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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이후 일본에서는 서구 문물의 수입과 산업화 등으로 인해 전통사회에서 불리던 민요가 

소멸될 것을 우려해서 이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학계 및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미디어에 의한 민요의 수집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NHK는 각지 방송국과의 네트워크, 

녹음 장비 및 기술을 갖춘 미디어로서 사라져 가는 민요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는 

한국 MBC의 한국민요대전 출간 사업에 비견된다. 한국의 경우 이미 산업화로 많은 민요가 

산실된 1988년부터 그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9년이라는 기간에 한국민요대전의 발간이 완성된 

반면, 일본민요대관(日本民謡大觀)의 편찬 작업은 1939년에 시작되어 1993년까지 반세기에 

걸쳐서, 그리고 민요학이라는 학문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었다. 일본민요대관 편찬 사업을 기획

하고 진행하던 시기에 일본에서는 민요가 일반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민요 붐이라는 사회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힘입어 일본민요대관의 편찬 작업은 장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요대전의 경우와는 다르게 NHK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일본민

요대관 편찬 작업은 근대 이후 일본 민요 전승은 물론 일본 민요 연구 등의 상황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일본은 문화재 지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민요의 전승과 관련 지어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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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한국과 같다고 하겠다. 한국에서는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큰 문화ㆍ예술 형태, 즉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인 무형문화재에 주로 민요가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민요가 포함된 민속예능 또는 풍속습관이 무형민속문화재(無形民俗文化

財)로 지정된다. 즉 일본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계승되어 온 무형의 풍속

에 민요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본의 민요는 무형민속문화재 지정이라는 제도로 

인해 그 민요가 불리던 상황, 이른바 전통사회의 풍속과 함께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무형문

화재 지정은 풍속이라는 것이 대상이 되므로 이 풍속 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상 그 풍속과 

함께 불리던 민요는 다른 민요로 대체되거나 변질될 여지도 있다.

현재 일본에서 민요의 전승과 교육,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민요보존회(民謠保存會)’ 또는 ‘○○민요협회(民謠協會)’라는 이름의 단체들이 있다. 그중 전

자는 민요의 보존 및 전승에 주력하며 지역적 기반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을 한다면 후자는 교육과 

보급, 민요 문화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넓은 범위로 활동을 

해서 서로 그 역할을 구분해서 민요를 전승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확실한 구분은 한국에서 무형

문화재 보유단체로서 민요보존회라는 이름을 지닌 단체들이 해당 민요의 보존과 전승을 담당하기

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요 관련 공연 활동은 물론이고 민요의 보급,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주제어】일본, 민요, 전승, 일본민요대관(日本民謠大觀), 무형민속문화재, 민요보존회, 민요협회

1. 들어가며

일본의 전통사회에서 일반 민중들은 노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마

을 공동체의 연례행사나 개인의 인생과 관련된 의례에서는 물론이고 오락의 장

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들을 오늘날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

가지로 ‘민요(民謠)’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일본에서 ‘민요’라는 용어는 독일어인 Volkslied 또는 영어의 folk song의 번

역으로부터 왔으며, 메이지(明治) 기(1868~1912)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메이지 기 일본에서 ‘민요’라는 용어는 전원가요(田園歌謠)와 같은 목가풍의 노

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민요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다. 다이쇼(大正) 

기(1912~ 1926) 이후 신민요운동(新民謠運動)1)이 벌어지고 도시가 아닌 각 지

 1) 1920년대에 일본의 지역 공장에서 여공들의 정서 교육을 위해 노래를 만들어 교육시키고자 시인과 작곡

가에게 창작을 의뢰했다. 이를 위해 작곡자 나카야마 신페이(中山晉平)가 만든 <스자카온도(須坂小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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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서민들의 전통적인 노래를 ‘민요’라고 부르게 되면서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민요’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했다.2)

이러한 일본의 ‘민요’라는 용어는 근대 이후 한국에도 도입되었다. 일제강점

기에 한국에서는 ‘민요’라는 일본어를 수용하였으며 그 시점은 1920년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3) 한국에서 ‘민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던 시점에는 일본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이 모호하여 도시에서 주로 유행하던 노래까지 포함하

는 경우도 있었다.4) 그러나 한국에서도 점차 ‘민요’는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자

연히 발생하여 구전되는 노래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국음악학계에서 민

요의 개념은 “민족의 노래이며 정서를 노래하고, 구전되며, 기록이 없고, 자연발

생적이며, 작곡․작사자가 없으며, 민족적인 음악요소를 사용하고, 소박하고 토

속적이며, 계속 개작되는 특성의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5)

즉, 일본에서 민요라는 용어가 도입되고 그 의미가 정착해 나간 과정은 한국

과 매우 유관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의 진행 속에서 일본 민요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고 이에 민요 역시 전통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

을 맞이하게 된 것도 한국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

국이라는 미디어에 의해 수집되기도 하였으며, 문화재라는 제도 하에 보호된 점

도 한국과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근대 이후 일본 민요의 전개에 있어서 한국과의 연관성, 또는 공통점

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승 양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

진 바 없다. 일제강점기 전후의 한국 사회 및 문화 제반과 관련해서 일본과의 

연관성을 제외하고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를 고려

는 여공들 사이에서는 물론 그 일대, 멀리는 홋카이도, 규슈까지 퍼지게 되었고 이 노래의 제작을 의뢰

했던 공장까지 함께 유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행으로 노래에 의한 선전을 시도하는 이들이 나타났으

며, 이후 각 지역을 선전하기 위해 그 지역의 노래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노래에 대해 신민

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竹内勉, 民謠－その發生と変遷, 東京: 角川書店, 1981, 11-12쪽).
 2) 위의 책, 10-11쪽.
 3) 임경화, 근대 한국과 일본의 민요 창출(소명출판, 2005), 164-66쪽.
 4) 위의 책, 194쪽.
 5) 김혜정, ｢민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음악학적 논의｣, 한국민요학 제7집(한국민요학회, 1999),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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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근대 이후 일본 민요의 전승 양상에 관한 논의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민

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한국 민요의 근대 이후의 상황, 

그리고 전승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요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범주화된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민요 전승 양상에 대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관점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미디어에 의한 민요의 수집

일본에서 민요를 수집하여 국민 또는 민족 정서의 기반으로서 전승케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1910년을 전후로 정부 기관 및 개인 학자 등의 주도로 시작되었

다. 1914년에 편찬된 리요슈(俚謠集)가 그 예로 1905년부터 일본 문부성이 각 

현(縣)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화, 전설, 속요 등을 조사,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편찬한 것이다.6) 이와 같은 일본 문부성의 작업은 당시 조선에서도 실시되었

다.7) 1912년에는 조선총독부가 각 지방관서 및 초등학교에 민요(속담, 수수께끼 

등과 함께)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했다.8) 이렇게 1910년을 전후로 시작된 일

본의 민요 수집 작업은 주로 국문학, 민속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녹음 장비가 마땅치 않았던 관계로 서면 기록을 통한 가사의 수집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민요의 수집이 전국적인 규모로, 그리고 음성 녹음에 의해 선율의 기록

 6) 임경화, ｢‘민족’의 소리에서 ‘제국’의 소리로: 민요 수집으로 본 근대 일본의 민요 개념사｣, 일본연구
제44호(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18-19쪽.

 7) ｢[俚謠童謠査察] 通俗敎育上에 參考기 爲하야 地方 流行의 俚謠와 童謠 등을 査察 必要가 有｣, 
皇城新聞 1908년 6월 18일.

 8) 이에 관해서 강등학은 행정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한 것이며, 식민통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

초가 될 만한 자료를 얻으려는 속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요 자체에 관심을 둔 자료조사의 사례로

는 보고 있지 않다(강등학, ｢한국의 민요연구 역사와 문제의식의 추이｣, 한국민요학 제27집, 2009,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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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루어진 것은 녹음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한 미디어에 의해서였다. NHK9)

에 의해 편찬된 일본민요대관(日本民謠大觀)이 그것이다. 일본민요대관의 

편찬은 1939년에 시작되어 1993년까지 반세기에 걸쳐 완성되었는데, 이렇게 한

국보다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30년대 후반에 NHK가 일본 전국 각지의 민요 

수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라디오 방송이 일본 각지에 빠르게 널리 

보급되어 가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지역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민요 프로그램

이 반드시 포함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경우 MBC에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9년에 걸쳐 남한 지역의 민요

를 수록한 CD 103장과 그에 따른 해설집인 9권의 한국민요대전을 출간했다. 

이 사업은 방송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물론 MBC의 PD

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권오성, 이보형, 이해식, 김영돈, 김익두, 오용록 등 민요 

관련 학자들이 자문이나 선곡, 그리고 현지조사 등의 작업에 참여하였다.10)

한 가지 주목할 점으로는, 일본민요대관 편찬 사업이 한국민요대전과 마

찬가지로 방송 소재의 확보가 목표이긴 했으나, 기획되고 실시되었던 당시 민요

에 대한 일반 대중의 견해와 수요가 한국과는 달랐다는 점이다. NHK에서 일

본민요대관 편찬 사업을 기획했던 시점에는 일본 각지에서 서양식 노래에 지친 

이들이 일본풍이 담긴 노래를 찾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또한 비록 신민요

라고는 하지만 일본의 전통성이 가미된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다는 점도 어느 정

도 민요의 발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도쿄호소교쿠(東京放送局, NHK의 전신)에서는 1925년에 <지방민요와 신민

요에 의한 민요의 밤(地方民謠と新民謠による民謠の夕>이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는 기록이 있다.11)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 정부는 부흥을 위해 

탄광과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NHK에 의뢰했으며 이에 NHK는 <탄광에 보내는 저녁(炭坑へ送る夕)>, <농가

 9) 당시에는 도쿄호소교쿠(東京放送局), 이후 니혼호소교카이(日本放送協會), 제2차 세계대전 후 NHK로 

명칭이 바뀌었다.
10) 최상일, ｢‘한국민요대전’ 사업과 음반 발간｣, 한국음반학 제10호(한국고음반연구회, 2000), 460쪽.
11) 竹内勉, 앞의 책,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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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내는 저녁(農家へ送る夕)>이라는 프로그램을 각각 1945년 8월과 10월부터 

방송하게 되었다. 이들 방송에서는 각지의 탄광, 그리고 농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전파를 타게 되었으며 특히 <농가에 보내는 저녁>은 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를 

주로 내보냈다. 뒤이어 1946년에는 민요 콘테스트라 할 수 있는 <노래자랑 전국

대회(のど自慢大會全國コンクール)>12)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크게 히

트를 했고, 이는 민요가수의 등용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당시 

일본에서는 국민들을 격려하는 음악으로서 민요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

로 조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미디어의 힘이 보태져 곧 민요 붐이라는 사회현상

으로 이어졌다. 민요가수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민요

도 나오게 되었으며 일본 각지에 민요동호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NHK의 민요 관련 프로그램들은 고정적인 시청자 층을 확보해 나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일본민요대관 편찬 작업은 NHK 측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NHK의 일본민요대관 편찬 작업은 일본에서 민요 연구를 주도해 나

갔던 이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50여 년에 걸친 일본민요대관 편찬이 민요 

연구의 역사와 나란히 진행되었다는 점도 일본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민요대관 편찬 작업의 기획과 진행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이로 

우선 마치다 가쇼(町田嘉章, 1888~1981)를 들 수 있다. 신민요 작곡자이며 신일

본음악운동을 추진하던 마치다는 민요를 오선보에 채보하는 작업을 했으며 민

요 레코드를 내기도 했다. 그는 선율 보존을 함께 진행하지 않는 민요의 연구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 간단한 녹음기를 개발하고 수집한 민요를 

악보화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다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농촌의 기계화 

등으로 노동요가 (축제요, 유희요 등보다 일찍)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해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채집해 두려 했다. 또한 지방의 풍속 습관은 다 달라서 그러한 

민속적 배경을 함께 기록해 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마치다가 민요 

12) 위의 책, 2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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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작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샤미센 등이 들어간 치장된 

노래가 아닌, 순수한 민요”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 일본의 민요와 관련된 학문적 경향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치다가 민요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시기에 후지타 도쿠타

로(藤田徳太郎, 1901~1945),13) 시다 노부요시(志田延義, 1906~2003),14)　니시

쓰노이 마사요시(西角井正慶, 1900~1970),15) 우스다 진고로(臼田甚五郎, 1915 

~2006)16) 등이 민요연구(民謠研究)라고 하는 전문잡지를 출판하고자 했으며 

이들은 마치다에게도 가입을 권유했다. 마치다는 이들의 민요 연구 방법론에 상

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교류를 통해 민요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회

고했다.17)

그러나 마치다는 그때까지 학자들이 민요를 음악적인 면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었음을 인식했으며, 이에 민요의 음악적인 면의 연구를 담당하고자 했다. 이러

한 그의 관점은 NHK의 일본민요대관 편찬 작업에 민족음악학자인 고이즈미 

후미오(小泉文夫, 1927~1983), 음악학자 겸 작곡가였던 후지이 기요미(藤井清

水, 1889~1944)18) 등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

마치다와 함께 일본민요대관 편찬 작업의 기획 및 초반 작업에 중심인물로 

참여했던 또 다른 인물인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 1875~1962)는 일본 민속

학의 초창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학자이다. 그는 민요가 당시 현실에서도 사

람들에게 불리는 노래로서 살아 있다고 보았으며 민요를 통해 예전 생활을 알 

13) 일본의 가요를 연구한 국문학자이다. 저서로 日本民謠論(東京: 萬里閣, 1940) 등이 있다.
14) 가구라(神樂) 등을 연구하기도 한 일본의 국문학자이다. 저서로 日本歌謠圏史(東京: 至文堂, 1958) 

등이 있다.
15) 국문학자이며 민속학자였다. 가구라우타(神樂歌)를 연구해서 神樂歌研究(東京: 畝傍書房, 1941)를 썼

으며, 일본의 연중행사 등 풍속을 연구하기도 했다.
16) 국문학자로서 일본의 토속종교인 신토와 문학의 관계 등을 연구했다. 저서로 歌謠民俗記(東京: 地平

社, 1943) 등이 있다.
17) ｢町田嘉章, 地圖の上に引いた一本の路線(ＮＨＫが日本民謠大觀を發行するに至る經緯)｣, 藝能(東京: 藝

能學會, 1961).
18) 일본의 작곡가이며 민요 연구가이다. 일본민요대관의 민요 채보 작업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민요의 

악보화에 힘써 일본 민요의 음악적 연구의 추진에 공헌한 이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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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서 민요각서(民謠覺書)19)를 통해 민요의 개념 규

정, 연구의 의의 및 방법, 민요의 범위 등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민요를 

발굴하고 수집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0) 이러한 그의 민요에 대한 논의

는 이후 학자들의 민요 연구에는 물론이며, 그가 직접 관여했던 NHK의 일본

민요대관 편찬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마치다, 야나기타를 비롯해 NHK의 일본민요대관 편찬에 참여했던 학

자 및 음악가들은 민요의 변화 즉, 발전과 쇠퇴의 양상을 연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 일본 전국의 민요를 모두 아울러서 일본 민요의 참고서, 백과사

전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역시 목표로 삼았다. 이는 제2권 도호쿠헨(東北篇)의 

서문에 실은 야나기타의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방송협회 입장에서는 음악이 주이고 악보를 되도록 많이 채우면 그것으로 주요 

목적은 달성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 학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민요가 어떤 

지역의 주민의 생활 수단으로부터 발생하고 이어져 왔으며 변화하고, 또는 번영하거나 

혹은 쇠퇴해 가는가 그 양상까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즉, 우리들의 입장에서 

방송협회에 바라는 것은 제1권 관동편, 제2권 동북편에 이어서 주부, 긴키, 주고쿠, 

시코쿠, 규슈에 이르는 일본 전 지역의 것을 꼭 완성해 주길 바라며, 단지 음악가, 작곡

가 등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선보를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참고서가 되는 일본민

요의 백과사전이 되었으면 좋겠다.21)

물론 일본 NHK로서는 방송자료로서 선율 보존이 일본민요대관 편찬의 우

선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작업 초기부터 학자들의 관

점과 조언이 적극 반영되었고, 이는 마지막 권인 아마미쇼토헨(奄美諸島篇)이 

완성될 때까지 일관적인 기준이 되었다. 그 결과 일본민요대관에는 수집된 일

19) 東京: 創元社, 1940.
20) 長野隆介, ｢柳田國男の民謠研究｣, 日本歌謠研究 通號 39(東京: 日本歌謠學會, 1999), 98-99쪽.
21) 萩原執孝, ｢民謠調査四十年の集積: 日本民謠大觀完結を迎えて｣, 音樂藝術(東京: 音樂之友社, 1980), 

54쪽.



<표 1> 일본민요대관 편찬 시기와 수록곡 수22)

각권의 명칭 발행년 곡수

제1편 간토헨(關東篇) 1945년 447곡

도호쿠헨(東北篇) 1953 738

간토헨 재판(關東篇再版) 1954 449

주부헨－호쿠리쿠지방(中部篇－北陸地方) 1956 508

주부헨－주오고지․도카이지방

(中部篇－中央高地․東海地方)
1961 723

긴키헨(近畿篇) 1966 904

주코쿠헨(中國篇) 1969 868

시코쿠헨(四國篇) 1973 613

규슈헨－북부(九州篇－北部) 1977 498

규슈헨－남부(九州篇－南部)
홋카이도헨(北海道篇)

1980
506
 75

야에야마쇼토헨(八重山諸島篇) 1989 387

미얏코쇼토헨(宮古諸島篇) 1990 300

오키나와쇼토헨(沖繩諸島篇) 1991 407

아마미쇼토헨(奄美諸島篇) 1993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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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민요 2만여 곡 중 선곡된 7,376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생활에 바탕을 두고 

불려 온 방대한 유명, 무명의 민요를 악보화했으며 각 지방의 지형이나 풍토, 

역사, 교통, 산업, 문화, 그리고 음악의 특징을 함께 서술한 해설이 첨부될 수 

있었다. 1993에 완성된 일본민요대관의 각 권별로 수록곡 수를 소개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일본민요대관의 음원자료는 LP 또는 CD로 제작되어 발매되었던 것이, 현

재에는 iTunes에서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일본민요대관의 편찬은 민요

22) 大濵純三, ｢ＮＨＫ日本民謠大觀半世紀の軌跡｣, MLAJ Newsletter 15(3), 1994(01), 24쪽. 각 권의 

명칭을 보면, 제일 처음 발행된 간토헨(關東篇)에만 ‘제1편’이라는 편수가 붙어 있고, 이후는 편수가 붙

어 있지 않으므로 그대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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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존 및 전승에 일조한 것은 물론이며 현대의 음악가에 의한 음악 창작의 

기반을 마련했다. <오키나와 민요에 의한 랩소디(沖繩民謠によるラプソディ)>, 

<규슈 민요에 의한 4악장(九州の民謠による４樂章)>이라는 곡으로 유명한 도야

마 유조(外山雄三)를 일본민요대관을 활용해 음악 창작을 한 작곡가로 예를 

들 수 있다.

3. 문화재 지정과 민요의 전승

현재 일본의 문화재 지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서 모

두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체계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한국

의 문화재 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누어지며, 

그중 무형문화재에 주로 민요 또는 민요가 불리는 민속예능이나 전통적 풍습이 

지정된다. 한국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요로는 국가 지정의 제51호 남도들

노래, 제57호 경기민요, 제84호 농요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무형문화재

(無形文化財),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매장문화재(埋蔵文化財), 사적명승천연

기념물(史跡名勝天然記念物), 중요문화적경관(重要文化的景觀),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무형문화재로는 음

악과 관련해서 가가쿠(雅樂), 가부키(歌舞伎)나 노(能) 등과 같이 전문성 및 예

술성을 갖춘 음악 또는 공연예술이 지정된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전통예술에 민요가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민속문화재를 다시 

유형민속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로 나누고 그중 무형민속문화재로 민요가 포

함된 ‘민속예능’ 또는 ‘풍속습관’이 지정된다.

또한 일본의 문화재 제도에는 무형민속문화재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청장관이 

선택해서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조사작업이나 기록 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

고 있는 선택무형민속문화재(選擇無形民俗文化財)가 있다는 점23)도 한국과 다

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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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무형의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

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 민속예능, 민속기술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하고 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이며24)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을 

‘무형민속문화재’로서 지정하도록 했다. 무형민속문화재는 기본적으로는 일상생

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기원해서 일상적, 집단적, 몰개성적, 무의식적으

로 표출되는 것으로 지켜야 할 마음 또는 정서[心]가 있는 것으로서 무형문화재

가 전승자가 명확히 의식해서 지켜야할 형태[型]가 있는 것과 구분된다.25)

이는 한국에서 민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때의 무형문화재란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큰 문화․예술 형태, 

즉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과 비교해 볼 만하다.26) 즉, 일본의 문화재 제도에서는 전통사회에

서 불리던 민요를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풍속습관, 민속예능에 속하는 것

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일상적 행위에서 나온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

이다.

일본에서는 2015년 3월 2일 현재 국가 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290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선택무형민속문화재로 618건이 선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외

에 도도후켄(道都府縣) 단위의 지방 지정 문화재가 있으며, 그보다 하위 단위인 

시(市), 마치(町) 등에서도 무형민속문화재를 지정한다.

그런데 이들 무형민속문화재 중 민요와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 보면 홋카이도

(北海道)에서 지정한 에사시오이와케(江差追分),27) 에사시오키아게온도(江差沖

揚音頭), 에사시산사가리(江差三下り)와 오키나와켄(沖繩縣)에서 지정한 야에야

23) 일본에서는 1950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954년에 무형민속자료에 관해 기록 및 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의 민속자료’의 ‘선택제도’가 마련되었다(일본 문화재보호법 제77조, http://law. 
e-gov.go.jp/htmldata/S25/S25HO214.html).

24)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2조 제1항 제3호.
25) 大島暁雄, ｢續․無形の文化財の保護をめぐって: 無形の文化財の一體的な把握と記録選擇制度の檢證｣, 無

形文化遺産研究報告(1)(文化財研究所東京文化財研究所, 2007), 32쪽.
26)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27) 이하 본고에서 언급하는 일본의 민속무형문화재들과 관련해서는 일본 문화청이 운영하는 문화유산온라

인(文化遺産オンライン, http://bunka.nii.ac.jp)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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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전민요(八重山古典民謠) 등의 예를 제외하고는 민요만을 단독 명칭으로 문

화재로 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이렇게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민요

는 홋카이도, 오키나와켄의 것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은 원래 일본 본토

와는 다른 민족의 주거지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원주민들

의 전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지역의 풍속습관은 물론 민속예능에 속하는 

민요 역시 일본 본토의 민요와는 다르게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

루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지역의 민요에 대한 무형민

속문화재 지정을 예외로 두어야 할 것이고, 일본에서 국가 또는 도도후켄 단위

의 지방 지정 문화재로서 민요를 풍속습관 또는 민속예능에서 따로 분리해서 지

정하는 경향은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표 2> 참고).

이처럼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라는 틀에서 보면 일본 전통사회에서 불리던 

민요는 따로 독립된 공연예술이 아니고 민요가 불리던 노동이나 축제, 의례 속

에 존재하면서 전승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우 무형민속문화재

로 지정된 풍속습관과 매우 밀접한 민요나 또는 음악양식이 독특해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 민요가 불리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다른 곡으로도 대체할 수 있

을 정도로 비중이 적은 민요가 불리는 경우의 전승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 본다.

예를 들면 1976년에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미부조하나타우에(壬生の花田

植)는 논농사와 관련된 민속으로서 선창자와 마주보고 마을 여성들이 일렬로 서

서 줄을 맞추어 뒤로 후퇴하며 모를 심어 간다. 이때 선창자가 노래를 부르면 

마을 여성들이 답가를 부르고 뒤에 선 마을 남성들이 반주악기를 연주한다. 이

렇게 노동과 동시에 불러 나가는 민요이며 선창자와 이를 받아 노래하는 집단이 

구분되어 있고, 또한 반주까지 갖추어져서 어느 정도 양식이 완성되어 있는 민

요는 다른 곡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곡을 그대로 전승해 나갈 수 

있다.

반면에 무형민속문화재로 정해진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일본 각지의 

본오도리(盆踊り)에서 불리는 민요들 중에는 일정한 리듬에 맞는 곡이면 그 시

대에 유행하고 부르기 쉬운 곡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원래 



<표 2> 일본의 국가 또는 도도후켄 지정 민요 관련 무형민속문화재29)

명칭 지정 구분 보존단체
지정
연도

에사시오이와케

江差追分
北海道指定無形民俗文化財 江差町江差追分保存會 1977

에사시오키아게온도

江差沖揚音頭
北海道指定無形民俗文化財 江差沖揚音頭保存會

야에야마 고전민요

八重山古典民謠
沖縄縣指定無形文化財 八重山古典民謠保存會. 1983

에사시산사가리

江差三下り
北海道指定無形民俗文化財 江差町江差三下り保存會

고카야마노우타토오도리

五箇山の歌と踊
選擇無形民俗文化財 越中五箇山民謠保存團體連合會 1973

아이즈노오타우에마쓰리

會津の御田植祭
選擇無形民俗文化財

慶徳稲荷神社お田植まつり保存會

御田植祭祭典委員會
2015

산사오도리
さんさ踊り

岩手縣指定無形民俗文化財 2011

이에지마노무라오도리

伊江島の村踊
沖縄縣指定重要無形民俗文化財 伊江村民俗藝能保存會 1998

고초군조오도리

古調郡上踊
選擇無形民俗文化財 古調郡上踊保存會 1973

시라미네노간코오도리

白峰のかんこ踊
選擇無形民俗文化財 かんこ踊保存會 1972

임혜정_ 근대 이후 일본의 민요 전승   69

다가와시(田川市)의 민요였던 곡으로 이후 탄광의 노동자들에 의해 불리면서 유

명해진 오늘날의 <단코부시(炭坑節)>는 20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서 전통적인 

민요를 대신해서 본오도리의 노래로 불리게 되었으며, 오늘날 일본 전국에 본오

도리의 노래로서 퍼져 있다.28) 이러한 예로 볼 때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 지정

과 관련해서 민요는 원래 전통사회에서 그 민요가 불리던 상황과 함께 전승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 때 특별한 기능이 없는 민요의 경우 다른 노래

로 대체되거나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28) <단코부시>에 관해서는 竹内勉, 앞의 책, 14-17쪽 참고.
29) 이 표는 일본 문화청이 운영하는 문화유산온라인(文化遺産オンライン)에 소개된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

에 대한 상세 기록을 검토해서 민요가 불리는 것을 선별해 작성했다. 그러므로 상세 기록에 누락되어 

실제 민요가 불리는 무형민속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미부조하나타우에

壬生の花田植

選擇無形民俗文化財

(風俗慣習․生産生業)
壬生の花田植保存會

1976
2011

아이누고시키부요
アイヌ古式舞踊

重要無形民俗文化財

(유네스코 등재)
北海道アイヌ古式舞踊連合保存會 

외 20여 개 단체
1984
2009

미야코노쿠이차

宮古のクイチャー
選擇無形民俗文化財 2002

요시마․히쓰이시노본오도리

與島․櫃石の盆踊
選擇無形民俗文化財

與島連合自治體

櫃石盆踊り保存會
2004

시로토리노하이덴오도리

白鳥の拝殿踊
選擇無形民俗文化財 白鳥拝殿踊り保存會 2003

마와세노촌다라

泡瀬の京太郎
選擇無形民俗文化財 泡瀬京太郎保存會 2005

히가시이즈치호노가시마오도리

東伊豆地方の鹿島踊
選擇無形民俗文化財 2005

시오하라노다이센쿠요타우에

鹽原の大山供養田植
廣島縣指定無形民俗文化財 小奴可地區藝能保存會 2002

우도기노본오도리

有東木の盆踊
重要無形民俗文化財 有東木藝能保存會 1999

기부네진자노후나마쓰리

貴船神社の船祭り
重要無形民俗文化財 貴船祭保存會 1996

가미고노코쇼가쓰교지

上郷の小正月行事
重要無形民俗文化財

横岡サエの神保存會

大森サエの神保存會
1998

세키베노산지모사오도리

關邊のさんじもさ踊
選擇無形民俗文化財 白河天道念佛さんじもさ踊保存會 1998

아키노하야시다

安藝のはやし田
重要無形民俗文化財 安藝のはやし田連合保存會 외 1997

아소노오타우에

阿蘇の御田植
選擇無形民俗文化財 阿蘇神社氏子會 1970

세마나이노본오도리

毛馬内の盆踊
選擇無形民俗文化財 毛馬内盆踊保存會 1978

니시모나이노본오도리

西馬音内の盆踊
重要無形民俗文化財 西馬音内盆踊保存會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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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요 관련 단체의 활동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요의 전승을 담당하고 공연활동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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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체로 ‘○○민요보존회(民謠保存會)’ 또는 ‘○○민요협회(民謠協會)’라는 이

름을 찾아볼 수 있다. 그중 보존회는 근대 이후 발생한, 문자 그대로 예능 또는 

기술 등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특히 문화재 지정과 관련

이 있다. 예를 들면 1973년에 고카야마(五箇山) 지역의 노래들이 춤과 함께 ‘고

카야마노우타토오도리(五箇山の歌と踊)’라는 이름으로 국가 지정 선택무형민속

문화재가 되었는데 그 전승 단체로 엣추고카야마민요보존회(越中五箇山民謠保

存會)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존회라는 명칭은 일본의 현행 제도에서 꼭 법적, 행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문화재 보호 제도와 함께 사용되어 왔다. 1920년대

부터 사적지나 건물 등의 보존과 관련된 모임의 명칭에 사용되던 보존회라는 용

어가 이후 1950년 문화재법의 공포 이후 무형민속문화재와 관련해서도 사용되

게 된 것이다.30)

일본에서 1954년에 발표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그리고 보유자의 인증 기

준에 의하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예능의 성격상 보유자라고 하는 이가 

보유하는 무형문화재의 개인적 특색이 흐리고, 더욱이 보유자라고 하는 이가 다

수인 경우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이를 보유자로서 인정하는 게 가능”했다.31) 이

렇게 한 개인이 아닌 다수가 전승하는 민속예능 또는 풍속습관을 무형문화재로

서 인정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보존회의 설립이 일본에서 널리 퍼졌다고도 할 

수 있겠으며, 민요보존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설립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후 1975년의 문화재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때 무형민속문화

재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인정을 시행하지 않게 된다. 당시 일본에서 ｢문화재보

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해서｣라고 하는 문화청에서 각 도

도후켄 교육위원회로 보낸 문서에는 무형의 민속문화재의 지정 제도에 관한 설

30) 俵木悟, ｢民俗藝能の傳傳承組織についての一試論－保存會という組織のあり方について｣, 無形民俗文化財

の保存․活用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東京: 獨立行政法人國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 2010), 60 
-61쪽에서 재인용.

31) 위의 글, 63-64쪽.



72   동양음악 제37집

명으로 다음과 같은 주석을 첨부하고 있다.

무형의 민속문화재로서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 또는 

민속예능이 있지만 이들은 국민의 생활 그 자체에 밀착된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와 같은 체현자(體現者)를 인정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지는 

바,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제도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32)

이러한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보존회가 무형민속문화재

와 관련해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새로운 국가의 중요무

형민속문화재로 인정되는 문화재에 관해서는 보호단체가 관보 등에 공고되는데 

이때의 보호단체가 곧 보존회인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의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서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에 관해서 지방공공단체 그 외 그 보존에 해당하는 것

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33) 그리고 그 보존의 담당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것은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에 주로 관련된 민간의 단체, 예를 들

면 특정 지역의 민속예능보존회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는 1975년의 법 개정에 의해 오늘날 무형민속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민요가 불리는 

무형민속문화재를 위해 보존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민요가 그것이 

포함된 각 지역의 풍속습관, 민속예능과 함께 지정되므로, 각지의 민요보존회 

역시 지역적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통사회에서 불리던 민요를 전승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국에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서 민

요보존회라는 이름을 지닌 단체들이 해당 민요의 보존과 전승을 담당하기도 하

지만 현재 여러 가지 민요 관련 공연 활동은 물론이고 민요의 보급, 교육 등 다

32) 위의 글, 66쪽.
33) 일본 문화재보호법 제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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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적 기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 이러한 보존회와는 다른 역사를 지니면서 민요의 보급,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민요협회라는 명칭을 지닌 단체가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규모적인 면이나 활동적인 면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민요협회(日本民謠協會), 일본향토민요협회(日本郷土民謠協會) 등을 들 수 

있다.

일본민요협회와 일본향토민요협회는 모두 도쿄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에 지

부를 두어 이른바 민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각각 1950년과 1961년, 즉 앞

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서 민요 붐이 일어났던 시

기에 민요 애호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 민요협회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모두 일본 민요를 보존하고 전승하며,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공통된다. 또한 

이들 민요협회는 민요에 대한 연구, 보급 활동은 물론 민요를 조사해서 발굴하

는 활동도 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공연 활동과 각지에서 민

요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앞에서 서술한 일본의 민요보존회가 주로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민요에 국한해서 전승에 주력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단체로 민요협회를 봐야 할 것이다.

한편 민요협회의 사업 중 중요한 항목으로서 민요 교육에 관련된 것을 들 수 

있다. 어린이나 성인, 일반인부터 전문 민요인을 목표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요 강좌를 실시하고, 민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 및 시험을 통한 지도자 자

격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초, 중, 고교 및 대학에서의 민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보존회와 민요협회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민요의 전승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활동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한국과는 구별되는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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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일본의 전통사회에서 일반 민중들에 의해 불리던 민요는 근대화를 맞이하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전승되고 있다.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서구 문물의 수입과 산업화 등으로 인해 전통사회에서 

불리던 민요가 소멸될 것을 우려해서 이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학자 및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일본과 한국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일본의 NHK

는 한국의 MBC와 마찬가지로 각지 방송국과의 네트워크, 녹음 장비 및 기술을 

갖춘 미디어로서 사라져 가는 민요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미 산업화로 많은 민요가 산실된 1988년부터 그 작업이 시작되

었으며, 작업의 중요성과 방대한 양의 민요들을 모두 담아 내기에는 짧다고도 

할 수 있는 9년이라는 기간에 한국민요대전이 출간되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

우에는 1939년에 시작되어 1993년까지 반세기에 걸쳐 일본 민요학의 발전과 함

께 일본민요대관의 편찬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일본민요대관 편찬 사업

을 기획하고 진행하던 시기에 일본에서는 민요가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민요 붐이라는 사회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힘입어 일본

민요대관의 편찬 작업은 장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NHK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일본 민요 전승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일본은 문화재 지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민요의 전승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점도 한국과 같다고 하겠다. 한국에서는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큰 

문화․예술 형태, 즉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인 

무형문화재에 주로 민요가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민요가 

포함된 민속예능 또는 풍속습관이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된다. 즉 일본은 의식

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 민속예능, 민속기술 등 평범한 사

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에 민요가 포함된

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볼 때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 지정과 관련

해서 민요는 원래 전통사회에서 그 민요가 불리던 상황과 함께 전승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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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특별한 기능이 없는 민요의 경우 전승이 끊어지거나 변

질될 수 있다는 여지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민요의 전승과 교육,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는 한국

과 마찬가지로 ‘○○민요보존회’ 또는 ‘○○민요협회’라는 이름의 단체들이 있

다. 그중 보존회는 주로 민요가 불리는 무형민속문화재를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에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서 민요보존회라는 이름을 지닌 단

체들이 해당 민요의 보존과 전승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요 

관련 공연 활동은 물론이고 민요의 보급,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보존회와는 다르게 민요가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

던 20세기 중반 이후 만들어진 민요협회는 일본 각지에 지부를 두어 네트워크를 

갖추고 민요의 전승은 물론이고 새로운 민요의 발굴, 공연 및 대회 개최를 통한 

보급과 교육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민요보존회와 민요협회

가 전자는 민요의 보존 및 전승에 주력하며 지역적 기반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

을 한다면 후자는 교육과 보급, 민요 문화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일본 국내

는 물론 해외까지 넓은 범위로 활동을 해서 서로 그 역할을 구분해서 민요를 

전승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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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mission of Folk Songs in Japan 
After Modernizaion

Im Hye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Japanese Nippon Minyo Taikan 日本民謠大觀 is compared with Korean Hanguk 

minyo daejeon 한국민요대전. But in case of Korean one, it just started from 1988 

when much folksongs already disappeared by industrialization, and it took just 9 

years. In other way, Nippon Minyo Taikan publishing started from 1939 and 

continued until 1993, covering over a half century. When Nippon Minyo Taikan 

publishing was planned and proceeded, folksongs was much loved by public and 

folksong boom happened in social phenomenon also in Japan. Although Nippon 

Minyo Taikan publishing was taken for a long time, with the help of these society 

situation, its publishing was able to receive stable support from the NHK. Nippon 

Minyo Taikan publishing affected much ― not only Japanese folksongs 

transmission since modern period but also Japanese study situation on folksongs.

Japan ha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it can be related with 

folksong transmission similar to Korea. In Korea, folksongs are mainly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by types of culture and arts with historic and artistic 

values ― play, music, dance, craft and other invisible properties. But in Japan, 

folksongs are considered to be included among what the ordinary life of common 

persons created and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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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urrent Japan, societies for preservation of folksong 民謠保存會 take activity 

to put a focus on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within local province, while 

folksong associations 民謠協會 take a role for education and diffusion. This kind 

of clear distinction does not happen in Korea, where groups named societies for 

preservation of folksong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ake a role to preserve 

and transmit folksongs, being involved with not only folksong related plays but 

also transferring, education and man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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