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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1945년 이전 일본 대중가요 음반에 나타난 

조선인의 활동*5)

이 희(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과정)

1. 머리말

2. 일본 대중가요 음반의 조선인 활동 사례

3. 조선인 활동의 배경과 의미

4. 맺음말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한국, 즉 식민지 조선의 가요는 동시  일

본 가요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와는 반 로 조선인 음악

가들이 일본 가요계에서 활동한 흔  한 찾아볼 수 있는데, 음반 자료

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1930년 에 보이는 조선인의 일본 

가요 음반 련 활동 내용을 보면 채규엽, 김 길, 이난 , 이규남, 나선교 

등 가수가 열 곡 이상으로 비교  많은 작품을 발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선인들의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우선 일본 가요에서 요한 

유행 요인으로 작용한 이국취향을 들 수 있는데, 조선인 가수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유독 <아리랑>이 많은 것으로도 그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조선인 음악가나 조선 가요가 일본 가요의 주류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에서 본 다섯 명 외에는 그 활동이 부분 일시 인 수 에 

그쳤다.

음반회사의 일본 본사와 조선 지 이 한 계를 맺는 음악산업 체제 

* 이 은 제3회 세계한국학 회(2006년 10월 27~30일, 제주 학교) 발표문 내용

을 증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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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음반, 일본 대중가요, 조선인 음악가, 제국 질서

한 조선인의 활동을 가능  한 요인이었으니, 조선의 음반회사 속 상황이 

일본 활동에도 그 로 향을 미쳤다. 식민지시기의 음악산업 체제는 물론 

동등한 계 속에 형성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일본인이 조선 가요에 주로 

작곡자나 편곡자로 활동한 과 조선인이 일본 가요에 주로 가수로 활동

한 은 그러한 불균등한 계를 잘 보여 다. 조선인의 일본 가요 련 

활동은, 결국 당시 문화 체를 규정하는 제 던 제국 질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 머리말

종래 한국에서 일본과 련 있는 문화교류는 개 일방 이었던 것

으로 상상 는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삼국시 부터 조선시  통신

사에 이르는 근 에는 한국 문화가 일본에 많은 향을 주었다는 

시혜  이 강조되었고, 근  이후 한국에 한 일본의 침략과 지

배가 진행된 동안에는 일본 문화가 한국에 향을 주었다는, 특히 악

향을 주었다는 부정  시각이 강조되었다. 일본 문화의 악 향에 

한 부정 인 시각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1945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최근까지도 한국에서 일본문화가, 특히 일본 

문화가 제한된 것에 직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사실을 면 히 따지기 이 에 문화교류에 한 일반 인 

에만 입각해 보더라도, 두 나라 문화의 계가 실제로 그 게 일방

이고 단순한 것이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더구나 시각을 조 만 

달리하거나 사실을 조 만 더 확인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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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게 일방 이지도 않았고 그 게 좋거나 나쁜 한 가지 측면만 가

지고 있지도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는 ‘왜색’이나 ‘뽕짝’이라

는,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말로 흔히 표 되는 일제시

 가요에서도 외가 아니다.

한국 가요는 1920년을 후한 시기에 싹이 터서 음반산업과 

공고히 결합한 1930년 에 사회  향력을 확보한 문화 상으로 자

리를 굳혔다. 그런데, 한국 가요가 뚜렷하게 발 하는 모습을 보

인 그 시기는 1931년 만주사변으로 노골화되기 시작한 일본의 침략

쟁이 진행된 시기와 일치하고, 그 기반이 된 음반산업 한 주로 일본 

음반회사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1) 따라서 일제시  한국, 즉 식민지 

조선의 가요는 일본 식민정책에 의한 문화  ‘이식’의 산물이라

는 다소 도식 인 평가가 지 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식이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당시 일본 

가요가 식민지 조선에 많은 향을 주었던 것은 물론 분명한 사실

이다. 가요(일제시 에 통용된 용어로는 유행가)라는 문화 상의 틀 

자체가 이미 일본의 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별도의 거시

인 평가를 시도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많은 일본 가요가 조선에 

소개되어 유행했고 많은 일본인이 조선 가요 생산에 직·간 으

로 참여했던 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같은 시기에 조선 가요가 일본에 소개되고 

조선인들이 일본 가요에 참여한 상도 있었다는 이다.

1) 조선인 자본으로 설립된 음반회사는 코리아(Corea) 코드와 그 후신인 뉴코리아

(New Korea) 코드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밖에는 부분 인 자본 참여만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희, ｢일제시  경성에서 이루어진 음반 녹음의 

경 와 의미｣,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엮음,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한국학 앙연구원, 2009,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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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이 지 까지 완 히 망각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충

분히 확인되고 평가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언 인 ‘왜

색론’에 입각해 일제시  가요에 한 부정  시각이 상당한 가

운데, 일본의 표 인 가요 작곡가 고가 마사오(古賀政男)가 조선 

민요와 가요의 향을 많이 받았다거나(그러므로 일본 가요가 

한국 음악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무리한 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당

시에 이미 몇몇 가수는 놀랍게도 일본에서 ‘국제 ’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서술이 가요계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에서 엉성한 응

론으로 나와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1945년 이  일본 가요에 

한 한국 가요의 향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로서 정리해볼 필요

가 있으며, 더하여 그에 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하기도 하다. 그리

고 그러한 작업이 객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아무래도 주 이 개입

되어 있는 회고담 같은 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치 않으므로, 비교  

더 객 이라 할 수 있는 음반 자료를 심으로 보는 것이 유효하다.

단편 이고 때로 부정확하기도 한 일부 언 을 제외하고 본다면, 

1945년 이  일본 가요 음반에 나타난 조선인에 한 신뢰할 만

한 서술은 박찬호의 한국가요사가 최 이자 거의 유일하다. 1987년

에 일본에서 먼  간행된 뒤 한국에서 번역․증보되어 나온 박찬호의 

책2)은 ‘1945년 이  한국과 일본 가요에 두루 익숙한 재일한국

인’이라는 작자의 독특한 상 덕에 한국 가요와 일본 가요

가 공유하는 역에 해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정보의 제

시와 나열에서 더 나아가 치 한 분석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의 주제를 다루기 해서는 아무래도 한국가요

2) 朴燦鎬, 韓國歌謠史, 東京: 晶文社, 1987; 박찬호‧안동림 옮김, 한국가요사, 

암사, 1992; 박찬호‧안동림 옮김,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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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내용을 검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루는 

상 자체는 다르지만 그에 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에서 볼 

때, 1945년 이  한국 가요 음반[콜럼비아(Columbia) 코드에 한정

되기는 했지만]에 등장한 일본인에 해 검한 야마우치 후미타카(山

內文登)의  ｢일제시  음반제작에 참여한 일본인에 한 시론｣3)은 

비록 시론(試論)이라 할지라도 시론(始論)으로서 분명 의미가 있다.

주로 두 가지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면서 1945년 이  일본 가

요 음반에 나타난 조선인의 활동에 해 조  더 깊이 있게 정리해본

다면, 1945년 이  한국 가요의 요한 일면인(동시에 일본 가

요에서도 의미 있는 일부가 될 수 있는) 한일 가요 계사(史)에 근

하는 시론(試論) 구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 대중가요 음반의 조선인 활동 사례

박찬호는 일본 가요계에서 활동한 조선인에 해 한국가요사
에서 따로 한 을 두어 소개했고, 그밖에도 곳곳에서 련 내용을 

단편 으로 언 해두었다.4) 주로 가수 주로 소개되어 있어 이애리

수(李愛利秀), 강석연(姜石燕), 수린(全壽麟), 김교성(金敎聲), 채규엽

3)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  음반제작에 참여한 일본인에 한 시론｣, 한국

음악사학보 30, 한국음악사학회, 2003. 비슷한 주제의 내용을 좀 더 확충한 

로는 이 희, ｢1945년 이  한국 음악 음반에 나타난 일본인의 활동｣, 

제4회 세계한국학 회(2008년 9월 21~24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 발표문이 

있다.

4) 박찬호, 한국가요사 1, 555~571쪽. 기타 단편 인 언 이 있는 부분은 인명 

색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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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奎燁), 김 (金駿泳), 김안라(金安羅), 김용환(金龍煥), 옥(全玉), 이

난 (李蘭影), 문호월(文湖月), 이규남(李圭南), 김 길(金永吉), 나선교

(羅仙嬌), 강 철(康永喆), 조 은(曺永恩) 등에 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한국가요사에서 미처 언 하지 못한 도 있으니, 음반

이나 문헌자료를 검해보면 1945년 이  일본 가요 음반에 등장

한 조선인 가수와 작가의 흔 을 조  더 찾아볼 수 있다. 도월색(都月

色)·김산월(金山月)·이계월(李桂月), 윤백단(尹白丹), 김문보(金文輔), 박

경희(朴景嬉), 최남용(崔南鏞), 이기 (李基英), 박세환(朴世煥), 염석정

(廉石亭), 김연월(金蓮月), 선우일선(鮮于一扇), 최승희(崔承喜) 등과 채규

엽이 에하라 이요(江原奎燁)라는 명을 쓴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

1945년 이  일본 가요 음반 목록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

니고, 조선인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식 명을 쓴 경우도 있을 것이

므로5) 다소 불충분한 은 있겠지만, 확인된 바가 지 않은 편이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인물들이 조선과 일본에서 음반을 통해 활동한 내

용을 시기와 작품 심으로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6) 다만, 강

철과 조 은에 해서는 이 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조 은의 

경우 조선에서는 가요 음반을 발표했으나 일본에서는 미우라 에

5) 컨  1939년에 <港日記>, <ハルピンの夜>[콜럼비아, 30203(음반번호. 이하 음

반회사나 상표 이름 뒤에 등장하는 숫자는 모두 음반번호이다)] 등을 발표한 

기도 카오루(木戶かほる)가 조선인 가수라는 기록이 있으나, 아직 구체 인 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기도 카오루가 조선인

이 맞다면, 두 곡의 작곡자로 표기된 가나키 타카시(金木たかし)도 조선인 작곡

가일 가능성이 높다.

6) 일본 가요 음반에 한 서지  정보는 福田俊二·加藤正義 編, (昭和)流行歌總

覽 戰前·戰中編, 東京: 柘植書房, 1994와 昭和館 監修, SPレコード60,000曲 總目 , 

東京: アテネ書房, 2003을 주로 참고했고, 필자 조사 자료  박찬호 제공 자료를 

일부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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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三浦永恩)이라는 이름으로 오페라만 녹음했고, 강 철은 일본에

서 먼  가수로 데뷔한 이후 오바타 미노루( 畑實)라는 이름을 쓰며 

한동안 조선인임을 숨기고 활동하다가 1945년 이후에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일본 가요 음반에 가장 먼  등장한 조선인은 도월색(생몰년 미

상)·김산월(생몰년 미상)·이계월(생몰년 미상)이다. 유명한 윤심덕(尹心

悳)의 ‘독창’ <사(死)의 찬미>가 그보다 앞서 1926년에 일본어음반 번

호체계[닛토(日東),7) 2249]로 나오기는 했으나, 조선과 일본에서 동시

에 발매되었으므로 ‘일본 가요’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이 있다. 모두 권번 기생이었던 도월색 등 세 사람은 1925년에 일본축

음기상회, 즉 일축(日蓄)에서 <장한몽가(長恨夢歌)>, <시들은 방 (芳

草)>, <이 풍진(風塵) 세상을>, <농(籠) 속에 든 새> 등 다수의 일본 

가요 번안곡 음반을 함께 녹음해 발표했고, 특히 평양 출신 도월색

은 이후 1927년에 일축은 물론 일동(日東) 코드에서도 번안곡 음반

을 여럿 발표해, 당시 신문 고에서 “日本소리, 流行歌의 寵娘”이라

고 표 되기도 했다.8) 세 사람이 녹음한 일본 가요 음반은 1928

년에 발매된 <籠の鳥>[닛포노혼(ニッポノホン),9) 16152] 한 곡이 확인되

는데, 이는 앞서 본 <농 속에 든 새>의 원곡이기도 하다. 그런데 <籠の

鳥> 음원을 들어보면 조선어 가사가 먼  나오고 일본어 가사가 나

7) 한자 표기가 같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닛토 코드와 일동 코드는 같은 

음반회사이다. 알 벳으로 표기되는 음반회사 이름은 따로 구분해 쓰지 않았으

나, 한자로 표기되는 음반회사 이름은 일본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을 구분해 썼다. 

8) 일본축음기상회 고, 동아일보 1927년 1월 30일자.

9) 닛포노혼은 일본축음기상회에서 사용한 상표이며, 조선에서도 닙보노홍이라는 

표기로 사용되었다. 사실상 일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축음기상회에서 사용

한 다양한 상표 표기에 해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유성기음반총목

록, 민속원, 1998,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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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므로, 1925년에 조선에서 발매된 <농 속에 든 새> 음반을 3년 

뒤 일본에서 그 로 다시 어낸 것일 가능성도 있다.

도월색 등의 <籠の鳥>가 만약 조선에서 이미 발매되었던 음반의 단순

한 재 이라면, 조  더 엄격한 의미에서 일본 가요 음반 련 첫 

번째 조선인으로 꼽을 수 있는 이는 역시 채규엽(1906?~1949?)이다. 조선

에서 채규엽은 콜럼비아 코드(1930~1938), 오 (Okeh) 코드(1936),10) 

태평(太平) 코드(1939~1940), 포리돌(Polydor) 코드(1940~1943)에서 

속가수로 활동했다. 일제시  5  음반회사11)  네 군데에서 140여 

곡을 발표한 채규엽은 ‘유행가의 패왕(覇王)’이라 불리며 1935년에 잡

지 삼천리에서 실시한 가수 인기투표에서 남자가수 1 를 차지12)할 

정도로 1930년  조선 가요계를 표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하세

가와 이치로(長谷川一郞)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첫 음반을 발표한 때

는 1932년으로, 조선 신민요와 가요 그리고 일본 작곡가들이 만

든 노래를 1933년까지 발표했다. 그 가운데 <戀ごころ>는 당시 일본 

가요계의 표 인 작사가 사이조 야소(西條八十)와 작곡가 고가 

마사오가 처음으로 짝을 이루어 만든 노래로 기억되고 있고,13) 음반 

매성  역시 비교  좋았던 것으로 한다.14) 이후 한동안 확인할 

10) 콜럼비아 코드 속 기간 에 오 코드 속이었던 이유는 채규엽이 일시 

두 회사와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콜럼비아 코드에서는 이에 해 법

인 책임을 묻는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오 코드는 채규엽의 음반을 두 장밖

에 발매하지 못하고 속을 포기해야 했다.

11) 채규엽이 속했던 네 군데와 빅타(Victor) 코드가 5  음반회사로 꼽힌다. 

6  음반회사를 칠 경우에는 거기에 시에론(Chieron) 코드가 추가된다.

12) ｢ 코-드가수 인기투표 결선 발표｣, 삼천리 1935년 10월호. 이 인기투표에서는 

채규엽 외에도 뒤에서 볼 김용환(남자가수 2 ), 최남용(남자가수 5 ), 선우일선

(여자가수 2 ), 이난 (여자가수 3 ), 옥(여자가수 4 ) 등이 선정되었다.

13) 森本敏克, 音盤歌謠史, 京都: 白川書院, 1975, 63쪽.

14) ｢가수로 십만 원 수입｣, 삼천리 1938년 11월호. 이 기사에서는 <戀ごこ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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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채규엽의 일본어 음반이 다시 보이는 때는 1939년으로, 이 

때 그는 다이헤이(太平) 코드15)에서 사하쿠 슈지(佐伯周二)라는 이름

을 사용했으며, 1940년 까지 다이헤이 코드를 통해 음반을 발표했

다. 1943년에는 포리돌 코드에서 음반을 냈고, 이때 사용한 명은 

에하라 이요 다. 1932년부터 1943년까지 채규엽이 일본 가요 

음반으로 발표한 노래는 재 12곡이 확인된다.16)

채규엽보다 약간 늦게 일본어 음반을 낸 조선인 가수는 이애리수

(1911~2009)와 강석연(1914~?)이다. 두 사람은 모두 연극배우로 활동

하며 인기를 얻은 뒤 가요 가수를 겸한 공통 이 있다. 이애리수

는 1931년에 콜럼비아 코드에서 첫 음반을 발표한 뒤 같은 해에 빅

타 코드로 옮겨 1934년까지 모두 60여 곡을 불 다. 1934년 이후에

는 결혼과 가정 문제로 연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1932년에 음반이 

발매된 표작 <황성(荒城)의 (跡)>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다. 

강석연 역시 1931년에 콜럼비아 코드에서 첫 음반을 발표했고, 1932

년부터는 빅타 코드에서도 음반을 내기 시작했다. 1933년 이후로는 

빅타 코드 속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935년에 태평 코드로 

옮겨 1936년까지 음반을 발표했다. 배우 출신 가수로서는 가장 많은 

24만 장이나 매되었다고 소개했다.

15) 앞서 본 닛토 코드와 일동 코드의 경우와 같이 다이헤이 코드는 5  음반

회사의 하나인 태평 코드와 같은 회사이다.

16) <アリランの唄>(콜럼비아, 27066. 원곡은 <본조 아리랑>), <放浪の唄>(콜럼비아, 

27066. 원곡은 <방랑가>), <思い出の唄>(콜럼비아, 27189. 원곡은 <닐니리야>), 

< ごころ>(콜럼비아, 27221), <オンドル 唄>(콜럼비아, 27278), <春 >(콜럼

비아, 27369), <丘の夕陽>(콜럼비아, 27436), <今宵別れて>(콜럼비아, 27549. 원

곡은 <강남제비>), <街の風車>(다이헤이, R1021. 원곡은 <애련송>), <玄海夜曲>

(다이헤이, 음반번호 미상), <夜霧の幌馬車>(다이헤이, R1055), <半島の荒鷲>(포

리돌, P5367). 이밖에 <應援團長の >이라는 노래가 있다는 기록도 있으나, 여

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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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불러, 재 120여 곡 정도가 확인된다. 이애리수는 리 아리스

(李アリス)라는 이름으로, 강석연은 본명을 그 로 사용해 1932~1933

년에 걸쳐 일본 가요 음반을 발표했는데, 모두 빅타 코드를 통해 

나왔고 각각 부른 노래가 같은 음반 앞뒷면에 수록되었다. 이애리수와 

강석연이 일본어로 부른 곡들은 조선인 작곡가 수린(1907~1984)과 

김교성(1904~1961)의 작품으로, 일본어 음반에도 작곡자 이름이 명기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음반화되기 에 이미 조선에서도 음반이 나왔

던 것으로 확인 는 추정된다.17) 수린은 1931년부터 가요를 

발표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디어(Deer) 코드와 시에론 코드에서 작

품을 발표하다가, 1932년부터는 곧 빅타 코드 속작곡가로 있었

다. 1932년부터 작품을 발표한 김교성은 처음에는 빅타 코드, 1935

년부터는 포리돌 코드, 1939년 이후로는 태평 코드 속작곡가로 

활동했다. 1945년 이 에 수린과 김교성 두 사람이 작곡한 작품으

로 재 확인되는 것은 각각 200곡, 140곡 정도이다.

1933년에는 윤백단(1913~?), 옥(1911~1969), 김용환(1908?~1949), 

김문보(1900~?), 박경희(1915?~?) 등이 일본어 음반을 발표했다. 윤백

단은 이애리수나 강석연처럼 배우와 가수를 겸했던 인물로, 1932년에 

태평 코드에서 첫 음반을 발표했다. 1932년에는 태평 코드에서, 

1933년에는 주로 오 코드에서 음반을 냈고, 1935년에는 태평 코

드의 자매상표인 기린(麒麟) 코드를 통해서도 음반을 발표했다. 조선

에서 략 30곡 가까이 부른 윤백단은 일본 가요 음반으로는 

17) 이애리수가 발표한 노래는 <あだなさけ>(빅타, 52419. 원곡은 <고요한 장안>), 

<月のゆくえ>(빅타, 52568), <去りし夢>(빅타, 52653. 원곡은 <스러진 은 꿈>?) 

등 3곡이며, 강석연이 발표한 노래는 <いとしきけむり>(빅타, 52419), < の南

大門>(빅타, 52568. 원곡은 <남 문타령>?), <私と泣く>(빅타, 52653. 원곡은 <수

은 나도 웁니다>?) 등 3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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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에 <ふるさとの唄> 한 곡을 데이치쿠(帝蓄) 코드를 통해 발표

했는데(데이치쿠, 5265), 이 노래는 그가 오 코드에서 앞서 발표한 

<그리운 고향>과 같은 곡일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배우와 가수로 함께 활동한 옥은 1933년에 포리돌 코드에

서 첫 음반을 발표했고, 이후 1935년까지 빅타 코드와 콜럼비아 코

드에서도 음반을 냈다. 1935년에 포리돌 코드로 복귀한 뒤 1938년

까지 가수로 활동했으며, 모두 약 90곡을 발표했다. 옥의 일본어 

음반 역시 단 한 곡뿐으로 1933년에 포리돌 코드에서 나온 <桐の

木>(포리돌, 1339)이다. 이 노래는 조선 가요 <오동나무>에 일본어 

가사를 붙인 것이다. 옥과 같은 음반에 <新アリランの唄>(포리돌, 

1339)를 녹음한 김용환은 그 한 곡으로 일본 가요 음반에 흔 을 

남겼다. 조선에서는 1932년부터 포리돌 코드 속가수가 되어 1938

년까지 활동했고, 1939년부터 1941년까지는 빅타 코드, 1943년에는 

태평 코드 속으로도 음반을 발표했다. 가수로서 약 150곡을 발표

한 그는 다양한 필명18)으로 많은 작품을 직  작사·작곡하기도 했다. 

<新アリランの唄>는 나운규(羅雲奎) 화의 주제가인 신민요 <아리랑>, 

즉 이른바 <본조 아리랑>이거나 <아리랑>을 모티 로 한 창작곡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문보와 박경희는 가요 가수라기보다는 통상 성악가로 알려

져 있으나, 일본에서는 가요로 분류할 수 있는 곡을 음반으로 발

표했다. 일본에서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조선 최 의 바리톤 성악가로 

각 을 받은 김문보19)는 일동 코드(1927년)와 뉴코리아 코드(1935

18) 김용환의 필명으로 확인된 것은 김령 (金玲波), 김탄포(金灘浦), 이춘(李春), 임

벽계(林碧溪), 조자룡(趙子龍) 등이며, 그밖에 석일송(石一松), (草笛) 등도 필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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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그리고 콜럼비아 코드(연도 미상)에서 한 차례씩 독창 음반을 발

표했는데,20) 일본에서는 1933년에 가요 음반을 냈다. 같은 음반 

앞뒷면에 수록된 <若いマドロス>와 <思ひ出のワルツ>(닛토, 5929)는 직

 노래를 불 고, 부인 김직자(金直子)21)가 녹음한 <アリランの思い

出>(닛토, 5978)는 작곡을 했다. 김문보가 직  노래한 두 곡에는 각각 

‘美靑年 마도로쓰’, ‘生覺나는 왈츠춤’이라는 한  제목이 붙어 있기

도 한데, 작사자가 일본인22)인 것으로 보아 한  가사로 불 을 가능

성은 낮아 보인다. 역시 일본에서 성악을 공한 소 라노 박경희는 

음악학교 졸업 직 인 1933년에 <アリランの唄>와 <哀傷賦>(닛토, 6036)

를 발표했다. <アリランの唄>는 <본조 아리랑>이고 <哀傷賦>는 윤심

덕의 <사의 찬미>를 약간 개사23)한 곡인데, 두 곡 모두 ‘조선 가요곡’

으로 표기되었고 조선어로 녹음되었다. 1934년 졸업 이후 조선으로 

돌아온 박경희는 콜럼비아 코드, 뉴코리아 코드, 빅타 코드 등에

서 20곡 가까이 음반을 발표하며 공연과 방송 활동도 활발히 개했

는데, 1936년에 빅타 코드에서 발표한 곡 에는 <哀傷賦>, 즉 <사

의 찬미>에 제목을 달리 붙인 <따늅강>이 확인되기도 한다.

19) 김문보의 이력에 한 연구로는 손태룡, ｢김문보, 한국인 최 의 바리톤 성악가｣, 

낭만음악 47, 낭만음악사, 2000이 상세한 동시에 유일하다.

20) 손태룡은 김문보가 일동 코드에서만 음반을 냈다고 했으나(같은 , 19쪽), 

이는 자료를 다 살피지 못한 오류이다. 

21) 김직자는 원래 일본인으로 본명은 요시자와 나오코(吉澤直子)이다. 1926년에 

김문보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 남편 성을 따르는 일본 습에 따라 이름을 

김직자로 바꾸었으나, 1938년에 이혼했다. 같은 , 9~10쪽.

22) 두 곡의 작사자는 각각 온다 유키오(恩田幸夫)와 가와세 유조(川瀨勇三)이다.

23) 컨  <사의 찬미> 제1  가사는 “ 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의 가는 

곳 그 어데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로 되어 

있으나, <哀傷賦> 제1  가사는 “○없이 노는 황망한 인생아/ 의 있는 곳 

그 어덴가/ 쓰고 맛없는 험악한 고해에/ 무엇 찾아서 헤매는고”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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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무라 코자쿠(島村紅雀)라는 명으로 일본 가요 음반을 발

표한 최남용(1910~1970)은 1932년에 빅타 코드에서 가수로 데뷔했

고, 1934년에는 태평 코드로 속을 옮겨 활동했다. 태평 코드로 

옮긴 기에는 구룡포(具龍 )라는 명을 일시 사용하기도 하다가 다

시 본명을 써서 음반을 발표했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는 오

코드를 통해서도 약간의 음반을 냈으며, 발표한 작품 수는 모두 150여 

곡에 이른다. 최남용의 일본어 음반은 1935년에 다이헤이 코드를 통

해 발매된 것이 네 곡 확인된다.24) 다이헤이 코드 음반 목록이 재 

다소 소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최남용이 일본에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된 노래 

네 곡 가운데 세 곡에는 나카무라 히로시(中村曠) 는 나카무라 사부

로(中村三郞)라는 작곡자 이름이 보이는데, 이는 1935년 당시 최남용

과 마찬가지로 태평 코드 속으로 활동하고 있던 작곡가 이기 (생

몰년 미상)의 필명이다. 1934년에 태평 코드의 자매상표인 기린 코

드를 통해 첫 작품을 발표한 이기 은 1937년까지 태평 코드 속으

로 있었고, 이후 1939년까지는 빅타 코드 소속으로 작곡을 했다. 그

가 조선에서 발표한 작품은 재 60여 곡이 확인되며, 일본에서 발표

한 곡은 최남용의 노래 세 곡이 확인되는 부이다.

이상에서 본 가수와 작가들은 체로 조선에서 먼  활동을 시작한 

뒤 일본 가요 음반에 참여한 경우이나, 이와 달리 일본에서 먼  

활동을 시작한 뒤 조선어 음반을 낸 이들도 있다. 김 길(1909~1985)

은 1928년에 일본으로 건 가 음악을 공부하고 1935년부터 킹(King)

코드를 통해 나가타 겐지로(永田絃次郞)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발표

24) <古里たずねて>(다이헤이, 56199), <思い出の磯邊>(다이헤이, 56263), <君こそ

わが惱み>(다이헤이, 56285), <キヤラバンの唄>(다이헤이, 5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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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35년부터 1936년까지는 킹 코드가 포리돌 코드와 제휴하

고 있었던 계로 포리돌 코드에서도 음반을 냈으나, 두 음반회사의 

제휴 계가 끝나면서 1936년부터는 계속 킹 코드 속가수로 활동

했다. 김 길은 가요를 다수 부르기는 했지만 오페라 가수로 더 

많은 활약을 했으므로, 그가 1945년 이  일본에서 음반을 낸 것으로 

확인된 146곡 가운데에는 가요 범주에 들지 않는 노래도 많이 

있다.25) 김 길의 조선어 음반은 킹 코드와 포리돌 코드가 제휴 

25) <日本行進曲>(킹, K421), <大阪復 歌>(킹, K434), <起てや同胞>(킹, K437), <燃え

よ若人>(킹, K457), <惜しむ靑春>(포리돌, 2165), <黃海の大捷>(포리돌, 2170), 

<涯無き想い>(킹, K483), <つくしんび 山>(킹, K498), <鐵とメロン>(킹, K498), 

<巴里の夢>(킹, K488), <おゝロ－ラ>(포리돌, 2216), <われを思い給え>(포리돌, 

2216), <躍進日本>(킹, K572), <白樺越えて>(포리돌, 2260), <今宵いずこに>(킹, 

K598), <亞細亞の曙>(킹, 10001), <荒城の月>(킹, 10002), <面影>(킹, 10021), <月

光のワルツ>(킹, 10021), <日本男兒>(킹, 10027), <朝>(킹, 10043), <鴨綠江船頭

唄>(킹, 10061), <印度の村より>(킹, 10058), <靑年行進曲>(킹, 10059), <遥かなる

サンタルチア>(킹, 10079), <シニョリーナ>(킹, 10100), <ニノン>(킹, 10100), 

<綠の窓>(킹, 10101), <俺らマドロス>(킹, 10115), <オー・ソレ・ミオ>(킹, 

10113), <黑潮越えて>(킹, 10115), <海に來たれ>(킹, 10133), <八丈島から>(킹, 

10134), <出船>(킹, 10163), <赤誠銃後の歌>(킹, 20001), <擧れ一德>(킹, 20015), 

<出征軍人を る歌>(킹, 20018), <月下の塹壕>(킹, 20026), <輝く勝利>(킹, 20051), 

<日本男兒だ>(킹, 20051), <日の國の歌>(킹, 20034), <ラ‧パロマ>(킹, 20036), <愛

國行進曲>(킹, 21100), <今宵いずこ>(킹, 20064), <鐵兜行進曲>(킹, 20062), <七つ

の花>(킹, 20064), <靑いゆりかご>(킹, 20076), <叱られて>(킹, 20077), <あさ

ね>(킹, 20086), <海は呼ぶ>(킹, 20097), <紀元二千六百年記念日本万博行進曲>(킹, 

20100), <軍國舟唄>(킹, 20097), <台灣行進曲>(킹, 20106), <杭州灣上陸部隊の歌>

(킹, 20107), <松原>(킹, 20108), <島の朝霧>(킹, 20120), <なつかしの宵>(킹, 

20119), <よしきり>(킹, 20120), <晝>(킹, 20132), <あゝ愛國の血は燃えて>(킹, 

20152), <航行遮斷>(킹, 20150), <船頭唄>(킹, 20149), <箱根八里>(킹, 20149), <ユ

モレスク>(킹, 20140), <月の叉銃線>(킹, 20162), <旭はのぼる>(킹, 30007), <晝

の夢>(킹, 30006), <港の時雨>(킹, 30006), <淺間追分>(킹, 30023), <玄海舟唄>(킹, 

30023), <愛馬進軍歌>(킹, 30033), <アイ‧アイ‧アイ>(킹, 30051), <オ‧ソレミオ>

(킹, 30050), <歸れソレントへ>(킹, 30050), <懷かしのケンヤッキー>(킹,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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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1935년에 포리돌 코드를 통해서 다섯 곡 정도 발매되었다.

1936년에 콜럼비아 코드에서 첫 음반을 발표한 박세환(생몰년 미

상) 역시 일본에서 먼  가수 활동을 시작한 경우이다. 당  미스터 

콜럼비아라는 명으로 조선어 음반을 내기 시작한 박세환은 1937~ 

1938년에는 본명으로 바꾸어 콜럼비아 코드에서 계속 노래를 불

으나, 동시에 1937년 한 해 동안에는 미스터 태평이라는 명으로 태

평 코드에서도 지 않은 곡을 발표해, 모두 30여 곡을 음반으로 냈

다. 박세환이 조선어 음반을 내기 이 에 일본 다이헤이 코드에서 

<ヴォルガの舟唄>(킹, 30049), <ラ‧パロマ>(킹, 30051), <聖日本の歌>(킹, 30066), 

<大日本行進歌>(킹, 30066), <お山の娘>(킹, 30083), <箱根八里>(킹, 30084), <港の

時雨>(킹, 30083), < 年戰車兵の歌>(킹, 30107), <戰車の進擊>(킹, 30107), <あゝ

日の丸の下で>(킹, 30117), <出征兵士を る歌>(킹, 39001), <紀元二千六百年>(킹, 

40023), <出征航路>(킹, 47003), <滿洲帝國皇帝陛下奉迎國民歌>(킹, 47026), < 亞

行進曲>(킹, 47033), <日本勤勞の歌>(킹, 47037), <黑潮浴びて>(킹, 47044), <浜の

勝鬨>(킹, 47044), <土を打てば>(킹, 57001), <第二の祖國>(킹, 57010), <出せ一

の底力>(킹, 57013), <海の進軍>(킹, 57014), <戰陣訓の歌>(킹, 57020), <大政翼贊

の歌>(킹, 57019), <おくれ時計>(킹, 57038), <つくしんぼ 山>(킹, 57039), <南

進日本の歌>(킹, 57034), <世紀の若人>(킹, 57066), <大政翼贊の歌>(킹, 57054), 

<日本勤勞の歌>(킹, 57054), <おかよ>(킹, 57072), <忍路>(킹, 57073), <世紀の若

人>(킹, 57067), <愛の灯影>(킹, 57091), <逞しき街>(킹, 57086), <よろこびの歌>

(킹, 57092), <憂きことの>(킹, 67010), <日本の決意>(킹, 67009), <大東亞行進歌>

(킹, 67019), <諸君賴む!>(킹, 67021), <無敵皇軍>(킹, 67022), <海の男だ>(킹, 67028), 

<軍神岩佐中佐>(킹, 67041), <特別攻擊隊(A)>(킹, 67032), <特別攻擊隊(B)>(킹, 

67032), <春>(킹, 67035), <われ等は若い>(킹, 67036), <神兵捷てり>(킹, 67044), 

<苗や苗>(킹, 67042), <輝く軍艦旗>(킹, 67052), <寂念寺>(킹, 67051), <海行く日

本>(킹, 67055), <夕日の丘>(킹, 67067), <還らぬ一機>(킹, 67077), <南の大 節>

(킹, 77007), <霧>(킹, 77010), <しきしまのやまと心を>(킹, と300), <我等は兵に

召されたり>(킹, と301), <朝凪>(킹, と305), <征けやロンドン>(킹, と303), <地

平の果てまで>(킹, と309), <船路(A)>(킹, と308), <船路(B)>(킹, と308), <あゝ山

本元帥>(킹, と313), <出船>(킹, と314), <みたみわれ>(킹, と324), <勤勞報國隊の

歌>(킹, と506), <擊滅音頭>(킹, と513), <若き翼>(킹, と525), <神風節>(킹, と524), 

<南の 場>(킹, と527).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7(KST)



144  음악 통권 7호(2011년 상반기)

데뷔한 것은 분명하나,26) 언제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는지는 

아직 밝 져 있지 않다. 본명이 아닌 명을 사용한 것이 두 음반회사 

간 속계약 문제와 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을 감안하면, 

1936년 이 에 일본 다이헤이 코드에서 먼  활동하다가 1937년에 

정식으로 콜럼비아 코드 속가수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1936년에는  <목포의 물>로 유명한 가수 이난 (1916~1965)이 

오카 란코(岡蘭子)라는 이름으로 일본 가요 음반을 내기 시작했다. 

1933년에 태평 코드에서 첫 음반을 발표한 이난 은 같은 해 오

코드 속가수가 되어 이후 계속 속을 옮기지 않고 활동하면서 일

제시 에 활동한 가요 가수로서는 가장 많은 210곡 정도를 불

다. 이난 의 일본어 음반은 1936년과 1938년 두 차례 발표되었고, 

모두 오 코드의 본사 던 데이치쿠 코드를 통해 발매되었다.27) 

그 가운데에는 조선 민요와 가요도 있고 일본 작곡가의 작품도 

있는데, 조선인 작곡가 문호월(1908~1952)의 작품으로 명기되어 있는 

26) 이서구, ｢유행가수 석 회상｣, 삼천리 1938년 8월호.

27) 재 확인된 이난 의 일본 가요 음반은 10곡이다. <春の歡喜>(데이치쿠, 

50287. 원곡 < 맞이>), <アリランの唄>(데이치쿠, 50344. 원곡 <본조 아리랑>), 

<別れの船唄>(데이치쿠, 50344. 원곡 <목포의 물>), <海のふるさと>(데이치

쿠, 50440), <夕波歌えど>(데이치쿠, 50440. 원곡 <어 낙조>), <螢草の唄>(데이

치쿠, 50484), <感傷の秋>(데이치쿠, 50494. 원곡 <감상의 가을>), <合歡の木蔭

で>(데이치쿠, N153), <白薔薇の乙女>(데이치쿠, N172), <月見草の歌>(데이치쿠, 

N175). 이밖에도 데이치쿠 코드 취입(=녹음)보고서에는 이난 이 <あこがれ

の月>, <靑春を嘆く>, <母よいづこ>, <港のエレヂー>, <淚のステーション>(이

상 1936년), <北極光の下へ>, <ふるさとの唄>, <淚の連絡船>(이상 1938년) 등 

8곡을 녹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음반으로 발매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미확인 곡 가운데 <母よいづこ>와 <港のエレヂー>의 

작곡자는 마키오카 마고토(牧岡孫人)로, <ふるさとの唄>와 <淚の連絡船>의 작

곡자는 우미하라 마쓰오(海原松男)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인 작곡가 손

목인(孫牧人)과 김해송(金海松)의 일본 이름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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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の歡喜>는 이난 의 기 표작 < 맞이>와 같은 곡이다.  이

시이 가쿠테이(石井岳亭) 작곡으로 되어 있는 <感傷の秋>는 조선에서 

먼  발표한 <감상의 가을>과 제목이 같으므로, 이시이 가쿠테이는 

<감상의 가을> 작곡자 염석정(생몰년 미상)의 필명임이 확실시된다. 문

호월은 1933년부터 1938년까지는 오 코드 속작곡가로, 1938년

부터 1941년까지는 빅타 코드 속작곡가로 활동했고, 1936년에 일

시 으로 리온(Million) 코드에서도 작품을 발표해, 재 확인되는 

작품 수가 130곡 정도 된다. 염석정은 1933년부터 1936년까지 오

코드에서만 20곡 정도 작곡한 것이 확인된다.

이난 과 함께 오 코드 속가수로 활약한 김연월(1918?~?)도 

1936년에 하나이 오토마루(花井音丸)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같이 음

반을 발표했다. 평양 출신 기생인 김연월은 1935년에 데뷔해 1년 반

가량 활동하면서 10여 곡을 음반으로 냈는데, 일본 가요 음반으

로는 <娘おはら>(데이치쿠, 50287) 한 곡만 확인된다. 기네부치 이치로

(杵淵一郞)라는 일본 가수와 함께 부른 <娘おはら>는 김연월의 조선 

데뷔곡인 <나는 몰라요>와 같은 곡조이며, 그 원곡은 일본 지방 민요

를 신민요화한 <鹿兒島 原節>이다. 같은 평양 출신 기생이었던 선

우일선(1918~1990) 한 1936년에 일본에서 가요 음반을 발표했

다. 앞서 1934년에 포리돌 코드에서 <꽃을 잡고>로 데뷔한 그는 신

민요 성기인 1930년  반에 표 인 인기가수로 활약했고, 1938

년에는 빅타 코드로, 1939년에는 태평 코드로 이 하면서 모두 

100곡 가까운 작품을 발표했다. 1936년에 포리돌 코드의 자매상표

인 코로나(Corona) 코드에서 발매된 선우일선의 일본어 작품은 <アリ

ランの唄>와 <紅淚悲歌>(코로나, C171) 두 곡이며, 이는 곧 조선의 

표 인 신민요 <본조 아리랑>과 <오동나무>의 번안곡이다. 선우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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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본에서 사용한 명은 시마무라 치구사(島村ちぐさ)이며, 다른 작

품이 더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가수보다는 무용가로 더 유명한 최승희(1911~1969)는 이난 보다 

조  늦게 일본어 음반을 발표했다. 직업 인 가수로 활동한 것이 아

니라서 경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김 길이나 박세환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데뷔한 시기가 조선에서보다 약간 더 빠르기도 했다. 조선에

서는 1936년 9월에 콜럼비아 코드에서 노래 두 곡을 수록한 음반을 

한 차례만 냈고, 일본에서는 조  앞선 1936년 6월과 1937년에 역시 

콜럼비아 코드를 통해 세 곡을 발표했다.28) 그 가운데 <鄕 の舞姬>

는 최승희 자신이 작곡한 것이기도 하다.

김 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일본어 음반을 낸 이규남(1910~1974)

은 미나미 쿠니오(南邦雄)라는 이름으로 1937년부터 1939년까지 빅타

코드를 통해 일본 가요계에서 활동했다.29) 그에 앞서 조선에서

는 1933년부터 1935년까지 콜럼비아 코드 속으로 있었고, 1936년

부터 1940년까지는 빅타 코드 속, 1941년부터 1943년까지는 다시 

콜럼비아 코드 속가수로 음반을 냈다. 이규남이 조선에서 발표한 

노래는 모두 100여 곡이며, 일본에서 음반으로 낸 것도 재 37곡 정

도가 확인된다.30)

28) <鄕 の舞姬>(콜럼비아, 28846), <祭の夜>(콜럼비아, 28846), <さすらいの夕べ>

(콜럼비아, 29487).

29) 1933년에 한자 표기만 다른 미나미 쿠니오(南邦男)가 <今宵ひととき>(닛토, 

6016)라는 노래의 작사자로 등장한 가 확인되는데, 이규남이라는 증거는 찾

을 수 없다. 하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닛토 코드에서 조선인 김문보, 박경희의 

음반이 발매된 것을 보면 이규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0) <なまじ泣くまい>(빅타, 53993), <娘づくし>(빅타, J54036), <若いマドロス>(빅

타, J54043), <男の償い>(빅타, J54093), < 想華>(빅타, J54097), <想い出のアル

バム>(빅타, J54108), <浮世巡禮>(빅타, J54124), <古城の月>(빅타, J54126), <元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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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에는 나쓰메 후미코(夏目芙美子)라는 명을 쓴 나선교(1914~?)

가 일본 가요로 첫 음반을 발표했다. 1933년 조선에서 시에론

코드를 통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나선교는 1935년까지는 시에론 코

드 속으로, 1936년부터 1937년까지는 태평 코드 속으로 있으면

서 20여 곡을 발표했다. 조선에서 가수 활동을 끝내고 일본 킹 코드 

속으로 일본어 음반을 내기 시작한 나선교는 명과 함께 본명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1941년까지 16곡 정도를 부른 것이 보인다.31)

앞서 본 김용환의 동생으로 여자 가요 가수로서는 드물게 일본

에서 성악을 공한 김안라(1914~1974)는 1940년에 빅타 코드에서 

<アリラン物語>(빅타, A4114. 원곡 <본조 아리랑>)를 발표했고, 같은 음

반에 실린 일본 가수 하야시 토마(林東馬)의 노래 <アリラン娘>에는 

사를 녹음했다. 그밖에 닛토 코드에서 발표한 음반도 있다는 박찬

호의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 가요계에서 활동한 내용은 

ながし>(빅타, J54178), <血染の傳令>(빅타, J54180), <慈愛の鐵壁>(빅타, J54181), 

<かちどき峠>(빅타, J54223), <長城の月>(빅타, J54255), <露營の煙草>(빅타, 

J54267), <さくら日本>(빅타, J54277), <君の歌僕の歌>(빅타, J54303), <何をくよ

くよ>(빅타, J54303), <故鄕の月>(빅타, J54323), <ほがらか部隊>(빅타, J54325), 

<若い日夢の灯>(빅타, J54355), <可愛い靑空>(빅타, J54357), <大島月夜>(빅타, 

J54367), <國境の月>(빅타, J54385), <勤勞奉仕歌>(빅타, J54389), <人柱>(빅타, 

J54390), <塹壕日記>(빅타, J54405), <想い出のポスト>(빅타, J54406), <故鄕の

夢>(빅타, J54407), <加茂川夜曲>(빅타, J54419), <望鄕夜曲>(빅타, J54484), <淺草

詩情>(빅타, J54510), <伊豆の灯影>(빅타, J54525), <微風にのって>(빅타, J54528), 

<夢の北京>(빅타, J54550), <佐渡は日暮て>(빅타, J54564), <秋の南支那>(빅타, 

J54589), <海原日記>(빅타, J54604).

31) <故鄕のあの唄>(킹, 20103), <城ヶ島夜曲>(킹, 20118), <紅痕>(킹, 30042), <娘々

祭>(킹, 30075), <支那夜曲>(킹, 30087), <宵の窓邊で>(킹, 30100), <廣東夜曲>(킹, 

30112), <夢ならぬ >(킹, 30126), <夢の並木路>(킹, 40007), <長鼓叩いて>(킹, 

40027), < 州の娘>(킹, 40028), <嘆きの姉妹鳥>(킹, 40041), <滿洲祭り>(킹, 47012), 

<機織る乙女>(킹, 57006), <夜のランプは暗くとも>(킹, 57033), <黃河の夢唄>

(킹, 5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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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조선에서는 1932년부터 1941년까

지 시에론, 포리돌, 콜럼비아, 빅타 코드에서 20곡 정도를 발표했는

데, 한 음반회사에 오래 속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빅타

코드에서 조선어 음반을 낸 시기는 1937년에 한하므로 일본어 음반을 

낸 때와는 차이가 있다. 김안라는 일본에서 음반보다는 주로 무 공연

을 통해 가수 활동을 했던 것으로 한다.

이미 살펴본 바 있는 몇몇 작곡가들은 조선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작곡하거나 조선에서 이미 발표한 곡을 일본 가요 음반으로 다시 

내는 과정으로 이름이 나온 경우 다. 하지만, 김 (1907~1961)은 

그러한 과정 없이 일본 음악계에서 작곡 활동을 한 인물이다. 

1933년부터 가요 작곡을 시작해 130여 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되

는 그는 태평 코드와 오 코드에서 몇몇 작품을 쓰고 한때 포리돌

코드 문 부장을 지내기도 했으나, 1940년까지 주로 콜럼비아 코

드 속작곡가로 활동했다. 1940년 9월에 일본 쇼치쿠(松竹) 화사로

부터 을 받은 이후에는 조선 가요를 작곡하는 한편 아사히나 

노보루(朝比奈昇)라는 이름으로 일본 화음악 작곡에도 손을 기 시

작했고, 그 가운데 몇몇 작품은 음반으로도 발매가 되었다. 재 아사

히나 노보루 작곡이 확인된 음반은 1944년에 개 한 화 <兵隊さん>32)

의 주제가 <母の歌へる>와 <日本男兒>(빅타, A4495)뿐이지만, 앞으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2) <兵隊さん>은 조선군보도부에서 제작한 화로, 조선인 스태 와 배우가 거 

참여해 조선에서 개 했다. 일본 화라기보다는 조선 화에 가까운 <兵隊さん>

(그 때문에 <병정님>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린다) 주제가 음반이 조선이 아닌 

일본에서 발매된 이유는, 1943년 말 무렵 이후 조선어 음반 제작이 면 단되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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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인 활동의 배경과 의미

일본은 조선에 비해 가요 역사의 개도 빨랐고 음반산업 규

모도 컸다.33) 기왕에 없던 것이 새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앞서 있던 

일본 가요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경우와 달리, 일

본 가요가 조선 가요로부터 무엇인가를 섭취해야 할 필연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가요 음반 자료에는 조선인 작가  가수의 이름과 조선 

가요 작품이 보이고, 조선 민요가 가요로 수용된 흔 도 상

당히 많이 찾을 수 있다. 단 인 로 1945년 이  일본 가요 

가운데 제목에 ‘아리랑(アリラン)’을 사용한 것이 30곡 이상 확인되기

도 한다.34) 비록 주류  상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본 가요

에 분명히 존재했던 조선 가요의 향, 그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상에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은 일본 

가요계(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의 이국취향과 

련지어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측하기 어려운 의 기호를 선

도하기 해 거부감이 크게 들지 않는 범  안에서 새로운 경향을 지

속 으로 추구하는 것은 가요의 기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

33) 일본에서도 ‘최 ’의 가요 음반에 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1914년에 발매

된 <松の聲>을 꼽는 경우가 많다. 森本敏克, 音盤歌謠史, 7쪽. 한편, 음반산업

에 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기는 하나, 가요 음반 

종류 수는 일본이 조선의 5배, 히트곡 매량은 일본이 조선의 10배 정도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34) 이 희, ｢‘ 가요’ 아리랑의 1945년 이  동아시아  양상｣, 한국문학과 

술 6, 숭실 학교 한국문 연구소, 2010, 235~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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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요구되고 향유되고 기획된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경향은 자문화에 기반을 둔 계승과 변형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자문화와 구별되는 타문화에서 새로운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추구할 수 있다. 타문화  색채에 호기심을 보이

고 나아가 극 으로 향유하고 소비하는 이국취향은 1945년 이  

일본 가요에서도 제법 큰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 일본 가요 

자체가 지화 과정을 거친 서양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제이지만, 그 기반에 입각해서도 새로운 경향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재즈, 탱고나 룸바 같은 라틴음악, 하와이음악(이는 일 부터 

이루어진 일본인의 하와이 이민과 련이 있다) 등이 독자 인 역을 구

축하고 있었다. 한, 륙 침략(당시에는 ‘진출’로 명명되었겠지만)과 맞

물린 이른바 ‘ 륙멜로디’의 유행은 일본 가요사 서술에서 빠질 

수 없는 요한 흐름이기도 했다. 국, 만주, 몽골, 시베리아, 러시아

풍의 곡조와 정서를 표방한 륙멜로디는 일본 가요뿐 아니라 동

시  조선 가요에도 깊은 향을  정도 다.35)

앞서 거론한 경우들만큼 두드러지고 독특한 타문화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조선  색채 역시 일본 가요 입장에서는 이국취향의 상 

가운데 하나 다. 조선이 제국의 일부이고 일본과 하나라는 내선일체

(內鮮一體)의 정치  이념은, 엄연한 문화  차이를 가릴 만큼 실

인 것이 아니었다.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와 같은 진지한 학문  수

은 아닐지라도, 많은 일본인들은 식민지 조선에 한 나름의 이국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그것이 문화교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상과 다

른 모습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 따라 왜곡되었는지는 일단 차치하

35) 같은 ,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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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호기심도 느 을 것이다. 강

산, 아리랑, 기생 등은 당시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던 조선 이미지에서 

큰 비 을 차지하는 표상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6) 일본 가요 

음반에 나타난 조선인의 실질 인 활동 사례로 처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하필 채규엽의 <아리랑>, 즉 하세가와 이치로의 <アリランの唄>

다는 사실은 일본 가요에 한 조선 가요의 향이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 으로 설명해 다. 주로 가수 심으로 

이루어진 조선인의 활동상 역시 식민지 조선에 한 이미지, 이국취향

과 결부되어 ‘뜻밖에도 노래 괜찮게 하는 반도 출신 가수’로 제 나름

의 역을 인정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다고 해서 조선인 음악가들이 일본 가요의 주류

에 참여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에서 본 다양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양 인 면에서도 부분의 조선인들은 일본 가요 

음반에 미미한 흔 만을 남겼을 뿐이다. , 일본식 명을 사용한 

경우 당시 일본 이 그 이름을 조선인 음악가의 것으로 인지

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리랑>처럼 조선 색채

가 분명한 노래를 일본인 가수가 녹음한 경우도 지 않으므로, 일본 

가요 음반에 등장한 조선인 음악가에 한 당시 일본 의 인

지와 후  연구자인 필자의 인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1940년 당시 일본 음반업계 련 인물 1,500여 명의 정보를 

집 성한 レコ-ド音 技藝家銘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인이 김

길, 나선교, 이규남, 채규엽, 최승희, 김명수(金命洙) 등 여섯 명뿐이

라는 37)을 보면, 그러한 괴리는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36) 같은 , 244~245쪽. 

37)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제국질서와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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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인 가수나 작가가 일본 가요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

던 배경과 방식을 설명하기 해서는 당시 음반산업에 한 이해가 

한 필수 이다. 야마우치 후미타카는 식민지 조선 가요 음반에 

나타난 일본인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하나의 음악산

업 체제가 1945년 이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구축되어 있었다고 했는

데,38) 이는 일본 가요의 조선인을 보는 데에도 그 로 용된다. 

앞서 다소 번잡하게 서술한 활동 사례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조

선인 가수나 작가의 이름이 보이는 일본 가요 음반 부분은 발

매한 음반회사나 발매시기에서 그 가수나 작가가 조선에서 언제 어

떤 음반회사와 계를 맺고 있었는지와 놀라운, 어쩌면 당연한 일치

를 보인다. 콜럼비아, 다이헤이, 포리돌 코드로 이동하는 하세가와 

이치로 일본어 음반의 궤 은 조선에서 콜럼비아, 태평, 포리돌 코

드로 속을 옮겨 다닌 채규엽의 행 과 그 로 일치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먼  데뷔한 김 길, 박세환, 최승희의 경우 역시 여기서 

외가 아니다. 이러한 결과를 역으로 용해보면, 윤백단이 1933년

에 조선 오 코드와 일본 데이치쿠 코드에서 모두 음반을 낸 사

실에서 오 코드가 창설 당시부터 데이치쿠 코드와 이미 한 

계를 맺고 있었다는 추정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도출해낼 수도 

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구축되었던 음악산업 체제는 물론 원만하고 동

등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에서 활동한 음반회사 부분은 일본 본사를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  치에 있었고, 경우에 따라 달랐지

정치｣,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2009, 205쪽. 김명수는 

‘작시가(作詩家)’로 소개되어 있다고 한다.

38) 같은 , 7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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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0년  반까지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으로 녹음

을 하러 가야 하기도 했다.39) 음반을 량으로 복제생산하는 데에 필

수 인 스 설비는 1945년까지 끝내 조선에 설치되지 않았다.40) 

한일 가요의 교류는 이러한 체제 속에서 각각 다른 모습과 성격

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 가요에 등장하는 일본인이 주로 작

곡자와 편곡자41) 던 것에 반해, 일본 가요에 등장하는 조선인은 

주로 가수 다. 조선 가요에 등장한 일본인 가수42)와 일본 

가요에 등장한 조선인 작곡자가 소수로 확인되기는 하나, 그 경우 일

본인 가수는 개 일본인 작곡자의 노래( 는 일본에서 이미 음반화된 

노래)를 불 고, 조선인 작곡자의 작품은 개 조선인 가수가 불 다. 

작곡자( 는 편곡자) 일본인-가수 조선인의 도식이 뒤집힌 경우는 단

히 드물게만 확인된다. 이러한 구도는 좁은 범 에서 볼 때 음반회사 

는 음악산업 안에서 형성된 식민본국과 식민지의 역학 계를 반

하고 있으며, 큰 범 에서 볼 때 일본이 심부이고 조선이 주변부

던 제국 질서와도 련이 있다. 권력과 자본의 향 아래 이미 일본 

가요와 계를 맺고 있었던 일제시  조선 가요는, 지 의 

39) 1930년  반 이후로는 몇몇 음반회사에서 서울에 상설 스튜디오를 설치했으

므로, 녹음을 해 일본을 가야만 했던 상황에 다소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서울에서 이루어진 녹음 반에 해서는 이 희, ｢일제시  경성에서 이루어

진 음반 녹음의 경 와 의미｣가 상세하다.

40) 야마우치 후미타카는 그 이유를 ‘원반권(原盤權) 독 ’으로 설명했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제국질서와 미시정치｣, 

211~212쪽.

41) 작곡자는 60명, 편곡자는 30명이 확인된다. 두 분야에 모두 등장하는 복을 

감안하더라도 70명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구체 인 명단과 작품 수는 이 희, 

｢1945년 이  한국 음악 음반에 나타난 일본인의 활동｣, 2~3쪽 참조.

42) 디크 미네(ディック·ミネ)와 고사카 사치코(高坂幸子) 두 사람만이 재 확인된

다. 같은 ,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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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들이 본사에 녹음하러 가는 구체  과정을 통해서도 조  더 자

연스럽게 일본 가요에 흔 을 남길 수 있었다.

4. 맺음말

일제시  일본 가요 음반에 나타난 조선인의 활동에 한 연구

는 짧은 이 만으로 모두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사실 

확인부터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는 물론 ‘알고 보니 아무개도 

한국인이더라’ 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다. 앞으로 묻  있는 자료의 

발굴을 통해 체 인 윤곽을 조  더 정 하게 잡아가는 양 인 면

의 정리가 있어야겠고, 나아가 그것이 일제시  한일 간 문화교류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한 질 인 진 도 있어야 한다. , 

앞서 제국 질서라는 표 을 쓰기도 했지만, 일본 가요와 한국 

가요의 계는 제국의 범  안에 있었던 인  지역인 만이나 만

주, 이른바 다른 ‘외지’의 경우와도 비교해가며 살필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 야마우치 후미타카의 논문에서도 언 되었듯

이 미국을 심으로 개되었던 음악산업의 세계  흐름43) 한 련 

배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호오(好惡)와 시비의 평가를 떠나, 권력과 자본이 결부된 국제 (

는 제국 ) 문화교류는 다양한 방향과 압력으로 작용하며 가요의 

역사를 떠받쳐왔다. 일제시  가요에 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해서는 그러한 흐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43)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  음반제작에 참여한 일본인에 한 시론｣, 7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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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후로도 비공식  역, 는 지 은 망각의 상이 되어버

린 역에서 일본 가요와 한국 가요가 서로에게 흔 을 남긴 

바44)가 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 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상을 살피는 데에도 다소나마 참고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한류’라는 이름 아래 한국 가요가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리 유통되고 있기도 한데, 1945년 이  일본 가요 음반에 나타

난 조선인의 활동 양상과 의미는 한류를 이해하는 데에, 특히 그 부정

인 일면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할 만한 문제가 될 것이다. 

44) 1945년 이후 한국 가요에 한 일본의 향에 해서는 李埈熙, ｢韓國大衆

音 に及んだ日本の影響－一九四五年以前と以後の差｣, 谷川建司·王向華·吳咏梅 

編, 越境するポピュラ-カルチャ-, 東京: 靑弓社, 2009, 185~1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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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Musicians on Record 
of Japanese Popular Song before 1945

Lee Jun-hue(Academy of Korean Studies)

From 1910 to 1945 popular song of Korea, colony of Japan, was influ-

enced by that of Japan. However some Korean musicians’ names are also 

found on record of Japanese popular song before 1945. For example, some 

singers, Chae Gyu-yeop, Kim Yeong-gil, Lee Nan-yeong, Lee Gyu-nam, 

Na Seon-gyo, released above 10 songs. Exoticism in Japanese popular song 

motivated Korean musicians’ activity, so many songs of them were related 

with Arirang, the most famous Korean modern folk song. Of course Korean 

musicians couldn’t join in main stream of Japanese popular song, and activ-

ity of them except 5 singers were transitory. Record industry system com-

posed by head in Japan and branch in Korea also motivated Korean musi-

cians’ activity, so their contract with record company in Korea was main-

tained in Japan. Because, but, the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was 

not equal, most of Japanese musicians on Korean record were composers 

or arrangers and most of Korean musicians on Japanese record were singers. 

In conclusion, Korean musicians’ activity in Japanese popular song was 

based on the empire system that controled all of culture in those days.

Keywords: record, Japanese popular song, Korean musician, imperial system

* 이 논문은 2011년 3월 31일에 투고되어 4월 25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4월 3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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