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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일본축음기상회의 정체성과 

식민지 조선의 음반소비*13)

최혜은(일본국립민족학박물  외래연구원)

1. 들어가며

2. 일본축음기상회의 등장

3. 일본축음기상회의 현지화 전략

4. 일본 음반업계의 정황과 니폰콜럼비아로의 전환

5. 출장녹음의 중단

6. 일축의 독립성을 둘러싼 이견들

7. 식민지 조선의 음반 소비자들

8. 조선인의 음반 소비 양상

9. 나가면서

20세기  일본의 선구 인 코드 회사 던 일본축음기상회(Nipponophone 

Company, 약칭 일축)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1911년부터 지 을 개설하고 조

선음반을 생산하는 등 음반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일축은 일본의 민족기업이 

아니라 일본에 기반을 둔 외국인의 투자에 의해 세워진 외자기업이었으며, 

이들 투자자들이 경 에도 직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 한국

* 이 은 2014년에 개최된 The 2nd Annual Korea University Korean History 

Graduate Student Conference와 제15회 한국 음악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

정 보완한 것이며, 피드백을 해주신 리엔유 교수, 보은 씨, 박애경 교수, 이경분 

교수와 익명의 심사 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한다. 더불어 일한문화교류기

(日韓文化交流基金)의 지원에도 감사드린다. 이 의 어와 일본어 자료의 번역

은 특별한 언 이 없는 한 스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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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일본축음기상회, 외자기업, 현지화 전략, 글로벌한 음악문화, 20세기 초

의 음반사 연구에서 큰 고려의 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은 일축

이 설립된 1910년경부터 콜롬비아의 자회사로의 편입이 시작된 1927년까지

의 기간 동안 일축의 기업경  방식을 고찰함과 동시에, 일축이 외자기업이라

는 이슈를 극복하고 민족기업으로의 이미지 창출을 해 일본과 조선에서 어

떠한 지화 략을 구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은 한 걸음 더 나아

가 1910년  반기에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축의 외국 코드 카탈

로그를 토 로 일축이 과연 세계 인 메이  회사들과는 무 하게 독립 으

로 운 되던 회사 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일축이 조선에서 음반 사업

을 시작한 1910년 에는 조선인들의 음반구매력이 아직 본격 인 궤도에 올

라가지 못하 고, 음반의 구매 가능성이 큰 일본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거

주했던 조선의 도시들에 일축의 특약 이 치했다는 에 근거하여, 일축이 

조선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민족을 상으로 하는 음반산업을 구상했을 가능

성을 타진해 본다. 그러한 다민족을 한 일축의 음반유통이 조선인 음반소비

자들을 당시의 로벌한 음악문화의 소비자로 창출하는 데 기여하 다는 

도 아울러서 살펴본다. 

1. 들어가며

일본축음기상회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고 일 년이 지난 1911년, 경

성에 지 을 내고 업을 개시하 고, 일동축음기주식회사가 조선에

서 음반사업을 시작하기 인 1925년 반까지 식민지 조선의 음반 

시장에서 조선음반을 발매하는 유일한 음반회사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1) 그 때문에 일본축음기상회가 한국의 음반사에서 차지하는 

1) 이진원은 빅타에 의해 외  음반발매가 1915년에 이루어졌는데, 일본식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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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상당히 크다고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축은 1927년 말 주식을 

콜럼비아에 양도하고 그 산하로 들어가면서 회사명도 니폰콜럼비아

로 바꾸게 된다. 이로 인해 학자들은 니폰콜럼비아가 다국 기업이라

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는 반면, 일축이 일본의 민족기업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러한가? 일본축음기상회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인식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축은 일본인들

이 아닌 외국인들의 자본 투자로 설립되었고, 그들이 경 에도 직  

참여하 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일축의 기업  특성을 어떻게 이해해

야 할까? 어도 일축은 소  말하는 일본의 민족기업은 아니었다. 

를 들어 한국에서 일본인이나 미국인이 세우고 경 까지 하는 기업

을 한국기업으로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듯이 마찬가지로 일축도 

같은 딜 마가 있었다. 이 에서는 일단 일축의 정체성을 일본에 기

반을 둔 외국인 투자기업, 즉 외자기업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지속하도

록 하겠다. 

20세기  식민지 조선에서 직  투자를 통해 음반업계를 개척했던 

표 인 일본기업으로 알려졌던 일축이 외자기업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한국 음반산업의 형성기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구체 으로 이 은 일축의 설립에서부터 콜럼비아의 자회사가 되기 

까지의 일축의 기업 활동을 고찰함에 있어, 외자기업으로서의 일축

이 민족기업으로의 이미지 창출을 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한편 일축의 트랜스내셔 한 특성이 일제의 

식민지로서 격한 정치 사회  변동을 겪고 있던 조선의 음반시장에

서 어떤 식으로 조선인을 당시의 로벌한 음악문화의 소비자로 창출

에서의 조선의 발 상을 선 하기 해 기획되었던 행사 던 시정 5주년 공진회

를 기념하기 한 것이었다고 한다(이진원, 2007: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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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향을 끼쳤는지를 진단해보겠다.2) 따라서 이 은 일본과 

그 식민지에 존재했던 여러 음반회사들을 일본회사라고 생각하는 다

소 단순화된 근을 지양하고, 그로 인해 생되는 식민통치국으로서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양자 계에 을 두어 조선의 음반 산업을 

분석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일본과 조선의 음반 산업의 형성을 

동아시아  로벌한 컨텍스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축음기상회의 등장

일본축음기상회가 특히 자본과 경  면에서 소  말하는 일본 회사

의 특성이 부족하다는 은 앞에서 언 하 다. 구체 으로 일축을 

세운 사람은 미국인 사업가 던 드릭 혼(Frederick W. Horn)이었다. 

그는 1896년 혼상회를 설립하고 왁스 실린더형 축음기의 수입 배 을 

시작했고, 1899년경에 합자회사로 설립된 삼 당에도 기부터 합류

해 마츠모토 타 이치로와 함께 공동 소유주가 되었다.3) 1907년에 일

2) 식민지에서의 근 성을 제국의 심부와 비교했을 때 “뒤늦은 근 성”(belated 

modernity)이라는 틀로 근하는 것이 일반 이고, 이는 여러 면에서 옳은 근법

이라고 본다. 음악을 로 들자면, 일제시 의 음악교육과 같은 문제에 근할 

때에는 아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앤드류 존스(Andrew Jones)가 식민지 

교역로를 통해서 미디어의 발 이 거의 동시 으로 식민지에도 되었고, 그

것이 제국의 심부 속해 있거나 주변부에 속해 있거나 상 없이 동시 인들에

게 문화  충격으로 다가갔다는 을 지 한 논지는 타당하다고 보며, 당시  

지구  음악문화(global sound culture)에 한 연구에 있어서 “뒤늦은 근 성”이

라는 틀을 도식 으로 용하는 데 한 그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Jones, 2001: 

11~12).

3) 삼 당은 일본 통 음악의 실린더 제작을 통해 축음기 화를 선도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혼이 공동 소유주가 되기 에는 작은 가게를 소유한 축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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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축음기제조주식회사를 세우고 일본 최 로 원반형 축음기  코

드 생산에 착수하는데, 심포니, 아메리칸, 로얄, 그로 , 그리고 유니

버설이라는 다섯 개의 이블을 생산했다. 1910년에 이르면 일미축음

기상회를 체해 일본축음기상회가 일미축음기제조주식회사가 생산

한 축음기와 코드의 매를 담당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일본축음기

상회는 1912년 일미축음기제조주식회사를 합병하고 일본에서는 처음

으로 축음기와 코드의 생산과 배 을 일  담당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났다(生明俊雄, 2007: 2~3; 倉田喜弘, 1992: 66). 그 후 복사반 문제

로 기에 처한 일축은 경제  손실을 무릅쓰고 일본 최 로 양면반

을 제작 매했다.4) 이런 식으로 일축은 메이  음반회사로의 탈바꿈

을 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물론 드릭 W. 가이스버그(1873~1951)가 1903년 처음으로 일

본에서 상업녹음을 한 이래,5) 외국 축음기와 음반의 수입  매를 

수입업체 고, 혼의 자본 참여 이후 일 년이 되지 않은 시 에 사업장을 크게 

확장하고 미국그래모폰의 특약 이 되었다(倉田喜弘, 1992: 42~43). 마츠모토 

사망 직후에 설립된 일미축음기제조주식회사의 발 에 마츠모토가 다년간 쌓아

온 노하우와 인맥 등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일미축음기주식회사도 처음에는 수입

배 업체에 불과하 고, 일본 최 로 축음기와 코드의 자체생산에 성공하면서 

일축으로 성장해 갔기 때문에, 이 에서는 삼 당과 일축의 역사를 연결해 서술

하는 방식은 피했다.

4) 해외에서는 Eldridge R. Johnson이 Berliner를 한 실험  음반이 최 의 양면반

으로 추정되지만, 최 로 양면반을 시장에 내놓은 것은 1904년 콜럼비아에 의해

서다. 그러나 콜럼비아나 다른 음반사들의 시도는 1908년까지는 상업 인 성공

을 거두지 못했는데, 그것은 매 리 들이 가격이 렴한 쪽 (단면반)을 선호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Sherman and Nauck, 1997). 

5) 가이스버그의 녹음이 일본 최 의 상업녹음이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1901년 

도쿄에 있는 카메론상회를 통해 메트로폴 호텔에서 첫 녹음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진원은 야마구치 카미노스 를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이진원, 200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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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었던 삼 당과 천상당 같은 잘 알려진 리 들이 일본

코드 제작에 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6) 이러한 리 들은 처

음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온 녹음 엔지니어들과 지역의 술가들을 

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를 통해 외국의 주요 음반회사들의 

제품을 취 할 독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生明俊雄: 2007, 8~9; 구

라타 앞의 , 47~64). 이들 리 이 여했던 음반은 일본에서 여

히 수입반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녹음 엔지니어들이 원반을 유럽

이나 미국으로 보내 코드를 어냈고, 제품화된 코드를 일본에서 

다시 수입하는 방식을 채택하 기 때문이다. 를 들어, 페카 그로노

우(Pekka Gronow)는 “1912년 일본은 여 히 114,000엔에 달하는 음반

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재의 수출 가격을 고려한다면 200,000장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샤츠마이어(W. Schatzmayr)의 1914년 자료를 

인용해 밝히고 있다(Gronow, 1981: 272).7) 이 액은 일본이 음반 이외

의 축음기, 축음기 사용에 필요한 다른 액세서리를 수입하는 데 지불

한 추가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지만, 그러한 액까지 포함한다

면 일본이 1910년  에 벌써 축음기  음반과 련해 상당한 액

을 지출하고 있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미축음기 

제조주식회사의 축음기  코드 자체 제작이라는 성과를 통해 일축

이 생산과 매를 총 하고 식민지에도 지 을 세운 회사로 성장한 

6) 천상당은 1879년에 설립되어 주로 시계나 귀 속을 해외로부터 수입해 매하

다가 삼 당과 주지야와의 경쟁에서 리지 않기 해 1903년에 미국콜럼비아

의 독  매권을 얻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린더형이 아닌 평원반용 축음기와 

쪽반을 수입 매한다. 1910년 미국 콜럼비아의 양면반을 처음 수입한 것도 천상

당으로 알려져 있다(倉田喜弘, 1992: 47~55).

7) 그로노우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Schatzmayr, W. “Welche Platten 

sind in Japan volkstiimlich”, Phonographische Zeitschrift, 15(4), 1914,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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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본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본 식민지에서의 음반사(音盤史)에

도 상당한 향을 끼치게 된다.

3. 일본축음기상회의 현지화 전략

그러나 일축의 이러한 비약 인 성장 뒷면에는 이미지 리를 통해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려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축은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에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

화  변동과 특성에 맞추거나 그것을 극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시장

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힘

을 썼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는 민족기업과 같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조선에서는 식민지배국인 일본기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차츰 조선

의 특색도 살려내는 방식으로 지화를 이루어 낸다. 

를 들어, 일축은 일본어와 어로 회사명을 정하면서 다른 회사

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일미축음제조주식회사라는 회사 이름

에서 미국을 나타내는 ‘미’를 지우고 일본축음기상회(일본어 발음은 니

혼치쿠온키쇼우카이)로 일본어 회사명을 정하고, 어로는 닛포노혼 컴

퍼니(Nipponohone Company)로 부른다. 일본축음기상회의 문명은 의

례히 Japan Gramophone(or Phonograph) Company일 것이라고 생각하

기 쉬우나, 그 게 하지 않고 닛포노혼 컴퍼니라고 부른 것이다. 음반 

이블이 회사의 이름과 다른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이 게 

회사의 문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는 상당히 외 인 경우이다. 

일본축음기상회는 한자로 日本蓄音機商会로 쓰는데, 국어를 사용

하는 나라나 민족은 물론이고 한자문화권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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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표하는 음반회사라는 인상을 주기에 매우 한 이름이었다

고 볼 수 있다. Nipponophone Company라는 문명도 비슷한 효과를 

지니는데, 어를 이해하거나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일본의 소리’ 혹은 ‘일본의 축음기’라는 인상을 줘, 이 회사가 일본의 

민족회사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더욱이 흥미로운 은, 닛포노혼은 어 회사명이기는 하지만 어

권의 사람들만큼이나 일본인들을 겨냥한 표 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다. 그것은 아마도 ‘의’를 나타내는 ‘の’의 사용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닛포노혼’은 어 표 이라기보다는 외래어 ‘혼’이 들어 간 사

실상 일본어 표 에 닮아 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번역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 문이름을 듣는 즉시 바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

다. 회사명의 결정에 경 진의 의도가 얼마나 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의 문명이 소리로 들었을 때는 일본명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는 에서 일본축음기상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를 후해 일본에서 민족주의  제국주의가 지속 으

로 강해지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이 운 하던 회사의 이름을 

일본축음기상회와 닛포노혼으로 변경하고, 1915년에 이르러 회사의 

이블마  닛폰노혼으로 일치시킨 것은 일축의 지화 략의 일환

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8)

8) 실제로 지화 략보다는 세계 으로 미국과 동일한 매시스템(universal 

system)을 고집했던 굴지의 재 틀 회사 Singer Manufacturing Company는 1932년 

일본에서 두 차례의 국  업을 경험한 후, 그 독 인 권 를 잃게 된다. 

업 에 만들어진 단지나 발표문에서 업 참가자들은 Singer를 “양키 자본

가의 회사”(Yankee capitalist company)로 지칭하며, 미국의 자본주의에 한 경계

심과 우려를 표명한다(Andrew Gordon, 2012: 102). 당시 재 틀은 축음기만큼이

나 요한 ‘문화 상품’ 의 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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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축을 일본민족의 회사로 연출하는 지화 략은 다른 부분에서

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를 들어, 일축은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일미축음기제조주식회사의 이블의 하나 던 The American Record

의 트 이드마크인 독수리표를 계속 사용한다. 하지만 그 문양에는 

변화를 주어, 독수리가 닛포노혼 축음기에 앉아 있는 형상으로 바꾼

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독수리가 보통의 독수리가 아닌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흰머리독수리란 사실이다. 사장이었던 혼뿐

만 아니라 당시 회사의 이사진들이 모두 미국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회사명에서는 ‘미’를 포기했지만 그들이 의식 으로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독수리를 트 이드마크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해

석도 가능할 것이다.9) 그러나 이 흰머리 독수리는 일본인들에게 미국

의 상징으로까지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다. 독수리 문양이 모든 

일축의 음반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축의 시 로 들어서면 

더 이상 ‘이 ’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본어로 독수리라는 의미의 ‘와

시’로 부르는데, 일축은 음반 재킷 등에서도 가타카나를 사용해 ‘ワシ’

라고 표기해 그 발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치를 일본인들도 간과

하지만은 않았다. 를 들어, 음반 회사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해

온 경제학자인 아자미 도시오 교수도 그의 논문에서 “일축의 이블

을 일본의 축음기라는 뜻을 가진 닛포노혼이라고 바꿨을 뿐 아니라, 

트 이드마크도 어에서 일본어로 바꿔 와시라고 부른다”라고 고 

있다(生明俊雄, 2007: 3). 즉, 일본인들은 그것을 일본어로 발음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일본화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목이다. 이런 에서 일축의 지화 략은 상당히 효과 이었다고 

9) 아자미는 수입품과 유사한 어 표기를 그만두고 일본 인 회사명의 선택이 

일축의 기술 인 자신감을 반 한 것으로 이해한다(生明俊雄,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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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왼쪽에서부터 The History of Nipper and His Master’s Voice, SP 코드 이블로 

본 일축－일본 콜럼비아의 역사, 한국 유성기음반.

<그림 1>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축은 시각 인 장치를 활용해서도 그것이 민족회

사임을 암시했다. <그림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일축은 일본 닛포

노혼 음반 자켓에 새로이 채택한 두 로고, 불상과 닛포노혼 축음기

를 “His Master’s Voice”로 불리는 빅타의 유명한 트 이드마크와 비

슷하게 배치했다. 빅타의 트 이드마크는 니퍼가 이미 사망한 주인의 

목소리를 축음기를 통해 듣고 있거나 혹은 듣고 싶어 하는 모습을 담

고 있는데, 빅타 제품의 뛰어난 음성 재생 기술을 과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최고의 트 이드마크로 알려져 있다. 

일축의 트 이드마크는 빅타의 그것과 흡사해 보이는데, 닛포노혼에

서 흘러나오는 훌륭한 음악이 부처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상화하려 했던 것일까? 

20세기를 후하여 선불교(Zen Buddhism)로 세계 으로 이름을 알린 

일본임을 감안할 때, 이 이미지는 일축의 고도의 일본화 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도 일축은 조선음반을 제작하면서 차츰 일본음반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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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 혹은 지화를 추구하면서, 일본색을 게 해가고 한국색을 부각

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1910년 에 ROYAL RECORD, SYMPHONY 

RECORD, NIPPONOPHONE 등으로 일본음반과 동일한 이블로 

출시되던 조선음반이, 1920년  반부터 ‘닙보노홍’ 등과 같이 국문

으로 표기되고 음반 이블도 태극과 남 문 문양이 들어간 것으로 

체된다. 특히 1925년 이후에 발매된 일축의 조선 이블인 일축조

선소리반의 재킷(<그림1>) 한 국한문혼용으로 쓰여 있고, 부처는 

한복을 입고 닛폰노혼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무녀로 

체되는 등 차츰 지역색을 띠는 방향으로 재 된다.

4. 일본 음반업계의 정황과 니폰콜럼비아로의 전환

회사명이 일미축음기제조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일본축음기상회

로 바 었다고 해서, 외국인이 경 하는 외자회사로서의 기업  성격

까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혼은 1919년까지 약 10년간 그 회사의 

사장직을 유지했고, 그 뒤를 이은 2  사장도 오랜 기간 이사진의 일

원이었던 J. R. 게리(J.R. Gary)라는 미국인이었다. 게리의 경 권하에

서 1919년 12월 동양축음기, 1920년 9월 스탠다드 축음기, 1921년 

10월 제국축음기상회, 1923년 3월 삼 당, 그리고 그 해 6월 동경축음

기를 자회사화하면서 사세를 키워갔다. 이후 일축은 동양을 제외한 

네 개의 회사를 합병해 1925년 8월 합동축음기를 설립하고 비행기표, 

라이온표, 공작표 음반을 생산해 내기 시작하는데, 조선에서도 비행기

표 조선음반을 소량이나마 한 차례 발매한다.10) 

이러한 일축의 자회사 불리기를 아자미와 구라타는 ‘힘의 상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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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부르며 그 특수성을 강조하고, 특히 아자미는 이를 게리의 미국

인 경 방법의 향 탓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며 일본음악문화의 다

양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쓰보이 겐이치

는 ‘M&A 략’이라는 표 을 사용해 일축의 자회사 확보를 자본주의

하의 기업경 에서 볼 수 있는 보편 인 조치로 근한다(쓰보이 겐이

치, 2014). 일축의 경 략에 해서 이 듯 다양한 평가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요한 은 일축이 일본의 여러 음반회사를 

자회사화하는 과정을 통해 서나 동을 표하는 지역기업을 탈피

해, 일본  일본 식민지를 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이다. 

한편 이러한 성장의 과정은 일축의 몸집 부풀리기의 상이 된 회

사와 련 업체들의 항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때 일축

의 정체성이 문제시되는데, 구라타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에피소드

를 해 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의 이민을 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개정 이민법이 19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일본 각지에

서 반미 운동에 불을 지폈다. 당시 일축의 소  ‘힘의 상법’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었던 일동축음기주식회사는 곧바로 7월 신보에 일동제

품은 ‘ 일본제국의 순국산품’임을 명시했다.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일동의 고는 당시 일본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일동의 매량은 증

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낸 데는 련업계의 지원도 무시할 

수 없는데, 를 들어 일동의 기반인 된 서 네 지역, 즉 오사카, 교토, 

10) 여기서 유의할 이 있는데, 일축의 자회사가 된 제국축음기 상회는 조선에서 

활동했던 오 코드의 모회사로 알려진 제국축음기와는 다른 회사라는 이

다. 제시된 날짜는 오니시 히데기가 제작한 “SP 코드 이블로 보는 일축‐일

본 콜럼비아의 역사”(ＳＰレコードレーベルに見る 日蓄－日本コロムビアの

歴史)에 나와 있는 정보이다. 이 온라인 아카이 는 쿄토시립 술 학교 일본

통음악연구센터의 공식 웹사이트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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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 부 지역을 표하는 축음기상조합은 ｢미인경 의 내지(內地)

제 축음기  코드 업 매자 모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의견

고를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1924년 6월 15일)에 내고, 지  

“우리 칠천만 동포의 인 미국인에 해, 일본인의 의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될 때”라고 선언한다. 당연히 일축이 기반을 두었던 동경 

쪽은 “일축 상품을 매하는 것이  부 합하지 않다”고 결의했다

(倉田喜弘, 1992: 122~124). 일축의 다년간의 이미지 리에도 불구하

고 련업자들은 일축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한 일축의 존재

에 해 불편함 심기를 가진 일본인들이 존재했음을 보여 다. 

엄 히 말하자면, 일본을 기반으로 한 미국인들이 자본을 투자해 

기업을 세우고 경 했던 일축이라는 기업과 일본빅터처럼 미국에 자

회사로 설립된 회사를 동일한 형태의 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일동은 ‘외국자본으로 외국인 경 자가 운 하는 회사’라는 에서 

같은 고 략을 구사하며 공세를 펼친다. 일축이 니폰콜럼비아로 

환했고 일본빅터가 세워진 후인 1930년에도 일동은 아사히신문
(동경)에 앞에서 언 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의견 고를 내는데, 일동

의 제품은 ‘순국산품’이지만 외국자본으로 외국인 경 자가 운 하는 

회사의 제품은 ‘유사 국산품’임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이들 회사의 

이익의 부분이 외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수입품이라고 여겨야 한

다고 주장한다.11) 다시 말해, 일동은 일축이나 다른 외국계 자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민족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일동 제품과의 차별

화를 시도했다. 

11) 아사히신문(동경), 1930.06.29, 10면. 일축의 사장이었던 혼이 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  셈이 되었는지

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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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장녹음의 중단

이 게 일축이 조선에 진출하고 일본 내에서 여러 음반회사들이 생

존과 번 을 한 다리기를 하고 있는 동안, 일축 진출 이 부터 

출장녹음을 통해 조선음반을 생산했던 미국 콜럼비아나 빅터의 활동

은 거의 무하다.12) 더욱이 흥미로운 은 출장녹음의 단이 한국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이쇼 시 (1912~1926)에 들어서면서 일본에

서도 발생했다는 이다. 당시 음반회사들의 경쟁은  세계의 모든 

륙에서 치한 다양한 나라에서 개된  지구 인 것이었다. 리비 

가로 로(Reebee Garofalo)는 그 같은 상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묘사

했다. “1910년 의 음반 산업은 가장 요한 지역에는 음반복제공장

을 세우고 다른 지역에는 자회사를 세우는 식으로 지구에서 가장 돈

이 되는 시장으로 그 수를 뻗어갔다”(가로 로, 1999: 326). 그 다면, 

식민지 조선은 그 다고 치더라도, 왜 콜럼비아나 빅타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가로 로의 표 을 빌리자면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의 하나

던 일본에서 1920년  반까지 자회사를 설립하기는커녕 지녹

음에조차 힘을 쏟지 않았던 것일까?13) 

12) 미국콜럼비아(Columbia Phonograph Company)는 삼 당의 주선으로 일본에서 

한국인 음악가들을 빙해 음반을 녹음했고, 미국에서 쪽  (평면반)으로 제작

되어 1907년 3월에 발매된다(배연형, 1995: 39). 시기에 한 논란은 있으나 

빅타(Victor Talking Machines Co.)도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미국콜럼비아

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음반을 녹음했다고 해진다(이진원, 2007: 

102; 배연형, 2011: 11; 야마우치 후미타카, 2012: 218~221). 

13) 일본 제국주의의 공고화로 출장녹음 단을 설명하는 사례를 논문에서 흔히 

발견하는데, 콜럼비아와 빅타의 출장 녹음 기피가 시기 으로 일본의 조선병합

과 맞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 인 인과성에 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식 인 식민지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다국  음반회사들이 출장녹

음을 기피한 사례가 있었는지가 먼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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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미 도시오는 그것이 일본제국주의의 확산 내지는 공고화 때문

이라는 정치 인 설명보다는 경제 으로 근하여 일본에서 출장녹

음이 단된 이유를 제시한다. 아자미는, “메이지 시  말기에 있었던 

구미 코드회사의 손에 의한 일본에서의 녹음작업과 그 코드의 

매라고 하는 실험도, 다이쇼 시 (1912~1926)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

았다. 다이쇼 시 에 이런 식으로 구미의 외자회사가 일본에서 멀어지

게 된 것은, 이 시  일본에서는 일본 독자 인 코드회사가 생겨나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다(生明俊雄, 2007: 2). 다시 말해, 아자미는 메이  회사들이 음반제작

에 극 이지 않았던 원인을 자국기업의 약진에서 찾는다. 독자 인 

음반생산의 기술력을 가진 일축을 시작으로 자국의 음반회사들이 속

속 시장진출을 이루면서, 일본에서 구미의 회사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하게 되어 일본음반의 생산과 배 을 독 하다시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일축이 지 까지 세우고 조선의 음반시장을 

지속 으로 공략하고 있었던 조선의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상이 구미의 회사들이 일본 음반시장에서 완 히 물러

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은 다량의 음반과 유성

기의 수입을 통해, 이들 회사의 요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를 들어 마크 메이슨(Mark Mason)은 일본에서 빅타

의 상승세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16년 그 미국회사는 일본

에서의 사업을 ‘방 하고 단히 가치가 있으며 수익성이 있다’(large 

and exceedingly valuable and profitable). 그리고 일차세계 이 끝나감에 

일본제국에서의 출장녹음 기피가 외 인 경우라면, 그것이 일본제국주의의 

특수성 때문이었는지, 만약 일제의 특수성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등에 한 다각 인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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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일본 경제가 붐을 이루고 음반화된 음악의 인기가 새로이 올라

가게 되어 빅타의 수출은 여 히 증가하고 있었다”(Mason, 1992: 36~37). 

이와 같이 콜럼비아와 빅타를 비롯한 외국 음반기업들이 1920년  

반까지는 지역의 음반 제작에 극 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일

본과 그 식민지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에 의존한 외국음반기업들의 이익창출은 오래 지속되

지 못했다. 축음기  음반 수입에 따른 막 한 엔화 유출이 1923년 

발생한 동 지진 이후 일본제국건설에 발목을 잡는 심각한 요인 

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응 조치로서의 코

드와 축음기를 비롯한 사치품에 한 과도한 세  부과가 구미의 음

반회사들이 음반 수출로는 일본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기 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주게 된다. 한 1920년  반 이후 공황기로 

어들던 세계 경제의 변동으로 그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生明俊雄, 2007: 12; 한국 술문화연구원, 2003: 42~43). 세계 

음반시장에서 일본의 구매력을 감안할 때 일본에서의 음반 매의 부

진은 구미 음반회사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를 들어, 미국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1922년 215,141장에 달하던 

일 코드 수출이 1925년에는 20,646장으로 격히 감소했고, 독일의 

한 자료(Statisticsches Reichsamt)는 1912년 일 수출이 155,000장으로 추

산되는 반면 1924년에는 84,212장으로 떨어졌다고 밝힌다(Gronow, 1981: 

282~283쪽의 도표에서 재인용). 그 때문에 당시 최고의 음반산업 기술

을 자랑하던 빅타를 비롯한 메이  기업들이 1920년  반부터 자회

사 건설을 해 발 벗고 나서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홈그라운드의 이 을 릴 수 없었던 일축

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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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기녹음 기술의 확보 다. 당시 기녹음 기술은 동양 최  

회사로서의 명성을 자랑하던 일축이 콜럼비아와의 계 재정립을 심

각하게 고려해야 할 만큼 세계 음반사의 한 획을 그었던 신기술이었

다. 따라서 게리는 1910년 와 1920년 를 통해 일본의 음반산업을 

이끌어온 일축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에 향을  한 결정을 내리

게 되는데, 그것은 일축이 명실공히 콜럼비아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1927년 말 일축은 국콜럼비아(35.7%)와 미국콜럼비아

(11.7%)에 주식을 팔고 니폰콜럼비아로의 환을 시작한다(生明俊雄, 

2007: 10, 13).14) 게리의 이러한 조치는 당시 외국계 기업의 본격 인 

일본 진출이라는 음반산업의 지형변동에 응조치와 신기술 확보가 

실했던 일축의 필연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일축에서 

탈피하여 니폰콜럼비아가 되었지만, 십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정체성

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일본의 음반회사의 국유화 정책의 향하에서 

이루어진 니폰콜럼비아의 민족자본화가 그것이다. 니폰콜럼비아라는 

이름이 주는 다국  이미지와는 달리, 1935년 일본산업주식회사(닛산)

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고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일본인인 미호칸타로

(三保幹太郎)가 사장에 취입함으로써 일본자본의 일본인 경  회사로 

재차 탈바꿈을 하게 된다(일본축음기상회 편, 1940).15)

14) 이 경우도 일축(콜럼비아)30년사에는 “덧붙여 화이트 사장은 주식회사일본

축음기상회의 방계(회사)로 니폰콜럼비아축음기주식회사를 소화3(1929)년 1월

에 설립해 당사활약에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일본축음기상회 

편, 1940: 62). 즉, 조직체계상으로는 니폰콜럼비아가 일축의 방계회사라는 것

이다. 일축이 얼마나 외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15) 일축(콜럼비아)30년사에 나와 있는 연  개요에서 인용했는데, 이 부분은 

쪽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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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축의 독립성을 둘러싼 이견들

그 다면 니폰콜럼비아가 되기 이  일본축음기상회는 정말 독립

인 회사 는가? 이 문제는 학자들 간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부분

이다. 를 들어 아자미 도시오는 “일본에서 일본축음기상회는 그야

말로 일본에서 생겨난 음반회사로서, 자본도 경 도 구미의 메이  

코드회사와는  연계가 없는 회사 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

실”이라고 밝히고 있다(生明俊雄, 2007: 2). 구라타 요시히로도 그의 

서를 통해 일축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아자미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

는데, 유치 게이고(湯地敬吾)가 일축의 음반생산에 있어 국산화를 이루

어 내는 기술의 토 를 마련했다고 하는 그의 가정을 증명하려고 공

을 들 다(倉田喜弘, 1992: 67~68). 다시 말해 이들은 비록 일축이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회사는 아닐지라도, 국내에서 독자 인 기술개발을 

통해 외국의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 일본의 기업이었음을 강조

한다. 이에 반하여 페카 그로노우는 이노우에 토시야(Inoue Toshiya)와 

디이트리 슐즈콘(Dietrich Shulz~Köhn)을 인용해 “콜럼비아의 자회사

던 일본축음기상회가 1908년에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음반제조 

공장이 1908년 콜럼비아에 의해서(by Columbia) 혹은 콜럼비아와의 

력을 통해서(in cooperation with Columbia) 건설되었다”라고 덧붙인다

(Grownow, 1981: 261, 272). 이 경우 일축의 독립성은 그 설립단계에서

부터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학자들이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까닭은 일

차 자료의 부재에 있다. 하지만  하나의 이유는 앞에서 인용한 페카 

그로노우나 제 리 존스가 수많은 사례를 들어 지 한 로,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존재했던 다양한 계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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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 Nipponophone and Machine Catalogue－Nipponophone Foreign Records.

<그림 2>

(Gronow, 1981; Jones 1985). 20세기  상하의 계질서가 분명한 계

에서부터 자본에 있어서나 경 상에 있어서나 독립성을 유지했던 

계에 이르기까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여러 계가 존재했기 때문이

다. 그 다면 콜럼비아의 산하로 들어가기  일축은 구미의 메이  

음반회사들과 어떠한 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림2>에 제시된 일축의 외국음반 카탈로그로 어도 일축과 구

미회사 간의 일정 정도의 력이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니퍼해

드(Nipperhead)라고 불리는 인터넷 축음기 골동품상은 닛포노혼 외국 

코드(Nopponophone Foreign Records)라는 일축의 희귀본 카탈로그를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도록 올려놓았다. 이 카탈로그는 가와사키에 

있는 공장에 한 소개에서부터, 외국음반 발매 리스트, 자사의 다양

한 축음기들, 축음기 바늘  가방과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 고 등 

약 40페이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카탈로그에 소개된 코드

를 외국인에게만 독 으로  것은 아니겠지만, 어로 인쇄된 이 

카탈로그는 “외국인 거주자과 여행객에게”(To Foreign Residents and 

Tourists)라는 제목이 들어간 고에서도 드러나듯 그들을 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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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의 출  연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와시표 트 이드마크와 

니폰노폰(NIPPONOPHONE) 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에서 이 코

드들이 니폰콜럼비아로 환이 일어나기 이  시 에 발매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발매 시기를 1920년  반이 아니라 1910년

 반 혹은 그 이 으로 야 하는 이유는, 카탈로그에 소개된 국

과 미국의 음반들은 외 없이 양면반이지만 외국인들의 고국 선물용

으로 소개된 일본음반들은 쪽반과 양면반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일축

이 양면반의 발매를 시작한 시 은 1913년 2월이고, 1915년에 이르면 

쪽반은 모두 회수하고 자사의 음반을 모두 양면반으로 환했기 때문

이다(倉田喜弘, 1992: 294~295). 한 카탈로그에 소개된 니포노폰 30

번  축음기(30번, 35번), 니포놀라(NIPPONOLA), 니포놀라 그랜드(The 

NIPPONOLA GRAND)와 같은 축음기들은 “창립 당시 상품의 버라이

어티”라고 일축30년사에 명시되어 있다(일본축음기상회 편, 1940: 14). 

덧붙여 같은 책 28쪽에 “1914년경의 가와사키 공장”이라는 타이틀하

에 실린 사진 세 도 닛포노혼 외국음반 카탈로그에 소개되어 있는 

으로 보아, 이 카탈로그는 1913년과 1915년 사이에 제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카탈로그의 소개문에 일축과 구미회사 간의 계를 보여주는 단

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축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받들어 런던의 술

가들의 원반을 확보했으며, 매달 새로운 음반을 추가하겠다고 밝힌다. 

덧붙여서 미국 음반의 발매도 간헐 으로 지속하겠다는 의사도 드러

낸다.16) 이  에 띄는 것은 “Some of Our Artists”와 “Some More 

16) “All the Music of All the World”라는 타이틀 아래 제시한 안내문의 내용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response to continuous demands for foreign records,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we have concluded arrangements whereby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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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ur Artists”라는 제목하에, 22명의 술가들을 두 페이지에 걸쳐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이다. 여기서 ‘our’라는 표 이 일축

과 구미 회사 간의 계를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 

카탈로그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일축이 콜럼비아나 다른 다국 음반

회사의 자회사 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도 일축

이 1910년 부터 구미의 코드 회사와 원반을 수입하거나 복제 라이

선스를 얻는 정도의 계는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17) 이는 

한 구미의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축을 자회사 혹은 방계회사로 인식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미회사란 

구체 으로 어느 회사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미회사와 일축

과의 계가 과연 등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하 계가 존재했던 것

인지에 한 연구는 추후에 발표하고자 한다. 

7. 식민지 조선의 음반 소비자들

여러 음반회사들로부터 조선음반, 특히 음악 음반들이 경쟁

으로 발매되고, 스타들도 속속 생겨났던 1920년  말 혹은 1930년  

able to secure original recordings from the best London artists as listed in the 

following pages. We will be in position to make monthly additions to this list 

and hope at all time to bring out only the most popular and favoured titles. We 

will also continue to issue American selections from time to time”(1). 

17) 일본에서 외국음반을 어 낸 것은, 엘드리지 존슨(Eldridge Johnson)의 기술 

개발로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 존슨이 1910년에 왁스를 사용해 메이트리스 

(matrice)의 생산에 성공했는데, 이로써 원녹음으로 다수의 메이트리스를 만들

어 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곧 음반회사들이 같은 음반을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 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Gronow and Saunio,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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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조선에서의 음반 소비에 해 학계가 심을 보여 왔으나, 

일축이 활약했던 그 이  시기의 음반 소비에 해서는 자료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별로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은 기존의 자료를 

토 로 조선의 음반시장에 한 논의를 펼쳐 보려고 한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1910년 와 1920년  반까지 일

축이 생산한 음반들은 과연 조선에서 구에 의해 어떻게 소비되었을

까 하는 이다. 조선에 지 을 열 당시, 일축은 과연 조선인들을 주 

상으로 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일까? 축음기나 코드는 값비싼 사

치품으로 분류되는 신문물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음반 소비자층이 얇

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일축은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인 거주자

들, 그리고 구미의 선교사  외교  등, 여러 민족들을 상으로 한 

사업을 구상하고 조선의 음반시장을 선 하려 했을 것이다. 특히 일본

인들의 숫자는 일본이 조선식민화의 수순을 밟아감에 따라 지속 으

로 상향선을 그리고 있었고, 그러한 상이 가속화되리라는 망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00년도에 약 16,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일본인의 숫자는 1910년에는 17만을 넘었고 1920년 에 이

르면 약 35만 명에 육박했을 뿐 아니라, 1930년에는 벌써 50만을 넘

어섰다(Uchida, 2011: 65). 한 그들  다수는 음반문화가 상 으로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도 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1915년 한국인 비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비

율은 1.8%에 불과하나, 일본인의 도시인구비율은 30.5%에 달한다.18)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던 타 민족의 숫자나 거주지역뿐 아니라, 그

18) <표 2: 일제시  국인구와 도시인구 황>(조승연, 2000: 14)에서 재인용. 

조승연은 이 표를 권태환의 논문 ｢일제시 의 도시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1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260~262쪽에서 인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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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치다, 2011: 62. 1913년 5월 30일 자 매일신보의 고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 

우치다의 지도와 비교하기 해 편의상 도시의 이름은 로마자를 사용했음.

<그림 3> 1914년 일본인 인구 분포와 1913년 일축 특약 의 치  숫자

들이 지닌 경제 ·문화  능력  교육 수 도 고려해야 한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의 경우, 음반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공무

원이나 문직 종사자가 상 으로 많았다.  우치다(Jun Uchida)가 

제시한 “1910년에서 1940년까지 일본인 거주자의 직업 분류표”(<Table 

4> Occup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1910~1940)를 토 로 계산

을 해 보면, 공무원  문직 종사자로 분류된 일본인의 퍼센티지가 

1910년에는 19.5%, 20년에는 29.3%를 기록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

인 증가세를 보여 1940년에는 37.4%에 이른다(Uchida, 2011: 68). 따라

서 일축이 사업을 시작한 1910년  조선에서는 정규 교육을 받고 도

시에서 월 으로 생활을 했던 일본인들을 비롯하여 앞서 언 한 구미

의 선교사들이나 외교 들이, 조선의 모더니스트들과 함께 축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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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된 음악 문화의 향유자 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야 할 것

이다.

일축의 특약 들이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살펴 보면 일축이 일본인 

도시 거주자를 주요 소비자로 상정했음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3>에 제시된 일본인 인구 분포도와 일축의 특약  배치도를 

비교하면, 일축이 일본인과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도시에 회사의 특약 을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본인 

인구분포와 특약 의 치가 완 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를 들어 

조선의 통 인 도시 던 개성에는 특약 이 없었음에도 불구하

고 인구가 5,539명에 불과한 청진에 특약 이 생긴 것은, 청진 인구의 

52%가 일본인이었다는 사실과 무 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8. 조선인의 음반 소비 양상 

일축은 이 듯 국  매망 형성에 힘을 쏟으면서도 1913년 이후 

약 10년간 조선음반을 녹음하지 않고 1911년과 1913년에 녹음한 것

을 간헐 으로 재발매한다. 한 배연형은 일축이 주로 고를 게재했

던 매일신보를 로 들며 “1915년 이후에는 음반의 내용을 짐작할 

만한 고가 거의 없고, 고 횟수도 하게 어든다”고 밝히고 

있다(배연형, 1992: 250).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을 소비자로 상정하

지 않고 조선인만을 상 로 이런 식으로 업을 했다면 조선에서 일

축이 자리 잡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다면 1910년   1920년  반까지 조선인들은 어떤 음반을 

소비하고 있었을까? 당시 조선에서 음반의 직 인 소비자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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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보다는 극소수의 부유한 상류층, 혹은 교회에서 서양음악을 

했거나 신식교육을 받은 소  말해 개화된 조선인, 즉 조선의 모더니

스트들이었을 것이다. 한 기생과 같이 직  서비스 산업과 련한 

사람들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문물을 재빨리 받

아들이려 했던 조선인들이나, 식민지배자인 일본인들에게도 서비스

를 제공해야 했던 이들은 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트랜스내

셔 한 음악문화의 향유자 을 가능성이 높다. 여 히 통가요를 주 

퍼토리로 한 조선음반은 선택의 폭이 상 으로 좁았던 시기 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를 들어, 매일신보에 실린 일축의 개

고(1911년 9월 12일 자)를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매일신보는 조선

인을 상으로 한 조선총독부의 기 지로서 국한문혼용체로 제작되

었다. 일본어 신문은 총독부 기 지인 경성일보( 이죠닛보)를 비롯 

주요 도시에서 일본인 거주자들을 상으로 별도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신보에 실린 내용은 조선인 소비자를 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 일축은 이 고에서 “일본의 최신 음반”과 “그 해

에 녹음된 조선음반”을 매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일축이 조선인

도 일본음반의 소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매방식은 한일병합 이 의 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 새로울 것

이 없는 것이었다. 배연형이 밝힌 로 한일병합 이 에도 통음악, 

양악, 일본음악 등을 담은 음반들이 조선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배연형, 

1991: 93~94).19) 

19) ‘각종음보’ 혹은 구체 으로 ‘조선가’와 ‘일본가’ 등을 매한다고 밝히고 있는 

는 매일신보 1911년 6월 7일, 8월 23일, 8월 29일 고와  한민보 1909년 

8월 4일 고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배연형이 원문과 함께 잘 정리해 

놓았다(199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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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미 음반에 한 조선인의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가 

1924년에 발행된 여성잡지 신여성 6월 호에 실린 ｢여학생계 유행가

시비｣라는 제목의 기획기사이다. “여학생 자신과 여학교 당국의 주의

를 고하기 하야”라는 부제가 붙은 이 특집기사는 홍난 와 같은 6명

의 문화  교육계 지도자들의 기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당시에 여학생들 사이에 ‘야비하고 천박한 노래’, 즉 유행가가 리 

유행하는 것에 한 우려를 표명한다.20) 그러한 로 제시된 노래들

이 <가 스즈키>, <리수일 심순애>21), <ああ、世はゆめや、ゆめなり

や>, <칼멘>, <데아볼라>이다. 즉, 1920년  반이라는 상당히 이른 

시 부터 번안곡, 일본 혹은 외국노래들이 식민 조선의 여학생들에게 

유행하는 노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1910년  1920년 에 생산

된 조선음반이 거의 모두 통가요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

선인들, 특히 조선의 은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음반은 통가

요음반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그뿐만 아니라, 20세기  일본에서는 성악과 기악 반에 걸친 클

래식 음악이 엘리트 계층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었고, 많은 경우 

세계 인 음반사들에 의해 구미에서 녹음된 원반으로 제작된 이러한 

음반들을 일본의 리 이나 코드회사들도 수입하고 있었다. 따라

서 그 음반들이 한국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에게 매되었다면, 조선인 

20) 이런 곡들을 다 유행가라고 불러도 무방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이 출 된 시 이 1924년이라는 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제시된 곡들을 

근  가요를 분류하는 장르 개념을 사용해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

다. 장유정은 1930년  이 의 자료에서 유행가라는 용어는 ‘ 의 인기를 

얻었던 곡’을 통칭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통가요도 유행가라고 칭했음을 지

하고 있다(2006: 170~171).

21) <리수일과 심순애>는 <金色夜叉の唄>(콘지키야샤 노 우타)의 번안곡인 <장한몽

가>로 여겨진다. Fra Diovolo는 랑스의 인 희극 오페라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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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애호가들도 그것을 소비했을 가능성은 아주 크다.22) 따라서 

그 숫자는 상 으로 었다고 할지라도 조선의 모더니스트들은 메

이 음반회사들이 업을 했던 나라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향유

했던 음악문화에 일본인들과 함께 동시 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 나가면서

일제시기의 조선에 한 연구는 일반 으로 식민통치국이었던 일

본과 그 식민지 던 조선의 양자  계에 이 맞춰져 왔다. 하지

만 이 에서는 일축이 다국 기업이었다는 에 을 맞추어, 일축

이 어떤 식으로 일본과 조선에서 지배 인 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

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민족 자본을 바탕으로 한 축음기  코

드 수입 매 들이 일본음반의 생산에 손을 면서도 조선음반 생산

에는 심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 외자 기업이었던 일축은 식민지 조

선에서의 조선음반 생산에 첫발을 디딘 후 지속 으로 그 사업을 유

지해 간다. 일축은 일본 최 의 자본력을 토 로 선진기술획득에 앞장

섰고, 카탈로그의 다양화를 해 메이 회사들과 특별한 계를 유지

하면서 사세를 확장시켜갔다. 그것은 일본제국에 속한 일본인뿐 아니

라 한국인  다양한 민족에게 소비될 수 있었고, 때문에 이들 소비자

들이 음반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 시 의 로벌한 음악문화에 동시

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 한 일축은 조선에서

22) 일제시  조선 엘리트 계층의 서양고 음악의 선호도에 한 연구는 이경분

(20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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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꾸 한 업을 통해 조선인의 음반 소비를 이끌어 내고, 조선의 

코드산업과 가요산업 형성을 재 하는 매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일축이 일본에 기반을 둔 회사라는 사실이 일본제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유리한 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일축이 민족회사인 것처럼 연출했던 지화 략이 일축의 지

배력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는 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축은 소리와 이미지의 변형과 재 을 통해 일본 고유의 기업

임을 연출했다. 흥미롭게도, 그러한 일축의 지화 략은 이후 한국

음반산업 형성에 한 민족 인 역사 이해에 일정 정도의 향을 끼

치게 된다. 그러나 국제 인 차원에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매체를 통해 

지역에서 트랜스내셔 한 음악문화 교류를 이끌어 냈던 음반회사들

의 역할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계 속에서 이해한다면, 식민지에

서 문화  헤게모니에 련해 좀 더 복합 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이

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 조선은 일본제국주의 

지배에 의한 닫힌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국  자본과 동시 의 

문화산업의 삼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열린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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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ipponophone Company and 

Record Consumption in Colonial Korea

Choi, Hye Eun[Visiting Researcher, National Museum of Ethnology(Japan)]

Ilbon Ch’ugŭmgi Sanghoe (Ilch’uk hereafter) was the oldest an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record companies in the Japanese empire. In 1911, 

one year after Korea’s colonization, the company opened a branch office 

in Kyŏngsŏng. In doing so, Ilch’uk became the first record company 

to open in colonial Korea and the only one that produced Korean records 

until the middle of the 1920s. Accordingly, scholars in South Korea have 

generally considered Ilch’uk to be a “Japanese” company. The company 

history of Ilch’uk, however, challenges this assumption, since it was a 

foreign‐funded and foreign‐managed company from its establishment. 

Recognizing that Ilch’uk along with other major record companies in 

Japan were transnational companies is significant because it helps in un-

derstanding the formative period of the Korean record industry, not only 

in the political context of Korea’s relations with Japan, but in the global 

economic context as well. 

In this paper, I will explore how Ilch’uk was able to take root in its 

markets, focusing on the company’s localization strategies, which I call 

“image politics.” Then, I intend to challenge the common perception that 

Ilch’uk was an independent company, and thereby demonstrate that it 

had special connections with major record companies in Europe and the 

U.S. even before it became Nippon Columbia. I also argue that the 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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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ed consumers of Ilch’uk were not limited to Koreans, but included 

other ethnic groups residing in colonial Korea, especially Japanese. In 

doing so, I hope to illuminate that Korean modernists of the early 20th 

century, along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s, were consumers of the 

global sound culture of the era, mediated through transnational record 

companies.

Keywords: Nipponophone Company, foreign－funded company, image 

politics, global sound culture, the early 20th century

* 이 논문은 2014년 9월 21일에 투고되어 11월 2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1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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