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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1호

일본 대중음악사 서술의 유형과 시각

신 (성공회 학교 연구교수)

이 희(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음악학 공 박사과정)

1. 왜 일본 대중음악사인가

일본 음악이 한국 음악에 많은 향을 미쳤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식민지배를 통해 일본이 조선의 모든 

것에 향을  1945년 이 은 물론, 그 이후로도 일본 음악의 

향은 큰 흐름을 이루는 유행1)이나 개별 작품,2) 심지어 음반 재킷 

1) 1950년  한국 음악사에서 표 인 유행 조류로 꼽을 수 있는 과도한 이국

정서, 라틴아메리카풍(탱고, 맘보, 차차차 등) 음악은 일본 음악사에서도 약

간 앞선 시 에 그 로 드러난다. 1960년  이후 리바이벌, 포크, 그룹사운드 

등의 유행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발견되는 이다. 1945년 

이후 미국 음악이  세계 으로 주도권을 장악해가는 상황에서, 일본 

음악은 그것이 한국 음악에 용되기 에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장

치로서 일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 가수 미소라 히바리(美空ひばり)의 <港町十三番地>가 1957년에 발표되어 

히트한 이후, 한국에서 그 번안곡은 물론 <항구의 0번지>, <무정항구 15번

지>, <항도 6번지>처럼 유사한 제목을 가진 노래들이 속출한 것을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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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서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이 국가나 

민족이라는 경계 안에서 단순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리고 일본 음악이 한국 음악에 끼친 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한국 음악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라도 일본 음

악을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

인이 일본 음악 반에 해 진지하게 연구한 는 아직 없는 듯

하다. 연구까지 갈 것도 없이 참고할 만한 번역서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3)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음악사에 한 간단한 개 을 시도

하는 것은 진지한 연구의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그  변죽만 한 번 

더 울리고 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기실 변죽이 제 로 울어본 도 

없다는 에서 이 이 그리 무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일본 음악사의 개 에 앞서 짚어 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는

데, 그것은 일본이라는 상의 성격과 모습이 시기에 따라 달랐다는 

이다. 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1945년 ‘종 (終戰)’에

서 비롯한 것이다. 그 이 의 일본은 주요 섬 네 개와 그 주변 섬에 

사는 일본인들만의 국가가 아니었다. 1937년 일 쟁 발발 이후 일

시 으로 령했던 이른바 국 본토,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일  등

을 제외하더라도,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 지역은 명목상 만주국

이 건립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일본제국의 일부 다. 1910년 이후 조

선도 일본제국의 가장 요한 ‘외지(外地)’ 으며, 만도 1895년 이

후 일본제국의 일부 다.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하나, 당  류큐(琉球) 

사례로 들 수 있다.

3) 일본 음악 반에 한 번역서는 일부 있으나, 통음악에 이 맞춰져 있어 

음악에 한 언 은 사실상 무하다. 선성원, 일본음악이 보인다, 아름출

사, 1998은 일본 음악에 한 술로 흔치 않은 이기는 하나, 문 인 

연구에 의한 학술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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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으로 존재했던 오키나와가 정식으로 일본의 일부가 된 것이 메이

지(明治)유신(1868) 이후 1870년 다는 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4) 

일본이 시기에 따라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음악도 

각 시기에 따라 모습과 성격을 조 이라도 달리했을 수밖에 없다. 그

런 면에서 일본 음악사는 ‘ 재 일본’만의 음악사로 보기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음악사를 서술

한다면, 외지 조선의 음악을 거기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포함시

켜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하는가? 한국 음악사 서술에

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조선의 음악은 배제되어야 하

는가? 얼마든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이 그러한 문제

에 집 하려는 것은 아니나, 일본 음악사를 개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도 분명하다.

2. 몇 가지 서술유형들

비단 일본 음악사만의 특징은 아니겠지만, 여기에는 분류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다. 우선 일본 음악 반을 상으로

(실질 으로 분야에 따라 더 혹은 덜 집 하는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기 을 설정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종 도 설정하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4) 류큐는 1429년에 독립왕국으로 성립한 이후 국, 한국, 일본과 등거리 계를 

유지해왔으나, 1609년에 일본의 지방 주국인 사쓰마[薩摩, 재 가고시마(鹿兒

島), 미야자키(宮崎) 지역]의 침입을 받은 이후 사실상 그에 복속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 법 으로는 독립국 지 를 유지하다가, 1872년부터 1879년까지 

진행된 일련의 차(이른바 ‘琉球處分’)에 따라 결국 오키나와(沖繩)로 이름이 바

어 정식으로 일본에 흡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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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는 통사의 유형이 있다. 통사의 로 거론해볼 수 있는 것에는 

고모타 노부오(古茂田信男)·시마다 요시후미(島田芳文)5)·야자와 칸(矢

澤寬)·요코자와 치아키(橫澤千秋), 新版 日本流行歌史(社 思想社, 19 

94~1999), 기타나카 마사카즈(北中正和), にほんのうた: 戦後歌謡曲史

(新潮社, 1995), 다  히데키(田家秀樹), 読むJ-POP: 1945~1999 私的

全史(徳間書店, 1999) 등이 있다. 한 가지 특기할 은 비교  근년에 

나온 이러한 통사  서술들 외에도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통사  일

본 음악사 서술을 시도한 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컨 , 후지

사와 모리히코(藤澤衛彦), 明治流行歌史(春陽 , 1929)나 소에다 아젠

보(添田啞蟬坊),6) 流行歌明治大正史(春秋社, 1933) 등은 이미 쇼와(昭

和)시 (1926~1989) 기에 그 이  시기인 메이지시 (1868~1912), 

다이쇼(大正)시 (1912~1926)의 음악을 통사 으로 정리하고자 

한 서술이다. 어  보면 이러한 기의 서술들은 조 (朝代)가 바 면 

으  편찬되고는 했던 근  실록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통사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음악을 논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음반이라는 매체를 심에 놓은 경우도 있다. 모리모토 토시

카스(森本敏克), 音盤歌謠史(白川書院, 1975)는 그 표 인 라 할 

수 있으며, 음악사 서술이라기보다는 음반자료 집성에 가깝기는 

하지만 후쿠다 슌지(福田俊二)·가토 마사요시(加藤正義), 昭和流行歌

5) 시마다 요시후미(1898~1973)는 1945년 이 에 직  작사가로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리 알려진 작품으로 <キャンプ 唄>(1931), <丘を

越えて>(1931), <急げ幌馬車>(1934) 등이 있다.

6) 소에다 아젠보(1872~1944)는 19세기 말에서 1920년 까지 활약한 표 인 

엔카(演歌) 작가이다. 노래를 통해 일본 사회를 비 으로 풍자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설 하기도 했다. 소에다 아젠보의 작품은 으로 유행하기는 했으

나, 상업 인 의도로 생산된 1930년  이후의 음악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작가의 의식을 어느 정도 반 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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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覽 戰前·戰中編(柘植書房, 1994), 가토 마사요시(加藤正義), 昭和流

行歌總覽 戰後編(柘植書房新社, 2001)도 유사한 로 들 수 있다. 이는 

일본 특유의 오타쿠(オタク)문화와도 한 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앞서 본 근년의 통사들이 메이지시 나 1945년을 음악사 서

술의 기 으로 잡고 있는 것에 비해 기녹음 도입 이후 음반산업이 

정착한 쇼와시  기를 기 으로 잡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반 인 서술을 염두에 둔 통사  의도를 가지지 않고 특정한 시

각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다루는 음악사 서술도  하나의 유형으

로 거론할 수 있다.

우선, 자서 이나 평 의 형식을 띤 인물 심 서술을 보면, 고가 

마사오(古賀政男)7)[고가 마사오, 我が心の歌, 展望社, 1965; 다카하시 코

(高橋功), 評傳 古賀政男, 全音樂譜出版社, 1984], 사이조 야소(西條八

十)8)(사이조 야소, 唄の自敍傳, 山書店, 1956), 핫토리 료이치(服部良

一)9)[우에다 이치(上田賢一), 上海ブギウギ 1945, 音 之友社, 2003] 등 

7) 고가 마사오(1904~1978)는 일본을 표하는 음악 작곡가이다. 1930년부터 

1970년 까지 수많은 작품을 발표해 인기를 얻었고, 개 에는 한국에서 번안곡

으로 리 불린 곡도 지 않다. 유소년기를 인천, 서울 등 한국에서 보내 한국 

통음악의 향을 다소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그의 작품 가운데 

한국 민요 선율을 이용한 가 있기도 하다.

8) 사이조 야소(1892~1970)는 시인, 불문학자이기도 한 일본의 표 인 작사가이

다. 그의 작품 <あだなさけ>가 한국 가요 <고요한 장안>(이 경 작사, 

수린 작곡)의 번안곡이며, 그가 교수로 재직한 와세다(早稻田) 학 불문학과에 

일제시  한국 가요를 표하는 작사가 조명암이 유학하기도 하는 등, 한국 

음악과 련된 행 이 다소 있다.

9) 핫토리 료이치(1907~1993)는 고가 마사오에 버 가는 일본 음악 작곡가이

다. 1937년에 발표한 <別れのブルース>는 이른바 ‘일본식 블루스’의 형을 

확립한 작품으로, 이후 한국 음악에 많은 향을 주었다. 쟁이 끝난 뒤 

1947년에 발표한 <東京ブギウギ>는 미국식 음악이 일본에 정착하는 데에 

결정 인 역할을 한 작품이며, 한국에서 많은 아류작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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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일본 가요의 표 인 작가나 가수로 활동해온 인물들

을 다룬 경우를 들 수 있다.

재즈나 군국가요, 포크와 록 등 특정한 장르에 한 문 인 서술

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우치다 코이치(內田晃一), 日本のジャズ史: 戰

前戰後(スイング·ジャーナル社, 1976), 사쿠라모토 토미오(櫻本富雄), 歌
と戰爭(アテネ書房, 2005), 다가와 타다스(田川律), 日本のフォ-ク&

ロック史: 志はどこへ(シンコ-·ミュ-ジック, 1992)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반 으로 보아 일본 음악사 서술에는 통사 인 경우보다는 

특정 분야에 한 것이 더 많은 편이다. 이는 비단 음악사뿐 아니

라 다른 분야의 역사 서술에서도 두드러진 일본의 특징인데, 체를 

일 하는 이론보다 구체 인 사실의 정 한 분석에 주력하는 입장은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조 이라 할 수 있다. 1991년에 

국제 음악학회(IASPM) 일본지부에서 펴낸 문 소책자인 A Guide 

to Popular Music in Japan의 경우도 연 를 메이지시  이 , 1945년 

이 , 1945년 이후 등으로 나 어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

나, 엄 히 말해 통사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특정 

분야들에 한 짧고 개 인 서술을 다소 편의 으로 각 시기에 배

치해 놓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음악의 기원 문제, 사

(前史)와 본사(本史)의 구분, 시기구분의 문제 등은 아무래도 통사  서

술에서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므로, 아래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일본 음악사의 그러한 문제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가 마사오가 죽은 뒤 이어서 일본음악작곡가 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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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구분과 범주화의 사례

통사 인 서술의 경우 시기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단히 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서술의 시작인 동시에 끝이기도 하다. 앞서 로 든 

통사들을 보면, 일본 음악사의 시기구분을 몇 가지 유형별로 볼 

수 있다.

우선 메이지시 를 기 으로 잡고 1945년 이 에 비 을 두는 유형

으로는 新版 日本流行歌史가 있다. 상· ·하 세 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목차를 표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서는 목차만 도 일본 음악사의 시기구분에 몇 가지 기

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일본 국왕(천황)의 재 기간에 

따른 구분이다. 이는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에게는 상당히 낯설지만, 

일본에서 이 시기구분이 갖는 상징  힘은 여 히 매우 크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에서 보듯 ‘메이지시 - 다이쇼시 - 쇼와시 - 헤

이세이시 (1989~)’라는 일본 역  국왕의 재 기에 따른 구분이 

에 띈다. 다만, 쇼와시 의 경우 음악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기간

이 상 으로 길다 보니 이 시기는 별도로 상세하게 구분되고 있다.

둘째는 ‘ (戰前) - (戰中) - 후(戰後)’의 구분이다. 과 

의 구분은 1937년을 기 으로 하는데, 이는 일 쟁(일본에서는 ‘일

쟁’)이 발발한 시 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 후의 구분은 

1945년을 기 으로 하는데,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 에서 패 한 

시 이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보통 과 후만을 구분하

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 ’에 한 심이 높으며, ‘ 후’가 

쟁 이후 지속된 기간이 아니라 좀 더 구체 으로 1945년 패 부터 

경제부흥이 가시화되고 자민당이 결성된 1955년10) 이 까지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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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메이지시 (1868~1912년)

1. 메이지유신과 군악유행가

의 탄생

2. 문명개화와 유행가

3. 자유민권운동과 엔카

4, 창가로부터 학생가로

5. 코드문화의 발달

6. 악기의 유행과 변천

7. 민요·속요의 유행

다이쇼시  (1912~1926년)

8. 새로운 가요의 출

9. 다이쇼의 유행가와 엔카

10. 동요의 흥륭

11. 노동가로부터 롤 타

리아 음악운동으로

쇼와시  기(1926~1937년)

12. 쇼와 기의 가요와 사회

풍조

13. 시단(詩壇)의 추이와 가

요의 변천

14. 신민요운동의 개

15. 유행가요의 흥륭

16. 재즈음악의 도래

17. 샹송의 이입

18. 비상시태세와 군국가요

의 속출

기(1938~1945년)

1. 일 쟁의 시

2. 태평양 쟁시

3. 시하 음악통제의 각종 

모습

4. 미 (米英)음악의 추방

5. 음악 작권의 여명

1940년  후반(쇼와 20~24년)

6. 후 음악문화 개

7. 령하의 음악

8. 노래부르기(うた-ごえ) 운동

1950년 (쇼와 25~34년) 

9. 1950년 의 음악상황

10. CM송의 출

11, 홍백가합 의 변천

12, 코드 상의 제정

13. 코드음악 윤리규정

1960년 (쇼와 35~44년)

1. 1960년 의 가요계

1970년 (쇼와 45~54년) 

2. 1970년 의 가요계

3. 유행된 노래의 내막

4. 가요계, 그 허상과 실상

5. 1970년  가요연 기

6. 1980년 를 앞두고

7. 코드산업: 1970년 의 

10년간

1980년 (쇼와 55~64년)

8. CD의 출 : 아날로그로부

터 디지털로

9. 후(戰後)를 살았던 엔카

의 여왕

10. 일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는?

1990년 (헤이세이 2년~)

11. 1990년 의 가요계

12. 쇼와 후  작곡가들의 

서거

<표 1> 新版 日本流行歌史의 목차

10) 1945년 이후 일본 역사에서 1955년의 의미는 특히 정치 인 면에서 볼 때 

각별하다. 이 해에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거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을 

결성했고, 미국 등과의 강화·안보조약 체결 문제로 야기되었던 사회당의 분열

이 수습되었다. 이후 일본 사회는 오랫동안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이 주도하고 

사회당이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하는 보 (保革)구도로 개되었다. 이와 같은 

이른바 ‘55년 체제’의 성립을 요한 획기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 이기

는 하나, 1950년  체를 폭넓은 과도기로 보아 경계선으로서 1955년의 의미

를 축소시키는 입장도 있다. 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 일본 후사 

1945~2005, 유재연·이종욱 옮김, 논형, 2006, 75~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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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간을 의미한다는 에 주목할 만하다.

셋째는 1945년 이후에는 통상 인 ‘10년 (decade)’를 기 으로 구분

되는 반면, 1945년 이 에는 그러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지만, 일단 책의 성격상 

1945년 이후보다는 1945년 이 을 강조해 그 시기의 서술에 좀 더 

분석 으로 주력했기에 그랬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 1945년 이후, 

어도 1950년  이후 일본 음악사에는 미 음악사와 ‘거의 

시차 없이’ 트 드가 발생하고 소멸했다는 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新版 日本流行歌史를 통해 일본 음악의 통사를 서술하는 것

이 많은 한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상 그것은 ‘20세기’라는 100년 동안을 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권에서 메이지시  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는 

문자 그 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인다. 

즉, 일본의 ‘유행가 역사’는 근 (modernity)가 정착되는 시 부터 20세

기가 종언을 고할 때까지 문화와 결부된 집단  기억 가운데 

요한 요소의 하나로 취 되고 있고, 이는 음악을 통해 보는 일본인의 

정체성과 한 연 을 가지고 있다. 1960년  이후 음악사에 

한 新版 日本流行歌史의 서술이 다소 부실한 느낌을 주는 것은 

가장 두드러진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책을 쓴 자들의 세 로 

보건 (가장 나이가 은 야자와 칸조차 1930년생이다) 1960년  이후 

음악에 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이후 세 에 비해 상 으로 

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쇼와시  음반산업의 정착을 요시한 음악사로는 音盤歌謠

史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1945년을 서술의 종 으로 잡고 있기 때문

에 新版 日本流行歌史와 그 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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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시  이 롤로그: 사(前史), 하야리우타(流行歌)에서 류코카(流行歌)로

쇼와 원년~10년 노래는 살아 있다: 외국자본 코드 회사의 두/ 재즈송과 신민요

운동

노래의 새벽: 코드유행가와 빅타의 독주/ 신유행가 속출/ 에로, 

그로, 난센스

노래는 고향: 고가(古賀) 멜로디와 에구치조(江口調)/ 새로운 별의 

빛/ 하아고우타(ハア- 唄)와 꾀꼬리기생

노래는 흐른다: 유행가 정화(淨化)의 킹 코드/ 온도(音頭)붐과 방

랑의 노래/ 히트송과 외화주제가/ 일본조(調) 유행가와 포리돌/ 데

이치쿠 선풍

쇼와 10~15년 노래는 성기: 네에고우타(ネエ 唄)와 최후의 평화찬가/ 고가멜

로디와 데이치쿠 황 시 / 국민가요와 라해진 노래/ 시국가와 

청량제 한 첩/ 제국의 만가(挽歌)와 국민가/ 류코카에서 가요쿄쿠

(歌謠曲)로/ 화주제가와 콜럼비아의 성/ 군국가요와 륙멜로

디/ 선 군국가요의 성기/ 이색가수의 등장

쇼와 15~20년 노래는 세상을 따라: 폭풍우 속 마음의 노래/ 시국가요곡의 범람/ 

바다와 하늘과 남방의 노래/ 력(戰力)이 된 시가요/ 코드에

서 음반(音盤)으로

<표 2> 音盤歌謠史의 목차

기 을 잡는 방식이 다르므로 참고해볼 만하다. 音盤歌謠史의 목차

는 <표 2>와 같다.

목차만으로는 5년 는 10년 단 의 기계  시기구분처럼 보이지

만, 실제 서술에 있어서는 1928년에 빅타(Victor), 콜럼비아(Columbia)

코드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방악반(邦 盤) 유행가11)를 발매한 것을 기

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이 인 다이쇼시 에 발매된 음악 음반

11) 방악(邦 )은 국악(國 )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 으로 일본 

통음악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1928년 당시 상황에서 방악반이란 말은 

양악반(洋 盤)의 상 어로 ‘일본 음악’을 수록한 음반을 뜻했고, 일본인이 일본

어로 짓고 부른 유행가는 양악(주로 미국) 유행가와 구별해 방악반 유행가로 

불렸다. 방악반 유행가의 첫 작품으로 흔히 꼽히는 것은 빅타 코드에서 1928

년 4월에 발매한 <波浮の港>[노구치 우조(野口雨情) 작사, 나카야마 신페이(中

山晋平) 작곡, 사토 치야코(佐藤千夜子)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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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나름의 역사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모두 사(前

史)에 포함시켜 서술했다. 1928년 이후와 그 이 의 음반이 어떤 차이

가 있는지에 해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 짐작하건  기녹음 도입이

라는 기술의 신과 빅타, 콜럼비아, 포리돌(Polydor) 코드와 같은 서

구의 형 음반산업 자본이 유입되면서 형성된 문화산업  국면을 염

두에 두고 양자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쇼와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언 되는 국민가, 시국가, 군국가요의 

등장은 곧 에서 본 ‘ 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音盤歌謠

史의 시기구분은 표면  목차와는 조  달리 사실상 1928년 이 의 

사(前史), 1937년 이 의 기, 1945년 이 의 기, 1945년 이

후의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新版 日本流行歌史에서 

보이는 메이지시 로 거슬러 올라가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1928년에 

을 둔 것을 차이 이라고 한다면, ‘ - - 후’ 삼분법은 공

통 이 된다.

메이지시 나 쇼와시  기 신 1945년에 을 둔 가 にほ
んのうた: 戦後歌謡曲史와 読むJ-POP: 1945~1999 私的全史이다. 

にほんのうた: 戦後歌謡曲史의 경우, 부제에서 ‘ 후 가요곡사’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1945년을 일본 음악사의 기 이 아닌 

일본 후 가요곡사의 기 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봤듯이 

‘ 후’라는 말은 필연 으로 ‘ ’, ‘ ’과 련을 맺을 수밖에 없

는데, 실제 서술에서도 1945년 이 에 한 내용이 불가피하게(?) 많

이 언 되고 있다. 하지만 1945년 이 에 한 의식이 명백하다고는 

해도 서술의 시 을 1945년으로 잡은 것은 앞서 봤던 두 가지 사례와

는 다른 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新版 日本流

行歌史가 1990년 까지 다루고는 있지만 1945년 이후, 특히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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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군 캠 와 재즈/ 2. 여성가수의 활약/ 3. 이국정서의 범람/ 4. 통회귀와 기생집

노래(座敷ソング)/ 5. 라디오, 화, 가창운동과 가요곡/ 6. 최 이자 최후인 재즈붐/ 

7. 맘보, 탱고 등 라틴음악의 유행/ 8. 하와이안과 웨스턴/ 9. 샹송의 조용한 붐/ 10. 

로쿄쿠(浪曲) 공 의 붐/ 11. 고향노래와 도회조(都 調)가요/ 12. 로커빌리 붐/ 13. 

양악 커버(cover)곡 붐

14. 리바이벌과 로쿄쿠조(調)/ 15. 컬리지포크, 엘 키 붐/ 16. 화제(和制) 팝스/ 17. 

그룹 사운드/ 18. 간사이 포크/ 19. 뉴록/ 20. 포크의 떠남/ 21. 뉴뮤직의 탄생/ 22. 

스튜디오 뮤지션/ 23. 가요곡과 뉴뮤직의 교류/ 24. 외국인 가요곡 가수와 외국곡/ 

25. 뉴웨이 와 아이돌/ 26. 밴드붐으로 가는 길/ 27. 오키나와 팝스/ 28. 리언셀러와 

가요곡/ 29. 힙합 이후

<표 3> にほんのうた: 戦後歌謡曲史의 목차

 이후 서술의 도가 떨어지는 것과 조 으로, にほんのうた: 戦

後歌謡曲史는 1945년 이 을 의식하기는 하되 1945년 이후의 일본 

음악이 시 에서 좀 더 우선 · 인 고찰 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조는 두 책의 제목에서도 ‘류코

카’와 ‘가요쿄쿠’의 비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にほんのうた: 戦後歌

謡曲史의 목차는 <표 3>과 같다.

読むJ-POP: 1945~1999 私的全史가 1945년 이후를 시하고 서술

의 기 을 1945년으로 잡은 은 にほんのうた: 戦後歌謡曲史와 유사

한 면이 있으나, ‘류코카’는 물론 ‘가요쿄쿠’에서도 벗어나 ‘J-POP’이라

는 용어 는 개념을 면에 내세웠다는 에서 이미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는 물론 J-POP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정착한 이후 

일종의 ‘마 ’을 해 붙인 의도가 다분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독해해낼 수도 있다.

이 책의 목차에 실린 각 장의 주제와 부제, 그리고 상으로 하는 

시기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이를 검토하면 무엇보다 에 띄는 

것은 제6장을 제외한 부분이 후 미 음악의 향을 흡수해 

생산되고 소비된 음악을 상으로 한 분석이라는 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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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부제 시기

1장 쟁이 끝났고, 그들은 노

래했다

<도쿄부기우기>와 핫토리 

료이치

1940년  반

2장 재즈가 들려오는 ‘펜스 

머 아메리카’

히바리(ひばり), 치에미(チエミ), 

이즈미(いづみ)

1940년  후반~1950년  

반

3장 로큰롤 상륙 웨스턴 카니발과 로커빌리 선

풍

1950년  반

4장 청춘이 빛났었다 하시 유키오(橋幸夫)와 사카

모토 큐(坂本九)

1950년  후반~1960년  

반

5장 아메리카 팝스와 무국  가

요곡

와타나베(渡辺) 로덕션과 ‘더 

히트 퍼 이드’의 발신(發信)

1960년  

6장 가 미소라 히바리를 엔카

의 여왕으로 만들었는가

엔카를 받쳐주었던 남자들 1960년  

7장 비틀즈가 왔다 그룹사운드(GS) 붐의 도래 1960년  ·후반

8장 그룹사운드가 남긴 것 타이거스와 포크크루세이더스 1960년  후반

9장 포크송과 카운터 컬처 오카바야시 노부야스(岡林信

康)에서 요시다 타쿠로(吉田

郞)로

1960년  후반~1970년  

반

10장 싱어송라이터 명 <結婚しようよ(결혼합시다)>

와 <傘がない(우산이 없어)>

의 충격

1970년  · 반

11장 팝스와 뉴뮤직 오 코스(オフコ-ス), 리푸

(チュリップ), 아리스(アリス)

1970년

12장 여성 아티스트의 시 아라이 유미(荒井由美)와 나

카지마 미유키(中島みゆき)

1970년

13장 고투(苦鬪)하는 록 핫피엔도(はっぴえんど)와 캬로

루(キャロル)

1970년  반

14장 텔 비 이 만든 괴물 핑크 이디(ピンク·レデイ-)와 

야마구치 모모에(山口百惠)

1970년

15장 록 신시 야자와(YAZAWA)와 록의 세 

집안

1970년  후반

16장 각각의 질주 사노 모토하루(佐野元春)와 

하마다 쇼고(濱田省吾)

1980년  반

17장 제3세  두. 두 개의 종

언과 하나의 시작

오자키 유타카(尾崎豊)와 링

고(사과)의 자식들

1980년  반

18장 ‘록 원년’과 밴드 붐 BOOWY, REBECCA, X 1980년  후반

<표 4> 読むJ-POP: 1945~1999 私的全史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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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이

카텐(イカ天)과 펑크. 다양

화의 물결

고무로 테츠야( 室哲哉)와 

히무로 쿄스 (氷室京介)

1980년  후반

20장 메가히트 시 의 개막 <ラヴ·ストリ-は突然に(러 스

토리는 갑자기)>, <Say Yes>

1990년  반

21장 신세 의 기수들 그리고 우타다 히카루(宇多田

ヒカル)로

1990년  반

1970년  음악의 개에 해 매우 많은 부분이 할당되어 있어, 

책의 거의 반인 일곱 개 장(9장부터 15장)이 1970년 를 상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단카이(團塊)세 라고 불리는 일본의 후 베이비 

붐 세 가 가진 정체성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쟁 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로 와 같은 서술이 

단카이세  ‘ 체’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것인지, 단카이세  가운데 

특별히 문화  지향이 강했던 일부의 정체성 표 에 그치는 것인지에 

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1945년을 기 으로 이 과 이후를 

뚜렷하게 나 어보는 시 구분의 문제이다. 이는 비단 이 책에만 계

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 인식의 기 에 깔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서술 형식의 문제인데, 책이 비록 표면 으로 통사 형식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통사 형식이 상당히 해체되어 ‘장르사의 

결합’이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이다. 그룹사운드, 포크/뉴뮤

직, 록, 아이돌 등에 한 목이 특히 그러하다. 넷째, ‘록의 역사’라

는 서구의 패러다임을 일본 음악사에 용하려는 시도가 상당히 

보인다. 그러한 에서 리티시 팝(British Pop)의 역사를 다룬 국의 

음악사 서술과 유사한 이 있다. 이처럼 ‘서양화된 음악의 

역사를 추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에 속하지만 아시아와는 

다른’ 일본의 정체성이 다시  드러난다는 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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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시 한국 대중음악사로

 첫머리에서도 밝혔지만, 짧고 간단한 이 의 목 은 우선 일본 

음악사 서술의 유형과 시각을 짚어보자는 데 있다. 그리고 한편으

로는 그것을 통해 한국 음악사 서술을 다시 돌아보자는 생각도 

있다. 근 의 형성, 서구음악의 유입, 음반을 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정착,  체제의 기 과 같은 일본 음악사 서술의 실례에서 보이

는 요한 문제들은 여 히 다양한 시각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한

국 음악사 련 논의에 좋은 참고가 된다. 음악 자체가 이미 

일본의 향을 많이 받은 마당에 음악사 서술까지 일본의 경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 기

존 한국 음악사 서술에서 그다지 시되지 않아온 역을 재확인

해볼 수 있다는 만으로도 참고가 유효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컨

, 지 까지 지나치게 ‘가요사’ 심으로 서술되어온 한국 음악

사에는 음반산업의 테두리에 갇  있지 않은 것들, 한국어 음반의 범

를 벗어난 것들을 한 자리를 마련해  필요가 있다. 이때 시기구

분 문제 같은 것과는 무 하게 일본 음악사의 를 참고할 수 있

는 것이다. 이제는 일본 음악을 제 로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일

본 음악에 한 한국인의 편견과 오해는 충분히 심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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