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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일본 대중음악사 서술에서의 

쇼와-헤이세이 시대의 도식화: 

‘쇼와 가요곡’ 노스탤지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손장희(서울 학교)

1. 머리말 

2. 쇼와 30년대 이후에의 편중 

3. ‘가요곡’의 의미의 변천

4. ‘쇼와 가요곡=모두의 노래’, ‘헤이세이 J-POP=일부만의 노래’라는 도식화 

5. 맺음말

이 의 목 은 근래의 쇼와 시 에 한 노스탤지어  언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쇼와 시 의 음악(가요곡)’과 ‘헤이세이 시 의 음악

(J-POP)’의 도식화를 비 으로 다루는 것이다. 쇼와 시 는 1926년부터 

1989년까지를 가리키지만 재 일본 사회의 쇼와 노스탤지어는 후, 특히 

쇼와 30년  이후에 집 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쇼와 시  음악에 

한 노스탤지어에도 용된다. 한편 ‘가요곡’이란 1933년부터 1960년 까지 

일본의 음악 반을 가리키는 용어 으나, 미권의 록·포크 음악을 바탕

으로 한 ‘뉴뮤직’이 성장함에 따라 1970~1980년 에는 음악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J-POP’이 일본 음

악 반을 포 하는 용어로 정착하면서, 쇼와 시  음악을 ‘가요곡’ 혹은 

‘쇼와 가요곡’이라고 부르는 행이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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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노스탤지어, 쇼와, 헤이세이, 가요곡, J-POP

재 일본 음악사 서술에서는 쇼와에서 헤이세이로의 이행기를 

한 분기 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 이며, 그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은 결

코 아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주로 쇼와 시 에 활동했던 뮤지션들에 의해서 

쇼와 시 의 가요곡은 ‘모두의 노래’ 던 반면 헤이세이 시 의 J-POP은 ‘일

부만의 노래’ 다는 언설이 확산되었다. 그 지만 이 에서는, 이러한 도식

화가 쇼와 시 와 헤이세이 시  내부에 각각 존재하는 음악의 분기 을 

후경화(後景化)함으로써 음악사에 한 입체  고찰을 해할 수 있다는 

을 지 했다.

1. 머리말

여하한 역사 서술과 마찬가지로 음악사 서술에서도 ‘시기 구

분’은 요한 요소  하나이다. 음악사에서 시기 구분의 기 이 

되는 것으로는 음반 매체 등 기술  요인의 변화, 새로운 음악 장르의 

등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은 어떠한 지역의 음악사에서

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어느 국가의 특수한 역사  사건이 

그 나라 음악사의 시기를 구분하는 기 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

다. 한국 음악사의 경우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 군부 독재 

체제의 수립, 1987년 민주화 등이 그러한 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독자성을 상징하는 제도”(鈴木洋仁, 2017: 14)인 ‘원호(元号)’가 

교체되는 시 , 구체 으로는 쇼와(昭和, 1926~1989) 시 에서 헤이세

이(平成, 1989~2019)1) 시 로 이행하는 시 이 일본 음악사의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4월 즈음에 새로운 원호가 정식 발표되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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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쇼와 시 가 종언을 고한 지 어느덧 30년이 경과했지만, 여 히 일

본 사회에는 ‘쇼와’가 넘쳐흐르고 있다. TV 로그램, 화 등에서는 

쇼와 시 를 다룬 작품들이 지속 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잡지나 신문

에서는 쇼와 시 에 한 특집 기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가히 ‘쇼와 

노스탤지어’라고 칭할 수 있는 이러한 상은 결코 일시 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쇼와 노스탤지어에 한 학

문  연구(浅岡隆裕, 2012; 日高勝之, 2014; 高野光平, 2018)도 축 되고 

있다.

쇼와 노스탤지어는 음악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론에서 

후술하다시피 1990년  반 이후 ‘J-POP’이 일본의 음악을 포

하는 용어로 정착했는데, 그 에는 ‘가요곡(歌謡曲)’이 일본 국내의 

음악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쇼와 시 가 종

결된 이후인 1990년 부터 쇼와 시 의 음악을 ‘쇼와 가요곡’2)으

로 부르는 습이 정착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쇼와 시 의 음악

에 한 노스탤지어를 ‘쇼와 가요곡 노스탤지어’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이후로 쇼와 가요곡을 다룬 서 , 잡지의 특집 기사, 

TV 로그램 등이 다수 등장했고, 2013년 11월에는 쇼와 시 3) 가수

4월 30일에 아키히토(明仁) 천황의 ‘생  퇴 ’가 집행된 이후 5월 1일부터 새로

운 원호가 용될 정이라고 한다.

2) 경우에 따라서는 ‘쇼와 가요’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가요’와 ‘가요곡’은 

사실상 동일한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서는 편의상 ‘쇼와 가요

곡’으로 통일했다.

3) 다만 쇼와 시  에서도 후, 특히 1960~1980년  음반들이 다수이다. 1945

년 이 의 음반은 ‘  시  가요’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필자가 2017

년 1월 29일 쇼와가요 을 방문했을 때는 그 수량이 10장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은 이 의 2 에서 후술하는 쇼와 가요곡 노스탤지어의 특징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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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고 음반을 문 으로 매하는 ‘쇼와가요 ’(昭和歌謡館)4)이 

도쿄 신주쿠(新宿)에서 개 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노스탤지어 상을 사회학 으로 분석한 드 데이비스

(Fred Davis)에 의하면, 노스탤지어에 잠기는 것을 구하는 것은 개개

인이 재의 상황, 분 기 등을 과거와 조하는 방식과 련이 있으

며, 노스탤지어의 소재를 낳는 것은 조 그 자체가 아니라 “주  

조성”이다(Davis, 1979/1990: 18). 한 “좋은 과거·나쁜 재”라는 

조는 노스탤지어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Davis, 

1979/1990: 24). 실제로 쇼와 시  음악(가요곡)에 한 노스탤지어

는 헤이세이 시  음악(J-POP)과의 조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에서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요 은 다음과 같다. 쇼와에서 

헤이세이로의 이행기인 1980년  후반~1990년  반은 일본 

음악사의 환 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이러한 평가에 반

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의 쇼와 가요곡에 한 노스탤지어  언설에서

는 ‘쇼와 가요곡’과 ‘헤이세이 J-POP’을 도식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는 이러한 도식화로 인해 두 시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단

성을 종합 으로 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쇼와 가요곡 노스탤지어에 

한 두 가지 사항을 설명해 두고자 한다. 2 에서는 노스탤지어의 

상이 되는 시기가 쇼와 시  에서 후, 특히 고도성장이 본격화

하는 ‘쇼와 30년 ’ 이후라는 에 해 상술할 것이다. 3 에서는 

재 ‘가요곡’이 쇼와 시 의 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

한다. 

4) 쇼와 가요 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showa-kayou.diskunion.net(최종검색일: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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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러한 례는 1990년  이후에 정착했다는 을 밝힐 것이다. 

2. 쇼와 30년대 이후에의 편중

‘쇼와’란 주지하다시피 히로히토(裕仁)가 천황으로 재 했던 1926

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원호이다. 

그런데 60년 넘게 지속된 쇼와 시 는 흔히 1945년 8월 15일을 기

으로 (戦前)과 후(戦後)로 나뉘어 언 되는 경향이 있다. 의 

쇼와 시기는 쟁과 군국주의로 얼룩졌던 부정 인 시 로 인식되는 

반면, 후의 쇼와 시기는 평화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고도 경제성장

을 이룩했던 정 인 시 로 인식된다. 

 일본 사회에서의 쇼와 노스탤지어가 과 후에 걸친 쇼와 

시기 에서 후, 특히 고도성장 이후의 시기를 주된 상으로 삼는

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상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쇼와 시

를 분석했던 히다카 가쓰유키(日高勝之)는, 쇼와 노스탤지어를 “쇼와 

30년 , 40년 를 심으로, 주로 쇼와 후기의 문화, 생활, 사회, 풍

속에 을 맞춘 미디어 문화 련의 사물― 화, TV 로그램, 음악, 

잡지·서 , 테마 크, 시, , 음식, 패션 등―이 주로 21세기 두 

후 이후에 량으로 생산되어, 폭넓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문화 

상”(日高勝之, 2014: 19)으로 규정했다. 즉 쇼와 30년  이후의 ‘쇼와 

후기’가 노스탤지어의 주요 상인 것이다. 쇼와 30년 는 1955년

부터 1964년까지인데, 주지하다시피 1955년은 ‘진무(神武) 경기’ 

(1955∼1957)를 통해 고도성장이 본격화되었던 해 으며, 1964년은 도

쿄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지 가 승격되었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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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히다카 가쓰유키의 정의에서  하나 주목해야 할 은, 쇼와 30년

 이후에 한 노스탤지어가 ‘21세기 두 후’부터 본격 으로 나

타나기 시작했다는 이다. 주지하다시피 쇼와의 종언 직후인 1990년

 에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 사회는 장기 침체의 시 에 

어들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세기 환기에는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표 이 인구에 회자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잃어버린 

10년’은 곧 ‘잃어버린 20년’으로 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5

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기에 한 노스탤지어는, 21세기에 어든 지 

15년 이상이 경과한 재까지도 일본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에서 언 한 쇼와 노스탤지어의 요한 특징, 즉 그 상이 되는 

시기가 후 에서도 쇼와 30년  이후라는 은 음악 분야의 

노스탤지어에도 그 로 용된다. 를 들어 2011년에 이와나미 신서

(岩波新書)로서 출 된 고 마모루(高護)의 가요곡: 시 를 장식했던 노

래들은 서장과 종장을 제외하면 총 3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1960년 , 1970년 , 1980년 가 각각 하나의 장을 차지하고 있

다. 1920년  후반부터 1950년  반까지의 시기는 서장에서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게다가 책의 부록에는 연도별로 요

한 곡들의 제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범 는 1959년부터 쇼와가 종

결되는 1989년까지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와나미 신서는 일본에서 가

장 향력이 큰 신서인데, 그러한 이와나미 신서에서 발행된 가요곡의 

통사를 다룬 서 이 1959년(쇼와 34년) 이후의 곡만을 수록했다는 

은 매우 시사 이다. 

 한 가지의 로서 2015년부터 TV아사히(テレビ朝日)에서 몇 차

례에 걸쳐 방 된 특집 형식의 로그램 <되살아나는 가요곡(甦る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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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연
16.01.07 16.04.10 16.06.30 16.09.29 17.01.04 합계

1945년 이 0 1 1 1 1 4

쇼와 20년  2 0 4 2 2 10

쇼와 30년 11 9 8 8 12 48

쇼와 40년 24 17 42 23 32 138

쇼와 50년 13 9 10 15 9 56

쇼와 60년 2 1 1 3 3 10

합계 52 37 66 52 59 266

<표 1> <되살아나는 가요곡>에 등장하는 곡들의 발매 연도

謡曲)>을 들 수 있다. 이 로그램  필자가 상을 직  확인할 수 

있었던 방 분에서 다루어진 곡들의 발매 연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5)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총 266곡 에서  시기와 쇼와 

20년 의 곡들의 비 은 매우 낮다. 쇼와 30년  이후의 곡들이 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쇼와 40년 의 곡들이 체의 

반 이상을 하고 있다. 쇼와 가요곡에 한 논의에서 쇼와 40년  

이후, 혹은 1960년  후반 이후가 특히 각 을 받고 있다는 은, 이 

시기가 “TV가 거실의 심으로서 압도 인 향력을 가졌”(輪島裕介, 

2015: 17)던 시 다는 과 깊은 련이 있다. 이에 해서는 4 에

서 후술하기로 한다.

5) 이 표에서는 제목만 언 되고 음원이 삽입되지 않은 곡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 동일한 날짜의 방 분에서 같은 곡이 두 번 이상 등장한 경우에는 한 번으

로 집계했으며, 반 로 같은 곡이 서로 다른 날짜의 방 분에서 등장했을 경우 

따로 집계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등장한 극소수의 외국곡과 2000년  노래

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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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요곡’의 의미의 변천

2 에서 언 했던 고 마모루의 서 가요곡: 시 를 장식했던 노

래들과 TV 로그램 <되살아나는 가요곡>의 에서 알 수 있듯이, 

재 일본에서 ‘가요곡’은 쇼와 시 의 음악을 지칭하는 표 으

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습이 정착한 것은 1990년  이후, 

즉 쇼와가 종결된 이후이다. 그 직  시기에 해당하는 1970∼1980년

에 가요곡의 의미는 재와 많이 달랐다. 

본래 가요곡 이 에는 음악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유행가(流行

歌)’6)라는 표 이 쓰 다. 그런데 1933년 유행가라는 표 이 속하

다는 이유로 NHK가 이를 ‘가요곡’이라는 용어로 체했다(辻浩美, 

2016a). 즉 가요곡은 “유행가라는 말을 방송에서 쓰지 않기 해 만들

어진 방송용어”(輪島裕介, 2012: 38) 다. 이때부터 가요곡은 일본의 

음악 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했다.7) 그런데 1950년  후반 이

후 일본에 유입된 미권의 록, 포크 음악을 심으로 가창, 연주, 작

사, 작곡을 겸비하는 이른바 ‘자작자연(自作自演)’ 가수들이 등장하면

서, 가요곡은 차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가수의 분업 체제하에서 

제작된 노래’를 뜻하게 되었다. 1970년  반에 이르러 포크, 록 등

의 자작자연 음악은 ‘뉴뮤직(ニューミュージック)’이라는 범주로 묶이게 

되었고, 이후 뉴뮤직은 가요곡에 한 일종의 안티테제로서 기능했다. 

하지만 차 양자의 구분이 애매해지면서 ‘뉴뮤직’이라는 용어 자체

6) 유행가는 “쇼와 기에 코드 회사가 기획·제작하는 용 상업 가곡”(輪島裕

介, 2012: 38)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정착했다고 한다.

7) 다만 주의할 은, 가요곡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이후에도 ‘유행가’와 ‘가요곡’이 

1990년  이 까지 거의 동의어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輪島裕介,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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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용이 감소했다. 1990년  이후에는 ‘J-POP’이라는 새로운 표

이 일본 음악 반을 포 하는 개념으로 정착하자, 뉴뮤직은 사어

(死語)와 다름없게 되었고 가요곡은 ‘쇼와 시 의 음악’을 가리키

는 용어로 정착했다. 이하 3 에서는 1950년  후반 이후 ‘가요곡’의 

의미가 변해가는 과정을 서술할 것이다. 일본 음악사 서술에서의 

도식화를 비 으로 고찰하는 이 의 논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내

용이지만, 1990년  이후 쇼와 시 와 헤이세이 시 의 음악을 

각각 ‘가요곡’과 ‘J-POP’으로 지칭하게 되기까지의 배경을 이해하기 

해서 먼  설명해둘 필요가 있다고 단했다.8)

앞서 언 했듯이 1933년 이래로 가요곡은 ‘일본 음악 반’을 

지칭했으나, 이러한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70년  반에 록, 

포크 음악을 포 한 ‘뉴뮤직’이라는 범주가 성립한 때 다. 따라서 

1950년  후반 이후 일본에서 록, 포크 음악이 유입되어 정착하는 과

정을 간략하게나마 서술할 필요가 있다. 먼  록 음악의 경우, 1950년

 후반에 일본에도 ‘로커빌리(Rockabilly, ロカビリー)’라는 이름으로 유

입되었다. 그 지만 당시 로커빌리 가수들의 곡들은 부분 엘비스 

슬리(Elvis Presley) 등 당  미국의 인기 가수들의 곡에 일본어 번

안 가사를 붙인 것이었고, 자작곡의 비 은 매우 낮았다. 

두 번째 한 기는 1960년  반에 찾아왔다. 1965년부터 미

8) 일본 음악의 역사 서술을 다룬 2008년의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인이 

일본 음악 반에 해 진지하게 연구한 는 아직 없는 듯하다. 연구까지 

갈 것도 없이 참고할 만한 번역서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신 ·이 희, 

2008: 63)라고 지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재에도, 일본 음악사

에 한 논 는 지극히 은 것이 실이다. 평론가에 의한 서 (김성환, 2013; 

황선업, 2016)이 일부 발간되었으나, 학술 연구와는 거리가 있으며 가수와 작품 

소개에 비 을 두고 있다. 다행히도 가장 최근에 번역 소개된 논문(모리 요시타

카, 2017)은 일본 음악사의 개략을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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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벤처스(Ventures) 등과 같이 기 기타를 심으로 한 인스트루멘

털(Instrumental) 밴드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른바 ‘에 키 붐

(エレキブーム)’이 일어났다. 그 지만 에 키 붐의 수명은 매우 짧았고, 

곧 악기 연주에 가창까지 더한 형태의 밴드가 인기를 끌게 된다. 그 

결정  계기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1966년 비틀즈(Beatles)의 일본 

공연이었다. 다  히데키(田家秀樹)는 비틀즈가 일본에 끼쳤던 향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들이 불 던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부른다. 일본의 가요곡과 같은 작사, 작곡가 ‘선생님’이 없다. 

생각한 것을 그 로 부르면 된다. 그것은 획기 이었다. ‘자작자연’은 

일본에서도 새로운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다(田家秀樹, 2004: 100).

비틀즈의 일본 공연 이후 비틀즈를 본뜬 밴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났고, 그들은 ‘그룹사운드(Group Sound, グループサウンド)’라고 불렸다. 

그룹사운드의 인기는 1967~1968년에 정에 달했고, 수백 개에 달하

는 그룹사운드 밴드가 이 시기에 데뷔했다. 그런데 일본의 그룹사운드 

밴드들은 분명 비틀즈를 모델로 했지만, 결코 비틀즈처럼 완 한 ‘자

작자연’의 수 에 이르지는 못했다. 물론 그룹사운드의 곡들 에서

도 자작곡은 분명 존재했지만, 부분의 주요 히트곡은 직업  작사

가, 작곡가에 의한 것이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룹사운드는 결코 ‘가

요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룹사운드가 정을 맞이했던 1967~1968년, 미

권의 록 음악은 이른바 싸이키델릭(Psychedelic) 록의 시 로 어들었

다. 이로 인해 일본의 그룹사운드와 ‘본고장의 록 음악’과의 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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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두드러졌다. 결국 그룹사운드는 1969년부터 인기의 하강세가 나

타나기 시작했고, 1970년 에 어든 이후로는 부분의 밴드가 해산

했다.

그룹사운드가 하강 국면에 어들었던 1969년 무렵부터, ‘가요곡

화(化)’해버린 그룹사운드에 항하여 미권 록 음악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른바 ‘뉴록(ニューロック)’이라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뉴록의 

범주에 속했던 뮤지션들은 자작곡 시의 방침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당시 미권에서 등장했던 하드 록, 로그 시  록 등을 그 로 재

하고자 했고, 그들  일부는 일본어가 아닌 어로 노래를 부르기

도 했다. 그 지만 이러한 구조하에서 일본의 록 음악은 시종일  

미권 ‘본토’의 록 음악보다 열등한 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게

다가 이미 1968년에 세계 2 의 경제 국이 된 일본에서 미권의 

록 음악은 더 이상 구하기 어려운 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록 밴드들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웠고, 실제로 1970년  반

에 등장했던 많은 밴드들이 소수의 음반만을 발표하고 해산했다. 

다음으로 1970년  반까지의 일본 포크 음악의 역사  개 과정

을 약술하겠다. 일본 포크 음악의 시 는, 1958년에 미국에서 히트했

던 킹스턴 트리오(Kingston Trio)의 <Tom Dooley>가 약간의 시차를 두

고 유입되었던 1960~1961년이었다. 포크 음악은 학 캠퍼스를 심

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의 포크 음악을 리메이크하는 것

을 넘어서서 자작곡을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 지만 1966년에 

발매된 일본 포크 음악의 최 의 히트곡인 마이크 아오키(マイク青木)

의 <장미가 피었다(バラが咲いた)>는 자작곡이 아니라 작곡가 하마구

치 구라노스 (浜口庫之助)의 작품이었고, 그러한 에서 “어디까지나 

기성 가요곡의 역에서 만들어진 포크송풍(風)의 가요곡이었다”(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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祥丈·平原康司, 1993: 39). 그리고 1965년 이후 앞서 언 했던 에 키 

붐과 그룹사운드의 인기로 인해, 캠퍼스를 심으로 개되었던 포크 

음악의 인기는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  후반에 간사이(関西) 지역을 심으로, 기존의 포

크와는 달리 매우 정치  색채가 강한 새로운 유형의 포크 음악이 등

장했다. 이른바 ‘간사이 포크’는 차 간사이 지역을 넘어서 국 인 

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간사이 포크의 성기는 바로 학생운동, 

반 운동 등이 정에 달했던 1960년  후반 ‘정치의 계 ’의 시기와 

일치했다. 사회 , 정치  실에 한 자신의 의사 표명을 시했던 

간사이 포크의 가수들이 기본 으로 자작곡을 시했던 것은 당연했

다. 이것은 같은 시기 그룹사운드가 부분 으로 자작곡을 선보이긴 

했으나 결국 ‘가요곡’에 포섭되어버렸던 것과는 조 이었으며, “일

본에서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언어’로 곡을 만드는 것을 솔선해서 시

작했던 것은, 록이 아니라 포크 쪽이었다”(川崎大助, 2015: 199).

그 지만 1970년 로 어들면서 사회운동의 열기가 속히 쇠퇴

함과 동시에 간사이 포크의 성시 도 막을 내렸다. 정치  소재를 

다루었던 포크 음악은 차 모습을 감추었고, 그 신 개인의 삶과 

내면을 다루는 작품이 포크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새로이 등장한 

포크는 이른바 ‘서정 (叙情派) 포크’라고 불리게 되었다. 서정  포크 

가수들은 자작곡 시의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간사이 포크의 정치  

색깔과는 조 인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주류 시장에서의 상업 인 

성공도 거두었다.

이처럼 1950년  후반~1960년  반에 시작된 일본의 포크, 록 

음악은, 1975년 이후로는 ‘뉴뮤직’이라는 명칭의 범주로 통 되었다. 

다만 사카이 겐타로(酒井健太郎)가 “뉴뮤직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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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  범 에 해서 일정한 견해는 없다”(酒井健太郎, 2016a: 239)

라고 지 했듯이, 정확히 어디까지가 뉴뮤직에 포함되는가는 매우 애

매하다. 그러나 1970년  반 이후, “ 어권의 포크와 록에 향을 

받은 자작자연(풍)의 음악”(輪島裕介, 2016: 241)이 뉴뮤직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논자들이 공통 으로 지 하는 바이다. 아래에서

는 뉴뮤직이 이러한 정의를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을 두 단계로 나 어

서 설명하고자 한다. 

‘뉴뮤직’은 말 그 로 ‘새로운 음악’이라는 뜻이다. 그 다면 무엇

에 해서 ‘새로운’ 음악인가? 뉴뮤직이라는 용어가 최 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1975년의 시 에서, 뉴뮤직은 ‘기존의 포크와 록에 해서 

새로운 음악’이라는 함의를 띠었다. 1970년  반의 ‘서정  포크’ 

가수들은 차 록 밴드 편성으로 연주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음악은 

“포크도 록도 아닌 청년 상의 음악”(田家秀樹, 2004: 162)이었다. 

그런데 이후로 뉴뮤직은  범 를 확 하여 포크든 록이든 “뭐

든지 ‘포함할 수 있는’ 편리한 신조어”(川崎大助, 2015: 218)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뉴뮤직은 ‘가요곡에 해서 새로운 음악’이라는 

의미를 띠게 되었다. 즉 가수가 업 작사가,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아

서 부르는 노래가 ‘가요곡’이었다면, 싱어송라이터의 자작곡이 뉴뮤

직이었던 것이다. 

뉴뮤직은 차 음악 시장에서의 비 을 늘려갔고, 1970년  후반에

는 가요곡을 할 정도까지 성장했다. 1979년은 “뉴뮤직이 가요곡

을 삼키려고 했던 1년”(スージー鈴木, 2015: 13)이었다. 1980년에는 뉴

뮤직이 체 음반 매상의 54.8%를 차지하게 되었다(北中正和, 2003). 

그러나 뉴뮤직이 아무리 세력을 확장한다고 해도 결코 가요곡을 완

히 체할 수 없었는데, 그 근본 인 원인은 뉴뮤직이 어디까지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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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곡에 하여) 새로운 음악’이었기 때문이다. 즉 뉴뮤직은 어디까지나 

가요곡이 있어야만 성립 가능한 개념이었다.

게다가 ‘새로운 음악’이라는 규정은, 뉴뮤직의 시장 유율이 늘어

날수록 도리어 장애물로 작용했다. 앞서 언 했듯이 뉴뮤직이 가요곡

에 비해서 새로웠던 것은 ‘자작자연’이었는데, 자작자연에 의한 곡들

의 비 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다. 이뿐만 아니라 뉴뮤직은 주로 포크와 록의 향을 받은 

음악이었기 때문에, 포크와 록보다 더욱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등장

한다면 뉴뮤직 한 역설 으로 ‘낡은 음악’이 되어버린다. 1980년  

이후의 음악의 개를 이 에서 상론할 수는 없지만, 각종 새로

운 음악 장르의 출 으로 인해 포크와 록에 기반을 둔 뉴뮤직은 더 

이상 ‘새로운 음악’으로서의 지 를 유지할 수 없었다. 

1990년  이후 J-POP이라는 용어가 일본 음악 반9)을 포

하는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 명칭이 탄생하여 확 되는 구체  

과정에 해서는 우가야 히로미치(烏賀陽弘道)의 서10)에 맡기기로 

한다. J-POP이라는 표 이 최 로 등장했던 것은 1989년, 즉 쇼와가 

종결된 직후 지만 그것이 사회 반에 확산된 것은 1993년 이후 다

(宮入恭平, 2015). J-POP의 가장 큰 특징은 “록, 펑크, 힙합, 게, 트랜

9) 다만 유일하게 J-POP에 포함되지 않은 음악 장르가 엔카이다. 지 도 일본의 

부분의 음반 매장에서는 오직 엔카만이 J-POP과는 별도의 진열 에 놓여있

다.

10) 烏賀陽弘道(2005) 제1장 참조. 그 요지를 간략하게 서술하자면, J-POP이라는 

명칭은 본래 FM 라디오 방송국 J-WAVE에서 1989년에 개시했던 <J-POP 클래

식(J-POP·クラシックス)>이라는 로그램에서 최 로 사용되었다. 여기서의 

J-POP은 ‘일본 국내 음악 에서 미권 음악과 유사한 음악’을 의미했고, 실제

로 이 로그램은 그러한 음악만을 선별하여 방송했다. 그러나 1990년  반

에 이르면 J-POP의 의미가 일본 음악 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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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테크노, R&B, 포크 등 매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모두 내포”(輪

島裕介, 2010: 44)한다는 이다. 실제로 J-POP은 뉴뮤직 이후에 등장

한, 즉 뉴뮤직보다 더 ‘새로운’ 음악 장르(펑크, 힙합 등)들도 부 포함

했는데, 이러한 특성 덕분에 뉴뮤직이 ‘새로운 음악’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직면했던 난 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1980년  후반~1990년  반은 음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했던 시기 다. CD가 기존의 코드(LP, EP)를 속히 체

하여 주된 음악 감상 매체로서 정착했고, 한 가라오 가 모든 연령

층이 즐길 수 있는 상으로 확장되었다.11) 이처럼 음악의 새로

운 국면이 개되었으며 동시에 J-POP이라는 명칭이 등장, 정착했던 

시기는 ‘우연히도’ 쇼와에서 헤이세이로의 이행기와 일치한다. 

가요곡이 일본 음악의 부 혹은 일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되었던 것은 1933년부터 1990년  반까지 는데, 이것은 ‘우연히

도’ 쇼와 시기와 부분 겹친다. 1960~1980년 에 다수의 히트곡을 

남겼던 작사가 나카니시 이(なかにし礼)의 표 을 빌리자면, “아주 

불가사의한 부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가요곡은 처음부터 끝까

지 ‘쇼와’라는 시 와 딱 겹쳐 있다”(なかにし礼, 2011: 11). 물론 가요곡

이라는 용어의 탄생과 쇠퇴 그 자체는 쇼와 천황의 즉 , 사망과 직

으로 연 이 없지만, 이러한 우연성은 (쇼와가 막을 내린 이후의 시

에서) ‘쇼와 시 의 음악=가요곡’이라는 등식의 설득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까지도 ‘쇼와 가요곡’이라는 용어가 리 사용될 수 

11) 가라오 는 1970년 에 최 로 등장했지만, 1980년 까지는 주로 년 남성들

이 주 에서 사용했다. 1980년  후반의 ‘가라오  박스(カラオケボックス)’

와 1990년  반의 ‘통신 가라오 (通信カラオケ)’의 등장으로 가라오 는 

모든 성별,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는 상으로 바 었는데, 이에 해서는 烏賀

陽弘道(2005: 113~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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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헤이세이 시  이후, 즉 1990년  이후에 발간된 쇼와 시 의 가요

곡을 다룬 문헌에서는, 1970~1980년  당시에는 분명히 가요곡에 포

함되지 않았던 곡들이 가요곡의 일부로 취 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다(그 로는 阿久悠, 1999; 泉麻人, 2003; 高護, 2011; 平尾昌晃, 2013).12) 

다만 주의할 은, 이러한 서 들에서 지칭하는 ‘쇼와 가요곡’은 부

분 2 에서 지 했던 것처럼 ‘쇼와 30년  이후’의 곡들에 한정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와 같이 쇼와 시 가 종언한 이후 (주로 고도성장 

이후의) 쇼와 시 의 음악을 부 ‘쇼와 가요곡’으로 일 하는 

습이 정착했고, 그 결과 쇼와 시 의 가요곡을 헤이세이 시 의 

J-POP과 비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에서는 

양자의 도식화가 쇼와 가요곡에 한 노스탤지어  언설의 근거로 활

용되는 상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4. ‘쇼와 가요곡=모두의 노래’, ‘헤이세이 J-POP=일부만의 

노래’라는 도식화

3 에서 언 했듯이, 1980년  후반~1990년  반은 일본의 

음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크게 변화했던 시기 으며, 재 일본 

12) 주목할 은, 1970~1980년  당시에는 포크/록, 뉴뮤직 진 에 속해 있었으며 

가요곡과의 립을 명백히 의식하고 있었던 뮤지션들조차도, 최근에는 입장을 

바꾸어 쇼와 가요곡에 한 노스탤지어에 가담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는 

것이다. 를 들어 1970년 부터 뉴뮤직 진 의 뮤지션으로 활동했으며 아라

이 유미의 남편이기도 한 마쓰토야 마사타카(松任谷正隆)는, “부정했던 가요곡

도 이제는 마음의 등불”, “ 는 70년 무렵부터 안티 가요곡의 입장에서 음악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으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  들으면 

정해야 할 것은 매우 많습니다”(松任谷正隆, 2016: 40)라고 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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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 서술에서도 쇼와에서 헤이세이로의 이행기를 ‘분기 ’으

로 두는 경우가 많다. 를 들어 여러 연구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쟁 

시기부터 재까지의 음악문화에 한 제반 사항을 사 식으로 서술

한 최근의 서(戸ノ下達也, 2016)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은 ‘아시아·태평양 쟁－ 령기－부흥기－고도경제성장에

서 버블 경제로－헤이세이’이다. 5장 ‘헤이세이’의 서문에서는 이 시

기 음악의 변화를 “가요곡에서 J-POP 시 로의 이행”(酒井健太郎, 

2016b: 265)으로 표 했다. 한 20세기 일본 음악의 통사를 다룬 

서(菊池清麿, 2008)의 경우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기

은 ‘1920년  반( 코드 발매  라디오 방송의 개시)－1945년(일본

의 패 )－1966년(비틀즈의 일본 방문)－1990년  반(J-POP의 성립)’이

다. 마지막으로 ‘엔카(演歌)’의 역사  성립 과정을 다룬 연구서(輪島裕

介, 2010)에서도 근  이후의 일본 음악사를 세 시기로 나 고 있

는데, 1920년  반부터 1960년  반까지를 “ 코드회사 속 제

도의 시 ”로, 1960년  반부터 쇼와가 종결되는 1980년  후반까

지를 “비(非) 속 직업 작가13)의 시 ”, 헤이세이 이후를 “J-POP의 시

”로 각각 규정했다(輪島裕介, 2010: 22). 정리하자면 재 일본에서 

출 된 다수의 음악 통사에서는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이행하는 

시기를 일본 음악사의 한 환 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가

요곡에서 J-POP으로의 변화’로 묘사하는 행이 지배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쇼와 시 의 가요곡’을 ‘헤이세이 

시 의 J-POP’과 조하고, 자에 정 인 특성을, 후자에 부정

13) 그 이  시기와는 달리 특정 음반회사에 속되지 않고 가수들에게 곡을 제공하

는 리랜서 작사가·작곡가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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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을 부여하는 도식화가 빈번히 보이게 되었다. 그러한 언설의 

주된 생산자는 쇼와 시 에 성기를 렸던 가수나 작사가, 작곡가 

등의 뮤지션들이다. 를 들면 1958년 로커빌리 가수로 데뷔했으며 

이후 작곡가로 업하여 다수의 히트곡을 남겼던 히라오 마사아키(平

尾昌晃)는 다음과 같이 언 했다. 

헤이세이도 어느덧 25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많은 히트곡도 태어났

다. 물론, 매해 코드 상14)도 뽑히고 있다. 그 지만 지난 10년의 

상 수상자를 보면 놀랍다. … 게다가 수상곡에 이르러서는, 여기에서 

언 해봤자 은 사람을 제외하면 분명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 

시 와 더불어 어느 새인가 ‘노래’는 모두의 것이 아니게 되었고, 더욱 

개인 인 것이 되었다. … 쇼와의 ‘노래’ , ‘ 후’로부터 쇼와 64년까

지 약 45년간. 그동안의 히트곡은 지 도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릴 수 

있다. ‘노래’가 아직 ‘유행가’, 혹은 ‘가요곡’이라고 불렸던 시 의 ‘노

래’는, 지 처럼 결코 그 노래를 부른 가수만의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불 던 모두의 ‘노래’ 다는 것을, 거듭 알

게 되었다(平尾昌晃, 2013: 5~7).

2 에서 언 했던 작사가 나카니시 이 한 헤이세이 시  이후 

노래가 일부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지 한다. 

쇼와 천황이 서거했던 쇼와 64년(1989) 1월 후로, 가요곡도 한 

14) ‘일본 코드 상(日本レコード大賞)’은 미국의 그래미상을 본떠 1959년에 

창설되었다. 연말에 방 되는 수상식은 1970~1980년 에 NHK <홍백가합

(紅白歌合戦)>과 더불어 국민  음악방송으로 정착했다(辻浩美,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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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언했다. … 남은 것은 좁은 커뮤니티의 안에서만 열 을 부르는 음악

이다(なかにし礼, 2011: 16).

요즘 노래, 헤이세이 시 의 노래는 각자의 아티스트가 만든 노래를 

‘닫힌 세계’ 속에서 즐기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같은 무리 안의 

메시지로서 처음부터 일정의 가치 이 정해져 있고, 그 가치 에 응답

하는 듯한 작품을 제공한다(なかにし礼, 2013: 41). 

요컨  쇼와 시 의 가요곡은 ‘모두의 노래’로 칭송되는 반면, 헤이

세이 시 의 J-POP은 ‘일부만의 노래’로 평가된다. 쇼와 시 에는 

‘세 를 월하는’ 히트곡이 많았지만, 헤이세이 시  이후의 히트곡

은 ‘일부 사람들만이 아는’, 혹은 ‘폐쇄된 공동체’ 안에서만 공유되는 

노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의할 은 이러한 도식화가 에서 언

한 쇼와 시 에 활동한 뮤지션들 사이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

니라는 이다. 일본의 1980년 에 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자  

리스트들의 을 수록한 최근의 서(斎藤美奈子·成田龍一, 2016)에

서 음악 부분을 집필했던 리스트 효고 신지(兵庫慎司)는 1980

년 를 “‘모두의 노래’가 존재했던 최후의 시 ”(兵庫慎司, 2016: 77)라

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쇼와 가요곡’과 ‘헤이세이 J-POP’의 도식화 근거가 되

는 것은, 연령층, 취미 등에 근거한 음악 시장의 세분화이다. 이러한 

상은 결코 최근에 들어서야 지 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를 들

어 미야다이 신지(宮台真司) 등은 1992년에 쓴 의 서두에서 “다양화, 

세분화의 양상이 깊어지는 음악 씬(scene).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고, 음악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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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台真司·石原英樹·大塚明子, 2007: 138)라고 언 했다. 

그런데 연령층, 취미 등에 근거한 음악 시장의 세분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구체  시 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많은 논자

들이 1960년  후반을 지 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미나미다 

가쓰야에 의하면, 1960년  후반에 일본의 음악문화는 결정 인 환

을 맞이했는데, 음악이 청년 문화의 필수 인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장르가 장르로서 분출(分出)되어 나오는 것은 모두 이 

시기이다”(南田勝也, 2001: 107). 요시하라 (吉原潤)도 1960년  후반

에 해 “이 에 유행가라고 하면, 구나 알고 있어서 흥얼거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음악이 다양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던 

이 시기에, 연령층에 의한 음악 기호(嗜好)가 차 분리를 보이게 된

다”(吉原潤, 2016: 179)라고 지 했다. 1960년  후반은 미권의 포크, 

록 음악이 ‘청년층의 음악’으로서의 지 를 구축하기 시작했던 시기

이며,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상 으로 ‘낡은 음악’으로 간주되게 되

었던 1960년  반 이 까지의 여러 음악이 ‘엔카’라는 이름으로 통

합되었다(輪島裕介, 2010). 이후 1970년 의 음악은 아이돌15)·뉴

뮤직·엔카16)가 정립(鼎立)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輪島裕介, 2015). 

15) 아이돌이라는 명칭이 일본 국내 가수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반

부터인데, 1971년에 데뷔했던 고야나기 루미코( 柳ルミ子), 미나미 사오리(南

沙織), 아마치 마리(天地真理) 등이 최 로 아이돌이라 불렸던 가수 다.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는 엔카와 마찬가지로 업 작사가, 작곡가에 의해 쓰 다는 

에서 가요곡의 역에 속했지만, 엔카와는 구분되었다는 에서 ‘비(非)엔카 

가요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돌 장르의 성립에 해서는 모리 요시타카

(2017: 107~108) 참조.

16) 1970년  이후 엔카는 ‘ 년(특히 남성)이 향유하는 음악’이라는 이미지가 고착

화했다. 이 에서 그 원인을 심층 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 되는 것은 엔카의 지나치게 보수 인 여성상(像)이었다. 엔카의 가사

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자신의 성(性)을 바치는 존재로 묘사되었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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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래 음악의 세분화, 다양화 상이 1960, 1970년 부

터 시작되어  심화된 결과라고 한다면, ‘세 를 월한 히트곡’이 

사라지는 기 을 굳이 ( 음악의 역사  개와 본질 으로는 련이 

없는) ‘쇼와의 종언’에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요곡과 J-POP

에 각각 ‘모두의 노래’, ‘일부만의 노래’라는 조  특성을 부여함으

로써 쇼와와 헤이세이를 도식화하는 것은, 쇼와 시  ‘내부’에 존재하

는 음악사의 분기 을 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식화가, 헤이세이 시 의 음악사에 

한 다면 인 고찰 한 해할 수도 있다는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헤이세이 시 를 오로지 쇼와 시 와의 립 구도 속에서만 

바라본다면, 약 30년에 이르는 헤이세이 시  안에서도 음악사의 

환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악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는 ‘TV와 히트곡의 계’를 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

에서 언 했듯이 쇼와 가요곡에 한 노스탤지어  언설에서 상으

로 삼는 시기는 주로 쇼와 30년 부터 말기까지인데, 이 시기는 TV가 

일본 음악사의 개에 지 한 향력을 끼쳤던 기간과 일치한다. 

쇼와 30년 를 거치며 흑백 TV의 보 률은 90%를 능가했으며, 1966

년(쇼와 41년)부터 보 되기 시작한 컬러 TV는 불과 몇 년 뒤인 1970

년  반에 흑백 TV를 체했다.17)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음악

의 주요 매체 한 기존의 화, 라디오에서 TV로 이행했다. 후지TV

(フジテレビ)의 가요 버라이어티 로그램 <밤의 히트 스튜디오(夜の

ヒットスタジオ)>(1968~1990), 니혼TV(日本テレビ)의 오디션 로그램

으로서 다수의 유명 아이돌 가수를 배출했던 <스타 탄생!(スター誕

‘여성의 지  향상’이라는 1970년  이후의 실과의 괴리가 부각되었다.

17) TV 보 률에 해서는 井田美恵子(2004: 117)의 도표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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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1971~1983), TBS의 가요 순  로그램 <더 베스트 텐(ザ·ベス

トテン)>(1978~1989) 등은 1970~1980년 의 표 인 TV 음악 로

그램이었다. “가요곡의 황 시 라고 일컬어지는 1970년 부터 1980

년 에 걸쳐, TV에서는 각 국(局)이 모두 가요 로그램을 방 했다”

(辻浩美, 2016d: 219)라는 언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가요곡의 황

시 ’라고 간주되는 시기는 TV의 성시 와 한 연 을 맺고 

있다. ‘TV를 통해 모든 세 에게 알려지는 히트곡’의 이미지는 쇼와 

가요곡에 한 노스탤지어  언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를 들어 1960년  반에 데뷔하여 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엔카 

가수 이쓰키 히로시(五木ひろし)는 다음과 같이 언 했다. 

희 세 가 행복했던 것은, TV라는 ‘주요 정보 달 기기’가 있었던 

것. 그것을 사용하여 일본 음악의 주류는 가요곡이라는 것을 국의 시

청자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거실에서 한 의 TV를 가

족 모두가 봤던 시 입니다. 그래서 그 시 에 TV에서 흘러나온 노래

는,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에게 도달했습니다(五木ひろし, 

2013: 195).

한편 작사가 나카니시 이는, 가족끼리 TV의 음악 로그램을 시

청하는 일이 감소한 결과 국  히트곡이 사라졌다고 언 했다. 

은이는 더 이상 TV의 음악 로그램 따 를 보지 않고, 혼자서 방

에 틀어박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때까지 가족끼리 음악 로그램을 보는 것에 의해 지켜졌던 음악의 

공유성이 소멸된다. 즉 가족이 공통으로 알고 있는 곡이 없어져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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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국의 구나가 알고 있을 법한 곡은 있을 수 없다. 이리하여 

국  히트곡이라는 것은  어가게 된다(なかにし礼, 2011: 14). 

이와 같은 종류의 언설에서 자주 언 되는 음악 로그램인 <더 

베스트 텐>과 <밤의 히트 스튜디오>가 각각 종 했던 시기는, 공교롭

게도 쇼와의 종언 직후인 1989년, 1990년이었다. 1990년  이후의 

TV 음악 로그램들은 확실히 1970~1980년 의 로그램들보다는 

시청률이 낮았다.

그 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은, ‘TV 음악 로그램’의 비 은 

감소했을지언정 결코 TV 자체가 음악에 해 갖는 향력이 쇠

퇴하지는 않았다는 이다. CD 생산의 폭발  증가로 인해 일본 

음악 산업이 최 의 호황을 맞이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오리

콘 연간 싱  차트의 상  50곡  40곡 이상이 TV 드라마 주제가나 

TV 고 음악으로 쓰인 곡이었다(烏賀陽弘道, 2005: 68). 즉 TV의 지

한 향력은 1970, 1980년 와 형태만 달라졌을 뿐 1990년 에도 여

히 유지되었던 것이다. 

를 들면 1991년의 최  히트곡이었던 오다 가즈마사( 田和正)의 

<러  스토리는 갑자기(ラブ·ストーリーは突然に)>(254만 장 매)는 후

지TV의 월요 드라마 <도쿄 러  스토리(東京ラブストーリー)>의 주제

가 고, 같은 해의 두 번째 최  히트곡인 차게 앤 아스카(CHAGE＆

ASKA)의 <SAY YES>(250만 장 매)는 마찬가지로 후지TV의 월요 드

라마 던 <101번째의 러포즈(101回目のプロポーズ)>의 주제가 다. 

<101번째의 러포즈>와 <도쿄 러  스토리>는 각각 36.7%, 32.3%

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18) 이것은 <더 베스트 텐>과 <밤의 히트 

스튜디오>의 최고 시청률(각각 41.9%, 42.2%)(辻浩美, 2016d)보다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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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치이지만, <스타 탄생!>의 최고 시청률(28.1%)(辻浩美, 2016c)보다

는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매량과 시청률을 감안했을 때, 의 

두 곡을 포함한 1990년 의 리언셀러19) 곡들을 ‘일부 사람들밖에 

모르는 노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요컨  일본 음악사에서 쇼와와 헤이세이 시  사이에는 

한 단 성(CD와 가라오 의 확산 등)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한편으로 

양 시기 사이의 연속성(TV의 향력) 한 존재했다는 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시바 도모노리(柴那典)의 분석은 

시사 이다. 그는 “쇼와의 가요곡 시 ”와 “1990년 의 J-POP 시 ”

(柴那典, 2016: 3)20)를 연속 인 것으로 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시기 모두 “TV와 음악의 월 계”(柴那典, 2016: 102)가 성립했다는 

공통 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국 인 히트곡이 사라진 분기

을 2000년  후반으로 보고 있다. 그의 요지를 간략히 서술하자면,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보 , TV의 향력의 하락, CD 매량의 

하, 디지털 음악 시장의 성장, SNS의 확산 등의 복합 인 요인으로 

인해, TV를 통해 히트곡이 탄생했던 1990년 까지의 “히트의 방정

식”(柴那典, 2016: 4)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고, 그 신 라이  

콘서트 시장이 확 됨에 따라 뮤지션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히트곡”

(柴那典, 2016: 47)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18) 이상의 매량, 시청률 수치는 http://nendai-ryuukou.com를 참조했다(최종검색

일: 2018.01.01).

19) 앨범, 싱 을 합친 리언셀러는 1990년에는 5개에 불과했지만, 1998년에는 

무려 48개에 달했다. 1990년 이후의 리언셀러에 한 통계는 南田勝也(2014: 

219) 참조.

20) 다만 시바 도모노리가 말하는 “쇼와의 가요곡의 시 ”는 쇼와 체가 아닌 

1970~1980년 를 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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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조사 2012년 조사

인터넷 21.6 인터넷 59.2

잡지 45.6 음악잡지  6.3

라디오 34.7 라디오 12.3

TV 83.3
TV 음악 방송 52.5

TV 고  주제가 57.6

CD 가게 52.9 CD 가게 22.8

가라오 19.2 가라오 22.7

지인·친구 50.7 지인·친구 50.2

연인·배우자 15.5 가족·연인 19.9

<표 2> 은 층이 음악 련 정보를 얻는 미디어

(단 : %)

그의 논지는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일본의 ‘청

소년연구회’는 2002년과 2012년에 도쿄와 고베(神戸)에 거주하는 약 

1천 명의 16~29세의 은이를 상으로 “당신은 평소에 음악에 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21)

10년 사이에 잡지, 라디오 등의 향력은 폭 감소했던 반면, 인터

넷을 음악에 한 정보원으로 삼는 은이의 비율은 세 배 가까이 상

승했다. 한편 TV의 경우 2002년 시 에서는 압도  우 를 하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인터넷에 뒤처지게 되었다. 물론 TV가 차지하

는 비율이 아직 50% 이상이라는 에서 음악에 한 TV의 향력은 

여 히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00년  후반을 거치면서 TV를 

통해 히트곡이 탄생하는 방식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헤이세이 시  내부에도 쇼와 후기와의 연속성을 갖는 

21) <표 2>는 南田勝也(2014: 221)에 수록된 도표를 옮긴 것이다. 다만 일부 일본식 

표 은 필자가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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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단 성이 부각되는 시기가 병존하고 있다는 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헤이세이 시 의 J-POP을 단순히 쇼와 시 의 가요곡과 

비되는 것으로만 악하는 시각은, 30년에 달하는 헤이세이 시 의 

음악사를 입체 으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 

5. 맺음말 

이 에서는 쇼와 시  음악에 한 노스탤지어의 사례를 심

으로, 일본 음악사 서술에서의 쇼와 시 와 헤이세이 시  사이의 

도식화를 비 으로 고찰했다. 연구자나 평론가에 의해 술된 일본 

음악사에 한 문헌에서는 체 으로 쇼와에서 헤이세이로의 

이행기를 분기 으로 악하고 있는데, 쇼와 가요곡과 헤이세이 

J-POP을 조 으로 평가하는 도식화는 이러한 지배  을 기반

으로 하여 (주로 쇼와시 에 성기를 렸던 뮤지션들에 의해) 근래에 본

격 으로 등장했다. 물론 재 단계에서는 자(연구자  평론가)와 후

자(쇼와 시  뮤지션)의 시각이 일치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4 에서 언 했듯이 평론가나 리스트 에서 쇼와와 헤이세이의 

도식화에 공감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일반  사이에서

도 그러한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쇼와 시 에 한 

노스탤지어가 2000년  이후로 20년 가까운 기간에 확고한 트 드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이를 극 으로 소비하는 이 다수 존재함

을 보여 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쇼와 노스탤지어에 한 일반 

의 인식을 시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 에서는 주로 TV, 서 , 잡지 등의 매체에서 나타나는 노스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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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생산자’의 언설을 분석했기 때문에, ‘수용자’에 해서는 다루

지 못했다.22) 2016년 4월 8일에 방 된 NHK의 <다큐멘트 72시간(ド

キュメント72時間)>에서는 머리말에서 언 했던 ‘쇼와가요 (昭和歌謡

館)’을 다루었는데, 해당 포를 방문하는 이용자 에서는 노년  

년층뿐만 아니라 10  남학생, 20  여학생, 랑스 출신의 남성 

객, 인도네시아 출신의 여성 유학생 등 은 세 도 다수 존재했

다. 이들 은 층이 4 에서 다루었던 쇼와 시 와 헤이세이 시  

음악에 한 도식화에 공감하고 있는지는 이 방송만으로는 단하

기 어렵다. 다만 1960∼1980년 에 청춘 시기를 보냈던 년 세 뿐

만 아니라 헤이세이 이후에 태어난 은 세 의 일부도 쇼와 가요곡 

노스탤지어 련 상품의 소비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쇼와 가요곡 노스탤지어에 반응하는 다양한 연령 의 일

반 이 ‘가요곡’과 ‘J-POP’, 더 나아가 ‘쇼와’와 ‘헤이세이’에 해

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노스탤지어 언설 생산자들의 인식

과 어떠한 공통 과 차이 이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향후의 연구 

과제이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 사회의 ‘역사 인식’ 내지 ‘연호 

감각’에 하여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2) 이러한 한계는 다른 분야에서의 쇼와 노스탤지어에 한 연구에도 해당한다. 

를 들어 쇼와 시 를 배경으로 한 화  TV 로그램을 고찰한 서(日高勝

之, 2014)와 쇼와 시 에 한 특별 시를 다룬 서(浅岡隆裕, 2012)는 모두 

‘생산자’의 의도 분석에 치 해 있으며 ‘수용자’의 반응에 한 분석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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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hematization of Shōwa and Heisei in the 

History of Japanese Popular Music: Focused on 

the Case of ‘Shōwa Kayōkyoku’ Nostalgia

Son, Jang Hee(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criticize the schematization of ‘the popular music 

of Shōwa’ (Kayōkyoku) and ‘the popular music of Heisei’(J-POP), which 

is often shown in the recent nostalgic narrative about the Shōwa period. 

Although the Shōwa period lasted from 1926 to 1989, the Shōwa nostal-

gia in Japan nowadays is concentrated on the post-war period, especially 

after Shōwa thirties. This characteristic is also applied to the nostalgia 

about the popular music during the Shōwa period. Meanwhile, 

‘Kayōkyoku’ was a term that meant the Japanese popular music in gen-

eral during the period from 1933 to the mid 1960s. However, with the 

advent of ‘New Music’ in 1970~80s based on folk and rock music 

Anglo-American rock and folk music, Kayōkyoku changed into a term 

that refers to only part of the Japanese popular music. Since 1990s, 

J-POP has settled as a term that refers to the Japanese popular music 

in general, while the popular music during the Shōwa period came to 

be called as ‘Kayōkyoku’ or ‘Shōwa Kayōkyoku’.

The transition period from Shōwa to Heisei is usually described 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Japanese popular music, which is certainly 

grounded on several bases. However, a narrative in which Shō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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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ōkyoku is defined as ‘songs for everyone’ and Heisei J-POP as ‘songs 

for only some people’, has become widespread usually by well-known 

musicians who were active during the Shōwa period. This paper demon-

strates that this kind of schematization hinders a comprehensive under-

standing of the history of Japanese popular music, by making invisible 

the turning points which existed within the Shōwa and Heisei period 

respectively. 

Keywords: Nostalgia, Shōwa, Heisei, Kayōkyoku, J-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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