 민간 음악, 궁중 음악, 종교 음악으로 나뉘는데, 19
세기까지는 이러한 각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음악 활동의 양상도 달랐다. 그런
데 19 세기 말이 되어, 조선의 음악계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찬송가와 서양식 군악대
의 연주 등 서양음악이 유입되어 한국 음악과 병존하게 된 것이다. 조선 사회가 근대화를 향
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조선음악도 서양음악의 유입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이루고 있었다.
  즉, 조선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세습적인 음악 집단을 형성하였는데, 신분에 따라 담당
하는 레퍼토리도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러한 음악 집단이 해체됨으로 인해 큰 전환기를 맞이
하게 된 것이다. 무대전용 극장이나 레코드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유통이 보급되었고, 
그에 따라 음악가의 활동 형태도 변화했다. 전용건물에 무대가 설치된 극장을 확인해 보면 관
립 극장은 1902년에 설치된 희대 (이 후 협률사로 개칭)가, 사설극장으로 1907년에 설립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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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사가, 1908년에 설립 된 장안사, 원각사, 광무대 등이 있었다. 음악공연이 이러한 극장에
서 상연되게 됨으로써 공연 양식은 이전과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중인신분의 음악가들
은 근대를 향해 변화하는 조선음악계의 상황에 대처하였고, 상호교류와 레퍼토리 전승을 위해 
조양구락부(이 후, 조선정악전습소로 개칭)라는 음악집단을 결성했다. 그리고, 1910년경에는 
기생육성을 위해 기생조합이 만들어졌다. 레코드의 도입으로 조선음악과 서양음악을 혼합 한 
형태의 신민요라는 새로운 장르의 상업적 대중음악도 만들어졌는데, 신민요는 기생에 의해 레
코드로 취입되어 큰 성공을 이뤘다.
  서양음악의 수용은 조선 사회에서 음악의 양적 팽창을 의미했다. 서양음악은 사람들에게 새
로운 리듬과 새로운 선율을 가진 새로운 음악, 희귀한 음악으로 인식되었는데, 이 새로운 음
악, 희귀한 음악은 조선에 퍼져, 근대음악의 상징으로 인정되고, 고급음악으로 인식되기 까지, 
그다지 긴 세월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음악용어를 설명 할 때의 그 설명 기준으로 통
용되는 만큼, 서양음악은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양음악은 원래 선교사에 의해 들여온 찬송가, 구한국정부의 군악대의 
신설 등을 통해 조선에 소개되었다. 이후 서양음악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 하에서 공교육으로 
수용된 창가 음악 교육, 조선 유일한 전문음악교육 기관이었던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졸업
생의 활동,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 한 조선인음악가의 활동과 더불어 재조선일본인 음악가에 
의한 활동으로 인해 조선사회에 침투 해 갔다.
  창가 교육은 조선총독부의 교육제도에 따라 미감과 덕성의 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졌
다.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후,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으로 초등교육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창
가 교육에 의한 서양음악의 영향력은 커졌다. 그리고,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는 서양음악 
전문교육기관이 적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선 유일의 음악전문교육기관이었는데, 고등교육 
기관이었던 본교는 음악과 졸업생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사립학교 중등음악교원의 자격을 얻
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화여자전문학교는 여학생 만 입학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학생과 본교 음악과에 
입학하지 못 한 여학생은 서양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일본의 음악 학교에 유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인은 유학생은 관립음악학교와 사립음악학
교 등 대중소 각 규모의 음악 학교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일본유학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것
은 일본은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언어적으로도 벽이 낮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
학 한 조선인은 귀국 후 음악가로 활동을 하였는데, 해방 전후의 한국 서양음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일본에서 번역 된 일본식 서양음악 이론이 현재 한국에까
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해방 후 그들의 교육 활동을 통해 그것이 고정화 되었다.
  또한, 재조선일본인 음악가의 활동은 당시 조선의 서양음악 수용에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중등음악교원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당시의 창가, 음악교육의 문제점 등을 인식하여 일본 식
민지라는 제한된 조건에서도 창가,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모색을 했다. 또한, 전시기간에는 
당시의 통치정책을 반영한 음악문화를 구축하는데 그 역할을 했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장소와 
시대에는 일본과의 복잡한 연결고리로 연결된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고 형성되었다. 또한 조선
에 단기간 방문한 일본인 음악가는 음악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이라는 음악문화를 구축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식민지 조선의 음악문화는 당시 일본의 조선통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서양음악’이라는 큰 개념 속에서 교육 분야에서는 특유의 일본식 서양음악의 형식이 강제되
었고, 전시기에는 정치적 도구로 국민음악이라는 음악이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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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강요되었다. 만약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조선의 서양음악은 조선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토착화 된 것으로 발달했을지도 모른다. 지배자인 일본에서 가져온 
일본화 된 음악문화는 지배자인 일본인에 의해 퍼졌다. 그 중 조선에서 음악 활동을 한 일본
인은 당시 특유의 음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본인 중등음악교원과 음
악가에 의한 음악활동이야말로 당시를 살았던 음악문화의 산증인이며, 당시의 음악문화를 구
축 한 장본인이었다.

4. 신문광고를 통해 본 문화 향유의 성격

  식민지 조선에서는 1920년대부터 재조선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근대 도시의 모습이 정돈
되어 근대 소비문화가 형성되었고, 축음기, 라디오, 신여성, 화장품, 극장, 신파극, 다방 등 모
더니즘의 문화는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했다. 조선은 서양의 문명을 ‘일본’을 통해 들어왔는데, 
조선의 문화향유의 상황을 보면 계급적 위계질서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위계도 존재하고 있었
다. 문화를 고급과 저급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문화생활, 가정문화의 개선은 신문광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였다. 특히, 광고 전략은 중산층의 안락함과 취향을 겨냥해 ‘가정’
이라는 소비사회의 기본단위를 공략하고 여유와 즐거움을 강조하였다. 
  신문광고는 오락, 취미를 즐길 여유가 있는 근대 가정의 모델을 만들어 문화인, 교양인이 
되기 위한 사회적 능력에 맞는 ‘취향’이라는 근대적인 신분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었다. 도시사
람·시골사람, 문명인·야만인과 같은 계급적, 민족적 이해관계가 여가경험을 상품화하는 과정에
서 나타났다. 취향은 문화인과 비문화인들을 구별하고 사회적, 계급적 격차를 자연적인 것처
럼 만들어냈다. 즉, 문화의 소득 차이를 본성의 차이로 전환하여 취향은 선천적이라는 이데올
로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근대 광고를 출현시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이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전근대
적인 방식에서 신문이라는 인쇄매체의 공간을 활용 한 판매 전략을 구축하는 근대적인 방식으
로 변화되었다. 광고는 제품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보편적인 상품의 가치를 드러내었
고, 소비자는 그 광고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는데, 광고는 시대적인 실용가치를 
추구하는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근대를 구분하는 인식과 감각을 대변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생활의 합리화에 대한 요구는 제품의 소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요구는 자본주의 하에서 소
비주의의 틀 안에서 성립 된 것이다.
 이처럼 신문광고는 음악 등 문화의 가치 평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당시 조
선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접하는 매체였던 신문을 얼마나 구독하고 있었을까? 1930년을 예로 
문자 해독 인구 및 교육 정도, 신문 구독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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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조선의 문자해독인구（1930년）

출전：朝鮮総督府編（1935）275,278,279頁。（조선어：한글, 일본어：가나）

  위의 표와 같이, 1930년 전 조선인구 21,058,305명 중 문맹인은 16,082,156명 (76.37%)이
었다. 이것을 재조선일본인과 조선인의 문맹률을 비교해 보면, 재조선일본인의 경우 약 20%
에 불과한 것에 비해, 조선인의 경우 약 78%였다. 미취학 아동이 포함 된 것을 염두에 두고
서도 재조선일본인과 조선인의 문맹비율의 차이는 크다.
  조선의 초등교육의 경우 1912년 현재 인구 1만 명 당 재조선일본인 학생 수가 897.9명, 취
학률 95.4%였던 반면, 조선인 학생 수는 28.5명, 취학률 2.1%에 불과했다. 그 격차는 무려 
32배에 달한다. 1942년 시점이 되면 인구 1만 명 당 재조선일본인 학생 수가 1379.2명, 취학 
99.9%였던 반면, 조선인 학생 수는 697.2명, 진학률 47.7%로 상당히 개선 된 것처럼 보이지
만 그래도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진학률 격차는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더욱 더 벌
어졌다. 즉 1912년 당시, 인구 1만 명 당 일본인 학생 수는 약 65명이었던 반면, 조선인 학생 
수는 불과 약 1.8명으로 그 격차는 36배였다. 1942 년 시점에서 인구 1만 명 당 일본인 학생 
수 약 520명에 대해 조선인 학생 수는 약 33.7명이며, 여전히 15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
었다.
  이와 같이 조선인의 80% 가까이가 문맹상태였기 때문에, 신문을 구독 할 수 있는 계층은 
도시중산층, 지식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25 년을 기준으로 신문 구독 건수를 보면 
일본인이 71,980건 (45.97 %), 조선인이 84,440건 (53.92 %), 외국인이 175건 (0.11 %)으로 
총 156,595건 이었다. 당시 (1925 년) 조선의 인구 세대수에서 보면 3,609,624가구 가운데 
조선인은 3,483,481가구 (96.51 %), 일본인은 113,254가구 (3.14 %), 외국인은 12,889가구 
(0.36 %) 였다. 일반적으로 신문은 세대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세대 별 신문 구독 건수를 
산출 해 보면, 조선의 총 가구의 약 3%를 차지하는 일본인 가구의 66.56%가 신문을 구독하
고 있었으며, 조선인 가구는 2.42%, 외국인 가구는 1.36%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다. 신문 
구독률은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 조선 인구의 신문 보급률은 1932년에는 3.51%, 1935년에는 
4.18 %, 1937년에는 5.20%, 1939년에는 7.10 %로 되어 있었지만, 신문 구독률 자체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대부분 재조선일본인 가구가 가입했었다.
  당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았다. 직업을 가진 인구 9,765,514명 중, 농업에 종사하
는 사람이 7,376,846명(75.54 %)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들의 지출 항목에는 문화 관련 비
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매일신보』 1933 년 9월 7일자 "가계부 공개 : 6인 가족 85원 고보 
교사의 가계"에 따르면, 고등보통학교 교사의 월급은 85원으로 매월 지출은 신문비 2원, 잡지
비 3원 40전, 오락비 3원, 예금 5원을 기록하고 있다. 6인 가족이 매달 신문, 잡지 요금으로 
사용 한 금액이 5원 40전이었던 것을 보면, 고등보통학교 교원과 같은 가정에서는 실제로 두 
가지 정도의 신문을 구독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 구독이 가

전조선인구 조선어・일본어해독자 조선어 해독자 일본어 해독자 비식자인(문맹인)
21,058,305 1,420,840(6.75%) 3,159,738(15%) 395,571(1.88%) 16,082,156(76.3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763,679 10,294,626 1,223,528 197,312 2,554,082 605,656 215,818 179,753 6,770,251 9,311,905

조선인인구 조선어・일본어해독자 조선어 해독자 일본어 해독자 비식자인(문맹인)
20,438,108 1,387,276(6.79%) 3,156,408(15.44%) 6,297(0.03%) 15,888,127(77.74%)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398,889 10,039,219 1,195,461 191,815 2,551,077 605,331 5,070 1,227 6,647,281 9,240,846

재조선일본인인구 조선어・일본어해독자 조선어 해독자 일본어 해독자 비식자인(문맹인)
527,016 32,714(6.21%) - 386,979(73.43%) 107,323(20.36%)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85,966 241,050 27,310 5,404 - - 208,597 178,382 50,059 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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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했던 계층은 고등보통학교 교원과 같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지식층인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신문광고의 대상이 되기도 한 그들은 조선의 소비문화를 선도하였으며, 근대적인 문
화생활, 소비생활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층이었다.
 조선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되었는데, 영화, 연극, 소설, 스포
츠 등의 문화상품은 중산층의 성장과 도시 문화의 열기를 반영하여 ‘취미 - 오락 - 문화 - 
교양 - 근대 – 문명인’은 같은 틀에서 분류되고 있었다. 도시 중산층은 문화와 취향의 창조자
였으며, 대중문화의 향유자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유지하는 자본주의의 주체자였다. 광고
에서 나타 난 ‘모던가정’은 문화생활을 할 수 가정을 의미하고, 고급 취미의 대표격인 음악은 
문화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음악문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악관련 출판
물, 악기, 라디오 (수신기), 축음기, 레코드, 음악공연 등의 제품 광고가 신문에 많이 게재되고 
있었던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축음기에 대해, 일본, 미국유학을 경험 한 조
선의 서양음악계를 리드하고 있었던 홍난파(바이올리니스트, 음악 평론가, 1897~1941)는 현대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에 음악을 도입하도록 촉구하였는데, 즐거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서는 50원 정도의 ‘콜롬비아’나 ‘빅터’ 축음기를 사도록 권했다. 홍난파는 가정에서 음악을 필
수 조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축음기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의 취미 · 교육 · 화악(和
樂)을 만드는 기계이자 음악가라고 제시했다. 홍난파의 ‘생활에 음악을 도입하자’는 ‘축음기를 
구입 하자’라는 의미로 해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인 대부분이 문맹인으로 그 수입도 적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홍난파가 권하
는 빅터, 콜롬비아 같은 축음기를 구입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축음기의 유무는 
음악을 소비하는 교양인으로 구분되어, 소비사회를 이루고 있는 평균취향이 형성되었다. 사람
들은 문화인이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고급’ 문화상품을 다양한 보급 품목의 형태로 소화하고 
취미와 문명의 위계질서에 안착시킴으로써 대량소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인 거류지였던 혼마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공간은 식민지 조선의 최대 도시인 
경성에 그 문화가 밀집되어있어 그 향수자(享受者)들은 문화생활, 취미생활이 있는 문화인, 교
양인으로 근대적인 신분을 구분했다. 경성부의 호별 세금 납부(1924년) 상황을 보면 경성인구 
약 30%를 차지하는 일본인이 경성의 약 76%의 세금을 담당하고 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재조선일본인을 중심으로 소득이 많은 조선인이 문화소비의 주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5.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편성에서 본 일본음악의 향유 실태

  식민지 조선에서 문화소비를 주도한 자는 조선 인구의 2-3%에 불과한 재조선일본인이었다. 
그럼, 그들은 어떠한 음악을 즐겼는지, 그에 대해 경성방송국(JODK) 라디오 프로그램의 편성
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
  경성방송국의 호출부호 ‘JODK’는 도쿄 (JOAK), 오사카 (JOBK), 나고야 (JOCK)에 이어 4 번
째로 허가 된 방송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성방송국은 1927년 2월 16일 본 방송을 
시작했지만, 1925년 3월 14일부터 정기시험 방송을 시작했다. 경성방송국은 본 방송 때는 일
본어 5, 조선어 5의 비율로 교차 방송으로 시작했지만, 출력이 작고, 수신 상태가 나쁜데다가, 
청취요금이 월 2원으로 고액이었던 점으로 인해 청취계약 수는 별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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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926 년도 라디오 등록수를 확인 해 보면, 조선인 336건, 일본인 1481건, 외국인 12건, 
총 1829건으로 이후 등록 수는 증가 하나, 재원을 확보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는 도달하
지 못하였다.

＜표1＞1920년대 라디오 등록수

출전：『朝鮮総督府年報昭和9年』（1936年, 270쪽）

  경성방송국은 운영에 관련된 자금은 충분하지 않았는데, 라디오 보급률이 저조했던 것에 의
해 경영 초기부터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 후, 1929년 3월에는 일본에서
의 프로그램 중계방송을 증가시켜 방송편성 비율을 일본어 7, 조선어 3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
책을 내고 있었지만, 개국에서 4년을 경과해도 청취 계약 수는 약 1만 1천 건에 머물고 있었
다. 라디오에 필요한 안테나와 진공관식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트가 50-100원 정도로 
고액이었기 때문에, 1928년 당시 소년 인쇄공의 하루 일당이 약 25전, 여직공이 약 46전, 인
력거 차부가 약 50전 이었음을 감안할 때, 라디오가 급속히 보급되는 1930년 말까지는 1920
년대 현시점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
  그럼, 경성방송국 (JODK, 이하 DK)에서는 어떤 음악프로그램을 편성했었을까? 이에 대해서
는　 『경성일보』에 게재되어있는 DK 프로그램을 망라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경성일보』는 
1925년 8월 7일부터 ‘DK프로그램’ 란을 마련하여 시험방송 프로그램을 게재하였다. 이 프로
그램의 방송 횟수를 정리 확인하면 그 외(요리 등)가 1347건(9.26%), 오락 프로그램이 1513건
(10.40%), 교육프로그램이 2310건(15.88%), 보도프로그램 4411건(30.32%), 음악프로그램이 
4475건(30.76 %)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 음악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927년 2월 16일 개국일에 열린 1일 프로그램 중,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일본음악, 조선음
악, 서양음악이 편성되었는데, 이처럼 음악프로그램이 압도적인 편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성일보』가 DK프로그램을 게재 한 1925년 8월 7일부터 1929년 12월 31일까지 음악 프로
그램의 경향을 프로그램의 회수로 정리하면, 음악교육 253(5.65%), 서양음악 751(16.78%), 조
선음악 1408(31.46%), 일본음악 1729(38.63%)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큰 특징은 조선음악과 
일본음악이 큰 차이 없이 프로그램에 편성된 것이다. 조선음악과 일본음악 만의 비율을 보면, 
총 3137건 가운데 조선음악이 44.88%, 일본음악이 55.12%의 비율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20년대의 조선인의 라디오 등록 대수 비중이 일본인의 80%이상에 비해 20%에도 미치지 못
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이다.
  여기서 일본음악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본다. 실제로 DK에
서는 비파, 샤미센(나가우타), 샤쿠하치 음악 등 당시 일본에서 널리 알려져 있던 음악이 편성
되었는데, “샤쿠하치의 밤”(1929년 7월 24일)이나 “비파의 밤”(1929년 8월 22일)과 같은 특별 
방송 프로그램도 짜여 져 방송되었다.
  DK의 일본음악 프로그램은 ①내지 연예중계 방송, ②신일본음악 방송, ③규슈지역 관련 음
악 방송으로 나뉠 수 있다. ①내지 연예중계 방송 내용을 보면 일본아악, 가부키, 조류리, 비
파, 샤쿠하치, 소쿄쿠, 일본 지역민요 등, 그 공연의 내용은 풍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

연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등록대수 비율 보급률 등록대수 비율 보급률 등록대수

1926 336 18.37 0.01 1,481 80.97 1.27 12 1,829
1927 949 18.52 0.03 4,161 81.23 3.50 12 5,122
1928 1,353 15.97 0.04 7,102 83.85 5.79 14 8,469
1929 1,573 15.49 0.05 8,558 84.29 6.72 22 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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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내지 연예중계 방송을 통해 일본과 조선은 거의 동시에 같은 음악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었다. 
  다음으로 ②신일본음악 방송에 대해 보면, 1920년대에 탄생 한 신일본음악은 라디오 매체
뿐만 아니라 레코드와 재조선일본인 방악가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었다. 1929년 12
월 25일 방송에서는 ‘신일본음악 대회’가 열릴 만큼, 그 인기는 신문기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전통음악가(방악가)들도 많았고, 그 대표적인 인물
이 사토 레이잔(佐藤令山)이었다. 레이잔은 도잔류 샤쿠하치(都山流尺八)의 이에모토(창시자) 
나카오 도잔(中尾都山)의 제자로 1916년에 도잔과 함께 조선을 방문했을 때 동행 했는데, 그
는 1930년 3월에 오사카로 돌아가기 전까지 조선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③큐슈지역 관련 음악방송에 대해 보면, 당시 많은 재조선일본인의 고향이 큐슈지역  
이었는데, 그로 인해 큐슈지역 관련 전통예능이 많이 방송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
쿠젠 비파(筑前琵琶)였다. 그럼, 규슈지역 출신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에 대해 확인 해 보면, 
재조선일본인 전체 인구 대 큐슈지역 출신은 1927년 454,881명 대 144,901명(31.85 %), 
1930년 501,867명 대 165,078명(32.89%)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규슈지역 출신의 재조
선일본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취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DK측에서는 청취
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규슈지역 발상의 전통예능인 지쿠젠 비파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이는 그 인기를 반영한 형태로 지쿠젠 비파음악이 많이 편성 된 것을 
볼 수 있다. 지쿠젠 비파의 경우는 메이지유신 이후,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탄생되어 일본 전
국으로 퍼졌는데, 이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있는 사쓰마 비파(薩摩琵琶)와 더불어 2대 세력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근대에 들어 급성장했다. 
  이상 DK의 일본음악의 편성과 그 특징에 대해 확인했다. 이를 정리하자면, 우선 조선은 DK
와 같은 미디어 매체에서 일본음악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는데, 이로 재조선일본인이 충분히 누
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본토에서 유행하던 일본음악을 내지 
연예중계 방송과 재조선일본인 방악가의 활동에 의해 거의 동시에 재조선일본인 커뮤니티에 
전해져, 보급되었다.

6. 재조선일본인 사회에서의 일본음악계 : 닌교 조류리(人形浄瑠璃)를 사례로

  식민지 조선에는 많은 방악가가 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
였는지 1920년의 닌교 조류리를 사례로 재조선일본인 사회에서의 일본음악계의 실태 일부를 
알아보겠다.
  일본의 전통예능이 조선에 유입되어, 재조선일본인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시작한 
이른 시기부터 닌교 조류리의 다유(太夫, 나레이터)와 샤미센히키(三味線弾き, 샤미센연주자)
와 같은 방악가들이 조선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경성일보』에는 닌교 조류리에 관한 많
은 기사를 비롯하여 “기다유계(義太夫界)” 라는 란도 게재되어 있었는데, 당시 조류리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조류리의 샤미센히키(연주가)로 일찍부터 활동했던 쓰루사와 몬시(鶴澤紋糸)의 ‘개
명 피로 조류리회(改名披露浄瑠璃会)’를 사례로 살펴보면, 이는 몬시가 1920년 5월 22일부터 
26일에 걸쳐 고토부키관(壽館)에서 행한 대규모 공연으로, 조선의 조류리계에서 큰 관심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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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경성일보』 1920년 5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몬시는 오사카 출신으로 친부인 쓰루
사와 몬타유(鶴澤紋太夫)의 영향으로 9 살 때 5대 쓰루사와 도모지로(５代鶴澤友次郎)의 문하
로 들어가, 그 후 5대 노자와 기치헤이(５代野澤吉兵衛) 밑에서 배웠는데, 16살 때 9대 고쇼
(9代小庄)로 습명하였다 한다. 1909년에 조선으로 건너 와 경성에서 쓰루마츠회를 조직했는
데, 조선을 대표하는 세와모노히키(世話物弾き)로 알려졌다. 몬시는 조선으로 와 11 년이 지난 
1920년에 개명 피로 조류리회를 열은 것이다. 본 연주회는 경성, 원산, 안강현, 진남포, 부산, 
인천 등 조선 각지에서 온 각파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5월 22일부터 열린 몬시 개명 피
로 조류리회는 연이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처럼 몬시는1909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조선에서 조류리 샤미센히키로 활동을 하고 있
었는데, 1920년 당시, 조선 각지에는 이미 많은 다유와 샤미센히키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왜 그들은 본거지 인 일본을 떠나 조선으로 온 것일까? 이에 대해 『경성일
보』 1920년 6월 19일자 기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기사는, 노자와 분조(野澤文三)
라는 샤미센히키가 경성일보사를 찾은 일련의 사건을 쓴 것이다. 그 기사는 당시의 조선으로 
건너간 고치현(高知縣) 출신의 샤미센히키가 경험한 생생한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분조는 가가
와현(香川縣)에서 활동하였는데, 아내의 사별을 계기로 경기가 좋다고 알려진 조선으로 건너오
게 된다. 경성에서 교실을 열었지만 경영이 잘되지 않아 경성일보 기자를 방문했는데, 기자는 
청진 (함경북도)의 지인 앞으로 소개장을 써 주었다고 한다. 분조는 조선으로 건너오면 황금  
비가 온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꿈을 품고 조선으로 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지 않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많은 일본인들은 다양한 기회를 잡으려고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하여왔다. 1920년 시
점에서 조선에는 347,850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일본에
서는 영화, 신파극 등 새로운 오락이 등장하여 분라쿠좌의 경영은 어려워졌지만, 조선에서는 
일본인의 이주와 함께 일본전통예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조도 조선 
이주의 흐름을 타고 조선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에는 이미 조류리계가 형성
될 정도로, 그 시장은 포화 상태였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몬시 개명 피로 조류리회에는 조선 
각지의 조류리회가 참여할 정도로 이미 많은 스승 다유와 아마추어 다유가 존재하고 있었다. 
몬시와 공동 출연 한 진남포의 헤이와회, 원산의 텟펜회를 비롯하여 바이오회, 도락쿠회, 쓰루
마츠회, 모미지회, 무츠미회, 텐구회, 아야메회, 요시키요회 등은 경성을 거점으로 조직 되어, 
연주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성을 거점으로 교실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던 조류리다유, 샤미센히키는 체재기간이 긴 순
으로 보면 나라우메(奈良梅) → 미나토다유(皆登太夫) → 몬시등 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공연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나라우메의 벳푸의 온천 요양과 소다유(祖太夫)의 대련여행 등과 같은 
사생활에 대해서도 신문에 게재 될 정도로 재조선일본인 사회에서는 기다유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경성에는 많은 다유, 샤미센히키가 진출하여 그에 따라 새로운 교
실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 미나토다유(이로하회)는 1920년 5월 하순에 메이지정 (현, 명동)에 
교실을 신설했다. 또한 소다유는 아사히정 (현 회현동)에 출장 교실을 마련해 출장 시간은 오
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했는데, 거기에는 ‘반주거절’ 이라고 써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게
이샤 5-6명이 입문함으로 인해 붐볐다고 한다. 그리고 노자와 요시키요(野澤 吉清, 요시키요
회)도 아사히정에 교실을 열었다. 다유, 샤미센히키는 무대 소득 이외에, 아마추어 기다유와 
기다유 게이샤의 연습에 참가하여 받는 수업료와 아마추어 기다유들의 반주를 함으로써 수익
을 내었다. 특히, 연습료는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종종 논의가 되었다. 『경성일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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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삼류 이하’의 다유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에 많은 다유가 참
가함에 레슨비가 싸게 되는 경향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필사적이었다. "수업료는 현금뿐만 아
니라 숯, 쌀, 그 외 일용품 무엇이든지 괜찮다"라고 한 데서도 그들의 절실한 경제 상황을 짐
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모 다유가 경성으로 이주한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아무
래도 그 출처가 수상하다"라는 기사 내용으로 보아, 이처럼 경성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온다는 
소문이 있는 다유 · 샤미센히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가 기다유끼리 옥신각신 일도 자주 일어났다. 『경성일보』 1920년 8월 6일자 기사
에 따르면, 같은 전통예능인 비파계와 나가우타계 등은 단결력이 있지만, 기다유계에서는 다
양한 감정이 얽혀 대치하고 있었다 한다. 이런 상황이 된 원인으로는 단순히 입이 거칠거나 
하는 것과 같은 감정의 문제뿐 만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조선, 특히 경성이라는 식민도시로 
이주한 다유, 샤미센히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피로감이 ‘대치’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
다. ‘대치’와 같은 부정적인 정보가 신문지면을 장식 한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기다
유계에 높은 관심의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에서의 관심은 일본에 있는 다유
와 샤미센히키들에게 새로운 활동의 장으로 인식되어 그들을 조선이주로 이끌었다. 그러나 현
실은 냉엄한 것으로, 다유, 샤미센히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필사적으
로 살아갔었다고 생각된다.

6. 결론

  조선은 내부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국 정세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하나의 민
족, 언어, 문화로 형성되어 온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경성과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근대화 되어, 거기에는 일본인 이주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토착민과 이주민, 
즉 식민자가 공존하게 되어, 생활양식, 관습이 다른 문화가 탄생하고, 혼합하게 되었다.
  이민자·식민자인 일본인은 조선에 자국의 오락 문화를 일본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일본인 
전용의 문화시설을 만들어내는 등, 그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재조선일본인의 일본전통예능 
(비파, 샤쿠하치, 닌교 조류리등)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방악가를  
존속케 했고, 조선에서는 지식층인 일부 조선인과 재조선일본인이 문화를 소비 할 수 있는 층
으로써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이상 식민지 조선의 음악문화의 형성에 대해 ‘일본음악’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짚어 봤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라진 ‘일본음악’은 사실 식민지 조선의 음악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음악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의 음악 사회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의 근대 음악사의 일부이자 일본의 근대 음악사
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다음 연구 과제로는 서양음악 조선음악 일본음악, 대중음악과의 연계하여 식민지 조선의 다
문화 향유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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