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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해방 전후 한국 대중음악에 미친 미국의 영향:

미국-서구·일본-제국·민족의 삼각구도 아래서*4)

조형근(한림  일본학연구소 HK교수)

1. 들어가며－미국 대중음악의 수용과 식민성에 대한 질문

2. 식민지 조선에서 재즈의 수용

  2.1. 기존연구의 검토

  2.2. 식민지 조선에서 재즈와 미국 대중문화의 동시대성

3. 미국-일본-조선이라는 문화의 수직 위계

  3.1. 기억과 망각의 사회심리적 동학

  3.2. 식민지 조선과 제국일본 사이의 문화적 위계

  3.3. 제국일본 위의 ‘세계’, 미국

4. 세계 대 제국에서 ‘서구적인 것’에 맞서는 ‘동양적인 것’으로

5. 나가며－지속되는 구도, 계속되는 질문

이 은 습 으로 해방 후 한국에 본격 으로 수용되었다고 인식되곤 

하는 미국 음악이 이미 1930년경부터 수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미국 

음악이 일제 시기부터 수용되고 있었다는 주장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이 이 주목하는 지 은 미국 음악의 수용이 이미 이 시기부터 문제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

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 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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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재즈, 대중음악, 미국적인 것, 일본적인 것, 조선적인 것, 한국적인 것,

민족적인 것, 미국화

상이었다는 것, 나아가 그 문제성이 해방 후에도 여 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면 그 문제성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식민지기 조선의 담론장 안에서 재즈로 표되는 미국 음악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답하기 질문이었다. 그것은 단지 미국 문화

의 일부를 수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미국 인 것’, ‘일본 인 것’, ‘조선 인 

것’이라는 문화권력의 삼각구도 안에서 막 형성되고 있던 조선 음악의 

자리를 찾는 문제의 일부 기 때문이다. ‘미국 인 것’이 ‘서구 인 것’, 나아

가 ‘세계 인 것’을 상징했다면, ‘일본 인 것’은 그와 경합하는 ‘제국 인 것’

이면서 동시에 ‘식민주의 인 것’을 내포했다.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엘리트, 

문화 술인들은 그 압도 인 문화  힘들 사이에서 ‘조선 인 것’, 즉 ‘토속

’이거나 ‘민족 인 것’의 치를 찾아내야 한다는 압감에 시달렸다. 

해방 이후 한국의 문화지형은 철 히 ‘미국화’의 에서 설명되곤 하지

만, 실제로는 강력한 반일주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제국일본이 남긴 문화  

향력은 강력히 지속하고 있었고, 민족주의  지향 한 호소력을 갖고 있었

다. 해방이라는 거 한 단 에 따른 상 인 향력 크기, 존재 방식에는 

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문화권력의 삼각구도 자체는 지속하고 있었다. 이 

삼각구도 안에서 ‘민족 인 것’, ‘한국 인 것’을 찾는다는 시도는 여 히 난

에 부딪히고 있었는데, 이는 정치  독립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문화  

연속성이 여 했음을 함축한다.

1. 들어가며－미국 대중음악의 수용과 식민성에 대한 질문

“미스터 챵!”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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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어떡해.”

“화앗?”

“미스터 챵 떠남, 보구 싶어서.”

“오오 걱정없어요. 이 사람 갔다가, 방  조선 나옵니다.”

“거짓말.”

“아니오. 이 사람 정말입니다.”

… ( 략) …

아름다운 탱고의 멜로디가 쉬지 않고 흐른다.

사나이와 계집들은 이 되어, 미끄러지듯이 돌아가고 있다.

이곳은 명동 ××구락부다.

오늘밤도 땐스 아티가 벌어진 것이다.

… ( 략) …

미스터 챵이란 옥희하고 오래 부터 심상하지 않은 사이 다.

옥희가 지  몸에 감고 있는 원 이쓰며, 신고 있는 구두며, 

그밖에 핸드빽이며 심지어 핸드빽 속에 든 화장품 나부랭이까지도 

모두가 미스터 챵한테서 푸 센트 받은 것이다.

무어든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미스터 챵한테 말만 하면 되었다.

그 신 미스터 챵이 요구하는 것도 옥희는 도 히 거 할 수 없었다.

그러한 고맙고 친 한 미스터 챵이 별안간 고향인 하와이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은 미스터챵의 송별 아티가 벌어진 것이다.

탱고가 끝나고 연달아 왈쓰가 돌아간다. 부루스가 돌아간다.

－ 김 수,  도(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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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이자 (방송)극작가인 김 수가 1949년 경향신문에 연재한 

장편소설  도의 한 구 이다. 이 구 은 한국에서 미국 문화, 

특히 음악의 유입과 향을 이야기할 때 떠올리게 되는 어떤 클

리셰를 보여 다. 해방 직후라는 시간 , 명동의 구락부(클럽)라는 공

간, 아마도 군인일 성싶은 미국인 남성, 그의 품에 안긴 한국인 여성, 

그리고 그들의 춤에 깔리는 탱고, 왈츠, 블루스 같은 미국-서양의 

음악이 바로 그 습  기호들이다. 

한국에서 미국 음악은 곧잘 해방 후 미군의 진주, 령과 더불

어 본격 으로 수용된 것으로 기억되곤 한다. 동아일보의 1957년 7월 

17일 자에는 <解放 後 美軍과 더불어 進駐한 熱情的인 音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인다. 재즈라는 “이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 우

리나라로 진주한 것은 8·15 해방 후의 미군과 더불어 비롯한다”는 것

이다(東亞日報, 1959). 조선일보의 1963년 9월 8일 자의 <재즈, 卽 的

인 멋이 生命, 韓國엔 8·15 뒤에 ... 美軍放 이 크게 한몫> 제하의 

기사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재즈｣ 음악이 들어온 것은 ... 8.15 해방 

이후 미국 문명(?)이 쏟아져 들어오는 속에 끼어 홍수처럼 몰려와 가요

형태의 성을 가져왔다”고 회고하고 있다. 마산일보 1964년 6월 3일 

자 <情熱의 리듬, 韓國의 ｢째즈｣를 살펴본다> 역시 재즈 역사 20년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에는 1945년 8월 15일 미군의 진주와 더불어 

본격  ｢째즈｣가 수입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강 원, 1964).1)

1) 마산일보에 째즈의 역사를 쓴 강 원은 진주를 심으로 활동한 음악인으로 

추정된다. 피아노를 공했고, 해방 무렵 진주사범의 음악교사로 재직 이었다

는 기록이 있다(제갈삼, 2006: 81). 1957년에는 진주다방에서 제3회 음악감상회 

해설을 맡은 기록도 발견된다(http://jdpaper.ciclife.co.kr/sub.html?w=body_02_01 

&style=02&idx=839&num=3354&_view=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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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를 불문하고 곧잘 재즈라고 통칭되곤 하던 미국 음악은 인

용문에서처럼 령군과 함께 ‘진주’한 음악이었다. 태극기와 성조기

를 함께 흔들며 미군의 진주를 환 하던 한국인들은, 그러나 곧 모순

 감정에 빠지게 되었다. 미군은 해방군임과 동시에 령군이었던 

탓이다. 미국은 막 한 물질  원조의 제공자로 등장했지만, 받는 것

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게 마련이었다. 군가에겐 이 새로운 음악 

한 해방자임과 동시에 령자로 보이곤 했다. 미국인 남성의 품에 

안긴 한국인 여성을 바라보는 한국인 남성의 복잡한 시선처럼, 이 새

로운 음악을 하는 한국인, 좀 더 정확히는 지식인, 음악인 엘리트의 

시선 한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은 이 ‘새로운’ 음악을 바라보던 한국의 지식인, 음악인 엘리

트들의 복잡한 시선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1930년쯤부터 

형성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 무렵부터 미국 음악이 식민

지 조선에 수용되고 있었다는 주장 자체는 그다지 새롭지 않다. 이 

의 주장하는 바는 첫째, 미국 음악, 즉 재즈의 수용이 이미 이 

시기부터 문제  상, 문제  범주 다는 것, 둘째, 그 문제성은 해방 

후에도 여 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다는 것, 셋째, 그래서 해방 

후 재즈의 수용을 마치 새로운 사건처럼 인식한 습  태도 속에는 

이 난제에 한 한국 지식인, 엘리트들의 난감함이 반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기 조선의 지식인, 음악인 담론장 안에서 “재즈를 어떻

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답하기 어려운, 난감한 질문이었

다. 그것은 단지 재즈라는 미국 문화의 한 장르 수용에 한 문제

를 넘어서, ‘미국 인 것’, ‘일본 인 것’, ‘조선 인 것’이라는 문화권

력의 삼각구도 안에서 막 형성되고 있던 조선 음악의 자리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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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의 일부 다. ‘미국 인 것’이 ‘서구 인 것’, 나아가 심지어 

‘세계 인 것’을 상징했다면, ‘일본 인 것’은 그와 경합하는 ‘제국

인 것’이면서 동시에 제국에 한 종속, 즉 ‘식민주의 인 것’을 내포

했다.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음악인들은 그 압도 인 문화  힘들 사

이에서 ‘조선 인 것’, 즉 ‘토속 ’이거나 ‘민족 인 것’의 치를 찾

아내야 한다는 압감에 시달렸다.

통상 해방 이후 한국의 문화지형을 일방 인 ‘미국화’의 에서 

근하곤 하지만,2) 사태가 그 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1950년  내내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반일주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제국일본이 남긴 

문화  향력은 강력히 지속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향력은 해 을 

넘어 재진행형이었다. 민족주의  지향, 나아가 제3세계주의  민

족주의 한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후지이 다 시, 2012). 미국화, 일본

의 문화  향력, 그리고 민족주의 지향이라는 삼각구도 자체는 식민

지기와 연속 이었다. 

삼각구도가 연속 이라고 해서 일제 시기와 해방 후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미국화의 근방식은 일제의 그것보

다 훨씬 헤게모니 이었다. 미국의 문화는 기본 으로 강요가 아

니라 자발  수용의 형태를 취했다.3) 그 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도  

2) 여기서 ‘미국화(Americanization)’란 “20세기 반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가치가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재편성과 (정보) 커뮤니 이션 명을 토 로 세계 각 

지역에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그 결과 수용 지역에서 자발 이거나 강요에 

의해 그러한 것을 베끼고 따라잡는 과정 상과 과정”이라는 정의를 수용한다

(김덕호·원용진, 2008: 17). 

3) 지극히 미국  입장에서의 기술이기는 하지만, 어도 일본 제국주의와 비교하면 

이 은 인정될 수 있다. “20세기가 개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부분 

국가의 문화, 교육, 종교, 정치 ·경제  사상과 실천에 향을 끼쳐왔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미국화가 아시아인들에게 강요된 은 거의 없었다.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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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었다. 서유럽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랬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

과는 다자  계를 맺은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게임의 룰로 일방주의

(unilateralism)를 용했다(Cumings, 2005: 93). 요컨  미국화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이 은 이 복잡한 미국화 과정을 미국  한국이라는 이항 립의 

구도가 아니라, 일제 시기부터 지속된 미국(서구) 인 것  일본(제국)

인 것  한국(민족) 인 것의 삼각구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다. 

한국에서 미국 음악 수용 과정은 이 삼각구도 속에서 자기 자리

를 찾으려던 지식인, 음악인, 그리고 들의 다양한 시도들 사이에

서 벌어진 력과 충돌, 혹은 그 사이의 복잡한 첩들을 통해 이해되

어야 한다. 

2. 식민지 조선에서 재즈의 수용

2.1. 기존연구의 검토 

미국 음악이 해방 후 본격 으로 수용되었다는 당 의 습  

감각과는 달리 수용의 시 이 1920년  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 의해 밝 진 바 있다. 한국 가요사 연구의 

선구자인 박찬호는 최 의 ‘재즈송’에 해 1930년 2월 화배우 복

혜숙이 콜럼비아 코드 제6회 신보로 발표한 <종로행진곡>, <그  그

립다>를 지목하고, 이어서 3월 제7회 신보에서 <목장의 노래>, <애(愛)

문화  변화를 ‘강요’하려고 힘썼을 때에는 개 실패했다”(코헨, 200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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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光)> 등의 ‘재즈송’을 발표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물론 당시

부터 1950년  상당 기간까지 ‘재즈’ 혹은 ‘재즈송’이란 좁은 의미에

서의 재즈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유행하는 모든 음악 장르를 통칭

하는 것이었다. 샹송이나 라틴음악도 재즈송으로 분류되었다(박찬호, 

2009: 251).

장유정은 시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1920년  반경에 이미 ‘코

리안 재즈밴드’가 결성되어 순회공연을 다녔다는 사실을 발견하 고, 

1928년에는 “콜럼비아 속 술가가 된 미국 재즈밴드의 패왕, 폴 화

이트맨”에 한 음반 고가 신문지상에 실리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장유정, 2012).

이어서 장유정은 트럼펫 연주자 경섭의 일기를 토 로 1930년

의 음악의 지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1930년  우리나라 

음악 풍경에서 재즈에 한 열망을 종종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비록 

서양 자체가 아닌 일본을 통해 들어온 재즈일지라도 우리나라 음악인

들의 지향 이 서양의 그것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장유정, 2015: 

119).

2.2. 식민지 조선에서 재즈와 미국 대중문화의 동시대성

1920년  말의 식민지 조선에서 재즈, 재즈송은 이미 ‘유행’의 확

고한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유행되는 것은 단발이나 ‘재즈’뿐이 

아니다”라거나(東亞日報, 1929.09.01), “‘쨔즈’! ‘쨔즈’! 아마 근래에 가

장 우리의 귀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이 ‘쨔즈’란 말인가 한다. … ‘쨔

즈’란 말은 일에 유행되는 말 에는 가장 만히 들리는 말인 것만은 

사실이다” 같은 기사가 당  재즈라는 어휘의 상을 보여 다(東亞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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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1929.10.16).

일제 시기에 발매된 유성기 음반의 가사지에 나타난 곡종 분류에 

따르면 재즈송으로 분류된 것은 총 132곡이다. 1930년에 처음으로 5

곡이 나타난 다음, 1935년 22곡, 1936년 61곡으로 폭발 으로 증가하

다가, 1937년 19곡, 1938년 6곡, 1939년 9곡, 1940년 2곡으로 어들

었다. 재즈, 블루스, 탱고 등의 여러 장르에 걸쳐 리메이크는 물론, 

이들 장르의 문법을 차용한 조선의 ‘재즈송’들이 만들어지고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1937년 일 쟁의 발발과 이에 따른 사회  분 기

의 경직, 일본의 미 계 악화와 조응하면서 재즈송의 발매는 격히 

어들었고, 태평양 쟁의 발발과 함께 면 지되었다(장유정, 2012: 

246).

식민지 조선의 문화가 동시  미국, 서구의 문화로부터 고

립되어 있지 않았고 동시 이었음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잘 알려

져 있다. 식민지 조선의 화산업에서 할리우드 화를 비롯한 서양

화는 상  제한이 시작된 1936년 이 까지 늘 60~70%의 유율을 

하고 있었다. 90% 이상이 미국 화이던 서양 화는 문명  근

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었다(유선 , 2005).4) 사회주의는 물론, 모던보

이와 모던걸, 뉴워먼(신여성)과 같은 당 의 흐름과 사조들이 거의 동

시 으로 조선에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음악도 외는 아니었

다. 

4) 반면 동시기 일본에서는 국산 화가 60~70%의 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조

선인의 취향은 일본인과 확실히 달랐다. 이 차이는 별도로 분석할 가치가 있겠지

만, 차후의 과제로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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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일본-조선이라는 문화의 수직 위계

3.1. 기억과 망각의 사회심리적 동학

하지만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랫동안 한국의 지식인과 음악인

의 담론 속에서 미국 음악은 해방 이후 미국의 도래와 더불어 수

용된 것으로 기억된다. 해방 후의 가요 15년사를 정리한 동아일

보의 1960년 8월 12일 자 기사는 일견 균형이 잡  있으면서도 형

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해방 후 제1기(1945~1949)는 그야말로 외

국풍에 흠뻑 빠져든 이른바 과도기 다. “미국의 달콤한 ｢러  쏭｣이 

흘러들어왔고 재즈의 물결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 시기” 다. 기사는 

일제 시기 미국 음악의 향도 지 하고 있다. “일제 때에도 인텔

리층에 유행했던 남미계의 ｢리듬｣과 애틋한 샹송, 그리고 미국과 

남구(南歐)의 민요가 여운을 남겼다”(李胡露, 1960).5) 그럼에도 이 기사

는 여 히 형 이다. 일제 때 인텔리층에 유행했던 것은 남미계 

리듬과 샹송, 그리고 미국과 남구의 민요만이 아니었다. 재즈와 블루

스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재즈는 해방 후 제1기에 

거세게 불기 시작한 유행으로 분류된다. 

그나마 일제 시기의 ‘기원’을 부정확하게나마 언 하고 있다는 

에서 이 기사는 그런 로 균형을 취하고 있는 편이다. 부분의 기사

들은 일제 시기의 유행가, 해방 후의 재즈(미국 음악)라는 이분법을 

고수한다. 를 들면, “요즘 ｢라디오｣에서나 일반가정에서 항상 들을 

5) 작사가로 알려진 이호로는 1963년에 창립된 한국경음악평론가 회의 창립 멤버

로도 알려져 있다(https://ko.wikisource.org/wiki/ 로벌_세계_ 백과사 /한국음

악/한국음악/한국의_서양음악사/한국의_경음악).



178  음악 통권 23호(2019년 상반기)

수 있는 가요란 과거 일본유행가의 그 음률과 미국에서 새로 수입된 

｢째스｣음악 이외의 것을 들어볼 수 없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는 식이다(東亞日報, 1957.12.03). 세  간 음악 취향 차이에 한 

인식에서도 이런 이분법은 잘 드러난다. “지  40  은 그 물에 젖

어서 일본격조를 몹시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지  10 가 ｢재즈｣를 

무척 좋아하듯이”라는 작곡가 나운 의 지 이나(羅運榮, 1960),6) “역

시 은 사람은 ｢째즈｣를 좋아할 것”(東亞日報, 1958.01.03)이라는 주요

섭의 지  한 동일한 논리 에 서 있다.7)

이 기억과 망각의 선택성, 편 성은 일제 시기 당 의 회고와 비교

하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식민지 조선 유행가의 변천을 회고한 

1942년의 한 은 유행가의 등장 이후 한동안 “소박한 목가 인 신민

요가 환 을 받아오다가 소화 11년(1936년)경부터 째스음악의 향으

로 조선유행가는 일 변모를 보게 되었다”고 지 한 바 있다(楊 薰, 

1942: 126).8)

재즈로 표되는 미국 음악이 해방 이후에 비로소 수용되었다

는 이들의 ‘기억’은 왜,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거꾸로 일제 시기 재즈

6) 작곡가 나운 은 1943년 제국고등음악학교를 졸업했고, 이 시 에는 연세  

교수로 재직 이었다. 왜색가요에 한 비  이론 제기 등 사회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한국민족문화 백과사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 

011417).

7) 소설가 주요섭은 이 시기에 경희  교수로 재직 이면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한국민족문화 백과사 , http://encykorea.aks. 

ac.kr/Contents/Item/E0053371).

8) 楊 薰은 조명암으로 가장 알려져 있으며 본명은 조 출(趙靈出)이다. 작사가, 극작

가, 연출가로 활동했다. 일제 말기 군국가요를 발표했으며, 해방 후 월북했다(한
국민족문화 백과사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 

=조명암&ridx=0&tot=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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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열 은 왜 ‘망각’되었던 것일까? 추론에 불과하지만 이 기억

과 망각의 선별  작동 이면에는 일제 시기 미국 음악 수용 과정

에서 음악인, 지식인들이 겪어야 했던 복잡하고 난감한 사회심리  

동학(dynamics)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시 으로 말한다면, 

막 형성 에 있는 식민지 조선의 문화를 ‘서구 인 것’, ‘일본

인 것’, ‘조선 인 것’ 사이의 삼각구도 아래 어떻게 치시킬 것인가

가 이들에게 한 과제로 다가왔던 반면, 그 과제의 해결은 난망한 

상태에 있었던 것, 궁극 으로 친일 력이라는 ‘오욕’ 속에서 실패했

다는 체험이 결국 망각이라는 암묵  해결책을 동원하게 한 것은 아

닐까 추론해 보는 것이다. 

3.2. 식민지 조선과 제국일본 사이의 문화적 위계

일제 시기 미국 음악 수용 과정이 래한 사회심리  긴장을 

이해하려면, 식민지 조선과 제국일본, 미국-서구 사이에 형성된 다층

 문화 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조선은, 역설 이지만 어

떤 면에서는 식민지 기 때문에 오히려 서구 문화와 용이하게 동

시 성을 공유할 수도 있었다.

그 동시 성을 가능하게 한 핵심 메커니즘은 제국일본과의 긴 한 

문화  네크워크 다. 음악의 경우를 보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식민지 조선의 5 음반회사(폴리돌, 콜럼비아, 오 , 빅타, 태평)는 모두 

일본 음반회사의 지사 형태로 조선에 존재했다. 1937년 이후 조선에

서도 음반 녹음이 가능해지기 까지는 음반 녹음도 일본 본사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수 음반의 녹음은 여 히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음악인의 왕래와 교류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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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 음반산업 자체가 미국 등 서구의 자본과 기술

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음반산업은 이

른바 ‘쇼와기’, 즉 1920년  반을 거치면서 ‘경이 인 발 ’을 이뤘

다. 1910년 미국인 F. W. 혼이 설립한 일본 최 이자 최 의 음반회

사 일본축음기상회는 1927년에 미국 콜럼비아로부터 녹음기사를, 

국 콜럼비아로부터 녹음기를 도입했고, 기술제휴를 조건으로 국 콜

럼비아에 35.6%의 지분을 양도했다. 이듬해 미국 콜럼비아의 자본이 

추가 투자되면서 사명을 일본콜럼비아축음기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역시 1927년에 독일 도이치 그라모폰과 제휴로 폴리돌이, 미국 빅타

의 자본으로 일본 빅타가 설립되었다. 물론 조선 오 코드의 본사인 

제국축음기주식회사, 태평 코드의 본사인 태평 코드, 그리고 닛토

코드 등 서구 자본이 투자되지 않은 마이  음반사들도 꾸 히 존

속한 것은 사실이다(菊池清麿, 2008: 19~21). 하지만 일본계 음반자본 

역시 미국 음악의 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즉 식민지 조선의 

음악산업은 제국일본의 문화장치들을 경유하여 미국, 서구의 문

화산업과 연결되어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재즈, 재즈송의 도래와 유행은 아메리카 문화의 

향 속에 젖어가던 쇼와(昭和) 모던 일본과의 련을 빼고서 설명하

기는 어렵다. “아메리카니즘의 소비문화의 홍수가 일본을 석권했다 

… 그 음악공간이 재즈의 음향이었다”(같은 책: 25). 쇼와공황, 공황, 

만주사변 등의 격변을 거치며 쇼와 모던은 약화되고 고가 멜로디로 

표되는 감상  가요곡이 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1930년  반을 

후하여 은이들을 심으로 모더니즘이 부흥하면서 랑스와 독

일 화의 주제가, 샹송, 탱고, 재즈계열의 가요가 유행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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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이들은 군국주의에 경도되는 시 사조에 반감을 품고 있었고, 

일본 인 것에 반발하는 풍조가 있었다. 은이들은 일본의 건성에 

한 찬미나 국체의 강조에 해 작지 않은 오를 보여주기 해 양

악(외국 곡, 클래식)을 애호한 것이다(같은 책: 49~50).9)

뮤지컬 <키드 부츠(Kid Boots)>(1923)의 삽입곡으로서 크게 히트한 

후 에디 캔터(Eddie Cantor)가 취입한 노래 <다이나(Dinah)>(1925)의 이

동 경로는 이런 수직 인 문화 계를 뚜렷이 보여 다. 에디 캔터 

이후 미국에서 빙 크로스비(Bing Crosby), 보스웰 시스터즈(Boswell 

Sisters),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베니 굿맨(Benny Goodman) 등

이 <다이나>를 리메이크했을 만큼 히트의 진폭은 거 했다. 1934년 

일본의 음반회사 데이치쿠(帝國蓄音機株式 社, 약칭 帝蓄=데이치쿠)가 

무명가수 디크 미네의 일본어 번안으로 <다이나>를 발매했고, 다른 

일본가수들의 리메이크가 이어질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다. 1935년 

데이치쿠의 경성 지사 오 코드는 ‘삼우열’이라는 명으로 디크 

미네의 <다이나>를 발매한다. 1936년에는 콜럼비아에서 강홍식과 안

명옥이, 같은 해 폴리돌에서 강덕자가 <다이나>를 발매한다. 1939년

에는 다시 오 에서 김능자가 <다이나>를 발매한다. 그 외에도 여러 

번 <다이나>의 리메이크가 이 진다(박찬호, 앞의 책: 249∼251).

미국 → 일본 → 조선이라는 수직  이동 경로는 당 의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매우 뚜렷하게 인식되는 문화 의 채 이자 계

9) 개국과 메이지유신 과정에서 일본 지도자들의 국가건설 모델은 러시아, 랑

스, 국 등이었지만, 미국의 독립선언과 토크빌이 해석한 민주주의 모델 한 

참조 상이 되었다. 특히 “1차 세계  이후 재즈와 볼룸 스 같은 미국문화

의 새로운 특징들이 일본의 도시 습과 감수성을 재형성하기 시작했다. 자유롭

고 풍부하며 효과 으로 상업화된 이 문화는 미국주의(Americanism)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다”(Furuya, 2006: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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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달이 새 노래 새 유행가가 일본서 녀드러오면 우리는 그것을 

그 로 는 번역해 르기에 결흘이 업는” 사정이었다(이서구, 1932).10) 

이 계구조에 가장 민감한 이들은 아마도 계의 말단부에서 첨단에 

선 자들이었을 것이다. 태평 코드의 문 부장 민효식은 ‘ 통 인 

것’으로 간주되던 신민요가 크게 유행하고 있던 1936년 2월 시 에 

다가올 유행을 이 게 상하고 있다. “반도(半島)의 코-드계는 언제

던지 동경(東京) 방면의 유행을 그냥 그 로 곳 받어드리고 잇슴은 비

단 이 코-드 문화 뿐만이 아닌 로 압니다 … 신민요 역시 동경 

방면의 고 풍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옛 것을 다시  음미하여 보

고 캐내여 다시  불러보리라는 데서 나타난 상 … 새해부터는 동경 

방면에서 가장 만히 지  유행의 심 을 이루고 잇는 짜-즈반(盤)이 

유행될 것을 미리 측하고도 남음이 잇을 것”이라는 상이다(閔孝

植, 1936: 128). 과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해에 재즈송의 발매는 

최고조에 달했다.

3.3. 제국일본 위의 ‘세계’, 미국

이 문화  계는 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당 의 음악인, 지식인

들에게 불편하게, 혹은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하나는 미국으로 

상징되는 서구 근 성(modernity)에 한 직  수용이 아니라 간  수

10) 이서구는 작가, 극작가, 연극인으로 활동하면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낙화

춘풍> 등 가요 작사도 하 다. 1940년 12월 조선극작가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연 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친일 력 활동의 이력이 

있다(한국민족문화 백과사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 

?keyword=이서구&ridx=1&to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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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이다. 

일제 시기부터 1960년 까지 식민지 조선-한국을 표하는 작곡가 

 한 명인 손목인의 사례는 상징 이다. <타향살이>나 <목포의 

물> 같은 일제 시기의 애환을 상징하는 노래를 작곡한 손목인이었지

만, 사실은 “재즈 밴드를 편성하여 멋진 지휘를 해보는 것이 그의 꿈”

이었다는 증언이 한다(박성건, 2016: 52∼54). 1939년, ‘조선악극단’

의 일원으로 일본 장기공연에 참여하던  콜럼비아 코드에서 루이

스 리마(Louis Prima)의 <싱 싱 싱(Sing Sing Sing)>을 취입한 사실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 다. 콜럼비아는 핫토리 료이치(服部良一)를 

심으로 한 당  일본 재즈의 심지 다. 손목인이 부른 <싱 싱 싱>

도 핫토리의 편곡이었다.11) 의 취향에 맞춰 유행가를 작곡하고 

있던 손목인도 사실은 미국식 재즈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경성을 표하던 모던보이 이상의 사례도 흥미롭다. 경성공  건축

과를 졸업한 국내  이상은 일본 유학 가 가득하던 동료 모던보이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짧은 생의 마지막 해인 1937

년에 기어이 도쿄로 향한 것은 평생 자신을 짓 던 열등감의 실체

를 확인하거나, 혹은 보상받고 싶었던 욕망의 발로 을 것이다. 그

게 도착한 제국의 수도 도쿄 다. 도쿄역을 나서며 이상의 가슴은 두

근거렸다. 도쿄역과 마주하고 있는 제국일본 모더니즘 양식의 표 

건물 마루비루(マルビル)를 두 으로 직  보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루비루 앞에서 그는 극도로 실망한다. 실제의 마루비루는 

자신의 상상 속 마루비루보다 1/4에 불과해 보일 만큼 왜소해 보 다. 

11) 당시 콜럼비아가 발매한 재즈곡은 부분 유행가 풍의 평범한 편곡이 부분이

었지만, 이 곡만은 외 으로 아메리카 수 의 높은 실력을 보여주었다는 평

가도 있다(毛利眞人,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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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경성공  건축과를 수석졸업하고 건축기사로 근무했다는 

을 상기하자. 그는 마루비루의 실물  체 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터무니없는 착각과 실망을 부추긴 것은 그의 상상 속 모더니즘의 거

한 스 일이었다. 이 실망을 하는 편지에서 이상은 도쿄는 가짜라

며, 뉴욕 맨해튼에 가겠다고 결심한다. 물론 알다시피 그의 꿈은 곧 

이은 죽음으로 실 되지 못한다(이성욱, 2004).

제국일본조차 벗어나지 못한 이 문명의 계는 1900년  부터 

이미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문명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었지만, 문명의 계라는 에서 

일본은 아메리카에 비해 확실히 낮은 서열로 자리매김 되어 있었다. 

1937년의 일 쟁 이후 근 와 근  문명의 가치가 격히 부정되고 

도되는 상황 속에서조차 근  문명이라는 범주는 아메리카와 구라

가 독 하고 있었다(장세진, 2012: 81, 86).

일제 시기 어의 상은 미국, 서구문명에 부여되어 있던 상을 

단 으로 보여 다. 일본의 식민지인 한 최상층 진출을 해서는 일본

어 구사능력이 필수 지만, 1930년  말까지도 지  권 의 최상층에

는 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1919년 3·1운동 직후부터 고등보통학교

에서 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이 필수가 되었고, 1922년 제2차 조

선교육령으로 주당 시수 한 거의 일본어  한문 과목 수 으로 늘

어났다. 고등보통학교에서 교육하는 외국어로는 어, 독어, 불어가 

있었지만, 어 선택이 압도 이었다. 심지어 조선어보다 훨씬 많은 

시수가 배정되었다. 1938년 이후의 제3차 조선교육령 기간에 외국어 

시수는 조  어들었지만 여 히 필수과목이었다. 외국어 시수가 

폭 어들고 수의과목으로 바  것은 미와의 쟁이 한창이던 1943

년의 제4차 조선교육령 이후 다(강내희, 2005: 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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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수의 상  비 만이 아니라 “왜 배우는가?”라는 외국어 

습득의 동기라는 에서도 어의 상은 일본어를 능가하는 면이 

있었다. 일본어는 취업과 지  상승을 해 필수 이었지만, 그만큼 

그 습득의 동기는 내면에서의 자발  복종보다는 실리 인 면에 기

하고 있었다. 그 ‘면종복배(面從腹背)’  태도 앞에서, 식민권력이 기

한 ‘국어’ 교육을 통한 ‘국민성 함양’ 따 는 불가능했다(김부자, 2008: 

50). 반면 어 공부의 열망은 부분 자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한 학자 주시경도, 강경 민족주의자 신채호도 독학으로 어를 공부

했다. 공산주의자 박헌 의 어공부 심취는 유명하다.  의 

(1907)의 주인공 옥련은 아버지를 잃고 우여곡  끝에 미국 유학을 

하고 학 를 받는다. 우연히 미국에서 만난 아버지와 그녀는 어로 

화한다. 무정(無情)(1917)의 첫 장면은 어교사 형식이 선형에게 

어 개인교습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강내희, 앞의 : 262∼263). 

그리고 형식은 선형과 약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 유학의 

도정에서 형식은 옛 정혼자 채를 만나고, 미국 유학길은 조선의 계

몽을 한 결의의 장으로 변화한다. 어는 계몽과 문명의 언어 고, 

동경의 상이었다.

조선은 제국일본의 식민지 지만, 그 속에 ‘제국 속의 제국’으로서 

개신교 선교세력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식민지 조선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했지만, 개신교가 미

국이라는 정치  실체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도 명백했다. 식민지 조선

인에게 이른바 아메리카형 근 와 일본형 근 의 차이는 충분히 인지

되고 있었다(李省展, 2006: 42). 양자는 력하면서 동시에 경쟁하는 

계 다. 일본은 자기 식민지에서 아메리카제국과 경쟁해야 했다. 일본

을 통해 들어온 미국 음악은 제한된 것, 왜곡된 것, 심하게 보면 



186  음악 통권 23호(2019년 상반기)

가짜로 여겨졌다. “朝鮮에서 팔니는 코-드에는 日本서 건 온 가짜 

流行歌가 부분을 차지”했다. 조선인이 만든 것은 기껏해야 일본을 

거쳐 들어온 화제(和製) 재즈, 화제 블루스에 지나지 않았다(이서구, 앞

의 : 86).12) 미국이 자기 세력권 안에서 일본의 문화  향력을 신경 

쓸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 반 는 강력한 상수 다. 이런 에서 조선

의 지식인, 음악인들에게 미국 문화는 ‘제국’ 일본을 넘어선 세계

 보편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다. 

12) 일본풍 재즈, 일본풍 블루스는 일명 핫토리 멜로디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작곡가 핫토리 료이치(服部良一)에 의해서 창시되었다. 아와야 노리코(淡谷

のり子)의 <이별의 블루스(別のブルース)>(1937)의 히트 이래로 재즈  느낌

을 유행가에 도입한 그의 블루스 곡들은 어둡고 불안한 시 의 조에 떨고 

있던 일본 은이들의 마음을 로했다(菊池清麿, 앞의 책: 68). 앞에서 손목인

과 핫토리 사이의 인연을 언 했지만, 핫토리 멜로디의 향은 조선의 재즈송

에서도 명백했다. 그 유사성은 일본  요나 키음계에 기반하되 재즈  블루노

트를 가미하면서 스윙감을 다는 양식  유사성은 물론이지만, 그 이상일 가

능성도 있다. 아와야 노리코가 <이별의 블루스>를 취입할 때 밤새 담배를 피워 

핫토리가 요구한 혼이 담긴 음을 냈다는 에피소드가 한다(같은 책: 70). 

흥미롭게도 식민지 조선의 표  블루스곡 <다방의 푸른 꿈>(1939)을 부를 

때면 이난 은 비흡연자임에도 실제로 담배 한 모 을 깊게 빤 다음 노래를 

시작했다고 한다. 가사와의 일체감도 고려했겠지만, 이 노래에서 이난 의 

발성은 <목포의 물>과는 조 으로 낮고 깊다. 이난 과 작곡가인 그녀의 

남편 김해송은 손목인과 함께 ‘조선악극단’의 멤버로 1939년의 일본 순회공연

에 동참한 바 있고, 이때 손목인은 핫토리와 함께 <싱 싱 싱>을 녹음했다. 이난

의 담배 에피소드가 핫토리와 아와야에게서 힌트를 얻었을 개연성도 충분하

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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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대 제국에서 ‘서구적인 것’에 맞서는 ‘동양적인 것’

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에 한 욕망, 복사본이 아닌 원본에 한 욕망은 

지식인, 문화 술인들을 미국-서구에 한 동경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만약 이상이 좀 더 살아서 뉴욕 맨해튼의 

엠 이어스테이트 빌딩을 보게 되었다면, 는 손목인이 뉴욕에 가서 

당 의 빅밴드들과 연을 하게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느 을까? 진

짜를 보고 경험했다는 충족감이었을까, 아니면 식민지 조선과의 더욱 

거 한 낙차로 인한 기증이었을까? 혹은  다른 어떤 것이었을까?

이 질문에 한 해답을 찾는 하나의 방편으로 1933년 4월부터 9개

월에 걸쳐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일주를 한 연희 문 상과 교수 이순

탁의 체험을 따라가 보자. 크라이슬러빌딩이 완공된 것이 1930년, 엠

이어 스테이트빌딩이 완공된 것이 1931년이니 그가 도착한 1933년 

9월,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은 이미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순탁은 이 게 술회한다. “무엇에 놀라는가. 첫째는 마천각(마천루－

인용자)에, 둘째는 교통망에, 셋째는 인 에, 넷째는 화려함에, 다섯째

는 고에 놀란다.” 서울에서는 4, 5층짜리 건물들이 최고 높이 고, 

도쿄의 마루비루가 기껏 8층으로 규모를 자랑하던 시 이었다. 맨해

튼에는 102층 엠 이어 스테이트빌딩을 비롯하여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견학을 간 디트로이트의 자동차공장에

서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 일 미

국의 문명은 세계의 문명이며, 일의 미국은 세계이다.” 이 압도 인 

문명의 력 앞에서 이순탁은 을 잃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지식인으로서 계속 을 잃고 있을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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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을 찾고, 자신이 선 치와의 아찔한 낙차를 교정해야만 했다. 미

국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었다. 낙차가 무 컸고, 

무엇보다도 조선은 제국일본의 식민지 다. 어떻게든 미국 문명의 이

면을 찰하고, 거기서 비  거리를 확보해야만 했다.

이순탁이 주목한 것은 ‘재즈’와 스 다. 이순탁이 보기에 당 의 

미국 문명은 재즈와 스로 상징되는 향락의 정에 올라와 있기도 

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 로 방임하면 미국의 사회구조는 괴될 

것이며, 이 향락이 미국이라는 ‘신로마제국’ 멸망의 원인이 되리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 시험결혼의 성행, 여성

들의 정조 념 희박화 등을 지목하면서 이순탁은 이것이 인간을 야만

성과 동물성으로 이끌 것이라고 측했다(이순탁, 1997).13)

이순탁의 길이 수많은 조선의 지식인, 문화 술인, 음악인들이 

선택한 노선이었다. ‘세계 인 것’은 ‘미국 인 것’이 ‘세계 인 것’처

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찬란한 문명의 길임과 동시에 곧 퇴폐와 타

락의 길이기도 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 매혹 이지만 험한 

13) 미국을 신로마제국으로 비유하고, 그 물질  풍요의 문화  상징으로 재즈를 

연결짓는 것은 당 의 습  문법이었다. “세계의 ‘신로-마’라 할 만한  

아메리카는 화, 일반화, 기계화, 합리화, 신능률세계화, 국제화의 시 인 

20세기의 문명의 연수(淵藪)이다. 오인(吾人)이 비록 그 문명의 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은성(殷盛)한 실상과 그 문명의 세계  정복력은 부정할 수 없다 

… 그들의 번 은 이 놀랄만한 수자로써 실증되거니와  그 번 의 소산인 

이른바 ‘아메리카니즘’이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사실을 가 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황 과 쟈즈와 뷰와 토-키로 자본주의의 원한 강성을 자랑

하는 듯 보이는 이 나라도…”(徐恒錫, 1934). 서항석은 유치진 등과 ‘극 술연구

회’ 활동을 함께한 극작가이다. 일제 말기 ‘국민연극’에 앞장섰고, ‘조선연

회’ 산하 작가동호회 회장, ‘조선연 회’ 이상 등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국립

극장장, 연극 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한국민족문화 백과사 , http:// 

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서항석&ridx=0&to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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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었다. 그 다고 해서 ‘일본 인 것’을 쉽사리 선택하기도 어려웠

다. 그것은 ‘제국 인 것’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강요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먼  나서서 공공연히 내세우기는 어려운 길

이었다. 그 다면 남은 길은 ‘민족 인 것’뿐이었다.

이들의 에 미국-서구가 주도하는 당 의 세계는 과학과 기술문명

의 진보, 상승과는 반 로 문화는 퇴폐와 향락의 경향으로 하향하고 

있었다. 즉 물질문명의 극한 진보가 정신문화의 퇴보를 낳고 있었다. 

미국 음악, 재즈는 이 퇴폐와 향락의 상징이었다. “ 문명을 상

징하는 것이 ‘라듸오’나 ‘포-드’라면 물질만능이 ‘클라이막쓰’에 달한 

미국  문명을 상징하는 것은 이 ‘쨔즈’일 것이다”(姜晟周, 1929a). 재

즈는 “  야비한 향락에로 향락에로 흘러가는 아메리카인들이 고

보다도 성가(聖歌)보다도 원시  아메리카 ‘리듬’을 끄집어내인 것”이

었다. “흑인의 란무용과 무율 (無聿的) 소음이 그들 부호(富豪)의 

활한 무도실에 환 된 것”이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아메리카  문명

을 상징하는 소  ‘쨔즈’란 것이다”(姜晟周, 1929b).

유감스럽게도 이 퇴폐와 향락의 재즈가 식민지 조선으로 려들고 

있었다. “서양음악으로부터  오늘의 ‘모던보이’의 제일조건이 되어 

잇는 ‘단스’곡 ‘재즈’의 물  듯 려드는 ’ 코-드‘로 말미암아 우리

의 신경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되엇”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

졌다(李河潤, 1934).14) 지식인 계층이 즐기는 재즈와 일반 이 즐기

는 유행가가 합세하여 조선 사람들을 짓 르는 죽음의 소음이 되고 

14) 이하윤은 시인이자 문학자. 일제 시기에는 교사와 기자로 활동하면서 극
술, 문학 등의 동인으로 활동했다. 주로 애조 띤 민요조 서정시를 창작했다

(한국민족문화 백과사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 

word=이하윤&ridx=0&to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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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 다면 해답은 미국, 서구에서 유래한 재즈문화를 배격하고, 조

선의 통문화를 살리고 배양하는 데 있을 것이다. ‘민족 인 것’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립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가장 민족 인 것

이 가장 국제 이다”라는 슬로건도 바로 이러한 고민 속에서 등장하

고 있었다(崔 章, 1936: 35). 아래의 사설은 이런 태도를 잘 보여 다. 

지  세계의 문화가 일반 으로 하향  경향을 보히고 잇으며 퇴폐

 과정을 밟고 잇음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오즉 과학만은 놀낼

만한 진보로써 상승하고 잇다… 이번의 구주  후에 근 문명과 근

주의의 잔재가 과연 어떠  는 어떠한 형태로 재정리되며 부활될는지

가 인류문화사상으로 보아 가장 요한 사실이며 그것이 곧 세계문화인 

부의 심사가 되기에 족할 것이다 … 을 돌녀  아국(我國)의 

문화가 엇더한 동태상을 보 주고 잇는가를 보자.  쟈쓰문화  

향락기분이 범람하고 잇음은 시국에 빗추어보아  배치되는 세기말

 상이라고 보지 안흘 수 없다. 그와 같은 구미외래문화의 쨔스  

성격 속에 우리 사회생활의 건 한 발달을 가장 직 으로 해하는 

부식작용이 잇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 우리가 여사(如斯)

한 외래의 쨔스문화에 탐닉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아국 통문화의 본질

과 성격을 유지배양하여 생활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구미류의 

외래문화와 향락  쨔스문화의 폐해를 일소하자면 상고사상과 고 문

화의 통과 성격을 기리기리 계승하고 발 시켜야 될 것이다(東亞日報, 

1940.08.08).

이미 그 결말이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서구 인 것’에 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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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족 인 것’을 내세웠던 일련의 문화  흐름들은 체로 총력

시기 제국일본이 내건 동아주의의 깃발 아래로 포획되어 갔다. ‘민

족 인 것’은 서구 인 것에 맞선다는 명분 아래 ‘제국 인 것’이 내

건 동양의 구성요소로서 ‘토속 인 것≒지역 인 것’의 형태로 통합

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서구 근 의 모방에 주력하던 일본은 1930년   만주사

변과 국제연맹 탈퇴로 미 등 서구권과 본격 으로 립하기 시작했

다. 1937년의 일 쟁을 후해서는 그 립의 사상 ·문화  표

으로서 ‘근 의 기론’, ‘근 극론’이 두하기 시작했다. 서구 근

에 맞선 동양  가치가 면에 내걸렸다. 하지만 이때의 동양은 평

등한 다민족공동체들의 연합이 아니라 서구와 맞서게 된 일본의 확

된 심상지리 을 뿐이다. ‘일본 인 것’이 면에 부상한 이상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 인 것’에 한 문화  상징이 부재한 국민국가를 

리하는 창안된 통의 기표이자 문화  실천원리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일정하게 허용되던 ‘조선 인 것’의 표 공간

은 일본의 제국  ‘보편’ 속으로 폭력 으로 통합되어야 했다(조형근, 

2013: 46).

물론 그 통합 시도는 성공 일 수 없었다. 제국일본의 문화권력은 

통합의 제조건인 약간의 문화  다양성조차 허용할 수 없었다. 제국

의 국책에 복무하는 시국 화들에서는 ‘조선 인 것’의 최소한의 표

조차 삭제당했고(이덕기, 2010; 이상우, 2012: 491∼492), 시국가요를 

담은 시반(戰時盤)은 팔리지 않았으며(구인모, 2008: 282), 애국심을 

고취하는 상투어로 가득 찼다(이 희, 2009: 155). 민족 인 것에 한 

추구는 제국 인 것에 ‘오염’된 채 산했고, 거기에 참여한 지식인, 

음악인들은 ‘오욕’을 안은 채 독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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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지속되는 구도, 계속되는 질문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1945년 해방 이후에 미국 음악이 미

국, 미군을 통해 직  수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에게 

완 히 새롭거나 낯선 음악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

 재즈의 ‘새로움’에 놀라움을 표 하던 태도는 ‘미국 인 것’, ‘일본

인 것’, ‘민족 인 것’ 사이의 삼각구도 아래에서 어떻게 해서든 생

존의 자리를 만들려 하던 지식인, 음악인들의 직 까지의 시도가 친일 

력이라는 실패로 귀결된 트라우마에 기인한 것은 아닐까? 재즈, 나

아가 미국 음악은 민족과 동아의 이름 아래 비 하던 음악이었

다. 일제 시기의 재즈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친일 력의 기억을 새

삼스  환기하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직 까지

도 유행하고 있던 재즈와 미국 음악의 존재를 망각하게 한 심리

 메커니즘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아무튼 1945년 이후 한국에서 미국 음악의 역사는 이 게 ‘재

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일제 시기의 삼각구도가 거

의 완벽하게 재생산되었다. 한편에서는 여 히 일본 유행가(はやりう

た)의 자장 안에 있던 유행가, 즉 후일의 트로트가 음악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즈로 통칭되던 다양한 미국 음

악―재즈, 블루스, 탱고, 부기우기, 맘보, 차차차, 록큰롤 등―장르들이 

1945년 이후의 한국 음악계에 확산되었다. 한국어 라디오방송의 

음악 로그램들, 뉴스를 제외하면 거의 하루 종일 재즈를 트는 AFKN 

라디오방송, 주제가들이 히트하던 할리우드 화, 불법복제를 서슴지 

않던 음반산업, 서울의 음악감상실 등은 미국 음악이 확산되던 

깊고 넓고, 때로는 미세한 수로들이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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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 것’이 그야말로 완벽히 ‘세계 인 것’이 된 세상에서 ‘제

국 인 것’은―이미 어느 정도는 ‘민족 인 것’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가 

된 채―옛 제국의 깊고 짙은 흔 으로 음악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었다. 바로 이런 구도의 지속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유행가와 재즈

는 여 히 속하고 퇴폐 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재즈는 “퇴폐해진 

인심에 자극을 주고 일치되어  세계에 유행한 것인데 특히 그것이 

미국에서 성행하고 미국인이 좋아하는 탓으로 오늘날 미국의 특산물”

이 되었다(京鄕新聞, 1952.09.01).

이들에게 새롭게 수립된 국민국가에서 ‘민족 인 것’은 이 의 실

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구되어야 하는 과제 다. 1950년  내내, 일

제 시기와 거의 토씨 하나 바 지 않은 채 이 립구도가 반복되었다. 

‘서구 인 것’의 침공 앞에서 ‘민족 인 것’이 혼 되어서는 안 되었

다. 시인이자 동요 작사작곡가인 박태 은 ‘ 음악 회’가 <아리

랑>, <노들강변> 등 민족음악을 샹송화, 재즈화하여 질이 우수한 음악

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과 련하여, “결국 우리의 고유한 정서나 

민족성에 욕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며, “그 어

떠한 혼 아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반드시 우리의 음악은 우리의 정서에 맞고 생활양식에 일치할 

수 있고 한 건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朴泰鉉, 1957).16)

15) 일제 시기 식민지 조선인의 미국에 한 동경에 해서는 이미 지 했지만, 

해방 후 미국에 한 한국인의 ‘환상’은 더욱 강력해졌다. “ 한민국은 미국 

없인 불가능했던, 어도 불가능하기 쉬웠던 존재 ”고(권보드래·천정환, 

2012: 230), “친미는 한국의 존재론  비 이었다”(같은 책: 232).

16) 박태 은 일본동양음악학교에서 첼로를 공했으며 주로 동요곡과 가곡을 작

곡하 다. <3.1 노래>로 유명하다(한국민족문화 백과사 , http://encykorea. 

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박태 &ridx=0&tot=266). 일제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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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인 것’에 맞서야 하는 만큼 ‘일본 인 것’도 청산되어야 했

다. 음악가 나운 은 당시의 음악 상황을 이 게 비 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 일본유행가나 군가조를 청산치 못하기는커녕 그것

이 당연한 듯이 흉내 내는 마이크 속 술가들을 볼 때에 한심스럽

기 짝이 없다. 가요에는 功罪가 많으나 그 죄의 부분은 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에 있는 것일 것이다 … 가요 부분은 일본

제의 가공품, 모조품, 유사품이거나 사이비째이다”(羅運榮, 1950).

나운 은 “ 가요 정화운동을 개하기에 힘쓰겠다”고 다짐한

다. 과연 일부 지식인, 음악인들은 해방된 조국의 기 가 될 국민문화

의 일부로서 ‘건 한 국민가요’를 꿈꿨다. 마치 일제 시기 ‘미국 인 

것’에 항하여 ‘민족 인 것’을 추구하던 일군의 음악인, 지식인

들이 제국일본 문화권력의 자장 속으로 통합되어 갔던 것처럼, 1950

년 의 국민가요운동, 국민개창운동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문화정책

과 결착되어 갔다. 국민가요운동, 국민개창운동은 그 목 , 명칭, 내용

과 형식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총력  시기의 국민가요운동, 국민개

창운동의 재생산이고 연속이었다. 국민개창운동은 “나라를 좀먹는 왜

식 유행가와 재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건 한 국민가요를 개창함으

로써 조국의 통일과 재건을 성취하는 구국운동”으로 간주되었다. 심

지어 총력  시기의 슬로건이 재활용되기도 했다(심재겸, 2016). 가장 

민족 인 것처럼 행세하던 이 운동은 가장 심원하게 제국일본의 기억

과 습속을 환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립구도와 논란과 긴장 속에서도, 그러거

국민개창운동에 참여하고, 조선음악 회로부터 인정받은 ‘경성합창단’ 표를 

지낸 이력이 있다(每日申報, <國民皆唱運動, 九月부터 二個月間展開>, 1943년 8월 

27일; 每日申報, <三音 團體 認定>, 1945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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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거나 은 ‘ 속하고 통속 인’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유행가와 재즈를 즐기고 있었다. 삼각구도 속에서 ‘민족 인 것’의 자

리를 찾아야 한다는 고민은 기본 으로 지식인, 음악인의 것이었다. 

여기서 인용된 여러 인물들, 이호로, 강 원, 나운 , 주요섭, 박태 , 

서항석, 양훈(조명암) 등은 음악을 공했거나 소설가, 극작가 등의 문

화  배경을 지닌 채로 교수, 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지식인이기도 했

다. 한 이 고민은 동시 의 지식인, 문화 술인 부분이 공유하는 

과제이기도 했다. 왜 이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했을까? 식민지하에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에 한 고민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이들의 고민을 강제한 근본 인 원인은 무엇

보다 일제 식민권력의 강력한 요구 다.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지 않으

면 문화 술 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들의 고민은 

‘민족 인 것’과 ‘일본 인 것’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일본 인 것으로 

유되는 오욕으로 귀결되었다.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은 변화했다. 우선 ‘미국 인 것’의 부상은 

명백한 것이었다. 20세기 반기 내내 선발 제국주의국가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면서 우세한 지 에 있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비 토  우세 

략’을 취하던 미국은, 1940년  후반을 거치며  세계에 걸쳐 

737~860개로 추산되는 군사기지들을 거느린 사실상의 토  제국, 

군도제국(an archipelago of empire)으로 변모했다. 한때 미국에 맞섰던 

일본은 한국과 함께 그 군도들을 이루는 (準)주권국들  하나가 되

었다(커 스, 2011: 663∼664).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역학의 근본 구

도가 바 면서 문화  계에도 불가피하게 변화가 일어났다. 20세기 

반기 동안 일종 문화  상징으로서 주로 일본을 경유해 들어오던 

미국 음악은 이제 미군기지 속의 클럽들과 같은 실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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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KN과 같은 미디어 네트워크, 주한미국공보원과 같은 제도들 속에 

자리 잡은 견고한 실체가 되었다. 한국의 미디어들은 일제 시기와는 

달리 별다른 제약 없이 미국 음악을 했다.

반면 일본 음악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왜색가요’로서 수입과 

감상이 모두 지되었다. ‘일본 인 것’은 일본 유행가의 향을 받은 

한국 유행가 속에 매우 질기고 오래 가는 흔 으로서 살아남았다. 물

론 흔 만은 아니었다. 강력한 왜색문화 지정책에도 불구하고 당

의 일본가요가 해 을 건 와 한국에서 유행하기도 했다.17) ‘민족

인 것’을 ‘국민 인 것’으로 이어나가겠다던 시도는 정치권력과의 결

합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 이유로 에게 외면받았다. 국민가

요운동은 끝내 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민요, 신민요 한 더 이상 

1930년  반과 같은 인기를 기 할 수 없었다. 국가권력과 결합

한 지식인, 음악인들의 시도가 의 취향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

하게 된 것은, 문화를 좌우하는 힘이 국책-엘리트에서 시장-

으로 넘어가던 상황을 반 할 것이다. 물론 여 히 권력은 검열과 단

속, 제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과 문화 반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도들은 재생산되는 왜색가요와 해 을 

17) 한국 쟁 에도 일본곡인 <미즈이로노 월쯔>, <이별의 풀랫트홈>이 다방에서 

흘러나왔고(李胡露, 1960), <동꼬동꼬> 같은 일본노래가 요정에서 불렸다(東亞

日報, 1956.02.03). <미즈이로노 월쯔>의 원곡은 <水色のワルツ>로서 1950년  

최고 인기가수  한 명인 여성가수 후타바 아키코(二葉あき子)가 1950년에 

발표한 곡이며, <동꼬동꼬>의 원곡은 <トンコ節>로서 고가 마사오가 작곡하고, 

1949년 1월에 쿠보 유키에(久保幸江)와 쿠스노키 시바오(楠木繁夫)가 듀엣으로 

발표한 곡이다. <이별의 랫폼>이라는 제목과 일치하는 이 시기 일본가요는 

찾지 못했지만, 가사의 심 주제가 이별이면서 랫폼이 제목에 들어 있는 

노래를 찾아보면 역시 후타바 아키코가 1947년에 발표한 <夜のプラットホー

ム>이 유력한 후보곡으로 떠오른다. 이 노래의 작곡자는 핫토리 료이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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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오는 일본 라디오, 일본 가요를 틀어주는 다방들에서 끊임없

이 지속되고 있었다. 왜색의 지속은 과거로부터의 유제임과 동시에 

국책이 시장의 힘에 뒤지기 시작한 재를 반 하고 있었다. 

‘미국 인 것’, ‘일본 인 것’, ‘조선 인 것’이라는 삼각구도 자체

는 1945년 이후에도 여 히 지속되었다. 다만 그 향력의 크기, 존재

의 방식에는 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를 섬세하게 읽고 이해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 요한 사실은 

해방이라는 거 한 단 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구도가 여 히 지속되

었다는 사실이며, 그 구도 속에서 ‘민족 인 것’을 찾는다는 시도가 

여 히 난 에 부딪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난 , 혹은 불가능성

의 의미를 묻는 작업 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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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America on Korean Popular 

Music before and after Liberation: Under the 

Triangular structure of the American, Japanese and 

Korean

Cho Hyung Keun

(HK Professor, Hallym University)

For quite some time, there has been a widespread perception in Korea 

that American popular music has been accepted since the 1945’s 

liberation.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American popular music had 

already been accepted since around 1930. In fact, the argument itself 

that American popular music had been being accepted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not new. The poi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discourse-field of the Korean intellectuals and musicians, the ac-

ceptance of American musie was already a problematic phenomenon. 

Second, the problem continued unresolved after liberation. So what is 

the meaning of the problem?

The question of how to view American popular music represented by 

jazz was very difficult to answer for the intellectuals and musicians of 

colonial Korea. It was more than just accepting a part of American popu-

lar culture. It was a part of the problem of finding the place of Korean 

popular music, which was just forming inside the cultural triangle of ‘the 

American’, ‘the Japanese’, and ‘the Korean’. ‘The American’ symbo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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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stern’ and even ‘the global’.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implied both ‘the imperial’ and ‘the colonial’ competing with ‘the 

American’. Intellectuals and musicians of colonial Korea were under pres-

sure to find the location of ‘the Korean’ among those overwhelming cul-

tural powers. Their attempts were mostly appropriated as a part of ‘the 

Oriental’ of Japan, an empire opposed to the ‘the American-Western’.

Since liberation, Korea’s cultural landscape has been usually 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orough ‘Americanization’. In reality, however, 

despite strong anti-Japanese slogans, the cultural influence left by the 

imperial Japan remained strong. And nationalist orientation also had an 

appeal.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after liberation, but the cultural 

triangle itself persisted. Attempts to find ‘the Korean’ within the triangle 

were still running into difficulties. This implies that despite political in-

dependence, cultural continuity remains in Korean society.

Keywords: Jazz, Popular music, the American, the Japanese, the Korean, 

American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