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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색 유행가란 무엇인가
나 운 영

나는 유행가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1. 일본 고유의 음정인 소위 「미야꼬부시」都節로 작곡된 것
(예) 이별의 부산 정거장, 목포의 눈물, 용진가, 청춘고백 등
2. 일본음계인 소위 「이나까부시」田舍節로 작곡된 것
(예) 울려고 내가 왔던가, 홍도야 우지마라, 목장아가씨, 방랑시인 김삿갓 등
3. 서양 창가조나 자연적 단음계나 Jazz식을 절충시켜서 작곡한 소위 절애조折衷調의 것
(예) 신라의 달밤, 먼동이 터온다네, 즐거운 목장, 서울 부기 등
4. 한국 민요풍으로 작곡된 소위 신 민요조의 것
(예) 노들강변, 앞강물 흘러흘러, 원포귀범, 정든 항구,둔청가純淸歌 등
이상 네 가지 중에서 우선 이제 문제 삼는 것은 「미야꼬부시」의 유행가입니다.
그러면 과연 「미야꼬부시」란 어떤 것인가를 노래해 보십시오. (악보Ⅰ 참조).
[악보1]

이것이 일본 고유의 음정인 소위 「미야꼬부시」의 기본형입니다. 이 「미야꼬부시」로 작곡된 멜로디의 한토막
을 노래해 보십시오(악보 2 참조).
[악보2]

이런 음악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샤미셍」三味線으로나 연주한다면 격이 잘 맞을 것입니다.

요즈음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중가요집을 분류해 보니 100곡 중에서 「미야꼬부시」가 70곡, 「이나까부시」가 20곡,
절충조가 8곡, 신 민요조가 2곡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미야꼬부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는 참으로 놀라지 않
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연히 헌책방에서 이번에는 일제시대에 발행되었던 진짜 일본유행가집을 구하게 되어 분류해 보니 그 책에
들어 있는 「미야꼬부시」의 멜로디와 우리의 대중가요집에 들어 있는 「미야꼬부시」의 멜로디가 어찌도 그리 신통히 같은
지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웃어 버리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바삐 이 「미야꼬부시」를 한국 국토에서 몰
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미야꼬부시」의 노래는 우리 한국 사람의 생리에 맞지 않는 멜로디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와 반
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 즉 다시 말하면
「미야꼬부시」의 유행가를 통한 소위 황민화皇民化운동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정복당해 버렸다는 뚜렷한 증거
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에서, 다방에서, 공장에서, 심지어는 학원에서까지 일본색 유행가가 불리워지
고 있습니다. 「샤미셍 음악」, 「미야꼬부시의 멜로디」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전에는 건국이니, 방일防日이니, 민족문화
발전이니 하는 것은 잠꼬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나는 경음악을 무조건 배격하는 비 진보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경음악과 유행가를 분별하지 않으려 드는 아량
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일본색을 없애자는 것, 「미야꼬부시」의 음계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만이 나의 주장입
니다.
앞으로 경음악인, 순수음악인, 그리고 국악인이 다같이 합심하여 대중음악 속에 아니 대중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일본색의 「미야꼬부시」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좀 더 민족적인, 현대인의 감각에 잘 맞는 건전하고 명랑한 씩씩한 대
중음악을 만드는 데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 1956. 3. 「왜색풍 가요 배격 계몽 강연회」 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