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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일제시기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 중개자의 

역사적 주체성 고찰
― 접촉영역에서 식민자 - 피식민자의 

상호적 주체구성의 관점에서

야마우치 후미타카(山內文登, 국립 만 학 음악학연구소 교수)

1. 들어가며

2．접촉영역에서 민족레이블의 역사적 주체성 재고

3. 한국음반 제작의 미시과정과 한국인 중개주체의 구성

4. 상호적 주체구성과 상대적 자율공간의 편성

5. 나가며

이 논문은 1930년  음반산업계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한 한국인들을 사

례로 삼고 역사서술에서 피식민자의 주체성이라는 쟁 을 고찰했다. 이를 

해 역(contact zone)이라는 분석개념을 도입해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비

칭 인 계 속에서 서로 면하고 상호작용한 제 양상을 검토하고자 했다. 

특히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 개주체의 구성에 주목하며, 그와 일본인 경

주체 사이의 간주체 (inter-subjective) 상호 계가 펼치는 미시  수 에서 한

국음반 제작이라는 식민지 문화생산의 자율성/타율성 문제를 풀어나갔다.

우선 2 에서는 한국에서 민족 이블 창출이라는 활동에 한 기존의 역사

서술을 검토했다. 오 라는 이블을 심으로 그것과 련한 역사에서 한국

인이 집단  주체＝주어로 서술되는 방식을 집 으로 살펴보았다. 이 분석

을 통해 기존의 역사서술이 당시 음반산업계의 거시 인 사회구조나 일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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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일제시대, 음반산업, 문화중개자, 간주체성, 접촉영역

사의 략 등을 극소화하거나 생략함으로써 일본인과의 제국  연 성을 

단하고 한국인의 주체 이고 자율 인 활동을 부각시키는 경향을 지 했다. 

3 에서는 거꾸로 일본 경 진 측의 역사  주체성, 즉 그들이 한국인 개

자를 입하게 된 경 나 략을 분석했다. 일본 본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시장

에서 한국음반을 만들고 팔며 이익을 얻기 한 효율성 때문에 한국인을 개

자로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입된 한국인들이 본사의 략에 

종속된 객체로 움직 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나름의 술이나 

포부를 가지고 극 으로 그 새로운 산업계로 뛰어들었다. 이 논문은 그러한 

한국인들을 문화  개자로 개념화했고, 일본인 경 주체와의 상호 계 속

에서 구성되면서도 핵심 인 매개행 들을 담당한 개주체로 규정했다. 

이 같이 역에서 상호 인 간주체성 구성이라는 을 바탕으로, 4

에서는 일본인 경 진의 필요와 한국인 기업가의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서

로 만나고 교섭하고 맞아떨어졌는지에 해 살펴나갔다. 우선 일본 측 자료를 

분석해, 당시 일본 계자들이 한국음반 제작에 극 으로 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식민지 음악자원 반에 한 구조  무 심이라 할 의식구조를 가지

고 있었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음반 제작에서 한

국인 재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공간을 허용한 것으로 논했다. 그러나 그 자

율공간이란 역 속에서 어디까지나 상 인 것, 즉 식민지 지배자와 

연 된 것이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 은 음반산업계 내 식민

자와 피식민자의 상호  인식과 경험을 미시  에서 구체 으로 기술하

고자 했다. 

1. 들어가며

이 은 1930년  녹음문화의 제국질서1)로 구조화된 역(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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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2)이라 할 사회공간 속에서 한국인의 역사  주체성(subjectivity)이라

는 쟁 을 고찰한다. 이를 해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 개주체의 

구성에 주목하며, 그와 일본인 경 주체 사이의 간주체 (inter-sub-

jective) 상호 계가 펼치는 미시  수 에서 한국음반 제작이라는 식

민지 문화생산의 자율성/타율성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은 한국인에 의한 민족자본의 

음반회사 창출이라는 활동이다. 이것이 음반산업과 련된 역사에서 

한국인이 주체＝주어(subject)3)로서 서술되는 표 인 사례이기 때문

1) 이 에서 녹음문화란 특정한 소리기록을 만들어내고 유통하며 소비하는 총체

이고 첩 인 사회  계망을, 제국질서란 당시 자본과 국가로 인해 제국규모

로 편성된 지배  비 칭구조를 의미한다. 이 개념들에 한 좀 더 자세한 정의

와 이론  함의에 해서는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

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한국학 앙연구원‧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

문, 2009)의 서론, 특히 16～27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은 이러한 이론  

논의를 제로 서술된 앞의  제IV장을 심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이 에서 역이란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불균형한 힘의 계 속에서 만나

면서 상호 인 주체구성이나 문화변용이 일어나는 상황을 포착하기 한 분석개

념이다. 이 개념을 보 시킨 랫(Mary Louise Pratt)은 “식민주의와 노 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잔재들과 같이 극히 불균형한 지배 - 종속 계 

속에서, 상이한 문화가 만나고 충돌하며  맞잡고 겨루는 사회  공간”으로 정의

했다(Pratt, Mary Louise, Imperial Eyes: Studies in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Routledge, 1992, 4쪽). 그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면을 통해 일어나는 상호  

주체구성보다 문화변용 과정에 심을 가지고 문화횡단화(transculturation)로 개

념화했는데, 그 개념은 역사  주체성이라는 본 연구의 에서 보면 지배자 

측의 주체성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피지배자 측의 주체성도 동시에 부각시켜서 

문화변용을 간주체 인 과정으로 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각지의 

식민지에서 이 같은 역은 허다했으나, 이 은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음반산업계라는 특정한 사례를 통해 집 으로 살피려는 

시도이다. 당시 당해업계에서 한국인 개자의 활동 역은 식민자와의 을 

가장 치열하게 경험하는 사회공간의 하나 다고 볼 수 있다.

3) 이 에서 역사  주체는 ‘역사서술에서 특정한 행 의 주체’라는 뜻이며, 그것

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를 쓰는 이가 그 특정한 행 를 기술한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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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해서는 오 (OKEH)라는 이블이 가장 요하게 언

되어왔다. 

그러나 재 오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철(李哲)이라는 

인물에 해서는 정반 로 엇갈린 두 가지 시각과 평가가 존재한다. 

즉, 그가 일본 데이치쿠(帝蓄)의 감시와 간섭에 응하면서 오  이

블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키고자 했던 항자라는 정  과, 

이와 반 로 그가 특히 일 쟁 이후에 총독부의 정책수행에 극

으로 순응해 나가면서 자율성을 잃은 합자라는 부정  이다. 

여기에는 일제시기의 역사연구에서 리 보이는 항과 친일이라는 

이분법  인식틀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이 연구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런 이해방식이 일본인과 한국인의 

계성을 제로 하면서도 그 한쪽인 한국인만을 ( 정 이건 부정 이건) 

역사주체로 삼고 있다는 에서 공통 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한 

이 의 기본 인 주장은 제국질서의 지배구조로 규정된 당시 한국의 

음반산업계가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불균형한 계로 서로 만나는 

역을 낳았다는 것, 그러고 그러한 식민지  만남의 장에서 식민자

와 피식민자의 방향  계성과 상호 인 주체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의 역사  주체성

은 일본인 측의 주체성과의 비 칭 인 간주체  구성과정으로 근

해야 한다.4)

주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이 이 에서 행 주체(agent)란 쓴이가 

역사서술 속에서 실제세계에 속한 특정한 행 자(actor)에 부여함으로써 드러나

는 담론  구축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같은 구별에 해서는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서론, 특히 17～

18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4) 이상의 문제의식은 그동안 일제시기 음악 연구에서 종종 이식/자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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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을 바탕으로 우선 2 에서는 민족 이블 창출이라는 움

직임에 한 기존의 역사서술을 살펴본다. 그것이 역의 구조  

역학을 종종 생략함으로써 한국인의 자율활동을 안이하게 부각시키

는 경향을 제시하고 그 표 방식을 분석한다. 결론 으로 순 한 민족

이블의 창출이란 거의 불가능했던 식민지  사정을 확인하고, 당시 

음반산업계에서 요한 역할을 지닌 한국인들이 일본인의 주도권으

로 구조화된 상황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 한다.

3 에서는 일본 본사가 주 하는 이블이나 문 부라는 회사 내

의 부서가 그러한 한국의 주요 인물들로 편성되는 역사과정을 서술한

다. 당시 한국에 진출한 음반회사들은 일본 국내에서 유통된 서양음반

이나 일본음반 외에 주로 한국인 시장을 상 로 한국음반을 만들고 

팔았다. 이에 음반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상품의 제작과 개발을 해 

지인의 력이 꼭 필요했고, 음반산업계에 뜻을 품은 한국인들을 

입해나갔다. 2 은 이 같이 매개  역할을 지닌 행 자를 문화  

개자라는 용어로 개념화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음반회사에 의해 고

용된 객체가 아니라 음반제작에서 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매개  행

들을 담당한 개주체라 할 역사주체를 구성했음을 논한다. 나아가 

당시 녹음문화에서 한국인 개자의 계보를 구체 으로 밝힘으로써, 

일본 본사가 기 한 역할과 한국인 개자 측의 작  간의 얽 진 

계와 균열 등을 살피기 한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 4 에서는 역에서 일본인과 한국인 양측의 상호 인 

립항으로 취 되다가 만 듯한 논의를 심화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연구

는 그 립항이 정확히는 한국사에서 역사  주체성과 자율성에 한 해석의 

커다란 간극에서 비롯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에서 서술한 연구사의 검토

는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

시정치｣, 서론의 8~15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102  음악 통권 4호(2009년 하반기)

인식과 경험, 그것을 통한 식민자 - 피식민자로서의 주체구성에 해 

살펴나간다. 우선 당시 음반산업 내의 일본인 경 진이 한국음반 제작

에 해 극 으로 여했다기보다는 구조 인 무 심이라 할 인식

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밝힌다. , 그것을 뒷받침한 경제  기제나 

지배민족으로서의 제국의식 등에 해 분석한다. 한편, 한국인 개진

이 그러한 일본인 측의 구조  무 심에 의해 아이러니컬하게도 상

 자율공간이라 할 활동 역을 확보했음을 제시한다. 다양한 구조  

제약과 폭력에 의해 규정된 식민지  역 속에서 피식민자로서

의 경험이나 식민의식 등에 해 살펴본다.

2．접촉영역에서 민족레이블의 역사적 주체성 재고

이 에서는 일제시기에 한국인이 독자 으로 음반회사나 이블

을 차려서 일본인 주도의 산업계에 끼어들어가려 했던 활동과 이에 

한 역사서술에 해 살펴본다. 이 맥락에서는 상술한 오 나 코리아

(Korea, Corea, 나 에 New Korea) 등이 요한 사례가 된다. 후자는 소규

모 이블이면서도 순 히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

만,5) 여기서는 자료상의 한계와 동시  존재감으로 오 를 집

5) 이 회사는 1935년 6월에 설립되었고 1940년 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朝鮮

銀行会社組合要録, 1937년, 1939년, 1942년 ). 이 회사는 당시 신문기사에서도 

｢조선인의 손으로 ‘ 코드’ 제작｣이라는 표제로 다음과 같이 보도된 바 있다. 

“조선소리를 은  코-드는 잇지만 조선사람의 손으로 맨드러진  코-드
는 업섯다. 그러든 것이 …… 경주(慶州) 출신의 최기식(崔基式) 씨가 동경에 건

가 코리아 코-드 상회를 창립하고 벌서 리화 선(李花中仙) 한성기(韓成基) 외

에 사오인의 명창들의 소리며 류행가 화극 등 취입한 것이 만코  일본 그라

마폰‧ 코-드 상회라는 상호미테 성악가 횡 량일(橫田良一) 군 등이 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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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 이블에 해서는 국문학자 이동순이 월간 조선에 실은 기사가 

재까지 가장 자세하고 구체 인 내용을 담고 있다.6) 오  사장으로 

알려진 이철7)에 계된 몇 가지 요한 자료8)를 공개했을 뿐 아니라 

그의 매부 김성흠의 결정 인 역할을 밝힌 것은 특히 요한 목이다.

일본소리 도 매한다고 한다”(조선일보, 1934년 10월 25일자). 이 게 보도

되었지만 일본에서 그라마폰‧ 코드상회라는 이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1936년에는 ‘뉴코리아’ 이름으로 도쿄로 가서 녹음한다는 내용의 보도기사가 

나온다(조선일보, 1936년 2월 5일자). 1934년 기사 로 처음에 도쿄에 회사를 

차린 흔 이 있는데다 도쿄에 건 가 녹음을 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코리아가 

한국에서 완결 으로 사업을 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동순, ｢일제시  <조국의 노래>를 지켜냈던 이철의 삶과 술 그리고 조국｣, 

월간 조선 2003년 7월호. 단, 재 2009년 문화체육 부 ‘문화원형 디지털콘

텐츠화 사업’의 하나로 “‘노래 조선’을 향한 모던 보이 이철의 꿈: 오 코드와 

조선악극단”( 주  산학 력단‧문화산업연구소)이라는 큰 사업이 진행 이다. 

생존하는 이철 계자나 음반산업계 종사자들에 한 구술조사 등을 포함한 

이 연구의 성과가 공개되면 훨씬 더 많은 자료나 구체 인 내용이 알려지게 

될 것으로 기 된다. 단, 이 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쟁 들은 그러한 성과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작업에서도 여 히 요할 것이다. 

7) 이 기사에서는 의 호 자료를 통해 이철에 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다시 정리해놓겠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철의 본명은 이억길(李 吉)이다. 

그는 1903년 6월9일 충남 공주시 동 294번지 출생이고, 부친은 주 이씨 

가문의 이창숙(李昌淑), 모친은 양 박씨 가문의 박청순(朴靑 )이며, 4남매  

차남으로 태어났다. 형 억석( 石), 나 억원( 元), 여동생 은숙(恩淑)이 있었다. 

철(哲)은 1938년(35세) 5월에 개명한 이름이다. 이철이 나이 스물셋 되던 해인 

1926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1936년 본 지를 인천으로 옮겼다가 다시 서울 

종로구 명륜동으로 이 했다. 이철은 보통학교 졸업 후 상경해 연희 문에 입학

했다.

8) 이철의 출생을 확연히 알게 해주는 호 부 사본을 비롯해 이철과 그의 매부 

김성흠(金成欽), 두 사람의 각종 사진자료들이다. 이것들은 마산 MBC에서 작곡가 

박시춘(朴是春)의 생애와 활동에 한 로그램을 제작, 담당한 김사숙 PD가 진

행과정에서 입수했고, 로그램 방  후에 이동순이 제작자의 동의를 얻어 월
간 조선 지면에 공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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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리는 일제시기 민족 이블의 존재양상에 한 한 가지 형

인 해석을 담고 있다. 즉, 그것은 이철로 표되는 특정한 개인들에 

한정 으로 주체성을 분배하고 이들을 역사서술의 주인공으로 내세

운다. 이는 머리부터 잘 드러난다. 

지난 일제 강 기 반을 통하여 오  코드社 설립으로 우리 민족 

연 계의 부신 발 을 이룩했던 李哲(이철·본명 이억길·1903∼1944) 

사장. 그는 탁월한 흥행사 고, 술에 한 품격 높은 안목을 갖춘 

비평가 으며, 음반산업을 통하여 민족에 의한 주체  자립기반을 갖추

려고 노력했던 품격 높은 경 자 다. 이러한 李哲의 활동은 한국 

연 史  식민지시 에 한 기록 부분에서 단연 으뜸가는 활동의 발

자취를 남기고 있다.9) [이하 2 에서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인용문은 

같은 임]

이와 같이 이철은 그를 정 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일제시기

를 표하는 흥행사, 비평가, 경 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순의 

은 연구자를 포함해 재 일제시기의 음반이나 가요를 애호하는 이

들의 생각을 일정 정도 변하고 있다. 이철이 당시 한국 음반산업계

에서 단연 목할 만한 활동을 다채롭게 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다. 그러나 검토해야 할 것은 그런 활동이 과연 어떤 구조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의 문제이다. 그 핵심에는 일본인과의 상황에 한 

쉽지 않은 쟁 들이 존재한다. 

이에 이 은 우선 이동순의 상세한 을 한 가지 표 인 역사서

9) 이동순, ｢일제시  <조국의 노래>를 지켜냈던 이철의 삶과 술 그리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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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삼고, 오 와 련된 역사  주체성에 한 기존의 지배  이해

를 정리해본다.10) 그런 다음에 그러한 역사서술이 식민자와 피식민자

의 면 국면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문제 들을 하나씩 짚어

나감으로써, 한국인의 역사  주체성에 한 이 연구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분석의 은 그 에서 언 된 역사  내용의 

출처와 역사주체에 한 표 방식이다. 아래에서 밝히듯이 그것은 당

시 종사자들이 남기거나 해져 내려온 구술에서 비롯된 여러 일화들

을 삽입시켜 나가면서 서술되었다. 이 연구는 그런 구술을 거짓이냐 

아니냐의 실증 수 에서 가리기보다는, 역으로서의 음반산업

계에서 한국인 내부자 측의 경험과 입장을 주 으로 표 한 질  

자료이자 역사  목소리로 간주하면서 당시 당해업계의 사회구조  

여건 속에서 맥락화하고자 한다. 

여기서 분석방식은 역사서술에서 특정한 행 를 기술한 주어에 주

목하면서 그러한 서술이 어떠한 주체를 내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같은 주어＝주체의 분석을 통해 쓴이가 역사  주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 을 검토해나간다. 

2.1. 민족레이블의 몸부림: 내부자적 ‧ 애호가적 역사서술

2.1.1. 영업소 설치

이동순의 에 따르면 이철은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신문배달 

10) 따라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공격’이 아니라 일정한 표성을 띤 역사서술로 

간주하고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상의 비 이 이 시기 가요에 한 

이동순의 남다른 애정을 폄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언 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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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고학을 하면서 연희 문의 밴드부에 들어가 색소폰을 불다가11) 

결국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퇴했다. 생계를 해 활동사진 박스 

악사(무성 화의 연주단)에 취업해 색소폰과 트럼펫을 부는 속악사로 

일했다. 신문배달을 하던 에 도쿄 메지로(目白)의 일본여자 학 출

신의 인텔리 신여성인 송자(玄松子)12)를 만나 1934년 6월(이철의 나

이 31세)에 혼례식을 올렸다.13) 한편, 악 부 시 의 친구 김성흠은 

이철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이철의 이 은숙(恩淑)과 친해지고 결

혼하게 된다. 이 같이 이철과 김성흠은 친구 사이에서 작은 처남과 

매부라는 인척 계가 되었다.

오 의 제1회 신보가 발매된 것은 1933년 의 일이므로 회사 설립

은 그들이 서로 친해진 무렵에 이루어졌다. 그 구체 인 과정에 해 

이동순은 이 게 서술한다.

악 부 출신으로 음악  소양에 한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던 이억

길은 바로 이 新種 산업[음반산업]에 착안하 다. 수소문해 보았더니 

뜻밖에도 아내 송자와 학 동창이 되는 사람 에 일본 데이치쿠[음

반회사 제국축음기(帝國蓄音器)의 일본식 약칭] 음반 역 간부의 딸이 

있었다. 이억길은 아내를 통해 데이치쿠社가 서울에 조선지사를 설립하

도록 강력한 권유를 넣었다. 데이치쿠社는 요모조모로 사업 성격을 따져 

11) 공개된 사진자료에 이철과 김성흠이 연희 문 악 부에서 함께 활동하던 동창

생으로  있다.

12) 연주(延州) 씨 가문의 운(玄映運)과 이(李)씨 사이에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이철보다 네 살 아래 다 한다.

13) 두 사람은 서울 종로구 명륜동 4번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다가 남 문통(

재의 남 문로) 104번지와 다옥동( 재의 다동) 92번지로 옮겨가 살았으며, 자

녀들은 미경, 호, 미원, 미령, 미선,  등 2남 4녀를 두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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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고, 마침내 경성 업소를 열기로 결정하 다. [강조는 인용자 표시]

이 인용문에서 오  설립이라는 사건(event)에 한 서술의 주어＝

주체에 주목해보면 그것은 반 으로 이철(이억길)임이 분명하다. 즉, 

새로운 산업에 착안한 이철이 아내와 그 친구를 통해 일본 회사 데이

치쿠의 간부를 설득해 한국에 업소를 설치하게 했다는 것이다. 데이

치쿠社도 마지막에 한 번 주어로 언 되지만, 여기서는 맥락상 이철

의 극 인 활동에 수동 으로 호응한 객체로 묘사되었다. 

이와 같이 설립의 주도권을 이철에게 으로 부여하는 것은 지

까지 다른 서 에서도 거듭 언 되어온 내용이며, 이  역시 그 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 의 자료로는 “偶然한 機 에 帝蓄

의 幹部를 맛난 李哲氏가 오 - 코-드를 創始”14)했다는 것이 확인되

는 외에 구체 으로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추 하기가 힘들다. 

그 다면 이 같은 창립일화의 출처는 무엇인가. 

한국가요연구가로 명한 재일교포 박찬호는 같은 이야기를 고복

수의 가요 이면사에서 인용했음을 밝 놓았다.15) 고복수는 1934년 

6월 신보 <타향>(<타향살이>의 원제목)으로 데뷔한 표 인 오  

속가수 다. 오  설립의 계기에 한 기존의 역사는 고복수를 비롯

한 당시 종사자들의 구술이 문자 텍스트가 되어 일반에게 퍼진 것으로 

14) 聽又聽生, ｢沈滯해 가는 朝鮮 코-드 運命｣, 조  1935년 11월호, 159쪽. 

15) 박찬호 지음, 안동림 옮김, 한국가요사 1 1894～1945, 미지북스, 2009, 543쪽. 

이 한국어 개정 과 그 본인 일본어 (朴燦鎬, 韓国歌謠史: 1895～1945, 

東京: 晶文社, 1987)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고복수의 이 문헌은 빠져 있는데, 

정확한 서지정보는 1971년 12월 한 달 동안  앙일보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들｣ 코 에 연재되었던 을 묶은 책으로 보인다. 이것은 E-Book으로 재 되었

다. 고복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시리즈: 가요계 이면사, 조인스닷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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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때문에 그것은 내부자  견해와 경험을 짙게 반 하고 있다.

이 게 설치된 데이치쿠의 한국 업소는 남 문로 1가에서 문을 

열었고 발족 후 이철이  소장을 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까

지 강조되어온 사실은 한국에서 데이치쿠( 는 제축) 신 오 란 이

블명이 사용된 일이다. 이에 해서 이동순은 이 게 어 놓았다. 

이억길은 데이치쿠란 회사명이 체 한국인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리  거부감을 지 하면서 회사의 이름을 바꾸어주기를 요청하 다. 

본사에서는 이억길이 제의한 ｢오 (OKEH)｣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 다. [강조는 인용자 표시]

이 게 명명이라는 행 에서도 이철을 주어＝주체로, 본사를 이철

에게 호응한 객체로 서술해놓았다. 즉, 이철이 한국인의 어감을 고려

해서 오 라는 이블명을 사용하도록 일본 본사에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내용 역시 동시 의 문헌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같은 이

야기가 다른 서 에도 계속해서 언 되어왔다. 박찬호는 당시  다른 

오  속가수 던 김정구의 구술을 바탕으로 “ 코드 회사를 갖게 

된 이철이 일본, 그것도 ‘제국[부가설명 생략]’이라는 이름이 붙은 회

사의 수하 기 이라는 이미지를 싫어하여 ‘오 ’라고 이름을 붙 다

고 한다”16)고 쓰고 있다. 여기에는 본사에 직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

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역사주체에 한 기술 등 거의 동일한 내

용이다. 따라서 이블명의 결정에 한 이야기 역시 종사자들의 구술

16) 박찬호, 한국가요사 1 1894～1945, 5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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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진 것이 문자화되고 역사서술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순은 이 게 설립된 한국 업소를 둘러싼 일본인과 한국인의 

계에 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데이치쿠社는 한국인 소장에 한 근본 인 신뢰를 하지 않았고, 데

이치쿠社 간부 가시오[帝蓄의 간부 던 樫尾慶三 는 樫尾長右衛門인 

듯]를 견하여 경 과 사업 일체를 감시 감독하 다. 데이치쿠 음반 

서울지사의 활동은 매우 제한 이었다. 코드 제작은 어디까지나 데이

치쿠社에서 담당하고, 가수의 선발권과 운 권의 일부만 인정하는 선에

서 약이 되었다. [ 략] 코드社의 모든 자본은 데이치쿠社에서 부

담하 고, 가시오가 이를 감독하 으므로 많은 어려움에 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낙 이고 재치가 뛰어난 이억길은 가시오의 

감독 기능을 서서히 견제하고 무력화시켜나갔다. 실질적 운영 주체는 이

억길과 金成欽 두 사람의 단합된 의견과 실천이었던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 표시]

에서 이블 설립과 명명이라는 역사과정에서 주어＝주체로 서

술되지 않았던 일본 본사는 여기서 처음으로 역사주체로 등장한다. 

그것은 한국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제한하는 행 에서 역사  주체성

을 부여받았다. 이 같은 쓴이의 주체성 분배는 이철과 김성흠을 일

본 본사에 응하고 견제하며 오 를 이끈 ‘실질  운  주체’로 부각

시키기 한 서술법이다. 

이상과 같이 오  설립과 운 에 한 기존의 역사서술에서는 이철

을 비롯한 소수의 한국인 심인물을 역사주체로 내세우고 그들의 자

율활동을 부각시키는 서술방식을 취한다. ‘ 코드社의 모든 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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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치쿠社에서 부담하 ’지만, 일본 본사는 그러한 한국인의 활동을 

간섭하고 하는 방해주체로만 등기된다. 역사  사건(event)들에 

한 시선은 이철로 표되는 한국인의 입장의 그것이며, 일본 본사 

측의 입장, 즉 어떤 략을 세우고 자본을 지불하기로 했는지 등의 

요한 문제들은 깊이 다루지 않는다. 자료 면에서는 해져 내려온 

구술과 그것을 가지고 서술된 역사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을 재구성한 

내부자  견해가 주축을 이룬다.

2.1.2. 스튜디오 설치와 경영권 탈취

이동순의 에서 처음으로 지 된 요한 내용은 매부 김성흠의 존

재를 부각시키고 그가 오 의 한국 스튜디오 설치와 자체 인 음반제

작 개시에 결정 인 역할을 했다고 밝힌 이다. 조  길지만 이 의 

인 상황에 한 서술방식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부분을 인용하고 아래에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한다.

일본의 여러 코드社 지사가 서울에 문을 열었으나 녹음 취입실을 

제 로 갖춘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부분의 녹음은 가수를 비롯하여 

취입 계자 일행이 모두 일본에 건 가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포리도

루나 콜럼비아社에 설치된 간이 녹음실이 부 다. 코드 제작의 실

질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는 스 공정의 일체는 모두 일본에서만 

가능했다.

그런데 오직 오  코드社만 유일하게 녹음 취입실을 갖추었다. 이

런 조건은 金成欽의 집념과 투지가 있어 가능했다. 金成欽은 일본으로 

건 가 코드 제작기술과 스 공법을 낱낱이 배워 올 결심을 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러한 ‘ 장취업’을 쉽게 허용할 리 만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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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欽은 일본으로 건 가 데이치쿠社의 하 직원으로 입사하는 데

에 성공했다. 음반제작 업무에 근할 수 있는 기회는 철 하게 차단되

었다. 일본인들은 제작기술이 출될 것을 극도로 염려하 다. 얼마간

의 세월이 경과하게 되자 음반제작 담당자들의 보안은 허술해지기 시작

했다. 김성흠의 우직하고 성실한 자세와 겸손한 인품에 감화되었기 때

문이다.

金成欽은 틈틈이 코드 제작과정에도 조 씩 참여하는 소 한 기회

를 얻게 되었다. 나 에는 일본인 기술자들이 자청해서 음반제작과 

련된 비  기술까지 가르쳐주게 되었다. 그는 불철주야 노력하여 음반

제작 기술을 완 히 습득하 다.

이후 金成欽은 서울로 돌아와 오  코드社에 즉시 음반제작실을 설

치하 다. 그리고는 기름 짜는 압축기를 개조하여 코드 스를 만들

었고, 그야말로 원  기술과 방법으로 유성기음반을 제작하 다. 하지

만 처음에는 음반의 원료인 라핀을 즉시 구하지 못해 많은 고통을 겪

었으며, 고물장수들이 수집해 온 고음반에다 코 을 하는 방식으로 제

작하기도 하 다. 오  코드社에서 제작된 코드의 매고가 올라가

기 시작하면서 재료 구입도 한층 수월해졌다. [강조는 인용자 표시]

이와 같이 이동순은 김성흠이 일본으로 건 가 본사에 ‘ 장취업’

을 하고 녹음기술을 익히고 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녹음시설을 만들

고 자체 음반제작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소개했다. 이 같이 

쓴이는 스튜디오 설치라는 역사  사건(event)과 련해서 김성흠에게 

최 한의 주체성을 부여한 신, 그러한 과정에 여했을 본사 측의 

략이나 역할 등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았다.

오 는 1937년에 다옥동에 독립건물을 새로 짓고 본격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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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체제를 갖추었다. 이동순은 계속해서 이철이 오  코드사 사장

의 신분으로 가수나 작가 발굴 등의 일을 맡았고, 김성흠은 제작한 

코드를 직  자 거에 싣고 음반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서서히 사업

을 확장시켜나가는 데 성공했다고 었다. 

이 게 오 는 스튜디오를 갖추고 자체 인 음반제작을 시작했다

고 하지만 그런 활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즉, 일본 본사로 경 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 국

면에 한 표 인 서술이기 때문에 원문의 표 로 인용한 후 나

에 검토하도록 한다.

한편 일본 데이치쿠 레코드 본사에서는 서울의 오  코드社가 자력

으로 음반을 직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大驚失色했다. 더불어 

金成欽이 음반제작 기술을 익히기 해 몰래 장취업을 했었다는 사실

까지 알게 되었다. 데이치쿠社 측에서는 무척 당황하고 분노감을 표시하

으나 속으로는 기술을 빼내 간 金成欽에 하여 ‘참으로 놀랍고 단

한 조선인’이라는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데이치쿠社의 감독역으로 파견된 가시오는 명석하고 재치 있는 이억길

과 金成欽 두 사람의 동  노력으로부터 많은 견제와 제약을 받았다. 

오  코드社의 잇따른 음반 발매 성공, 이에 힘입어 악극단 발족으로 

활동이 확 되자 깜짝 놀란 데이치쿠 본사 측에서는 1938년 이를 견제하

려는 작 에 본격 으로 착수했다. 그것은 오  코드社에게 빼앗긴 

경 권의 탈환을 한 공작이었다. 일본으로 일단 돌아간 가시오는 데

이치쿠 역진들과 비 회의를 수차례 가진 뒤 회심의 작 을 펼치게 

되었다.

오케 레코드社 사장 이억길은 어느 날 일본 데이치쿠社로부터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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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받았다. 이억길이 데이치쿠社에 도착하자 미나미 사장[南口重太

郎(난코 주타로) 帝蓄사장의 잘못]은 냉랭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채 

일어서지도 않았다. 회의장에 들어간 이억길은 거의 강압이나 박과 

다름없는 삼엄한 질책의 분 기를 견디며 앉아 있어야만 했다.

데이치쿠社 측 대표로 회의장에 나온 가시오는 도도한 자세로 “일본에

서 제작한 코드 매 잔액을 지불할 때까지 조선의 오  코드社에 

한 권은 일본제국 축음기회사 사장인 미나미 쿠니[난코의 잘못]에

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날인하기를 요구했다. 이억길은 가시오

의 요청 이면에 들어 있는 흑막을 알 길이 없었다.

단지 매  잔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억길은 아무

런 의심을 품지 않은 채 서명과 날인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며칠 뒤 

이억길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오  코드社에는 이미 일본 데이치쿠社

가 급히 파견한 새로운 지사장 이무라 료호(井村良瑞)[이무라 료즈이일 

것]가 사장 이억길의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사장 이억길의 직함은 문 부장으로 강등되었고, 책상도 훨씬 아래

쪽으로 려나 있었다. 피와 땀으로 쌓아올렸던 오  코드社의 경

권은 이 게 하여 일본의 데이치쿠社에게 완 히 탈취당하 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불쾌한 충격이었다. 뒤늦게 이억길은 일본인들의 야비한 속

셈을 깨달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강조는 인용자 표시]

여기서 다시 한 번 일본 본사와 일본인 계자들이 역사주체로 등

장한다. 이때는 자체 음반제작을 시작한 오 에 해 교묘한 공작을 

사용하고 다시 경 권을 빼앗아간 탈취주체로 서술되었다. 이 내용 

역시 이미 련된 역사서술에서 리 소개되어왔지만,17) 이동순의 

은 그것을 상세하게 그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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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용문에서 언 된 장취업이나 자체 음반제작, 경 권 탈취, 

문 부장 강등 등의 사항들에 해서는 아래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상의 내용을 역사서술의 주체＝주어에 주목하고 간단히 

정리해놓는다. 즉, 이철이 아내의 인맥을 통해 일본 회사 데이치쿠의 

간부를 설득해 한국에 업소를 설치하게 했다. 그는 데이치쿠라는 

명칭에 한 한국인의 거부감을 고려해 오 라는 이블명을 사용하

도록 건의했다. 일본 본사는 자본을 부담했지만, 이철이  소장을 

맡았다. 본사는 한국인을 신뢰하지 않아 일본인 감독자를 보냈으나, 

실제 인 운  주체는 이철을 비롯한 한국인이었다. 한편, 이철의 매

부인 김성흠은 일본 본사에 장취업을 하고 녹음기술을 익혔고 이철

과 함께 한국에 스튜디오를 만들어 자체 인 음반제작을 시작했다. 

일본 본사는 두 사람의 이러한 움직임을 모르고 있었으나, 끝내 알아

채자 교묘한 공작을 통해 오 의 한국인들이 어느새 가져간 경 권을 

다시 빼앗아갔다.

이동순의 은 이철에 한 정확한 인 정보나 매부 김성흠의 역할 

등 이 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내용들을 구체 으로 밝혔다는 에

서 요하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쓴 것 같은 상세한 기술도 더러 

보이지만, 일반 잡지에 실린 이어서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아

쉬움이 있다. 출처가 애매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주축은 종사자들이 

남긴 구술과 그간에 일반화된 일화들을 재구성해놓은 것이다. 그 거

리는 ‘우리’ 편에 속한 선자(善 )와 ‘그들’ 편에 속한 악역(惡役)의 두 

역사주체들이 등장하는 무 설정에서 양자 간의 긴장과 결을 극

으로 강조하면서 자의 주체성을 부각시키는 TV 역사 로그램의 

17) 박찬호, 같은 책, 544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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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같은 권선징악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특히 일제시기 

가요의 애호가 편에 서는 일반 인 역사인식으로 보인다.

2.2. 접촉상황에 관한 서술방식의 쟁점들

2.2.1. 특정 개인의 주체화와 간주체성의 배제

이제 이동순이 제시한 역사서술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자. 특히 

식민자(일본인)와 피식민자(한국인)의 의 장면들에 한 기술에 주

목하고 살펴본다.

이 에서 요한 것은 그동안 이철 한 명에게 환원해온 오  설립

과 운 의 공 을 매부 김성흠에게도 나 어  에 있다. 이로써 역

사서술의 주인공을 복수화했다고도 표 해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개인을 내세우는 서술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즉, 이철과 김성흠이라는 

탁월한 개인을 역사서술에서 주체화하고, 일본인들의 감시나 개입을 

무릅쓰고 분투해나가는 모습에 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역사서술의 일반 인 문제는 특정한 개인들을 부각시키

는 신 그 외의 많은 요사항들을 주변화하거나 아  배제한다는 

이다. 이런 서술방식은 독자가 심인물들의 입장과 동일시하면 할

수록 주변화된 목소리들에 한 역사  상상력을 잃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을 오  설립의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화시켜보자. 

우선, 송자는 사업을 꿈꾸는 남자친구18)를 해 일부러 일본까지 

18) 기존 연구에서는 흔히 ‘남편’이라는 표 이 사용되었다( 컨 , 박찬호, 같은 

책, 544쪽). 그들이 결혼한 것은 사실이나 오  설립 시 에서는 아직 부부 

사이가 아니었다. 이동순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그들의 결혼은 1934년 6월이

다. 한편, 오 의 제1회 음반 발매는 1933년 1월이므로 늦어도 1932년 후반에는 

오  이블이 설립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오  설립은 결혼보다 어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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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데이치쿠 간부의 딸인 일본인 친구를 통해 업소를 설치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다면 오  설립의 공 은 그녀에게도 일정 

정도 부여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동안 그녀가 요한 역사주체로 제

로 서술된 일은 없었다. 이번에 이동순이 김성흠에 한 새로운 자료

를 가지고 주인공으로 등기했듯이, 앞으로 송자의 역할을 부각시키

는 자료가 새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자료

보다도 그동안 이미 송자의 역할이 알려졌음에도 그것을 조명하는 

시각이 없었다는 데에 있다. 즉, 오  설립이라는 역사상의 사건을 이

철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송자의 입장에서 상상해본 이 없다는 

것이며, 여기에 그간의 역사서술에서 남성 심  편향을 지 하는 것

은 차라리 쉬운 일이다.

한국의 역사서술의 시야를 넓  송자까지는 요한 행 주체로 

포섭할 수 있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송자의 일본인 동창생의 존재이다. 그들의 만남은 바로 이 연

구의 과제인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일상  의 한 가

지 국면이다. 오  설립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그 일본인 친구의 시각

에서 상상해본다면, 그녀가 송자와 이철을 해 아버지를 강력히 

설득해 업소를 설치하게까지 했다는 이미 알려진 이야기가 비상한 

인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즉, 그 익명의 친구 한 오  설립을 이끌어

낸 복수의 역사  주체＝주어의 요한 일원으로 조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각을 달리하면, 이철과 김성흠의 력 못지않게 송

자와 그 일본인의 력이 오  설립의 요한 동력이었다고도 표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두 명의 여성, 특히 그 일본 

반 의 일이다. 이철이 교재 이던 여자친구 송자에게 그토록 한 부탁

을 한 셈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약간 궁 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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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역사  상상력 바깥의 타자, 아니면 기껏해야 언제든지 생략되

는 사소한 곁꾼일 뿐이다. 이런 포섭과 배제의 인식틀이 기존의 역사

서술을 재생산해왔다. 그것은 오  설립의 역사과정을 이철과 김성흠

이라는 특정한 개인들의 입장에서만 상상하고 있으며, 일본인과 한국

인의 상황과 그 상호  계성을 가능한 한 단하고 립시키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음이 우선 확인되어야 한다.

, 개인 심의 역사서술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놓여

있는 거시  사회구조가 ‘배경’으로 처리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이동

순의 에서도 데이치쿠라는 회사의 존재는 이철과 김성흠을 규정하

는 막연한 외재  압력으로만 표상되었다. 데이치쿠는 애 부터 자본

을 부담하고 어도 경제 으로 업소 설치를 가능  한 창립 주체

의 한 구성원인데도 그러한 측면은 배제되고 오 에 한 방해와 탈

취의 주체로만 서술되었다. 그러나 매 략 등 본사 측의 내재  

을 조  고려해본다면, 그것이 오 와 련된 여러 가지 사회과정

들에 깊이 여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그러한 역사  사건들은 어

도 한국인 심인물들과 일본인 본사나 경 진 간의 상황과 다양

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간주체  사회과정으로 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외면된 역의 간주체

성이란 어떤 것인지에 해 살펴보자.

2.2.2. 접촉영역의 간주체성(1): 레이블 설립

우선 이블 창립과 련해서 당시 한국의 음반산업계의 반 인 

상황을 살펴보면,19) 1930년  에는 일본 국내에서 킹을 제외하고 

19) 당시 거시  맥락에 한 자세한 내용은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III장 1 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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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모 회사들이 이미 한국음반 제작에 나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즉, 음반 발매시기로 보면, 1929년 1월에 빅타, 

1929년 2월에 콜럼비아, 1931년 11월에 시에론(단, 이 회사는 일본에서 

활동하지 않았음), 1932년 9월에 폴리돌, 1932년 10월에 태평이 활동을 

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이블로서는 오 가 가장 뒤늦게 

음반발매를 시작(1933년 2월)한 셈이었다.20) 이들 회사들은 체로 치

한 한국 시장조사와 략수립을 수행한 후에야 이 같은 활동을 시

작했다. 이러한 1930년  반 일본 음반산업계의 한국진출의 동향이

나 시장개척의 략 등을 볼 때, 데이치쿠 측에서 한국시장 진출의 

기획을 구상하고 극 으로 략을 세울 만한 시 상황이 이미 조성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구조  맥락을 제로 해 “偶然한 機 에 帝蓄의 幹部를 맛난 

李哲氏”21)이라는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 만남의 한쪽인 데이치쿠

20) 주식회사로서 데이치쿠의 창립일이 1934년 9월이므로 1932년경에 오 가 먼  

설립되었다가 데이치쿠로 흡수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해왔다. 거꾸로 창기부

터 데이치쿠와 련이 있던 오 가 데이치쿠보다 먼  설립될 수 없다는 이유

로 오  설립을 1934년 이후로 잡는 잘못된 견해도 존재했다( 컨  황문평, 

한국 연 사, 부루칸모로, 1989, 167～170쪽). 이런 문제 역시 한국 음반

산업의 역사에서 한국인의 주체성,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계성이 얼마나 

요한 쟁 이 되는지를 보여 다. 실제로 보면 주식회사가 되기 이 의 데이

치쿠 창업은 회사사(史)에서도 1931년 11월로 명기하고 있다(テイチク株式会社

社史編纂委員会 編, レコードと共に五十年, テイチク株式会社, 1986, 1쪽). 나

아가 일본 고베(神戸)신문 기자 야마자키는 간사이(關西)지방의 음반회사에 

한 꼼꼼한 조사를 통해 합자회사로서의 데이치쿠 설립이 상업등기로 보아 1931

년 2월이었고, 나아가 상표등록의 정보를 제시하고 그 신의 디자인이 1930년 

7월에는 신청되었음을 밝혔다(山崎整, ｢関西発レコード 120年｣, 고베신문 1999

년 연재기사, 제11회. http://www.kobe-np.co.jp/tokushu/record/record7-1.html에

서 일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은 이 온라인버 을 참조했다). 따라서 오  

설립이 데이치쿠보다 앞서지는 않았고, 이동순의  역시 그런 견해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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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 인 이 새롭게 떠오르게 된다. 즉, 데이치쿠가 이미 한국

에 진출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계기를 모색하고 있던 참에 본사 간부

의 인맥을 통해 이철이라는 열정과 능력이 있는 한국인의 존재를 알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음반회사의 간부가 딸의 설득을 계기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이미 알려진 이야기도, 어도 데이치쿠의 

입장에서 보면 때마침 이철이라는 한 인재를 소개받고 발굴한 셈

이 된다.

당시 데이치쿠의 상업 략을 직  보여주는 회사자료 등은 아직 확

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데이치쿠의 입장이란 여러 가지 

상황증거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3 에서 다루듯이, 당시 일본 음반

산업계 측에는 이철 같은 한국인을 필요로 했던 구조  요인이 존재

했음이 분명하다. 한국인의 력 없이는 한국음반을 제작할 수 없는 

여건에서 데이치쿠뿐 아니라 모든 음반회사들이 우수한 한국인을 

입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철과 데이치쿠의 만남을 일본 음반산업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그러한 한국인 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개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비추어진다. 이상과 같이 오 의 설립이

라는 사건에서 역사  주체성은 이철과 김성흠에게만 환원될 수 없으

며, 송자나 그의 일본인 친구, 나아가 일본 본사 등 다양한 행 자들

이 여한 간주체  과정으로 간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3. 접촉영역의 간주체성(2): 레이블 명명

기존의 역사서술에서는 오 라는 이블명에 해서도 이철 개인

의 주체  역할을 비슷하게 부각시켰다. 에 논한 로 이동순은 “이

21) 조  193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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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길은 데이치쿠란 회사명이 체 한국인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

리  거부감을 지 하면서 회사의 이름을 바꾸어주기를 요청하 다. 

본사에서는 이억길이 제의한 ‘오 (OKEH)’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

을 승인하 다”라고 어 놓았다.　이런 서술에서도 역시 음반산업계

의 거시 인 맥락이나 데이치쿠 측의 구상은 종속변수이자 막연한 배

경으로 처리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같은 시기에 만에서도 

데이치쿠 계열의 오 (OKEH)라는 동일한 이블명이 등장하고 사용

되었다는 것이다. 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オーケー臺灣唱片”(오  

만음반) 제3회 신보의 발매 고가 1933년 5월 15일에 나왔다.22) 한

국 오 의 제3회 신보 고가 같은 해 6월 5일에 나왔으니,23) 만 오

가 한국 오 보다 조  일  나온 셈이다. 때문에 제1회 발매, 나아

가 이블 설치 시기 역시 비슷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오 라는 이블명이 한국에만 한정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따라서 이철이 한국인의 어감만을 고려해서 명칭의 변경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는 성립되기 어렵다. 설사 이철이 제안했다고 해도 

데이치쿠 본사 한 나름의 상업  구상을 가지고 오 라는 이름을 

한국과 만 양측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블의 명명 행  한 이철과 본사 등 몇 가지 행 자들의 간주체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24)

22) 台湾日日新報 1933년 5월 15일자. 같은 고에는 합자회사 陳英芳蓄音器商会

와 臺中의 리  趙氏蓄音器商会가 만 오 의 발매원으로 나와 있고, 오  

외에 상해에서 발매된 新月牌廣東調唱片(新月 이블의 동조 음반), 大中華鸚

鵡牌唱片(大中華의 앵무 이블 음반) 등을 함께 발매했다.

23) 동아일보 1933년 6월 5일자.

24) 이 같은 에서 볼 때 만 측의 주체  여 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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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라는 이블명의 실제 고안자나 결정과정 등은 지 으로서는 

문헌상 확증할 수 없다. 그 지만 오 라는 명칭 자체가 당시 음반산

업계에서 이미 리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 한 지 해놓을 만하다. 

미국에서도 콜럼비아와 빅타 등의 규모 회사들에 맞서 1910년  

말에 오 라는 신흥회사가 등장하고 기존 회사들이 아직 손을 지 

않고 있던 흑인음악 등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간 바 있었다.25) 오

를 포함한 미국 음반산업계의 동향은 음반이나 잡지 등을 통해 동

시 으로 일본의 음반산업계에 소개되어 있었다. 때문에 한국과 

만에서 양  회사로 이미 행세하고 있던 일본의 콜럼비아와 빅타에 

맞선다는 의미로 데이치쿠가 오 란 상징 인 이블명을 한국과 

만 등 ‘외지(外地)’ 용으로 채용했다고 가정해도 이상함이 없는 

(全)지구 인 맥락이 있었다.

오 라는 이블명을 이철이 제안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기존의 일

화는 이철 자신이 김정구 같은 주변 종사자들에게 했던 말이 재까

지 구술로 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이철이나 종사자들의 주 세

계에서 일종의 ‘쟁취’한 명칭이라는 의미를 지녔음을 뜻하겠지만,26) 

데이치쿠 본사 측에서 보면 식민지 시장에서 매 략의 일환이었다

는 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만에서는 오 보다 帝蓄이라는 명칭(Teitiku 등의 문표기 포함)이 이블

명으로 비교  리 사용되었다. 

25) 미국 OKEH가 블루스 음반 시장에서 선구  역할을 수행한 것에 해서는 

William Howland Kenney, Recorded Music in American Life: The Phonograph and 

Popular Memory, 1890～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의 6장, 

특히 115～116쪽을 참조할 수 있다.

26) 명명의 경 는 어 든 간에, 만에서 오 는 크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 를 키운 것은 이철 등의 극 인 역할이 컸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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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접촉영역의 간주체성(3): 스튜디오 설치

구조와 개인에 한 비슷한 문제는 스튜디오 설치에 해서도 드러

난다. 의 에 의하면 김성흠이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이철과 함께 

몰래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음반제작을 자체 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이와 련해 당시 자료를 보면 ‘조선녹음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설립

이 확인되며, 1937년에 새로 건물을 지었다는 의 지 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27)

이동순은 이 스튜디오의 설치에 해 상술한 로 서울에는 “녹음 

취입실을 제 로 갖춘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포리도루나 콜럼비아

社에 설치된 간이 녹음실이 부”인 상태에서 아주 획기 으로 이루

어낸 것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당시 음반산업계의 거시  맥락에서 

1937년이란 시 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폴리돌이나 콜럼비아 외

에도 시에론(1936년 ?)이나 빅타(1937년 )가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등 여러 회사들이 한국에 녹음시설을 갖추어 나간 상황이었다.28) 따

라서 1937년 무렵 스튜디오 설치란 한국 음반산업계에서 하나의 추세

다고 보아야 하며, 데이치쿠 본사도 이런 산업계의 동향을 익히 알

고 극 으로 략을 세운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27) 朝鮮銀行会社組合要録 1939년도 . 명칭에 ‘녹음’을 처음 내걸은 이 회사는 

1938년 1월 1일에 이철을 사장으로 이 의 오 의 주소와 다른 “경성부 종로 

6정목 12-11”에 설립되었다(자본  60,000원, 불입  30,000원). 설립일로 보아 

1937년에 다른 데에 새로 건물을 지었다는 이동순의 기술과 일치한다. 이사에 

김성흠(박 순과 함께)의 이름이 보이고, 감사로 송자와 이억지를 두었고, 

“축음기 코드취입 녹음 기타 그것에 한 일체의 업무  부 사업”을 목

으로 삼았다.

28) 이에 해서는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III장 1 에서 각종 연구를 종합 으로 검토하면서 각 

회사별로 비교  자세히 정리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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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 이런 산업계의 거시  동향을 단순화시켜서 오 의 사례

를 부각시켰다. 나아가 스튜디오 설치라는 사건에서 이철과 김성흠의 

움직임만을 조명하고, 데이치쿠 본사나 일본인 감독자는 그것을 아  

몰랐던 것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당시 거 하지 않고 다른 회사들이 

서로 아는 사이 던 서울의 음반산업계에서 새로 건물까지 짓고 스튜

디오라는 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애 부터 남들, 특히나 감독자 몰

래 해낼 수 있다고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아가 오 의 스튜디

오 설치는 당시 언론에서도 보도되면서 공개 으로 기획된 일이었다

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의 새 건물과 스튜디오 설치 2년 에 이미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다. 당시 오  속으로 유명한 성악가 정훈모의 녹음 경을 신문

독자에게 보여주는 공개 행사 다. 

근래에 의 인긔를 끄을고 잇는 것은 무엇 무엇하여도 화와 코-

드라. 이 코-드를 취입하는 모양은 엇더한가 하고 궁 하게 알든 지음 

하로는 東京서 일부러 수만 원 짜리의 긔계를 가지고 技師가 出張나와서 서

울서 吹込을 하니 와서 구경치 안켓느냐는 초청를 밧고 오- 社 支店長 

李哲氏와 文藝部長 金陵人의 안내로 明治町 吹込室로 가보다. ( 략) 나는 

다 끗나기를 기다려 그 엽 기계실에 드러가 지금 취입한 것이 금시에 蠟版에 

올나 고대로 복사되어 나오는 것을 듯고 놀낫다. 이 기계실에 門技師가 

안  취입실에서 흘 드러오는 소리를 조 하여 원 에 녹음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흑판에 일일히 써가며 설명하여 주는 이 기사의 圖解를 만족

하게 드러가며, 축음긔의 오묘한 진리를 깨닷고 도라나왓다. 드른 즉 조선

에는 축음긔 공장이 아직 설 수 업고, 압흐로 혹 잘 되면 吹込所 쯤은 

어느 회사의 손으로든지 설듯하다 한다.29) [고딕 강조는 인용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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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이미 오 에서 간이 스튜디오나 방음실 같은 것을 보유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 된 ‘技師’가 일본에서 출

장 나온 일본인인지 아니면 녹음기술을 익혔다는 김성흠인지는 확실

히 알 수 없다.30) 그가 구든 간에 요한 것은 “수만 원짜리 긔계”

를 일부러 가져와서 이철이나 김능인(金陵人, 능인으로 불림), 나아가 

신문기자까지 있는 자리에서 공개 으로 녹음작업을 한 사실이다. 그 

신문기자가 말하기를, “나는 다 끗나기를 기다려 그 엽 기계실에 드러

가 지  취입한 것이 시에 蠟版에 올나 고 로 복사되어 나오는 것

을 듯고 놀낫다. [ 략] 나는 여기에서 흑 에 일일히 써가며 설명하

여 주는 이 기사의 圖解를 만족하게 드러가며, 축음긔의 오묘한 진리

를 깨닷고 도라나왓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음반제작 업무

에 근할 수 있는 기회는 철 하게 차단되었다. 일본인들은 제작기술

이 출될 것을 극도로 염려하 다”라고 쓴 이동순의 서술은 성립이 

안 된다.

이동순이 김성흠의 ‘ 장취업’이나 자체 스 등에 해 쓴 내용

은 동시 의 문헌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출처는 무엇인

가. 김성흠이 “기름 짜는 압축기를 개조하여 코드 스를 만들었

고, 그야말로 원  기술과 방법으로 유성기음반을 제작하 다”는 

의 내용은 사실 일본 음반회사들이 철수한 복 이후에 그가 직  

력한 한국음반 제작 재개에 한 일화와 과장되게 혼동 을 가능성

이 높다.31)

29) 삼천리 1935년 9월호 ｢鄭勳模女史의 코-드 吹込光景, 오-  吹入室에서｣, 

201쪽.

30) 이 기사에서 이철과 김능인의 이름이 언 되면서도 녹음기사의 이름이 안 보이

는 것을 보면 자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기사가 출장 나와서 녹음하는 

일은 1920년  이래로 보이는 상이었기에 더욱더 그 다.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일제시기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 개자의 역사  주체성 고찰_야마우치 후미타카  125

이동순의 은 오 의 설립이나 명명과 마찬가지로 스튜디오의 설

치나 자체 스 등의 사건에서도 김성흠이라는 특정한 한국인의 역

사  주체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해놓았다. 그것은 다분히 당시 종사자

들의 구술이나 그것의 혼동과 과장 등으로 서술된 것이다. 이런 의미

에서 그것은 당 의 내부자들과 후 의 계자나 애호가들의 주 세

계를 반 한 내용인 반면, 본사 측의 략 등 꼭 고려되어야 할 요사

항들과 그로 인한 간주체성은 역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데이치쿠 본사 측으로 을 돌려보면, 그 회사는 1936년 무

렵부터 조  더 극 인 경 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1936년 4

월에 본 을 이 하고 바로 나라(奈良) 공장의 설비 개선과 스기 

증설을 진행시켰다.32) 1937년 1월에는 자본 을 50만 원에서 100만 

31) 1949년 4월에 럭키 코드는 창립 기념 신보의 하나로 <신라의 달밤>[ 인(玄

仁) 노래]을 선보 다. 그 노래를 음반으로 만든 과정에 해 박찬호는 몇 명 

계자들의 구술자료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신라의 달밤>의 성공은 럭키 코드라는 코드 회사를 만들게 했다. 이 

무렵 명동에서 일본 음식 을 하던 강운 이 자본을 겠으니 <신라의 달밤>

을 취입하자고 졸랐기에 박시춘[일제시기 오 의 속작곡가]은 곧 이철의 

매부인 김성흠을 찾아갔다. 김성흠은 오케레코드 시절에 일본 데이치쿠(帝蓄) 레코

드에서 음반 제작 및 취입 기술을 배웠고, 해방 후 부속품을 사 모아 조립한 기계를 

가지고 있었다. <신라의 달밤>은 취입하기는 했으나 음반을 어낼 압축기와 

재료가 없었다. 압축기는 참기름 짜는 기계로 대용했고, 재료는 낡은 음반을 모아다

가 숯불로 달군 철판에 녹여서 찍어냈다. <신라의 달밤>을 사려는 시민들이 악기

마다 을 이었으나, 하루에 아무리 많이 어야 50～60장밖에 생산할 수 

없어 수지를 맞출 수가 없었다.”(박찬호 지음, 이 희 편집, 한국가요사 2 184

5～1980, 미지북스, 2009, 40～41쪽, 고딕 강조는 인용자 표시). 여기서 박찬

호는 김성흠이 오  시 에 데이치쿠 본사에서 “음반 제작  취입 기술을 

배웠다”고 썼고,  이동순과 비슷하게 기름 짜는 기계를 스기로 사용했다

고 지 했다. 이런 들로 보아 김성흠의 장취업과 음반 스에 한 이동

순의 서술은 유사한 일화의 혼동과 과장으로 보인다. 

32) テイチク株式会社社史編纂委員会 編, レコードと共に五十年, 9쪽.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126  음악 통권 4호(2009년 하반기)

원으로 늘렸고 새로이 오사카 업소를 갖추며 국 인 매망 확장

을 시작했다.33) 

한국에서 오 가 본사 공장 개선과 한국 스튜디오의 설치를 기념한

다는 표시와 함께 임시발매 음반을 내놓은 것은 같은 시기인 1937년 

2월이다.34) 이어 이듬해 1월 1일에 “축음기 코드취입 녹음 기타 그

것에 한 일체의 업무  부 사업”을 목 으로 상술한 조선녹음(주)

이라는 새 회사가 설립되었다. 스튜디오 설치라는 사건은 이 같은 당

시 본사 측의 략이나 구상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일본 본사는 

곧 그 스튜디오에 해 제국의 토에서 2  스튜디오(도쿄와 서울)로 

자랑하듯이 명기한 바 있다.35) 이는 이동순이 “그야말로 원  기술

과 방법으로 유성기음반을 제작하 다”고 쓴 것과 달리, 본사에서 상

당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설치한 양호한 시설이었음을 시사한다. 

즉, 스튜디오 설치는 어도 이철이나 김성흠 등 한국 측의 불편한 

사정과 본사 측의 매 략이 서로 맞아떨어진 지 에서 이루어진 

간주체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33) テイチク株式会社社史編纂委員会 編, 같은 책, 9쪽에는 오사카 업소 설치는 

1936년으로 나와 있음.

34) “오 - 코-드 本社工場新築記念‧朝鮮吹込所設置記念-臨時發賣盤”. 박찬호, 앞의 

책(한국가요사 1), 433쪽의 고 사진. 장세정의 데뷔음반 <연락선은 떠난

다>가 포함되어 있다. 박찬호는 이 고를 근거로 “1937년 2월의 臨時発売盤부

터 한국에서 녹음하게 되었다”고 어놓았으나, 상술한 로 1935년에는 이미 

한국에서 정훈모 등의 실연이 녹음된 바 있었다. 이 고에서 언 된 스튜디오

가 1935년 무렵에 이미 존재한 가설스튜디오의 개조인지 아니면 이 무렵부터 

건설에 들어갔을 조  더 본격 인 스튜디오(이동순이 언 한 것)인지는 명확

하지 않다. 

35) レコード世界社 編, 昭和十五年版-レコード音楽技藝家銘鑑(レコード世界社, 

1940)에 실린 帝蓄 고(쪽수 없음). 크게 “東京吹込所”와 “京城吹込所”가 표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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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접촉영역의 간주체성(4): 레이블 운영

1938년에 설립된 조선녹음(주)에 이철이  사장으로 취임했

다.36) 한편, 같은 무렵에는 1931년의 합자회사 데이치쿠 설립부터 

여한37) 이무라(井村良瑞)가 일본 본사에서 견되어 오  경 에 여

하게 된다. 1938년 6월에 발행된 가사지38)에서는 이무라가 이철 신 

발행인으로 표기되었고, 발행소 역시 “일본오 주식회사 경성지 ”

이 아니라 “帝国蓄音器株式会社 京城営業所”로 바 었다. 

이런 변화를 근거로 이 시 에 와서 오 가 데이치쿠로 흡수되고 

경 권을 이양했다, 는 탈취당했다는 해석이 하나의 정설이 되어왔

으며,39) 이동순의  역시 그것을 그 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38년 10월 발행의 가사지40)까지는 

발행인이 이무라로 나오는 반면 늦어도 1939년 1월부터는 다시 이철

로 돌아감을 알 수 있다.41) 이와 같은 일련의 변동은 이철이 조선녹음

36) 朝鮮銀行 社組合要 , 1939년 .

37) レコード世界社 編, 昭和十五年版-レコード音楽技藝家銘鑑, 377쪽.

38) 한국고음반연구회 엮음, 유성기음반 가사집 2(재 ), 민속원, 1998, 874쪽, 

음반번호 1883. 음반 자체는 1936년 4월 신보로 발매됨.

39) 일 이 황문평은 “1936년부터 실질 인 경 권은 에 있는 본사에서 보낸 

이도무라[이무라의 잘못](井村良瑞)가 쥐고 있었다.”고 했고(황문평, 한국

연 사, 168쪽), 박찬호도 “1936년에 데이코쿠축음기주식회사(데이치쿠)

[帝蓄]에 업권을 이양[移讓]하고 그 업소가 되었[다]”(박찬호, 한국가요

사 1 1894～1945, 198쪽), “1937년[원문 로]에 경 권을 데이치쿠 코드[帝

蓄]에게 넘기고 오사카 본사에서 이무라(후에 데이치쿠 코드 총무부장)가 

업소장으로 부임해 오자 이철은 문 부장으로 물러났”(같은 책, 544쪽)다고 

었다. 배연형은 이런 경 권 이양을 사실로 간주한 뒤, 문헌상 즉 가사지로 

확인되는 것이 1938년임을 지 하면서도 그 에 이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유보해놓았다(배연형, ｢일제시 의 오 음반목록(1)｣, 한국음악사학보 1992, 

212쪽).

40) 한국고음반연구회 엮음, 유성기음반 가사집 2, 896쪽. 음반번호 12176. 1938

년 10월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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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장이 된 이행기에 이무라가 일시 으로 오 의 경 에 여했

다가 다시 이철이 오 의 (문 부장이 아니라) 표자로 복귀한 것으로 

읽는 것이 옳을 듯하다. 

, 이 무렵에 ‘경성지 ’에서 ‘경성 업소’로 바  상은 본사의 

반 인 경 방침 변화를 반 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것은 오  

이블의 강화를 의미했다. 당시 본사의 동향을 보면, 한국 오 에 변화

가 있었던 1938년은 만주의 신징(新京)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도쿄 본

사 문 부의 디 터 던 미야자키(宮崎良治)를 책임자로 견해 11월

부터 업을 개시하는 등42) 업을 확장한 본사가 도쿄, 오사카, 고베, 

규슈, 서울로 된 새로운 5  업소 체제43) 구축에 나선 시기 다. 

이 과정에서 조선녹음(주)은 자본 을 세 배로 늘린 조선연 (주)로 

탈바꿈하고 오 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옮겼다. 요한 것은 그 

확장된 회사에서도 이철(靑山哲로 표기)이 변함없이 사장을 맡고 있었

다는 사실이다.44) 때문에 데이치쿠에 의한 오 의 경 권 탈취나 이

철의 문 부장 강등과 같은 기존의 해석은 그 로 성립되기 어렵다.45) 

41) 한국고음반연구회 엮음, 같은 책, 897쪽. 음반번호 12212. 1939년 2월 신보. 

1939년 4월에도 역시 이철 명의로 발행되었다. 892쪽. 음반번호 12125. 1938년 

4월 신보(가사지는 재발매 음반에 곁들인 것임). 그러나 レコード世界社 編, 

昭和十五年版-レコード音楽技藝家銘鑑, 417쪽에는 “帝国蓄音器株式会社 京城

出張所　井村良瑞”라고 기록되어 있다.

42) テイチク株式会社社史編纂委員会 엮음, レコードと共に五十年, 12쪽.

43) レコード世界社 編, 昭和十五年版-レコード音楽技藝家銘鑑에 실린 帝蓄 고

(쪽수 없음).

44) 朝鮮銀行 社組合要 (1942년 ). 조선연 주식회사, 사장: 靑山哲, 이사: 河東

聖釆, 三十尙, 越友二郞, 田中博, 감사: 延山聖次, 石橋豊, 자본 : 180,000원, 

목  “축음기 코드 취입녹음, 기타 그에 한 일체의 업무  부 사업, 내외 

연   흥행 기타에 한 일체의 업무  부 사업.” 설립일은 1938년 1월 

1일로 조선녹음(주)과 같지만 주소는 원래 오 와 帝蓄의 업소 자리인 경성부 

남 문통 1정목 104로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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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1937년 이후 시체제하에서 한국 오 는 일본 본사가 요시

한 제국  거   하나로 확실히 자리매김되었고, 이철은 그러한 본

사의 방침과의 계 속에서 한국 업소의 책임자로 일 되게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2.6. 일방적 주체성 찬양/부정에서 상호적 간주체성의 탐구로

상술한 기존의 역사서술은 역의 구조  역학을 종종 외면함

으로써 특정한 한국인의 자율  활동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신 그것은 본사를 비롯한 일본인을 간섭과 방해의 주체로만 등

기하고 양자 간의 충돌과 립을 강조함으로써 역사 으로 요한 사

건들에서 간주체  상호 계를 외면하거나 배제한다. 

한편, 앞에서 지 한 로 이철에 해 정반 의 시각도 존재한다. 

그런 입장을 변하는 것으로, 컨  2008년에 친일인명사  수록

정자 명단을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음악부문에 이철의 이름을 포

함했다.46) 특히 1940년 에는 아오야마 데츠(靑山哲)로 창씨개명하고 

45) 그 이 에 본사가 자본을 부담한 오 의 경 권을 언제, 어떤 식으로 오 로 

넘기게 되었는지의 문제부터가 불분명하다. 나아가 한국의 오 가 처음부터 

‘일본오 주식회사 경성지 ’과 같이 ‘지 ’임을 명기했다는 사실도 지 할 

만하다. 즉, 오 는 ‘본사’의 존재를 처음부터 제로 설치되었으며 단독으로 

설립되다가 나 에 흡수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46) OhmyNews 등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보도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

소 웹사이트에서 이철과 련된 사  편찬의 목 에 해 “이 사 은 ‘을사조

약’ 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식민통치‧침략 쟁에 극 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는 타 민족에게 신체  

물리  정신 으로 직·간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 상으로 합니다. ( 략) 

지식인과 문화 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  책임을 엄 히 묻는다는 취지에서 

수록 상으로 삼았습니다”라고 밝혔고, 이철과 련된 기 으로 “5. 지식인, 

종교인, 문화 술인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 쟁에 력한 자”  “5-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화 등 문화 술 부문에서 창작과 공연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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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에 면 으로 력했다는 식의 지 도 이미 

언 되어왔다.47) 이 연구의 에서 보면, 이는 역사  주체성을 거

꾸로 지배자나 일본 본사 측에 부여하고 이철과 같은 한국인들의 타

율  활동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런 입장 한 당시 

음반산업계의 역사  사건에 삽입된 식민자 - 피식민자의 간주체성을 

정반  방향에서 생략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에 한 이 연구의 기본 인 주장은, 당시 순 한 민족

이블의 창출이나 운 이 거의 불가능했던 식민지  상황을 제로 

하는 가운데, 음반산업계에서 요한 치에 있던 한국인들의 역사  

주체성을 일본인 측의 역사  주체성과의 복합 인 계 속에서 고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과제는 그러한 

한국인들이 식민지  역에서 일본 본사 측이 부여한 기 나 역

할을 떠나서 활동하기 어려운 객체  처지에 구조 으로 놓이면서도, 

비 칭 으로나마 어떤 행 에서 역사  주체성을 부여받았으며 그 

상은 어떤 것이었는지의 문제이다. 이제 이런 문제에 해 살펴보자.

3. 한국음반 제작의 미시과정과 한국인 중개주체의 구성

당시 음반산업계에서 요한 치를 차지한 한국인들은 일본 본사

와 한국 사회를 매개하는 간  치에 서 있었다. 이 은 우선 그러

한 역사  치나 성격과 련된 몇 가지 개념을 검토하면서, 그들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 쟁을 극 미화 찬양하고 선  선동한 자” “5-4. 친일, 

쟁 력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한 자” 등을 들었다. 

47) 박찬호, 한국가요사 1 1894～1945, 551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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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업계에서 다양한 매개  행 들을 담당한 문화  개자로서 

개주체라 할 주체성을 부여받았음을 논의한다. 그런 다음 당해업계가 

한국인 개자를 필요로 한 사정과 그들을 입한 실제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인 개주체의 구성과정을 추 한다. 

3.1. 문화 중개자의 역사적 주체성

일반 으로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과 같은 경제활

동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지인에 해서는 콩 라돌(comprador)이

라는 개념이 비교  리 사용되었다. 이것은 포르투갈어로 매입상인

(바이어)을 의미해 원래 외국의 생산자와 지시장 사이의 계를 매개

하는 지상인을 가리키다가 본국과 식민지의 매개업자를 가리키는 

일반명사처럼 된 것이다. 이 용어는 특히 마르크스주의  식민지경제

학의 논의에서 해외자본의 진출과 독 을 타고 특권 인 치를 확보

하며 식민지 상업 질서에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지 부르주아지

(특권상인)를 지칭한다. 

이 포르투갈어는 한자문화권에서 매 (買辧)이라는 국어가 공통

인 번역어로 리 사용되었다. 매 은 원래 국의 역사에서 청의 

필수품을 조달하는 역직의 이름이지만, 근 에 들어서는 자국의 이익

을 잊고 외국자본의 앞장이가 되어버린 ‘매국노’라는 부정 인 뉘앙

스를 짙게 갖는다. 이런 존재는 일본의 제국 인 경제패권이 강화된 

동아시아의 역사  맥락에서는 일제의 력자, 즉 국에서 한간(漢

奸), 한국에서 친일 라는 범주로 포섭되기 쉽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  매개업자에 한 논의를 음반산업에서 한국

의 매개인물에 성 하게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선 그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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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의에서 보아도, 그들이 식민지 본국의 본사와의 거래를 통해 자

체 자본축 을 이루고 민족 산업을 부흥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

해두어야 한다. 즉, 2 에서 확인한 로 그들은 음반산업계에서 일본

인이 주 하는 이블이나 문 부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 놓여 있었다. 나아가 한반도의 복 이후 상황을 보아도 거 한 

민족재벌로 살아남기는커녕 오히려 일본 본사의 철퇴와 함께 일정한 

축상태를 맞이했다.48) 이런 산업구조 면에서 보면 식민지시기와 해

방이후는 ‘불연속성’이 훨씬 더 돋보인다. 

최근의 소  포스트식민연구에서는 콩 라돌 개념을 경제 인 함

의에서 확 해 사용하기도 한다. 즉, 그것은 학자나 작가, 술가 등의 

지식인층(intelligentsia)까지를 포함해서, 특히 그들이 식민지권력에 의

존하고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율성을 양도해버린 양상과 효과에 

심을 갖는다.49) 이런 이론  심에서는 제국의 산업계와의 개업

을 통한 민족자본의 기업 부흥이라는 경제학  문제뿐 아니라, 식민지

시기에 지 ·미  지배질서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식민지시기 이

48) 복 직후의 한국 음반산업계를 ‘쇠퇴기’로 바라보는 그것이 기왕의 시각이었

다. 이 희는 이런 견해에 해 기존연구의 결정 인 미진함을 지 하면서 오

히려 ‘새로운 부흥기(1945～1950년)’로 볼 것을 제안하고 해방공간의 한국 음

반산업에 한 선구 인 논문을 제출한 바 있다[이 희, ｢1940년  후반(1945～

1950) 한국 음반산업의 개황｣, 한국음반학 14(2004), 139～163쪽]. 그가 

하게 지 한 것은 실질  발 보다는 역사  의의, 즉 “ 복 이후의 음반산업은 

민족자본에 의해 주체 인 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에서 그 이  

시기와는 토 부터 구별되는 요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이다. 이 

같은 을 이어가서 다음 시기를 살핀 논문으로 이 희, ｢1950년  유성기음

반사(史) 연구: 6  음반회사를 심으로｣, 한국음반학 16, 2006, 191～216쪽

이 있다.

49) 컨 , Ashcroft, B. et al.,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New York: Routledge, 

1998)의 해당 항목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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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postcolonial)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특권 인 치를 유지하고 식민

지  질서를 재생산하는 양상을 문제로 삼는다. 

이 연구에서는 이 게 매개인물의 문화  역할에 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으면서도, 그들을 완 히 자율성을 양도해버린 객체로 취 함

으로써 지배자들에게 일방 으로 역사  주체성을 부여하는 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식민지  역에서 그들에게도 비 칭

으로나마 여러 가지 요한 행 들에서 주체성이 분배된 측면에 주목

하면서 문화 개자(cultural intermediary; 이 에서는 ‘문화’를 생략하고 

‘ 개자’로 표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그들의 역사  주체

성은 음반의 기획, 작품의 창작, 가수의 선발 등등 당시 음반산업계에

서 한국음반 제작과 련된 매개 이고도 핵심 인 각종 행 들을 

심 으로 담당한 ‘ 개주체’로서 두드러지게 찾아진다. 

이제 당시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 개주체의 구성과정에 해 구

체 으로 살펴나가기 해, 우선 한국시장에서 당해업계가 구상한 

매 략부터 풀어나간다. 출발 은 리업체로서 음반회사가 한국에

서 활동하면서 착하게 되는 실  문제들에 한 검토이다. 

3.2. 음반산업계의 문화횡단적 판매전략

음반이라는 소 트웨어 상품의 성격으로 보아 음반회사의 매 

략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 국내에서 이미 유통

된 음반들, 즉 서양음반과 일본음반 에서 일본 내에서 괜찮은 매

성 을 올렸거나 지시장의 수요에 맞는다고 생각된 것들을 선택

으로 매하는 략이다.  하나는 지시장의 기호를 따로 감안해 

새로이 음반제작을 진행하는 략이다. 음반산업계의 입장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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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소한의 투자와 노동으로 가능한 소극 인 안 책이고 후자는 좀 

더 극 인 개입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인이 경 하는 제작회사에게 가장 손쉽고 이윤율도 높은 것은 

자의 방법이었다. 음반은 하나의 복제기술이므로 이미 수입(서양음

반) 는 제작(일본음반)된 원반에서 복제를 량으로 어내는 작업은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 나아가 당시 일본과 한국은 화폐나 세 

등의 측면에서 통합된 제국경제의 체제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량 복제된 음반을 한국으로 이입하고 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  요인 외에도 조선총독부의 소  내선융화(内鮮融和), 나

에 내선일체(内鮮一體)라는 동화주의의 정치이념에 가장 충실한 

략임은 말할 나  없다.

이런 안 책의 건은 한국에서 서양음반과 일본음반의 시장성이

다. 그것들이 한국에 사는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팔리지 않으

면 장사가 안 된다. 우선, 서양음반이 팔리려면 음악  취향이나 감성

이 어느 정도 ‘서구화’되고  유성기음반을 구입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한국인 소비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서양음반의 수요

는 특히 시장개척기라 할 1910년 에서 1920년 에는 극히 한정 이

었다. 이에 해서는 같은 시기 일본 국내의 미미한 서양음반 시장도 

참조가 된다. 제도 인 양악수용이나 음악교육 등이 일  진행된 일본

에서도 ‘서양음반 시장’이라는 용어를 실질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서구의 규모 음반회사가 들어서고 서양음반 원반의 국내 스

(국내 량복제)가 시작된 1920년  말 이후의 일이다.50) 그 까지 서양

50) 歌崎和彦, 証  日本洋楽レコード史(戦前編)(東京: 音楽之友社, 1998), 28쪽. 원

반의 국내 스에 의한 서양음반의 국산화라는 것도 일본의 서양음반 시장의 

성장을 반 했다기보다는 기녹음이라는 녹음기술의 탄생과 1923년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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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은 특히나 비싼 수입품이었고51) 그 수요는 아주 제한 이었다. 

한편, 일본음반을 는 략은 한국에 사는 일본인을 상으로 1910

년 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인 시장에서는 1920년 까지 역시 

유효하지 못했다. 내용면에서도 그 시기까지 나온 일본음반은 통  

는 충  일본 통음악의 갈래들이 심이었고 아직 양악의 향

을 받으면서 생겨난 음악의 갈래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52) 한

국인의 음악  취향과 맞아떨어지기 힘들었다. 1930년 에는 주로 

음악을 담은 일본음반의 소비가 늘어나지만, 그래도 당시 한국 음반

산업계에서 일한 일본인이 “일본어반, 즉 내지의 것도 조선에서 는

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선인 가수가 부른 것이 잘 팔렸

지진 이후의 수입 세의 인상(50%에서 100%) 등 음악외  요인에 의해 진행

되었다. 다만 이것이 결과 으로 서양음반 시장의 확 와 서양음악 화에 

향을 끼쳤다.

51) “[1920년  후반 이 ]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미국 빅타의 赤盤 쪽반의 가격이 

3달러 고 일본에서는 7원 50 이었다고 하니 비싸네요. 山手線의 기본요 이 

5 , 공무원 고등 의 첫 임 이 70원에서 75원이라는 시 에, 고등 이라고 

하면 재의 상  국가공무원이 되겠지만, 당시와 지 은 료의 격도 달랐을 

것이고, 역시 정말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歌崎, 같은 책, 

18쪽). 倉田義弘, 日本レコード文化史, 東京: 東京書籍, 1979, 196～197, 343～

344쪽 등도 참조. 같은 시기 수입품 축음기의 가격도 원산지 미국과 비교해 

3배나 되었다(山口亀之助, レコード文化発達史, 大阪: 録音文献協会, 1936, 118

쪽).

52) 일본에서 유행가음반의 역사는 통상 으로 쇼와(昭和)시 (1926～1989)에 본

격 으로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1927년에 설립된 일본 빅타가 

1928년 4월에 제1회 일본음반으로 발매한 <波浮の港>가 가요음반 성기의 

첫 걸음으로 리 받아들여지고 있다[森本敏克, 音盤歌謠史(東京: 白川書院, 

1975), 16쪽]. 따라서 많은 유행가음반 련의 서 이 ‘昭和’라는 두사를 붙여

서 매되고 있다. 표 인 음반목록으로 福田俊二‧加藤正義 엮음, 昭和流行

歌総覧　戦前‧戦中編(東京: 柘植書房, 1994)이 있고, 복각 CD 집으로 ダイセル

化学工業(다이셀 화학공업), <昭和ＳＰ盤時代記録大全集 日本の流行歌史体系> 

(CD 60장 포함)(東京: ダイセル化学工業, 199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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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3)고 회상한 상황이었다.

음반산업계는 한국에서 1920년 까지의 개척기  한계를 뛰어넘

어 좀 더 극 으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었고, 이미 본국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상품을 그 로 식민지로 이식하는 식의 안이한 략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랫동안 음악문화  배경과 취향이 상이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같은 음반이 유통되는 권역, 당시 구축된 ‘동

일화폐권’이라는 말에 비하자면 ‘동일음반권’은 강제로 만들어낼 수

는 없었다. 따라서 당해업계로서는 동화라는 정치이념과 별도로 식민

지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퍼토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

업  당 성이 만들어낸 주력상품이 당시 당해업계에서 별도로 번호

체제를 부여받고 있던 ‘한국음반’이다.54)

일본인이 주도하는 당해업계에서 한국음반 제작은 한국인의 력 

없이 불가능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해 한국음반 

생산에서 미시 인 제작과정을 탐구하도록 한다.

3.3. 현지인 중개자의 부상과 위상

3.3.1. 모국인 중개자와 현지인 중개자

음반제작의 과정은 회사를 분석단 로 삼은 거시 인 에서는 

53) 1930년  반에 일본 콜럼비아 한국지 에서 지 장까지 지낸 이토(伊藤正憲)

의 인터뷰 내용. 岡野 , 演歌源流‧ (東京: 學芸書林, 1988), 28쪽. 여기서는 

일본가요의 번안음반에 해 언 하고 있다. 이토 등에 해서는 3 에서 다시 

언 하도록 한다.

54) 당시의 용어로는 ‘朝鮮盤(鮮盤)’ ‘朝鮮譜(鮮譜)’ 등으로 불렸다. ‘한국’이라는 범

를 뛰어넘는 한국음반의 개념  복잡함에 해서는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

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서론, 특히 4～7

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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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나지 않는다. 녹음실천이 음악문화  배경이 다른 곳에서 이루

어질 경우 그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업에

는 지의 음악이나 청  등에 한 로컬한 지식과 감각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0세기 부터 서구 음반회사의 리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

기 시작했다. 그들이 각지에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데 개자가 될 

만한 지인을 발굴하고 력을 구하는 것이 일반 인 핵심방법이었

다. 음반산업의 역사가로 명한 그로노우(Gronow)의 지 로 개척

기의 서구 녹음기사들은 “비록 그들이 연주자를 오디션하고 음악이 

연주되는 장소를 찾아간다 해도 어떤 연주자나 악곡을 녹음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단할 수 없었다”55)는 것이 실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개자는 특히 창기에는 꼭 지인이 아닐 수도 있었다. 

지의 상황을 잘 아는 외국인, 특히 같은 나라의 출신자를 통해서 이루

어진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서도 컨  미국 빅타의 경우 한국에 오래 체류하고 한국음

악에도 심을 가졌던 헐버트(Homer Hulbert)를 통해 한국의 연주자들

을 소개받고 1900년 에 녹음을 수행한 바 있었다.56) 1911년부터 한

국에서 녹음하기 시작한 일본회사 일본축음기상회(일축) 역시 창기

에는 한국에 사는 일본인의 도움도 받으면서 한국녹음을 시도한 흔

이 있다.

55) Gronow, Pekka, “The Recording Industry Comes to the Orient,” Ethnomusicology, 

Vol. 25, No. 2, 1981, p. 273.

56) 이 내용은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필자가 박사학 논문을 집필하던 과정

에서 새롭게 찾고 밝힌 사실  하나이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I장 3 을 참조할 것. 좀 더 

자세한 소개와 분석은 별도로 논문을 발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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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해서는 아쉽게도 자료의 문제로 이런 외국인 개자들에 

해 자세히 알기가 어렵다. 같은 시기 일본의 사례를 통해 외국인 

개자의 치나 성격에 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국 그라모폰은 1903년에 일본에서 최 로 지녹음을 간행한다. 

이때 견된 녹음기사는 가이스버그(Frederick Gaisberg)57) 고 그를 도

와둔 개자는 블랙(Henry James Black)이라는 국인이었다. 블랙은 

일본에서 신문업을 하고 있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고 나 에 快楽

亭ブラック(블랙)이라는 명으로 일본의 만담연 인 라쿠고(落語) 

문가가 되어 인기를 끈 인물이었다. 

그들에 한 기록을 보면 음반회사 측과 개자 측이 서로를 어떻

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가이스버그는 일본이라는 미

지의 땅에서 녹음활동을 하며 만난 블랙에 해 “그는 어도 일본어

도 같이 유창하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선물이었다”58)

라고 했고, 한편 블랙도 이 일을 통해 직업  이야기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고 고액의 개료를 받았으며,  일본 능계의 많은 

권 자들을 동원함으로써 이야기꾼으로서의 상도 높일 수 있었다.59) 

57) 그는 창기 음반산업계에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음악을 음반으로 

만든 녹음기사 에서도 특히 잘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 빅타와 국 그라모폰 

사이에서 ‘세계분할’이 합의되기 이 인 1902년에 처음 국 그라모폰의 표

자로 세계 녹음여행을 감행하면서 일본까지 방문했다. 이때 그가 집필한 일기

는 1980년에 The Talking Machine Review 지상에서 “The Fred Gaisberg Diaries”라

는 제목으로 8회에 걸쳐 게재되어 있다. 자서 으로 Gaisberg, Frederick W., 

The Music Goes Roun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2)가 있고, 자세한 

기로 Moore, Jerrold Northrop, Sound Revolutions: A Biography of Fred Gaisberg, 

Founding Father of Commercial Sound Recording (Sanctuary Pub Ltd, 1999)이 있다.

58) 島貞二, 決定版　快楽亭ブラック伝(恒文社, 1997), 204쪽. 이때 그가 남긴 

녹음에 해서는 상세한 해설서와 함께 CD 10매로 복각되어 있다. <全集日本

吹込み事始 1903年ガイズバーグ‧レコーディングス>(東芝EM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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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들이 상통하는 이해와 상이한 작 을 가지고 함께 력하면서 

서로를 활용하는－흔히 동상이몽이라 할－ 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게 특히 창기에는 모국출신의 개자들도 존재했지만, 음반

산업계에서 더 요한 과제는 상술한 로 지인 개자를 발굴하는 

일이었다. 당해업계에서 보면 지인 개자는 지사회 안으로 들어

가서 사업을 확 해나가기 한 창구 고, 개자가 된 사람의 입장에

서는 외국인 개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이나 간 치를 활용

하면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하기 한 기회

다.

그러나 같은 간 치라 해도 의 외국인 개자와 지인 개자

의 치는 근본 인 차이가 있었다. 즉, 외국인 개자와 달리, 지인 

개자는 식민본국과 식민지의 두 가지 사회 사이에서 후자에 귀속된 

피식민자의 치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그들의 간 치는 애 부터 

식민지사회 안에서 식민지배자에 근 한 ‘ 력자’  치에 서는 것

이었고, 식민지배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리고 식민지사회의 반감

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미묘한 처지에 서게 되어 있었다.60) 이런 

에서 같은 개자라 해도 역에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어느 측

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사이에서 찢어지는 정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59) 島貞二, 같은 책, 204～209쪽.

60) 2 에서 언 한 이철을 비롯해 나 에 언 하는 한국인 개자의 일부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소  ‘친일 ’로 규정되기도 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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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한국인 중개자의 등장과 조직화

이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문헌상 가장 이른 시기에 개자 역

할을 수행한 한국인은 이기세(李基世)이다. 그는 원래 연극인으로서 

당시 극장을 심으로 형성된 흥행계를 숙지하고  매일신문사 사원

으로서 사회  향력도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경력이나 지식은 앞서 

말한 일본의 일동이라는 음반회사가 당시 한국시장을 독 하고 있던 

일축에 맞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일동과 이기세 간의 의

나 계약 계 등에 해서는 문헌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그가 

1926년 7월에 일동의 한국 총 리 인 조선축음기상회의 책임자로 

취임한 것이 확인된다.61) 조선축음기상회는 일동이 지정한 리 으

로서 직 은 아니었다. 때문에 이 시 에서 그는 일동의 정식사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동이 한국 음반을 기획, 매하는 데 결

정 인 역할을 했으며 이미 일동의 문 부장, 재 용어로 치자면 

로듀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창기의 개인 인 개자들은 헐버트든 이기세든 음반

회사의 바깥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음반회사가 지의 음악계나 

흥행계에 가까운 인물의 일시 인 력을 받아 녹음할 음악가나 연주

자를 모집하고 선발했다.

그러나 1920년  말 이후 한국에 들어서게 된 규모 음반회사들은 

한국에 이블을 설치하고 그 안에 한국음반의 기획‧제작 등을 담당

하는 문 부62)라는 부서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개자가 될 만한 

61) 조선일보 1926년 7월 21일자.

62) 이 용어는 일본 본사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음반제작에 한 부서인데도 ‘문

부’라는 문학 인 호칭이 사용된 이유는 분명치 않다. 일본의 음반산업연구자 

아자미(生明俊雄)는 음반산업계보다 앞선 연극계에서 본을 마련하거나 연출

에 한 기능을 갖춘 조직을 문 부라고 한 데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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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들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서게 된다. 이 게 창

기의 개인 인 개자는 복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블과 그 안의 

문 부로 조직화되면서 개집단을 이루게 된다.

2 에서 논한 민족 이블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한국의 음반산

업계의 경우 개업을 통한 자본축 에 의해 자립 인 민족기업이 설

립되지는 않았다. 그 신 일본 본사가 주 하는 지  안에서 지사

회와의 개역할을 담당하면서 실질 으로 한국음반 제작 등을 맡아

한 부서가 확립되었다고 표 할 수 있다.

이제 당시 각 주요회사의 경 자(일본인, 서양인)와 한국인 개자의 

계보를 정리해보도록 한다. 자료상의 한계로 모든 회사에 해 동일하

게 악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문헌자료를 통해 체 인 흐름

을 재구성해본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이블의 책임자와 문 부장

에 한정된다.63) 이들의 시기 인 흐름을 악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의외로 단순한 일이 아니며, 기존연구도 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나의 출발 으로 삼으려 한다(<그림 1> 참고). 이를 바탕으

로 다음 4 에서 구체 인 상호 계성에 해 살펴나가기로 하자.

고 보았지만[生明俊雄, ポピュラー音楽は誰が作るのか―音楽産業の政治学
(東京: 勁草書房, 2004), 128쪽], 아직 일본에서도 정설이 없다.

63) 작사가나 작곡가 등 속작가까지 포함된 문 부 체의 계보는 속작가제도

라는 시스템의 형성에 한 논의를 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에서

는 제외한다. 이에 해서는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V장 1 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문제에 

해서도 별도로 논문을 발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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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일동]

이기세: 조선일보 1926년 7월 21일자. 조선축음기상회 주임

[콜럼비아]

이원배(李源培): 조선일보 1931년 9월 4일자(취입여행 인솔자); 조선일보 1932년 3월 

18일자 “콜럼비아축음기회사 경성지  李源培氏”의 인솔; 조선 앙일보 1932년 3월 

21일자(인솔자); 조  1935년 11월호 “콜럼비아 京城支社에 李源培氏가 入社한 後 朝

鮮流行家를 취입  되었으니…….”

안익조(安益祚): 별건곤 1933년 11월호(늦어도 1933년 말부터 문 부장); 삼천리 1934년 

9월호.

이하윤(異河潤): ｢녹음 장｣ 1935년 10월 24일부터 도장이 이하윤으로 바뀜; 조  1935년 

12월호 “방송국에 있든 詩人 異河潤씨가 ｢콜럼비아｣로 安益祚씨 뒤를 이어 문 부장으

로 취임”; 삼천리 1936년 1월, 2월호(문 부장으로 좌담회 출석)

구원회(具沅会): ｢녹음 장｣ 1938년 8월 8일에 도장이 구완회로 바뀜; 昭和14年版　朝鮮文

芸年鑑, 117쪽; 조  1939년 3월호(직명이 없지만 회사 표로 출석); 昭和15年版　朝

鮮文芸年鑑, 126쪽; 삼천리 1940년 5월호.

[빅타]

이기세: 별건곤 1933년 11월호 “조선축음기상회에서 일수 매와 술가를 소개(지  

일)”; 조선일보 1934년 2월 21일자 “빅터支社에 文藝部 新設”; 삼천리 1934년 9월; 

삼천리 1936년 2월

유 국(柳栄国): 삼천리 1936년 1월(좌담회에 매부장으로 출석); 昭和14年版　朝鮮文芸

年鑑, 117쪽; 昭和15年版　朝鮮文芸年鑑, 126쪽; 삼천리 1940년 5월호(문 부)

이면상(李冕相): 조  1939년 3월호(직명이 없지만 회사 표로 출석); 昭和14年版　朝鮮文

芸年鑑, 117쪽(밴드 지휘); 昭和15年版-朝鮮文芸年鑑, 126쪽(밴드 지휘); 삼천리
1940년 5월호(밴드 지휘)

[폴리돌]

이기세: 朝鮮銀行会社組合要録 1931년 (1930년 3월 10일 설립의 일본폴리돌축음기조선

매(주) 이사).

이원배: 삼천리 1938년 8월호 “포리돌지  창설 에 당시의 문 부장으로 조선 코-드

게의 가장 공로가 큰 이원배씨”; 조선일보 1934년 4월 7일자(취입여행 인솔자); 삼천

리 1936년 11월호(당시 문 부장 왕평이 “나와 같이 갓든 李源培氏”라고 회상)

왕평(王平): 삼천리 1933년 10월호(다, 1934년 4월에도 이원배가 인솔자로 등장하므로 

정확한 교체 시기는 불분명함); 삼천리 1934년 9월호; 삼천리 1936년 1월호; 삼천

리 1936년 2월호; 昭和14年版-朝鮮文芸年鑑, 117쪽; 조  1939년 3월호(직명이 없

지만 회사 표로 출석); 昭和15年版-朝鮮文芸年鑑, 126쪽; 삼천리 1940년 5월호.

김 (金駿泳): 조  1938년 2월호(문 부장의 苦心記); 삼천리 1940년 5월호(작곡)

[오케] 

이철: 삼천리 1935년 9월 “지 장”; 조  1935년 11월 “偶然한 機 에 帝蓄의 幹部를 

맛난 李哲氏가 오 - 코-드를 創始”; 朝鮮銀行会社組合要録 1939년도 (1938년 1월 

1일 조선녹음주식회사 사장 취임); 昭和14年版 朝鮮文芸年鑑(1939)(문 부); 가사지 

1939년 4월 15일(발행인. 발행소가 일본오 축음기상회에서 帝国蓄音器株式 社로 변

경); 昭和15年版-朝鮮文芸年鑑(1940) (문 부); 삼천리 1940년 5월호　문 부장;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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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 社組合要録 1942년 (조선연 주식회사 사장); 조  1944년 1월호(朝鮮演芸株

式会社 取締役社長); 

김능인: 삼천리 1934년 9월호; 삼천리 1935년 9월호(문 부장); 삼천리 1936년 1월호

(인기가수좌담회, 문 부장); 삼천리 1936년 2월호(문 부장); 조  1937년 2월호(사

망 기사)

방희택(方熙宅)(방 정(方藝汀)?, 손목인 자서  76쪽): 조  1939년 3월호(직명이 없이만 

표로 출석)

[太平]
민효식(閔孝植): 가사지(발행인, 테오상회 주임); 삼천리 1936년 1월호(좌담회 문 부장); 

삼천리 1936년 2월호(문 부장)

김 ?: 조  1938년 2월호(1933년경에 이난 을 스카우트. 문 부장격?)

이서구(李瑞求)?: 삼천리 1936년 12월 “太平文藝部長으로 있는 李瑞求씨 같은 분”[화자인 

복혜숙(卜惠淑) 는 기자의 잘못?]

유상 (柳尚中): 조  1939년 1월호(大日本蓄音器朝鮮営業所 소장)

박 호(朴英鎬): 昭和14年版　朝鮮文芸年鑑(문 부장)(이하윤이 1937년 이 에도 재직했

다고 쓰고 있음. 문 부장?); 조  1939년 1월호(문 책임자); 조  1939년 3월호 

(직명이 없지만 회 표로 출석); 昭和15年版　朝鮮文芸年鑑(문 부); 삼천리 1940

년 5월(문 부장)

[시에론]

이서구: 1933년 5월 이 (이 희 2003: 71쪽. 조  1935년 11월호의 가수 데뷔의 내용으

로. 1932년 12월경?); 신인문학 1934년 8월호-문 부장(이 희 2003: 70쪽); 삼천리
1934년 9월호; 조  1935년 11월호, 159쪽. “시에론에 李瑞求氏가 入社를 하야 不振状

態에 빠진 시에론을 復 ”

김 규(金鳳圭): 조  1935년 12월호 “시에론의 李瑞求씨는 문 부장을 사임하고 이 시에

론은 주식회사가 되고 金鳳圭씨가 그 후임으로 취임하 다.”; 신인문학 1935년 송년

호-문 부장 (이 희 2003: 71쪽).

박 호: 삼천리 1936년 1월호(인기가수좌담회 문 부장); 삼천리 1936년 2월호(문 부

장).

4. 상호  주체구성과 상  자율공간의 편성　

일본 본사가 주 하는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 개자로 편성된 문

부가 설치된 경 와 그 계보에 한 검토를 바탕으로, 4 에서는 

한국시장에서 무엇을 녹음하고 매하는지에 해 실제 으로 가 

어느 정도로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지의 문제에 해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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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 의 핵심과제인 식민지  역으로서의 음반산업계

에서 한국인이 확보했던 역사  주체성과 문화생산의 자율성의 정도

와 성격의 문제이다. 

기존의 역사서술에서는 역의 구조  맥락을 외면하고 한국

음반 제작에서 한국인의 활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있는 반면, 

정반 로 일본 본사로의 종속과 식민지권력으로의 력 등을 부각시

키는 입장이 존재했다. 여기서는 이 게 한국인만을 역사  행 자로 

삼은 두 가지 에서 하나만을 성 하게 취하기보다, 음반산업계에

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지에 해 

구체 으로 살펴나가기로 한다. 이제까지 련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의 구체상이었다. 양측의 상호

작용을 살피는 이유는 식민지  의 장에서 한국인 개자들이 구

체 으로 어떤 시선과 압력에 노출되면서 활동을 개했는지에 해 

좀 더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해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한국음반의 내용에 한 일본인 경 진 측의 

구조  무 심이 존재했고, 그것이 한국인 개자들에게 음반제작에

서 상  자율공간을 허용하게 되었음을 논하고자 한다. 나아가 양자 

간의 인식과 경험의 간극을 살펴나간다. 이를 해 역에서의 

주 인 경험에 한 표 을 시한다. 남아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이미 서술된 구술  자료 등도 활용하면서 개인들의 

주 세계의 질  측면을 거시  구조의 문제와 연결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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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본인의 구조적 무관심

4.1.1. 공적 담론공간에서의 침묵

한국음반 제작에 해 우선 일본인 측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

는가. 일본 음반산업계의 반 인 상황부터 살펴보자. 

일축‧콜럼비아에서 간행한 회사사64)는 여러 음반회사들의 자료 

에서 가장 자세한 회사의 이력을 담고 있다. 그것은 유통망의 제국  

확장에 해 언 해놓았다. 즉, 식민지 시장에 설치한 직 이나 

리  등에 한 기술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통기구의 설치와 련된 극히 단편 인 내용에 한

정되어 있다. 나아가 식민지에서의 음반제작이라는 측면에 해서는 

아  언 을 안 하고 있다. 지 문 부라는 존재나 그 담당자 등에 

한 기술은  안 보인다. 

좀 더 구체 으로 본사의 조직구조 속에서 지 문 부는 어떤 

상에 놓여 있었는가. 한 가지 단서로 의 회사사에 제시된 1939년 

당시의 일본 콜럼비아의 조직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이 그림은 콜럼비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조직도

의 하나이다.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성지 ’은 ‘문 부’가 아니

라 ‘ 매부’ 아래 편성되어 있다. 지 문 부 등 한국음반 제작에 

한 부서는 본사의 조직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취 은 다른 회사나 음반산업계의 간행물을 보아도 동소이

이다.65) 식민지에 매기구를 설치한 사실에 해 단편 인 언 이 

64) 川添利基 발행 겸 편집인, 日蓄三十年史, 株式 社日本蓄音器商 , 1940.

65) テイチク株式会社社史編纂委員会 編, レコードと共に五十年, テイチク株式

会社; 日本ビクター蓄音器株式会社, 日本ビクター新工場落成記念1930(日本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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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축음기상회의 조직도(1939년 5월 재) 

출 : 日蓄三十年史 82쪽, 네모는 인용자 표시

있어도 지음반의 제작에 해서는 거의 언 이 안 보인다. 시기 

만주 등지에서 행해진 음반제작 구상은 그나마 언 되어도, 한국음반 

제작에 해서는 평상시든 쟁시든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

이다.

콜럼비아의 첫 번째 회사사 간행과 같은 해(1940년)에는 당시 음반

산업계와 련된 인물과 단체에 한 기본정보를 집 성한 レコード

音楽技藝家銘鑑( 코드음악 술가 명감)이라는 서 이 간행되었다.66) 

여기에는 洋 家, 聲 家, 作詞家, 舞 家, 邦 家(일본 통 능 문

クター, 1930); 日本ビクター株式会社50年史編纂委員会, 日本ビクター50年史
(日本ビクター株式会社, 1977); 50周年委員会年史編纂ワーキング‧グループ編

集, 社団法人日本レコード協会50年史─ある文化産業の歩いた道(日本レコー

ド協会, 1993) 등.

66) レコード世界社 編, 昭和十五年版-レコード音楽技藝家銘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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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演藝家, 業界關係 , 音 關係團體 등의 범주를 설정하고 1520명

에 이르는 인물정보가 게재되어있다. 그러나 450쪽가량의 두터운 이 

인명사 에 언 된 한국인은 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단지 6명, 즉 

永田絃次郎(본명 김 길, 声楽家 188쪽), 夏目芙美子(본명 나선교, 声楽家 

122쪽), 佐伯周二(본명 채규엽, 声楽家 104쪽),67) 南邦男(본명 이규남, 声楽

家 138쪽), 金命洙(作詩家 155쪽), 崔承姫(舞踏家 199쪽) 밖에 없다. 여기

에 언 된 것은 일본에서 활동한 바 있는 소수의 한국인들 에서도 

일부이다. 이들  김명수와 최승희는 일본에서도 그 로 사용하고 

있던 한국 이름으로 표기되었고, 나선교와 이규남은 일본에서 사용한 

일본식 이름으로 소개되었지만 설명 에 본명도 명기되었다. 김 길

과 채규엽은 일본식 이름만이 표시되었다. 즉,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사용하던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 국내

의 음반산업계에서 실질 인 인지도를 가진 한국인의 모 다. 여기

서 요한 것은 상술한 한국인 개자들을 포함해 주로 한국에서 활

동한 속작가나 가수 등은 아  언 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음반 련 잡지들을 보아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요 잡지의 계보를 명칭변경을 감안해 재구성한다면,68) 蓄音器世界－
音楽と蓄音器－音楽と蓄音機(1913～1927.9?), 名曲 タイムズ－名
曲－レコード音楽(1927.10～1941.10), ザ‧グラモヒル－ディスク(1930.2～ 

1941.10), レコード(1930.9～1933.9, 1935～1941.10), レコード文化(1941.11~ 

67) 長谷川一郎의 이름으로 콜럼비아 속가수이기도 했다. 이 외에 1943년에는 

폴리돌에서 江原奎燁의 이름으로 다시 음반을 냈음을 이 희가 지 한 바 있다. 

이 희, ｢일제시  일본 가요 음반에 나타난 한국인의 활동｣, 세계한국학

회-논문집 III(한국학 앙연구원, 2006), 521쪽.

68) 日本近代音楽館에서 간행한 “日本の音楽雑誌: 1890～1998” 연표에서 해당 잡지

를 뽑은 것에 실제 잡지의 정보를 확인,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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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10) 등 잖은 문지들이 있었다. 특히 1941년 10월의 제1차 잡

지 통합 이 까지 1930년 를 통틀어 세 가지의 음반 문지가 경쟁

으로 간행되면서 음반에 해 왕성한 담론을 산출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서양의 음악이나 음반, 작곡가나 연주자 등에 

한 소개가 주를 이루며, 한국음반과 련된 제 로 된 기사는 꼼꼼

히 보아도 무하다 할 정도이다. 거의 유일한 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音楽と蓄音器 1921년 5월의 “조선음악호”인데,69) 이는 당시 

한국 아악조사를 수행하고 귀국한 다나베(田邊尚雄)가 직  여해 나

온 것이었다. 한국음반이 가장 왕성하게 제작되고 있던 1930년 에 

일본 음반 리즘의 세계에서 련 기사가 제 로 안 나타난 것은 

확인해놓아야 한다. 

이런 상황과는 일견 모순되는 것 같지만, 1930년  일본에서 소  

‘반도’로 표상된 한국의 문화에 한 심이 고조된 것도 사실이다. 

잡지의 세계에서도 컨  1939년, 1940년에 モダン日本　‘조선 ’

이 간행되는 등 일종의 ‘반도문화’ 붐이라고 할 만한 상이 존재했

다.70) 이러한 측면에 해서는 최근 들어 무용가 최승희71)나 노래 

<아리랑>72) 등에 해 요한 연구들이 간행되는 추세이다.73) 

69) 이 목록은 배연형에 의해 한국음반학 17(2007), 162～166쪽에 인된 바 

있다.

70) モダン日本 조선 , 1939년, 1940년. オークラ情報サービス株式会社에서 각

각 2007년, 2009년에 복각했다. 1939년 에 ‘朝鮮百人物’(344～350쪽)로서 무

용가 최승희 외에 상술한 이기세, 많은 가사를 남긴 김억, 바이올리니스트 안병

소, 그리고 소리 명창 이동백, 이화 선, 박록주 등이 소개된 것은 주목된다.

71) Park Sang Mi, “The Making of a Cultural Icon for the Japanese Empire,” Positions, 

14, 2006.

72) Atkins, E. Taylor, “The Dual Career of ‘Arirang’: The Korean Resistance Anthem 

that Became a Japanese Pop Hit,”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6(3), 2007, pp.

64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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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런 연구동향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상술한 인명사 에 

소개될 정도로 외 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사례들이며, 이와 같은 시

상황을 일반화해서 당시 음반산업계의 반 인 상황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여기서는 일본에서 부분의 한국인 계자들에 

한 인식이 무하다 할 정도로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요하다. 요컨 , 당시 일본의 공 인 담론공간을 거시 으로 볼 때 

한국의 문 부나 음반제작 등에 한 언 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4.1.2. 사적 기억과 경험

좀 더 개인 인 차원에서는 어땠는가. 재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

의 음반산업계에서 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일본인이 개인 으로 남

긴 기록은 별로 없다. 그런 가운데 1933년 9월경에서 1937년 6월경까

지 일본 콜럼비아 사원으로 한국에 체류한 이토 세이 (伊藤正憲, 1900

년생)의 자서 은 가장 요한 자료  하나이다.74) 그는 애  서울에 

있던 특약 들이 벌이고 있던 콜럼비아 상품 보이콧을 수습하기 해 

매원으로 견되었고, 곧 부지 장 그리고 1935년 반부터는 지

장을 지낸 바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자서 에서 한국에서 보낸 회사생활과 약간의 사생활에 해 

한 챕터를 할애해 서술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음반과 련된 

내용을  언 하지 않고 있다는 이다. 컨 , ‘당시의 유행가’

라는 소제목 아래 언 된 것은 모두가 동시 에 일본 내지에서 유행

73) 이 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개된 문화  흐름에 한 연구동향의 고조는 소  

한류 이후의 학술  심과도 일정 정도 호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74) 伊藤正憲, レコードと共に四十五年: 私のアルバム(東京: 日本クラウン株式会社, 

1971), 104～112쪽. 이 책의 발행소가 말해주듯이 그는 특히 1963년에 일본 컬럼

비아를 사임하고 일본 クラウン(Crown)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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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던 음반에 한 이야기이다. , 한국에 사는 일본인들이 특정

한 유행가에 해 내지의 일본인과 때때로 다른 반응을 나타냈음을 

상술하면서 서울에는 오사카나 규슈 출신자가 상 으로 많다는 

을 지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한국 내 일본인 시장의 구조에 한 

업계인의 찰일 뿐이다. 

즉, 이 자서 에서 회상된 내용으로 보아, 이토는 한국에 부임하고 일

하고 있던 4년 동안에도 마음과 심은 항상 일본 내지의 산업계의 동향

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토의 구술에 해서는 나 에 다시 살펴보

지만, 여기서 확인해둘 것은 당시 음반산업계에서 일본인 측이 한국음반

에 해 별로 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역에서 한국음반 제작

과 특히 그 내용면에 한 일종의 ‘구조  무 심’을 시사하고 있다. 

4.2. 관심부재의 경제원리와 의식구조

일본인 측에서 한국의 음반제작이나 속가수 등에 해 별로 심

이 없다면, 애 부터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지인 개자를 통해 지

용 상품을 만들 필요 자체가 없어 보인다. 일견 무 심해 보이는 이면

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제들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을 ‘음

모’ 같은 추상 인 개념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으로 분석

을 심화시켜 보도록 한다.

4.2.1. 탤런트 ‘발굴’의 문화횡단적 교환가치와 식민주의적 함의

음반산업계에서 핵심 인 과제 의 하나는 새로운 인재를 끊임없

이 조달하는 일이다. 이는 어떤 조직체든 간에 공통 이지만, 음반산

업을 포함한 문화산업에서는 소  ‘탤런트’의 ‘스카우트’라는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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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되는 것이 특징 이다. 스카우트하는 측은 새로운 탤런트를 

‘발견’ 는 ‘발굴’했다고 자랑스럽게 표 하고 발견자임을 자임하는 

것도 일반 이다. 컨 , 미국의 음반산업계에서는 20세기 부터 

복부 출신의 사업가나 남부의 백인 개자들이 남부에 사는 흑인이나 

시골 출신 백인 에서 새로운 탤런트를 발굴하고 데뷔시키는 것이 

리 행해졌는데, 남북 간의 비 칭 인 식민지  경제구조 아래서 

그러한 백인 로듀서들이 자신의 발굴을 자랑스러운 실 으로 여기

는 것은 상투화된 일이었다.75)

이런 탤런트의 스카우트라는 행 는 이 에서 다루고 있는 

역이라는 개념과 련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상이한 문화

 가치체계가 만나는 역에서 한쪽에서 특별히 가치부여되지 

않는 무엇을 다른 한쪽으로 이동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산출  하는 

좀 더 일반 인 교환행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식민지  의 장에

서는 식민지문화가 반 으로 열등한 것으로 낙인 히는 지배  가

치질서를 낳는다. 이를 제로 해 우월한 입장에 선 식민자가 식민지

문화의 특정한 일부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 ‘발견자’임을 주

장하는 것이 가장 형 인 경우이다. 이 게 식민지 상황에서 발굴이

라는 개념은 발굴자를 자임하는 식민자 측에 주체성을 부여하고 발굴

의 상을 객체화하는 식민담론과 깊은 련을 맺고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리  음반산업계의 경우 탤런트 발굴이

75) 컨 , 블루스 아티스트들의 발굴자 H. C. Speir나 컨트리 아티스트들의 발굴

자 Ralph Peer 등이 유명하다. 미국의 음반문화사가 Kenney 역시 이런 백인 

로듀서들이 사용해온 ‘발견(discover)’이라는 표 에 해 미국 남부의 식민지 

경제  상황을 이용해 북부의 “백인이 주도한 음반회사의 에서 정의된 

동사”라고 비 으로 지 하고 있다(Kenney, Recorded Music in American Life: 

The Phonograph and Popular Memory, 1890～1945,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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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단순히 미 인 행 가 아니라 그 이면에 발굴자에게 경제  이윤

을 가져다주는 장치가 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음반산업계

의 경우를 보면, 북부 백인이 주도하는 산업계에 이미 작권을 통한 

부의 산출장치, 즉 상황에서 문화  교환을 돈으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있었다. 따라서 특정한 탤런트를 그러한 시스템 측으로 성공

으로 포섭할 경우, 탤런트는 발굴자에게 ‘ ’과 같은 부의 원천이 

된다. 이와 같이 음반산업계에서 탤런트의 발굴은 이념 으로 재능이

라는 문화  가치의 발견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  요인에 의

해 뒷받침되면서 동기를 부여받는다.

4.2.2. 일본인 스카우트의 한국인 탤런트 발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의 음반산업계의 상황은 어땠는

가. 결론 으로 말해 일본인이 직  한국인 탤런트를 발견하고 일본에

서 데뷔시킨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 요한 특징으로 드러난다. 

신 한국에서 활동한 속가수들은 한국인 문 부가 스카우트를 맡

았다.76) 따라서 일본인이 스카우트에 여한 한국인 탤런트는 일본에

서 활동한 바 있는 인물들에 국한된다. 그러한 인물들에 해 스카우

트의 경 에 주목해 간단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 게 나열해보면 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시 한국 내에서 활동한 

한국인 탤런트의 수를 상기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

하다는 사실이 여기서는 요하다. 일본인이 스카우트에 여한 한국

76) 이들의 인재조달 활동의 구체상에 해서는 야마우치 후미타카, 앞의 논문, 

V장에서 상세히 검토했다. 거기서는 식민주의  함의를 갖는 ‘발굴’의 메타포

가 한국인 재자들이 한국인 탤런트를 찾는 데도 같이 사용된 상황에 해

서도 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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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일본 명)
일본의 소속 스카우트의 경

김 길

(永田絃次郎)

일본 킹 코드

속가수

이름을 붙인 이는 伊庭孝(이바 타카시, 음악평론가, 

연출가)라고 함. 그가 유명해진 계기로는 1936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극장에서 귀국한 리마돈나 三浦

環(미우라 다마키)가 일본에서 최 로 오페라 Madam 

Butterfly를 공연할 때 그를 지명하고 그가 훌륭한 테

라고 소개했다.77)

나선교

(夏目芙美子)

일본 킹 코드

속가수

당시 한국인으로 가무극단을 조직하고 흥행하고 다니던 

에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일본 킹의 주임디 터

던 清水滝治(시미즈)가 스카우트하고 녹음시켰다.78)

이규남

(南邦男)

일본 빅타

속가수

1932년에 먼  한국에서 임헌익의 이름으로 콜럼비

아 한국음반에서 데뷔했고, 1936년에 빅타 한국음반

에서 이규남으로 다시 데뷔했다. 그리고 1937년 6월

에 일본 빅타에서 데뷔했지만 가 스카우트를 했는

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함. 

채규엽

(長谷川一郎)

일본 콜럼비아 

속가수

1930년에 당시 일본 콜럼비아의 한국지 장 핸드포

드가 그의 목소리에 반해 한국음반을 녹음하다가 일

본 본사가 그를 꼭 채용하고 싶다 하여 長谷川一郎의 

이름으로 속가수가 되었다.79) 1939년에 佐伯周二

의 이름으로 태평 속가수로 다시 데뷔했을 때는 

“들에서 달인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아하고 있는 태평

의 武田隆一(다 다) 씨의 공”80)이라고 한다.

강 철

( 畑実)

일본 빅타

속가수

가요로 江口夜詩(에구치)에게 사사하고 1941년 2월

에 음악학교 졸업과 함께 江口의 소개로 일본 폴리돌

에 입사, 곧 빅타로 옮겼다.81)

이난

(岡蘭子)

일본 데이치쿠

속가수

오 의 이철과도 교류가 있던 일본의 문 부장 茂木

大輔?

자료: 각 항목의 각주 참조

<표 1> 일본인이 스카우트에 여한 한국인 탤런트

인 탤런트가 었던 까닭은, 단 으로 말해 역에서 그러한 교환

행 가 경제  이윤으로 변환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77) 박찬호, 한국가요사 1 1894～1945, 557쪽. 이 일화는 비교  리 알려져 

있다. 다만, 그를 킹 코드에 알선한 인물에 해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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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탤런트가 일본의 음반시장에서 으로 받아들여지고 ‘잘 

팔리는’ 상황이었다면, 당시 음반산업계의 일본인들은 한국인 탤런트 

찾기에 안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결국 당시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 탤런트의 선발은 한국인 문 부

가 문 으로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되었다. 그 게 스카우트된 한국

인들은 일본 시장까지 진출하기보다는 주로 한국에서 한국인을 상

로 활동하는 자기완결성이 높은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82) 

4.2.3. 원반권의 독점과 이윤회수의 회로

이 게 탤런트의 이동과 교환으로 경제  이윤을 효율 으로 산출하

지 못하는 상황은 일본 음반산업계의 경제  략이 탤런트라는 식민

지 문화자원의 조작이나 수탈과 같은 개념으로 풀리지 않음을 나타낸

다. 그 다면 이런 상황에서 당해업계가 한국음반 제작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한국에서 음반제작을 실질 으로 주도한 한국인 개자

들에게 활동무 를 제공하는 사활동이었는가. 물론 그럴 리는 없다.

당시 한국음반 제작을 통한 일본 본사 측의 이윤은 탤런트의 발굴

이 아니라 원반권의 독 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반권이

78) 박찬호, 한국가요사 1 1894～1945, 562쪽. 시미즈의 한자표기는 일본어 인 

朴燦鎬, 앞의 책(1987), 305쪽. 상술한 음반산업계 인명사 에는 나선교의 항목

에는 스카우트한 인물의 이름은 안 보이지만, 명디 터라는 소개와 함께 清水瀧

治(滝治)란 인물의 정보는 실려 있다(レコード世界社 編, 昭和十五年版-レコー

ド音楽技藝家銘鑑, 340쪽). 

79) 박찬호, 한국가요사 1 1894～1945, 233쪽.

80) レコード 1939년 11월호, 75쪽.

81) 박찬호, 한국가요사 1 1894～1945, 565쪽.

82) 한국 음반산업계의 이러한 자기완결성은 복 후 남북의 분단이라는 상황을 

거치면서 남한에서 내국 (domestic) 음반산업 시스템을 오랫동안 낳게 한 역사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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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일본의 음반산업계 안에서 사용되어 온 속칭으로,83) 재의 작

권법으로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로 규정되고 있다. 음반제작자란 음

반에 물질 으로 고정되어 있는 소리를 최 로 그 게 고정시킨 자이

고84) 음반제작자는 처음에 만든 원반에 한 여러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복제권이란 강력한 권리인데, 그것은 제3

자가 음반제작자에게 무단으로 원반이나 음반 등에서 소리를 복사하

는 것을 지하는 권리이다. 녹음이나 음반과 련된 작권 개념이나 

실제 인 제도운  등은 역사  맥락에서 동태 으로 악될 필요가 

있지만, 2차 세계  이  당해업계의 작권 련제도의 실제상은 

일본에서도 아직 충분히 밝 지지 않고 있다.85) 그러나 어도 음반

회사가 원반을 독 으로 소유함으로써 그것에서 발생되는 경제  

이윤의 일부를 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제가 존재했던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86)

당시 일본 본사는 한국에 녹음을 한 스튜디오는 설치해도 원반에

83) 生明俊雄, ポピュラー音楽は誰が作るのか―音楽産業の政治学, 53쪽. 이 책의 

자 아자미는 일본 빅타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일본 음반산업 연구를 시작한 사람

으로, 이 책에도 산업계의 내부자  지식이나 경험이 부분 으로 활용되어 있다.

84) 安藤和宏, よくわかる音楽著作権ビジネス実践編 2nd edition(リットーミュ 

ージック, 2002), 299쪽.

85) 일본의 창기 음반산업계의 작권시스템에 한 사회사  연구로 細川修一, 

｢著作権制度のメディア史的研究: 日本の初期音楽産業を事例として｣(東京大学 

社会学 攻 修士論文, 2002) 정도가 있는 형편이다. 

86) 일본에서는 1960년 까지 음반회사가 거의 유일한 음반제작자로서 생산과 유

통 반에 걸친 모든 권리를 집약 으로 소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반 인 과정에서 스튜디오 작업을 심으로 한 원반 제작이란 일부에 불과한

데, 1960년 가 되면 원반의 제작만을 맡아하는 원반제작자가 등장해 음반회

사에 의한 원반권 독 이 깨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제작(製作)이 총합 인 과정

을, 제작(制作)이 좀 더 세부 인 과정을 지칭하는 한자어로 구별된 것도 음반제

작기능의 독 과 분산이라는 역사  흐름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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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반을 량으로 어내는 스공장은 끝내 설치하지 않았다. 일

반 으로 식민지산업은 특히 단순노동을 해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

을 극 으로 활용함을 감안할 때, 스와 같은 작업이야말로 식민

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피식민자에게 맡길 만하니 의아한 목  하나

이다. 그러나 이는 원반권의 리를 통해 량복제로 발생되는 이윤의 

해당부분을 일본 본사가 회수하기 한 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런 원반권의 장악은 속작가제도, 즉 작사가와 작곡가까지 속계약

으로 편입시켜서 재능을 독 하는 제도로 더 강력히 뒷받침되었다.87)

이윤산출의 기제가 탤런트의 교환이 아닌 원반권의 조작에 근거하

는 경우 제작되는 음반의 ‘내용’에 한 심은 더욱더 퇴색되는 효과

를 낳는다. 한국인 개자가 스스로 한국인 탤런트를 조달하고 한국음

반의 제작을 실질 으로 이끌며 한국인 시장을 상 로 매하는 자기

완결  시스템도, 원반권을 쥐고 있는 한 일본 본사에게 경제  이윤

을 가져다주는 기제로서 용납이 된다. 

이상과 같은 경제기제에 뒷받침되면서 유지된 것이 상술한 한국음

반에 한 일본인 측의 구조  무 심이라 할 의식구조 다. 이런 경제

, 의식  구조는 일본인 경 진으로 하여  한국의 ‘음악자원’에 

한 충분한 지식과 심을 갖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국인 개자들에

게 음반제작의 핵심부분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는 

한국인의 음반제작 활동의 자율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결과를 래했

다. 한국인 개자들의 주 세계에서 굴욕 이고 폭력 으로도 경험될 

수 있었던 구조  무 심이야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한국음반 

제작을 한 ‘상  자율공간’을 확보하게 된 식민지  맥락이었다.

87) 주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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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본인의 한국음반 제작 관여의 양상과 성격

이상과 같은 무 심이 당시 일본인 경 진이 한국음반 제작에  

여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제작의 여러 단계에서 여

의 회로는 있었다. 여기서는 일견 모순으로 보이는 무 심과 여 사

이의 계의 일단을 풀어보자. 

이토는 의 자서 에서는 한국음반에 해 언 을 안 했지만, 

1980년 에 한일 간에서 엔카(演歌)의 원류를 둘러싼 사회  심이 

고조되었을 때 일본의 음악 리스트 오카노(岡野 )의 인터뷰를 받

으면서 한국음반에 한 이야기를 진술한 바 있다. 이토의 진술을 오

카노가 듣고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이토는 부임 당시의 상황과 한국

인 개자에 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콜럼비아 코드의 경성지 에 転任하고 4년 동안 일했는데, 당시 지

의 문 부장은 지의 리겜바이[李源培의 일본어 발음], 이가 [異河

潤의 일본어 발음], 안에키사[安益祚의 일본어 발음인데 마지막의 한자

발음이 틀렸음] 같은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목록에 수록되는 악곡

은 과반이 기생을 심으로 한 민요, 속요 다.88)

이 게 이토는 한국인 문 부장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1933

년 11월에는 안익조가 문 부장이 된 것이 보도된 바 있으니,89) 이토

의 부임은 실제로 이원배에서 안익조로 문 부장이 바  무렵과 일치

한다. 그는 1935년에 지 장이 되는데 그 해 말에 다시 안익조에서 

88) 岡野, 演歌源流‧ . 27～28쪽.

89) 별건곤 193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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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윤으로 문 부장이 바뀔 때90)도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 그

러나 이토가  문 부장인 이원배나 당  최고 의 엘리트로 알려

진 안익조, 그리고 언론인이자 문학자로 이름이 있던 이하윤 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들 사이에 구체 으로 어떤 계가 있었는지

에 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쉽게도 없다.91)

좀 더 구체 인 내용은 이토가 귀국한 후인 1938년 이래 콜럼비아

의 마지막 문 부장을 역임한 구원회에 한 이야기이다. 이토는 그를 

처음 채용했을 때의 이야기를 이 게 소개했다. 

당시 지 의 코드제작은 일본 것이 었다. 이미 부임 부터 하고 

있던 [방식, 즉] 고가 마사오(古賀政男)92) 씨의 악곡을 한국어로 녹음한 

코드[의 발매]에 힘을 쏟았다. 나 스스로가 문 부장이 되어 매 담

당이었던 고겡까이[具沅 의 일본어 발음]란 사나이를 조수로 임명하

고 古賀 씨, 竹岡(信幸)93) 씨의 작품의 가사를 동아일보 기자로서 東京

高師[도쿄고등사범 학의 약칭으로  筑波 학의 신임]를 졸업한 

90) 조  1935년 12월호.

91) 당시 콜럼비아의 서울지 에서 이토는 한국인 직원들을 일본어식 발음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카노가 한자표기 없이 가타가나로 발음을 

어놓은 것은 이토가 말한 호칭을 그 로 받아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안익조의 발음을 틀리게 표기한 것으로 보아 오카노가 나 에 무엇인가 문서를 

확인해 었을 가능성도 있다. 

92) 일본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  하나로 기억되어 있다. 그는 어릴 

때 한국의 인천과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련연구에서도 종종 이름이 

등장한다. 그의 간략한 출신배경 등에 해서는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  

음반제작에 참여한 일본인에 한 시론｣, 한국음악사학보 30, 2003, 785～

787쪽을 참조할 수 있다.

93) 고가 마사오의 메이지(明治) 학 후배로서 역시 일본 콜럼비아의 속작곡가를 

지냈다. 그의 간략한 출신배경 등은 야마우치 후미타카, 의 논문, 789～790쪽

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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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번역을 부탁하여 한국인 가수에게 부르게 했다. 이것이 성

공이었다. 일본어반, 즉 내지의 것도 한국에서 팔았지만, 그것과는 비교

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인 가수들이 부른 것이 팔려 나갔다. 古賀멜로디를 

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94)

이 인용문에서 이토가 ‘문 부장’이 되었다는 내용은 인터뷰한 측

의 오류이다.95) 그 지만 지 의 책임자 격이었던 이토가 일본 유행

가의 한국어 번안을 만들고 녹음하는 것을 기획하고 구원회와 함께 

한국음반 제작과정에 직  여했다고 말한 사실은 요하다. 실제로 

이런 번역과 번안에 의한 한국음반의 신보 조달이라는 략은 1930년

 이후 한국의 음반산업계에서 한 가지 흐름을 형성했다. 

이토가 추진한 것은 음악 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비슷한 것이 

공유되는 결과를 유발한다. 이런 일본인의 여방식은 특히 한국인에

게는 소  일선융화(日鮮融和)라는 식민지배의 동화이데올로기에 

극 으로 호응하려 한 의도의 결과로 해석되기 쉽다. 컨 , 일제시

기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형석기(邢奭基), 수린(全壽麟), 박시춘 등의 

작곡가들에 한 인터뷰 내용을 담은 작에서 모리(森彰英)는 원로 

작곡가 손석우의 다음과 같은 구술을 인용하고 있다. 

일본의 음반회사에서는 일부러 한국인 가수에게 같은 곡을 녹음  

하여 한국용으로 매했습니다. 어도 昭和의 한 자리 수의 해[1920년

94) 岡野, 演歌源流‧ , 27～28쪽.

95) 이토는 자서 에 자신이 계속 매의 문가 고 후에 딱 한 번만 콜럼비아 

본사에서 “문 부장이 된 것만은 내 경력 에서 이례 이었다고 느낀다”(伊藤

正憲, 앞의 책, 170쪽)고 쓰고 있다. 당시 한국 측의 문헌자료를 보아도 그가 

한국에 체류했을 때는 한국인들이 문 부장을 지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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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에서 1930년  반]에 한국의 도시에서 생활한 청년들은 古賀

멜로디[古賀政男가 작곡간 노래], 中山멜로디[中山晋平 작곡의 노래]와 

무 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음악 으로도 이 사람들은 최고 이지요. 

따라서 음악에 뜻을 두는 사람들은 차로 향을 받았습니다. 총독부를 

설치하고 주권을 빼앗아간 일본이 하는 짓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이들은 

특히 일본에서 들어오는 음악에 해 반발하려 했지만, 자신들이 곡이나 

시를 쓸 때에는 마음 구석에서 향을 받은 것이 퍼지고 나와서 만들어

진 것을 보면 비슷한 맛을 가진 演歌(엔카)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요.96)

이 인용문에서 손석우가 “일본의 음반회사에서는 일부러 한국인 가

수에게 같은 곡을 녹음  하여 한국용으로 매했습니다”라고 한 

것은 상술한 매 략의 의도성을 말한 것이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받아 모리는 “손석우 씨의 이야기에도 나왔듯이, 음반을 한국어로 내

는지 일본어로 내는지의 차이만 있었을 뿐 일본과 한국의 음반업계는 

완 히 일체화되어 있었던 것이다”97)라고 어놓았다. 그리고 “ 공

업도 음악산업도 질과 양의 차이는 있어도 기업인 이상은 이익추구라

는 목 은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음반은 國策에 따른 문화산업으로

서 식민지에 일본에서 만든 문화를 침투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는가”98)

하는 일반 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토 개인이 동화라는 정치  이념을 의식 으로 내걸었다

96) 森彰英, 演歌の海峽: 朝鮮海峽をはさんだドキュメント演歌史(東京: 年社, 

1981), 27～28쪽. 여기서 모리가 사용한 “國策에 따른 문화산업”이라는 말은 

당시 한국 음반산업계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표 이다. 

이에 한 더 자세한 검토는 졸고, 앞의 논문(2009), III장 2 을 참고할 수 있다. 

97) 森彰英, 같은 책, 51쪽.

98) 森彰英, 같은 책,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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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선 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 하다. 우선 한국 유성기음반 총목

록(이하 총목록)99)을 확인해보면, 콜럼비아에서 고가 마사오 작곡의 

번안음반 발매는 1932년 1월 신보가 첫 사례이며 이토의 부임과 함께 

갑자기 시작되거나 늘어나지 않았다.100) 즉, 이토 자신이 “이미 부임 

부터 하고 있던”이라고 언 했듯이 번안음반 제작은 그가 시작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가 매성 을 올렸다는 것을 자신의 공 으로 

돌리기 한 표 으로 읽어야 한다. 실제로 이토는 번안음반의 제작기

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한국 유성기음반 총목록, 민속원, 1998.

100) 古賀政男가 콜럼비아 한국음반에서 작편곡에 여한 것은 총 18종으로서, 음

반번호순으로 보면 40269 <달빛 여힌 물가>(168. 이하 호 안 숫자는 총목

록의 쪽수), 40284 <아가씨 마음>(170), 40300 <술은 물일가 한숨이랄

가>, <希望의 고개로>(172), 40332 <가을밤>, <님자취 찾아서>(176), 

40405 < 물의 고개>, <新아리랑>(편곡)(185), 40425 <못 잊을 사랑>(187), 

40468 <사랑은 구슬퍼>(197), 40475 <希望의 북소래>(199), 40488 <떠도는 

身勢>(202), 40490 <(醫師)炳雲의노래>(203), 40527 <悲 의夜曲>(214), 

40566 <달 갓흔 님>(226), 40616 < 물의 바다>(236), 40628 <외로운 길

손>(239), 40636 <숨어서 우는 우름>(241), 40713 <가을에 보는 달>(260), 

40876 <白蓮紅蓮>(300), 40902 <熱砂의 盟誓>, <迎春花>(304)이다. 한편, 이

토가 언 한 竹岡伸幸가 작편곡한 음반은 7종으로서, 40599 <流浪의 哀

>(232), 40650 <恨 만흔 身勢>(245), 40685 <물새야 웨 우느냐>(254), 

40710 <靑春일기>(260), 40735 <情熱의 탄식>(264), 40760 <斷腸哀曲>, <雨

中行人>(268), 40761 <이러  되엿담니다>(269)이다. 이토가 서울에 부임한 

시 을 감안해 최 한 빠른 기 으로 보면 1933년 12월 신보인 40468이나 

1934년 1월 신보인 40475 정도부터 여했을 것이고, 그러면 부임 에 6～7

종, 부임 후에 11～12종이 발매되었다. 한편, 竹岡伸幸가 작곡한 노래의 번안음

반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1935년 2월 신보이고 이토가 부지 장에서 곧 지

장이 될 무렵이었다. 이 무렵부터 여했다면 古賀政男 작곡의 번안음반으로는 

1934년 12월 신보인 40566이나 1935년 7월 신보인 40616 정도부터 여가 

시작 을 것이고, 그 다면 부임 에 11～12종, 부임 후에 6～7종이 발매된 

셈이 된다. 요컨 , 古賀의 번안음반 발매와 이토의 부임 사이에는 확실한 상

계가 드러나지 않는 반면, 竹岡의 번안음반 발매는 이토의 부임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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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앞서 ‘포터블’이라는 유성기 하드웨어의 매를 강화함으로써 

부임 후 몇 개월 만에 매상을 10배로 올렸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부임 시의 지 의 월간 매상의 할당이 1만 5천원이었던 것을 수개월 

후에 10배로 올렸는데, 그 방법 의 하나는 포터블이라고 당시 불린 

수동식 축음기 매를 강화하여 이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축음기를 좋아했다. 이삿짐이나 짧은 여행에 축음기를 

휴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리고 빅타의 개의 마크보다 콜럼비아

의 두 개의 8분음표가 붙은 마크가 ‘나물표’라고 하여 인기가 있었다. 

‘재수가 좋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인은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야외에 떼 지어 노는 걸 좋아한다. 그런 때에도 축음기가 필요했던 것 

같다. 잘 팔렸다. 그리고 그것은 음반의 수요 확 로 이어졌다.101)

이러한 진술에서도 그의 주된 심이 타사와 경쟁하면서 매상을 올

리는 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정치  이념에 

호응코자 한 극 인 활동가의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서울의 특약

들의 콜럼비아 음반 보이콧을 수습하고 매실 을 올리기 해 일시

으로 한국에 견된 직업 인 매원의 모습이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두어야 할 것은 번안음반이라는 것이 한

국음반의 극히 일부일 뿐이었으며, 상  자율공간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이 시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를 들면, 이토가 부임

한 바로 그 무렵에는 당  최고의 인텔리로서 음반회사의 문 부장이 

된 것으로 화제를 일으킨102) 안익조가 역시 당  최고 의 한국인 성

101) 岡野, 演歌源流‧ , 27～28쪽.

102) 그는 동경제국 학(농과‧수의과)과 경성제국 학(의학부)을 졸업하고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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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가 제명과 손을 잡고 그의 노래를 콜럼비아의 고 음반으로 제작

한 바 있었다. 이 기획은 당시 한국의 언론계에서도 콜럼비아의 고

화 략으로 소개되고 사회  심을 끌기도 했다.103) 그러나 이토의 

자서 이나 구술에서는 함께 일했을 문 부장를 비롯한 한국인들의 

이 같은 활동은 언 이 안 된 신에 주로 자신의 공 을 부각시켜 

놓았다.104) 애  자서 이란 자신을 서술의 주인공으로 삼는 쓰기 

장르라 하더라도, 한국인의 이 같은 활동이나 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은 특징 이다.105)

 후반에는 일시 으로 만주국 군의 소좌(軍醫 佐)로 근무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에 한 자료를 몇 가지 제시한다. 별건곤 1933년 11월호 

｢ 코-드의 熱狂時代: 競爭의 한토막 이약이｣ “새로 안익조(安益祚)군이 입사

취임하야 문 부장으로 컬럼비아 조선 을 꿈여내는 분주 다사하고 수고 막

심한 일을 하게 되엿다. 군은 의학사로 연 방면이 달는 유성긔게로 진출한 

것도 뜻밧기려니와 그가 일을 버려놋는 것은 뜻밧기다. 메쓰를 가지고 부스럼

이나 째고 주사긔나 가지고 분주할 군이 에여라 노아라 소리  우에서 분주히 

돌아단이는 것을 보면 아마 그에게는 문인인 숨은 재조가 잇섯든 것이라고 

하겟다”; 삼천리 1935년 8월호 ｢京城帝大出身 靑年學士는 어데갓는가｣ “특

히 의학부 졸업생  昭和 8년에 나온 安益祚氏만은 방향을 달니하여 시내 

장곡천정 일본축음기상회에 있섯든 것이 특이하다”; 삼천리 1937년 5월호 

｢滿洲國에서 활동하는 인물｣ “  滿洲國의 軍醫 소좌로서 安益祚 씨가 있는데 

씨는 얼마 까지 서울서 컬넘비아 코-드회사의 문 부장으로 있었다. 東京

帝大 農科와 獸醫科를 마친 뒤 다시 京城帝大 의학부를 마친 이다”; 삼천리 
1940년 12월호 ｢安益祚氏의 轉向｣ “前 滿洲國軍醫 佐 安益祚씨가 콜넘비아 

악극단을 경 하기로 되어서 듣는 사람마다 이 180도의 향에 을 크게 

뜨게 된다고.”

103) 별건곤 1933년 9월호 ｢우리 壇의 明星, 테 -玄濟明氏, 이번에 콜럼비아 

高級盤新吹込｣; 별건곤 1933년 11월호 ｢ 코-드의 熱狂時代: 競爭의 한 토막 

이약이｣ 등.

104) 다만, 만일 그가 아직 생존해 있고 심층면 을 할 수 있다면 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도 자서 을 쓰거나 인터뷰에 응했을 때에는 

그의 주된 심과 기억이 한국인 문 부의 활동에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05) 자료상의 한계로 구체화하기가 어렵지만, 컨  이토가 자랑한 번안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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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번안음반의 향력을 과 평가해 “음반을 한국어로 내는지 

일본어로 내는지의 차이만 있었을 뿐 일본과 한국의 음반업계는 완

히 일체화되어 있었던 것이다”106)라는 식의 이해는 일제 식민지배에 

한 비 이나 반성으로 나온 발상이라 해도 피상 이다. 이와 같은 

이해방식은 당시 한국음반 제작을 이끌기 해 여러 가지 구조  제

한과 갈등을 겪었던 한국인 개자들의 역사  주체성을 일도양단으

로 부인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2 에서 비 으로 검토한 로 그들

의 주체성과 자율활동을 안이하게 부각시키는 역사서술도 재고할 필

요가 있지만, 그 반  한 동일하게 문제인 것이다.

더 본질 인 문제는 이토와 같은 음반산업계의 일본인들이 특별한 

이념이나 의도 없이 업  계산으로 번안음반 제작과 같은 매 

략을 채택할 수 있었고 나아가 패  이후에도 거리낌 없이 회상할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을 것이다. 즉, 식민지배의 상황에서 동화

의 힘이 가해지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악의’ 없는 여가 어떤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는지에 한 성찰력과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었

다는 것이다.107)

제작도 함께 도와  구원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경험되었을 것이다. 

106) 森彰英, 演歌の海峽: 朝鮮海峽をはさんだドキュメント演歌史, 51쪽.

107) 자료상의 문제로 많은 일본인들의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

이다. 이토의 단편 인 자서 의 기술과 인터뷰 형식으로 변된 구술을 일반

화시켜서 당시 한국의 음반산업계에 일했던 일본인들의 의식구조 반을 논

하는 데에는 물론 무리가 따른다. 컨 , 帝蓄의 일본 본사의 문 부장이었던 

모기 다이스 (茂木大輔)는 기획회의나 녹음작업을 해 수시로 한국을 방문

했고 이철의 극 인 활동에 해서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森彰英, 같은 책, 

66쪽). 이런 에 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하고, 여기서는 식민지배에

서 근원 인 문제로 여겨지는 부분을 강조해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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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국인의 식민지경험과 식민주체 구성

이상과 같은 일본인 측의 구조  무 심이나 무신경한 여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을 한국의 당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면

서 어떤 활동을 개하고 있었는가. 여기서는 특히 본사와의 교섭주체

라는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피식민자로서 식민주체라는 측면에 한정

해 그 구체 인 모습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인 문 부장이 일본 본사나 경 진과 교섭하면서 극

으로 한국음반 제작을 이끌어간 것은 분명하다. 컨 , 빅타의  

문 부장을 지낸 이기세는 1930년 후의 2년이라는 한국녹음 ‘공백’

을 단축하려고 본사 사장과 직  교섭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日本 빅타-蓄音器 社社長과 여러 번 相議한 결과 그 후 3年이 지난 

昭和 6년 이른 에야 다시 朝鮮流行歌를 吹込하야 보기로 되 든 것입

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조선류행가는  실패이다. 었지 하든 이번

에는 훌융한 歌手를 발견하야 一般大衆의 열 젹 격찬을 받을 걸작을 

내지 않어서는 않되겠다……108)

이기세는 한국 유행가에 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빅타 본사 

사장109)이나 다른 간부와 상의하고 상하며 한국음반 제작을 재개  

108) 삼천리 1936년 11월호 ｢名歌手를 엇더  發見하엿든나｣, 184～185쪽. 다만, 

나 에 회상한 내용이므로 연 나 기간은 음반의 서지기록과 정확히 일치하

지 않는다.

109) 당시 미국인 서머러(H. L. Summerer)가 제2  표취체역으로 있었다(日本ビ

クター株式会社50年史編纂委員会, 日本ビクター50年史, 283쪽). 이기세가 

그와 어떤 방식으로 상한 것인지 궁 한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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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진술했다. 이때 본사 측에서도 한국녹음을 재개할 만한 사정이

나 략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기세의 실한 심정과 극 인 

제안이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한 몫을 했음은 분명하다. 

4.4.1. 중개자가 체감한 식민지상황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극 인 교섭의 주체만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  의 공간에서 그들은 어렵고도 부당

한 식민지경험을 거듭하면서 피지배민족인 식민주체로 구성되는 처

지에 놓여 있었다.

이하윤은 이토의 부임시 에 문 부장으로 함께 지낸 바 있었는데, 

그는 1938년 후반에 콜럼비아를 그만두고 나서 1939년  조선문

연감에 한국 음반산업계의 표자격으로 을 썼다. 원래 신문사 출

신110)인 그는 여기서 유행가 일변도로 변해가는 당시 한국의 음반산

업계에 한 언론계의 비 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당해업계의 

어려운 사정에 해 내부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변하고자 했다.

근래 제작되는 코-드의 조선반은 거의 부가 유행가(신민요를 포

함하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야 이 유행가의 비속성이 일부

의 道義學 로 하야곰[원문 로] 매도  되며  언론기 에서 맹목

으로 가요의 정화 운운을 제의하게 되는 한 원인이라 하겠다. 

110) 1930년  에는 언론인으로서 유행가에 해 극 으로 발언하고 있었다. 

컨 , ｢流行歌의 健實化｣, 学生 1930년 4월호. 1933년에는 동아일보에 

유행가 작사에 한 연재를 투고하거나(동아일보 1933년 9월 22일자, 23일

자, 24일자), 1934년 4월 반에는 같은 신문지상에서 구왕삼과 유행가나 작사

에 해 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계기가 된 기사는 동아일보 1934

년 4월 2일자에 실린 이하윤의 ｢流行歌謠曲의 製作問題(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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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진정한 의미의 가요에라도 우리가 가 온 민요와 同格 혹은 

그 이상의 비속성이 있음이 당연할 것이나, 보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선

레코-드업계의 歸趨되는 특수현상을 理解 看取하지 못하고서는 그 질  

低惡의 원인을 구명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신문이 사명의[원문 로] 한 언론보도기 임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인 이상 有害無益한 고란을 두지 안을 수 없는 것이며 코-드 

역시 오락 안을 주로 한 교양문화기 에는 틀림없으되 원래가 상품인

지라, 더구나 조선레코-드는 대회사의 一局地적 附随영업임에 제작당담자

의 困難은 尤甚한 바가 있다. [고딕 강조는 인용자 표시]111)

그는 여기서 말을 골라서 “오늘의 조선 코-드업계의 歸趨되는 특

수 상”에 해 언론계의 이해와 비 의 유보를 구하려는 내용을 쓰

고 있다. 그 ‘특수 상’의 본질은 ‘ 회사의 一局地  附随 업임’이

라는 음반산업계의 식민지상황에 있다는 것을 간 으로 표 하고 

있다. 식민지  상황에 놓인 문 부장으로서 “제작당담자의 困難

은 尤甚한 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 마지막에서 그는 콜럼비아 문 부장을 사직하게 된 경 와 

심정에 해 다음과 같이 요약 으로 진술했다.

요컨 , 조선에 있어서의 코-드의 문화  사명 내지 의의는 어듸있

는 것일가. 필자의 환멸이 또한 적지 아니한 배 있다. 비상시국에 처하야 

正히 수난의 一年을 거러온 업계의 도는 크다란 각성과 향이 없는 

이상 더욱 暗澹해야 옳을 것이다. 건실한 가요라기보다 먼  양심 있는 

111) 조선문 연감(1939년 ),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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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이 요구하는 날에 즉 좀 더 코-드에의 일반  심이 구체

화되는 날에 비로소 오랫동안 숙제로 있는 가요의 정화도 실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코-드의 역이 오락만에 멈출 것이 아니

다. 교양방면으로도 많이 이용하게 되어 나가기를 바라서 마지아니한

다. [고딕 강조는 인용자 표시]112)

문 부장으로 취임할 때 한국 언론계의 기 도 받은 바 있는113) 그

는 약 3년에 걸친 문 부장 생활 끝에 ‘환멸’을 느끼면서 그만두었다. 

여기서 그가 쓰고 있는 “문화  사명 내지 의의”란 이미 일 쟁이 

시작되고 있던 당시의 시 상황에서 그가 음반산업계에서 극 으

로 통제주체로 나서려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나,114) 애당  나

름 로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입문한 한국의 음반산업계의 실은 그

의 주  경험세계에서 제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에

서 그는 직 으로 일본인 경 진과의 에 해 언 하지 않았지

만, 상술한 이토의 진술에서는 아  배제된 한국인 측의 사정과 경험

을 일정 정도 표 하고 있다.

112) 조선문 연감(1939년 ), 60쪽.

113) “요사히 코-드게에도 변동이 있다. 방송국에 있든 시인(詩人) 리하윤(異河潤)

씨가 ｢콜럼비아｣로 안익조(安益祚)씨 뒤를 이어 문 부장으로 취임하야 새로

운 계획을 가지고 활략[활약]할 모양이라 하니 기 되는 바가 있다.” 景三伊, 

｢ 코-드欄, 코-드歌手 枯渇時代｣, 조  1935년 12월호, 189쪽.

114) 그는 1937년 여름에 일 쟁이 터지자 <총후의 기원>이란 노래를 작사하고 

김억이 작사한 <정의의 행진>과 함께 “時局歌”라는 새로운 갈래명을 붙인 

음반으로 제작하고 시청회까지 여는 등의 활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음반의 

시청회에 한 신문보도는 조선일보 1937년 10월 23일자 참조. 이 같이 

한국인 재가의 간  통제주체라 할 요한 측면에 해서는 이 이 아니

라 다른 기회에 좀 더 깊이 고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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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접촉과 차별

당시 음반산업계에서 일본인과 하는 장면들은 일상 으로 여

러 가지가 있었다. 그 에서도 일본 본사로 건 가 한국음반을 녹음하

는 일, 즉 ‘취입여행’은 그런 과 면이 여러 가지 수 에서 집

으로 나타난 기회 다. 

상술한 이기세는 빅타 문 부장 자리에 있던 1936년에 일본 본사의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 녹음경험에 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지 으로부터 8년젼  처음으로 조선류행가(朝鮮流行歌)를 여러 장, 

日本 內地人의 감독으로 취입(吹込)하 다.  실패를 보게 된 빅타-蓄

音機 社에서는 그 失敗의 原因이 오로지 朝鮮말 모르는 일본 내지인이 

吹込감독하 음에 있었다는 것은 理解못하고 조선을 아직 文化程度가 

하다 조선말은 코-드 吹込에 당하지 못하다는 그릇된 속단으로 

朝鮮류행가는 다시 취입할려고도 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끝없이 섭섭하게 하 으며 격분  하 든 것입니다.115) 

화자의 기억 는 기자의 받아쓰기 탓으로 인한 연  편차116)도 

보이지만, 여기서 요한 것은 일본인과의 직 인 면에서 비롯된 

자신의 경험에 한 주 인 표 이다. 이 내용이 복 후가 아니라 

115) 삼천리 1936년 11월호, ｢名歌手를 엇더  發見하엿든나｣ 184～185쪽.

116) 일본 빅타의 한국 녹음은 1차가 1928년 6월, 2차가 1929년 10～11월에 이루어

졌다. 이때 제작된 음반 에서 이기세가 언 한 <조선류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2차 녹음 시에 김연실이 부른 映畵 唄 <아르 >, <暗路어둔

길>(49071), 流行唱歌 <舟의歌>, <赤鳥>(49072) 등일 것이다(이 음반들의 

서지정보는 총목록 423쪽). 그 다면 그는 “지 으로부터 8년젼”이 아니라 

7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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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에 회상되고 표출되었다는 사실은 이 경험의 강렬함을 더욱 

나타낸다. 이기세가 언 한 창기 한국유행가 음반의 ‘실패’란 그가 

보기에 일본인 녹음기사가 한국말을 몰라서 일을 제 로 못했던 데에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빅타 본사 측에서는 한국이 아직 ‘문화정도’가 

하고 한국말이 음반 녹음에 당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했다

는 것이다. 일본에서 공부한 바 있고 1920년 부터 일동에서 윤심덕

의 음반을 기획하고 히트시킨 바 있으며 한국 음반산업계 제일의 원

로라 할 수 있는 이기세는 그만큼 일본 경 진이나 기사들과의 

경험이 많고 나름 로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그가 “나의 마음을 끝없이 섭섭하게 하 으며 격분  하 ”다고 회상

한 것은 축 된 불쾌함의 표시 다.

이같이 녹음의 실패를 소리를 넣은 자의 탓으로 돌리는 일 자체는 

당시 일반 이었고, 스튜디오에서는 녹음기사의 권 가 상당했다. 그

러나 실제로는 소리를 넣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상당했으며, 때로는 

연주자와 녹음기사의 불균형한 주객 계가 완 히 역 이 되면서 녹

음의 실패가 녹음기사의 잘못이 되는 경우조차 있었다. 

컨 , 1927년에 일본 빅타 설립과 함께 일본인 기사 제1호로 입

사해 1930년 에는 주임기사를 지낸 구수노키(楠木哲秀)는 일본을 방

문한 유명한 세계  해외아티스트들의 국내녹음을 책임지고 맡아 했

을 때의 경험에 해 회상한 바 있다.117) 이에 따르면 샬리아핀(Fyodor 

Ivanovich Shalyapin: 1873～1938, 러시아의 베이스가수), 티보(Jacques Thibaud: 

1880～1953, 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등을 녹음할 때 본사가 비상한 

개런티를 지불했고 실패해도 다시 녹음할 기회도 없었으며 연주자들

117) 歌崎和彦, 証  日本洋楽レコード史(戦前編), 174～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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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까다로웠기 때문에 몹시 긴장했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118) 

이는 이러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녹음이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해외’ 아티스트로서 일본 본사의 스튜디오를 드나들

고 있던 한국인들의 녹음에 해서는 일본인 측의 기록 자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역 상’의 일화를 찾기란 불가능하

다 할 수 있다.119)

당시 일본으로 건 가 녹음하는 일은 한국의 언론에서 출발하는 일

행들의 사진과 함께 종종 화려하게 보도되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인 

독자를 상으로 한 표상이고 선 이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다

른 측면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어떤 기사는 취입여행 

이면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표 했다.

조선에 코-드회사는 개가 동경 등지에 있는 큰 회사의 지  형식

으로 되어 있어 그 지 에서 취입(吹入)을 하자면 본사의 결제를 맡어야 

하는 것은 물론 조선에 취입소가 없기 때문에 동경 등지의 취입소나 

그 지 않으면 그곳의 토-키-제작소에서 취입을 하는 모양인데 이 게 

하자면 코-드인들을 거나리고[거느리고] 해탕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고 보니 이 조선에서도 문화가 제일 뒤떠러진 축들 갓쓰고 고무

신신고 그 지 않으면 머리에 왜 [倭 기름=향료를 섞어서 만든 기

름]을 바르고 주주리[주 이] 때 묻은 치마짜락[자락]을 껄고[깔고] 

118) 歌崎和彦, 같은 책, 177～179쪽. 이 외에 만주사변 후인 1931년 12월에 도오고

오(東郷平八郎)의 軍人勅諭의 낭독을 그의 자택에서 녹음한 것도 강하게 기억

하고 있다. 후자의 녹음에 해서는 倉田, 日本レコード文化史, 383～384쪽

에 비교  상세한 설명이 있다.

119) 구수노키(楠木哲秀)가 활동한 시기나 회사로 보아 에서 이기세가 회상한 

한국음반 녹음도 그가 여하거나 직  맡아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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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같은 큰 도회의 구경거리가 되려고 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코-드회사 지 의 가수 인솔자가 체모를 차릴  알고 인색지

[인색치] 않으면 이들의 외양도 생각해서 훈칠하게[훤칠하게] 꾸며가

지고 데리고 가겠지만 그 지 않은 사람이 인솔을 하게 되는 때는 창피

보러 갔다가 창피보고 돌아오는 격이 되는 때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120)

여기에 언 된 “ 코-드회사 지 의 가수 인솔자”란 이블의 책임

자나 문 부장이다. 이 내용은 실제 경험담이라기보다는 한국인을 멸

시하는 일본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쓴 일종의 당  문화비평  이다. 

때문에 “조선에 취입소가 없기 때문에”라는 표  등 사실과 다른 내

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이 지 한 로 이런 식의 경험은 실제로 

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19세기 말에는 이미 일본을 방

문하는 한국인 일행을 비웃고 멸시하는 일이 생기고, 특히 일본의 많

은 일반 들이 그러한 시선을 체화하고 있었다.121) 일본에서 녹음

하려면 이러한 시선을 어도 의식해야 했다.

여기에 언 한 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며, 음반산업계의 한국인 

종사자들은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확인해놓고 싶은 것은 당시 식민지  역으로서의 음반산업계

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개자들이 이런 본사나 기타 일본인들의 시선

을 가장 직 으로 받으면서 일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는 이다. 그 

본질은 함께 일하는 피식민자의 주체성, 즉 그들의 주체  역할과 그 

의의를 제 로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식민주의  시선이었다. 이

러한 시선과 을 상기할 때, 2 에서 오 에 해 지 한 로 문

120) 조  1936년 1월호, ｢朝鮮 코-드製作内面－別天地의 그들을 에워싼 이야기｣.

121) 趙景達, 植民地朝鮮の知識人と民衆: 植民地近代性批判(有志 , 2008),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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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으로는 확인하기 애매한 ‘문 부장 강등’이나 ‘경 권 탈취’ 등의 

역사  일화들 역시 한국인 종사자들의 주 이고도 진정한 기억에

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에서는 역으로서의 음반산업계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계성과 상호  주체구성에 해 살펴보았다. 일본인 경 진과 한국

인 문 부의 계로 표된 상호작용 속에서 후자의 활동이 여러 가

지 구조 인 여건들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한국음반 제작을 한 상

인 자율공간을 확보하게 된 역사과정을 자세히 풀어보았다. 그러나 

음반산업계 내에서 개주체를 이룬 한국인 종사자들은 식민지  

역에서 구조 인 무 심과 잖은 차별  우를 받는 피지배민

족으로서의 식민지경험을 거듭하는 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나가며

1930년  음반산업계는 한국인 개자들을 입해나가면서 식민

자와 피식민자가 비 칭 인 계 속에서 서로 면하는 역을 

낳았다. 이 은 이 같은 식민지  의 장에서 식민지배자에 한 

식민주체(colonial subject)로서 한국인의 역사  주체성이라는 쟁 에 

한 고찰을 심화시키려 했다. 

이를 해 우선 2 에서는 한국에서 민족 이블 창출이라는 활동

에 한 기존의 역사서술을 검토했다. 오 라는 이블의 설립과 운

에 한 표 인 역사서술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역사서술이 

당시 음반산업계의 거시 인 사회구조나 일본 본사의 략 등을 극소

회하거나 생략함으로써 한국인의 주체 이고 자율 인 활동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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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경향을 지 했다. 

3 에서는 이런 역사서술에서 고려되지 않는 일본 경 진 측의 역

사  주체성, 즉 그들이 한국인 개자를 입하게 된 경 나 략을 

분석했다. 일본 본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에서 한국음반을 만들고 

팔며 이익을 얻기 한 효율성 때문에 한국인을 개자로 내세울 필

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입된 한국인들이 본사의 략에 종속된 객체로 움직

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들 나름의 작 이나 포부를 가지고 

극 으로 음반산업계로 뛰어들었다. 이 에서는 그러한 한국인들

의 역사  주체성에 해 다양한 매개  행 들을 담당한 개주체로 

규정했다. 나아가 한국인 개주체의 역사  구성은 일본 경 진의 

필요와 한국의 기업가의 욕망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지 에서 이루어

진 간주체  사회과정으로 야 함을 논했다.

이러한 을 바탕으로, 4 에서는 의 장에서 그들이 구체

으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했는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어

떠한 상호  주체구성이 일어났는지에 해 살펴나갔다. 이 검토를 

통해 일본 경 진은 한국음반 제작에 극 으로 여하고 개입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음악자원 반에 한 구조  무 심이라 할 

만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것이 아이러니컬

하게도 한국음반 제작에서 한국인 재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공간을 

허용한 것으로 논했다. 

그러나 그 자율공간이란 역 속에서 어디까지나 상 인

(relative) 것, 즉 식민자와 계된(relative) 것이었다. 인 자율공간이

라는 애 에 있을 수 없는 당해업계의 식민지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인 

개자들의 활동을 자율 이냐 타율 이냐 하는 단순한 문제로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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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요한 것은 그들의 자율활동이 상

＝ 계 임을 제로 그 구체상을 실제 으로 풀어나가는 작업이다. 

이 게 이 은 한국인 개자의 역사  주체성을 극단 으로 부각

시키거나 부정하는 기존의 경향을 넘어 이 요한 쟁 에 근하고자 

했다. 이를 해 식민자 - 피식민자의 상호  주체구성의 을 도입

하고 이 연구에서 새롭게 밝힌 것은 일본인 측의 구조  무 심이나 

무신경한 여 등 지 까지 막연하게 다루어진 지 들이었고,  그러

한 맥락에서 한국인 개자들이 상  자율공간을 확보하게 된 양상, 

그리고 그러한 사회공간에서 식민지 경험의 구체상 등이었다. 결론

으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상호작용에서 종종 주체  역할을 외면당

한 한국인 당사자들은 스스로 그들의 주체성을 부각시키는 역사인식

을 가지게 되었다. 2 에서 비 으로 살펴본 내부자 인 주체성의 

강조는 이러한 간주체  상호작용(반작용)의 효과로 드러나고 지 까

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은 음반산업계에서 역사  주체성 문제를 이상의 

에서 근하고자 한 첫 시도로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당시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 개자들이 주체성을 발휘한 매개  

행 들은 다양했는데, 이 에서는 교섭주체와 피식민자로서 식민주

체라는 한정된 측면에 해서만 검토했다. 때문에 통제나 선발, 창작 

등 요한 개  행 들을 깊이 다루지 못했다.122) , 이 의 심

122) 주114에서 간단히 언 했듯이 당시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 개자들이 간

 통제주체로 기능한 측면은 간과할 수 없다. 이것 한 역에서 일본인

과의 간주체  상호작용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식민지 권력의 검열은 당해업

계에서 우선 일본인 경 진을 매개로 한국인 문 부를 통제의 소주체로 환

시켜나간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역사과정의 일단은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

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III장 3 을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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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 이 식민지  역에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면에 설정

되면서, 지배민족인 일본인을 상 로 서로 차별화된 피지배민족인 한

국인이라는 동질 인 민족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떠오른 측면이 강조

되었다. 때문에 당시 한국사회가 내부 으로 동질 인 구성체가 아니

었던 측면이나, 일본인과 한국인의 계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 인 

계성－한국인과 서양인,  일본인과 서양인 등등－이 존재했던 측

면123) 등은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 에서 강조했듯이 당시 음반산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일

본인 경 진과 한국인 개자들이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이라는 사

회집단을 서로 구성하면서 만나고 있었음은 요하고도 확실한 사실

이다. 한국음반에 한 일본인 측의 무 심한 인식이나 무신경한 행동

이 한국인 종사자들의 주체성을 경시하거나 외면함으로써 그들에게 

종종 폭력 인 경험으로 각인되고 깊숙이 기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할 것이다. 

수 있다. 한편, 당해업계에서 개자의 역사  주체성은 가수를 심으로 인재

를 선발하고 녹음할 작품을 창작하는 행 들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이에 해서는 야마우치 후미타카, 같은 , V장에서 자세히 논한 내용을 참고

하기 바란다. 

123) 당시 식민지  역은 소  戰間期(interwar period, 1차에서 2차 세계  

사이)의 국제 인 문화교통의 상황을 반 하면서 조  더 다층 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본 국내의 음반산업계는 1930년  반까지도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이 사장이나 녹음기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3 에서 

제시한 <그림 1>에도 표시해놓았듯이, 콜럼비아 서울지 의  지 장은 

핸드포드라는 미국인이었고, 빅타의 세일상회 책임자는 그린이라는 미국인이

었다. 가수 채규엽을 스카우트한 것이 핸드포드라는 이야기가 하는 등(박찬

호, 한국가요사 1 1894～1945, 233쪽), 당시 당해업계의 상황은 일본인

과 한국인의 계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 인 계성을 포함했으며 이에 한 

심도 있는 검토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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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Subjectivity of Korean Intermediaries 

in the Recording Industr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Colonizer-Colonized Interaction in Contact Zone

YAMAUCHI Fumitaka

(Graduate Institute of Musicology, National Taiwan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ed to engage with the issue of subjectivity in colo-

nial history with a focus on Korean middlemen in the recording in-

dustry in the 1930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t employed the theo-

retical perspective of contact zone, a conceptual tool that enabled a re-

searcher to examine the ways colonizer and colonized encountered and 

interacted each other in an asymmetrical yet reciprocal fashion. Special 

attention was paid to the construction of colonial intermediary subjects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subjects that were mostly monopolized by 

Japanese. By looking into the Korean record making at the micro level 

where their inter-subjective relations took various shapes, this study 

aimed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ographical issue of au-

tonomy/heteronomy of cultural production under colonialism.

The second section critically examined the existing writings about the 

rise and fall of the allegedly Korean-run label Okeh. It presented a　de-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일제시기 음반산업계에서 한국인 개자의 역사  주체성 고찰_야마우치 후미타카  183

tailed analysis of the ways such narratives positioned Koreans as a col-

lective subject in historiography by way of minimizing, simplifying and 

obliterating descriptions about macro social structure and the Japanese 

headquarters’ strategies. Despite the fact that Okeh was closely related 

with a Japanese major label Teichiku, conventional histories often in-

tended to disconnect their imperial association to highlight Koreans’ 

subjectivity and autonomy. 

The third section turned to the Japanese supervising subjects to see 

their strategies of incorporating Koreans into the relevant industry. It 

revealed that they needed to bring in Korean middlemen to improve 

their business efficiency and make constant profit in the making of 

Korean records aimed primarily at the Korean market. Those in-

corporated Koreans, however, did never work just as passive objects sub-

jugated to the top-down decisions; rather, they jumped in the new field 

of commerce and creativity with their own tactics and visions. This 

study conferred a particular subjectivity upon such Korean en-

trepreneurs, regarding them as intermediary subjects who took charge 

of crucial activities within the industry but emerged and existed only 

in association with Japanese administrative subjects, and vice versa. 

From the perspective of reciprocal construction of inter-subjectivity 

in contact zone, the last section tackled the question of how colonizers’ 

demands and colonized’ desires encountered, negotiated and compromised. 

By looking into colonial archive, it revealed that rather than actively 

involving in the Korean record making, Japanese businessmen held a 

particular structure of consciousness, that is, structural indiffere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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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usical resources. It went further to argue that such conscious-

ness ironically allowed Korean intermediaries to secure an autonomous 

cultural space for making recordings for Koreans. Deeply situated in 

the colonial contact zone, however, the Korean sovereignty was nothing 

but a relative autonomy, namely a limited space structurally related to 

the colonizers. The last section took a micro-perspective to offer a de-

tailed and vivid description of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both colo-

nizers and colonized in the recording field.

Keywords: Japanese colonial rule, Recording industry, Cultural inter-

mediary, Inter-subjectivity, Contac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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