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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 년 12 월 16 일 ~ 1944 년 12 월 13

일 )는 저서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에서 색채를 악기의 음색과 연관시켜 표현했는데 이것은

색채 연상 작용에 의해 청각적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하였다.1 음악과 색채, 청각과 시각, 이 두

분야는 생각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원전 350 년경, 아리스

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 년 ~ 322 년)는 이미 색의 조화가 소

리의 조화와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 2 또한 공통감각(synaesthesia)은

청각과 시각을 포함된 음악의 시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

소리에 색이 보이는 공통감각은 색청(色聽, coloured hearing)이며 역사

상 많은 예술가와 작곡가들은 색청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물질적과 감각적인 경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류하고 공통감

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공통감각은 다른 감각들을 규정하며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공통감각이 없었으면 우리는 자기만의

의존할 수 없는 감각 경험 데이터에 제한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은 고립적이 아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공통감각의 중요

성은 더욱 확실하게 여긴다. 본 논문의 목표는 “실험적인 시각화”이기

때문에 음악의 시각화에서 주요 콘셉트인 시각화, 또한 공통감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존 케이지의 실험적인 음악 작품 사례

를 분석함으로써 음악의 시각화에 대한 표현 방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작품 제작에 대해서 “실험적 표현”에

착안한다. 여기서 “실험적 표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창작 방식

에 대한 색다른 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K-Pop 노래가 청자에게

                                           
1

바실리 칸딘스키/ 權寧弼 譯,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 칸딘스키의 예술론」, 

열화당 미술책방, 1979 
2

한기열, 「“음과 음정에 따른 색청연구”에 대한 분석」, DGU CMLAB Seminar, 2011



ii

전달하고 싶은 가사 내용과 음악성 등 노래에서 내재된 의미를 밝힌 후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보고자 한다는 “실험”인 의미도

포함된다.

우리가 익숙한 “K-pop”은 1990 년대부터 드라마와 함께 세계에서 한

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식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오빠와 같은 언

어까지 한국 특유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요새 K-Pop

에는 특별히 “아이돌”을 초점을 맞추어 무대 연출에서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비주얼 담당, 칼군무, 킬링파트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를 가하

여 퍼포먼스를 더 화려하게 만들고 청각적, 시각적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한다. 

최근 몇십 년간에 K-Pop 은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추

세가 있다. 외국의 티비와 라디오 방송, 뉴스, 웹사이트 등 대중 미디어

에서 두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적인 음악 시상식인

미국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Billboard Music Award), 유럽의 MTV 

Europe Music Awards (EMA)3 등에서 상을 받았다. 이를 보면, K-Pop

은 점차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문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사람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마케팅 쪽으로 보면 엔터테이먼트

사가 “캐스팅-트레이닝-프로듀싱-글로벌 프로모션”인 제작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여 치밀하게 해외시장 진출을 마련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시

장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 두 나라에서 데뷔하고 활동하는 연예인과

가수가 점차 많아지는 형상이 있다.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움으로써 해당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출하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또한 타국인을

위하여 가사가 해당 나라의 언어로 바뀌거나 아예 문화에 맞게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은 엔터테이먼트사의 전략이자 글로벌 시대하의 필연적

                                           
3
  2017년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Top Social Artist” 상을 받았다. 그전에 원더걸스 "Nobody"는

2009년 빌보드 핫 100(The Billboard Hot 100) 차트에 진입했으며, <강남스타일>은 그에 이어

2012년 차트에 진입했으며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갔다. 또한 <강남스타일>은 2012년 MTV EMA

에서 “best video”상을 받았다. 이들과 같은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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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서 K-Pop 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도 같이 탐구하여 최종 작품의 작업에 참고 사항이 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국 대중음악의 시각적인 작품이나 상품은 뮤

직비디오, 앨범 표지, 포토북, 무대 배경 화면 등이 있다. 대부분은 주로

아이돌의 개성과 노래의 내용을 시각화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솔직하게

전달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시각적인 작(상)품은 상업적으

로 지향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는 일정한 정도의 국한을 직면한다. 즉, 

K-Pop 노래에 관한 시각적 내용물을 기획하고 제작할 때는 이미 대중

의 취향과 시장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시장의 소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예

술성과 상업성의 밸런스를 최대한 맞추고 디자인 면으로 보면 그렇게 자

유롭지 않고 제한이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죄종 작품은 이런 시장 지

향적이고 상업적인 틀을 깨려고 하며 예술성을 더하여 새로운 K-Pop 

노래의 시각화를 시도해보며 만들어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K-Pop 노래의 시각화는 단순히 음악, 공통감각 등 물

리적인 탐구뿐만 아니라 K-Pop 의 뒷면에서 문화, 역사 등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Pop 노래의 시각

화는 생각보다 더욱 깊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여태

까지 수많은 음악의 시각화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K-Pop 노래에 대한

시각화 연구는 드물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K-Pop 노래의 실험적인 시

각화”에 대한 생각과 관김을 마음속에 떠올렸다. 본 논문에서 마지막 선

정된 작품 제작의 대상은 K-Pop 노래에 대하여 2011 년부터 2017 년까

지 유튜브에서 시청률이 1 위부터 35 위중에 <강남스타일>, 

<FANTASTIC BABY>, <TT>, <붐바야>, <FIRE>, <I GOT A BOY>, <내

가 제일 잘 나가>, <Monster>, <딱 좋아>, <Mr. Simple> 총 노래 10 곡

을 고르고 시각화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최종 작품은 “아트 포스터”인

콘셉트로 제작되며 현재 시장 지향적인 틀에 박힌 전통, 관행 그리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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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논리에 벗어나고 참신하면서도 노래의 본질과 내재된 의미를 보유하

는 것을 또한 목표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창출된 시각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상품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어 : 음악의 시각화, K-Pop, 음악의 실험적인 표현, 아트 포스터

학   번 : 2016-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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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에 “K-pop (케이팝)”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무대 연출 방식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K-Pop을 통하여 사람들이

지금 한국 세대의 문화에 대해 더욱 인식하고 익숙해진다. 심지어 “K-

pop”이 음악, 춤, 시 등과 함께 이루어진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하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류

열풍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필요불가결한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가치가 있으며 의미가 크다. 지금 우리가 친숙한

보이그룹과 걸그룹이라는 무대 연출 방식은 1990년대 나온 한국

대중음악 남(녀)자 조합으로 거슬러간다. 예를 들면, SM엔터테인먼트

1996년에 나온 아이돌 그룹인 “H.O.T.”와 1998년에 나온 “신화”,

1996년에 나온 YG엔터테인먼트 “킵식스”와 DSP Media 1997년에 나온

“젝스키스”, 1999년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g.o.d”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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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1996) 신화 (1998)

킵식스 (1996) 젝스키스 (1997) g.o.d (1999)

<표1> 1990년대 나온 한국 대중음악 보이그룹

2017년까지 한국 대중음악은 “듣는 음악”에 못지 않게 “보는 음악”의

힘이 점차 강해지는 트렌드가 있다. 이 “보는 음악”은 단순히 평면적, 

정지적인 상태에 한하지 않다. 동적인 시각 효과도 중요시한다. 예를

들면, 솔로와 달리 그룹인 연출 방식에는 “칼군무(刀群舞)”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볼 수 있다. 

“칼군무”, 즉 “칼처럼 딱딱 들어맞는 군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한

그룹에는 약 4~12명의 멤버가 들어가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춤을 추는

것이 보편적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 그룹에서 멤버들이 각자

능숙한 부분에 의하여 담당하는 부분도 나누어져 있다. 예컨대, 비주어, 

보컬, 리더, 댄스 등 여러 당담이 있다. 따라서 음악도 그룹의 멤버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킬링파트”, 즉 노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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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인상을 주는 부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앨범 수록곡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하고 킬링파트가 있는 음악이 타이틀곡으로 선정된다.

이런 음악 현식의 특징은 멜로디나 가사가 끝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선정된 인기곡은 대부분 이런 반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듬과 가사의 반복성을 어떤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림1> TWICE 노래<CHEER UP>의 킬링파트 “샤샤샤”

2010년대의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놓쳐서는 안 되는

노래가 있다. 2012년 PSY(싸이)의 <강남스타일> 처음에 나왔을 때 한국

대중음악은 세계적으로 최고조에 달했고 널리 전해진 시기였다. PSY는

솔로 가수로서 활동하더라도 유튜브에서 한국 노래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노래 전 35곡에서 1등, 2등, 3등, 5등을 따는 것을 보니 개인의

매력이 물론이고 음악자체의 중독성과 동, 서양 요소의 융합 등 이유로

인해 거대한 성과를 얻었다. <강남스타일>에 중독성이 강한  말(馬)춤, 

서울 강남구 풍경의 생생한 묘사, 외국인에게 무엇보다 친숙한

“오빠”라는 한국 특유의 호칭 등과 같은 “한국스러운” 요소가 들어가

있으며 이 요소들을 다시 시각적으로 해속하여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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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머지 선정된 노래는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해보았으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가사 내용에 대해서 엿볼 수 있다. BIGBANG 

<FANTASTIC BABY>, 방탄소년단 <FIRE>, 2NE1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자기 과시하는 노래로, 트와이스 <TT>, BLACKPINK <붐바야>, 

소녀시대 <I GOT A BOY>, EXO <Monster>, GOT7 <딱좋아>는 사랑과

남녀관계에 대한 노래로, 수퍼쥬니어 <Mr. Simple>는 삶을 낙관적으로

살아가라고 권유하는 노래로, 총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결핍하고 갈망한 정신상의

필수품이며 노래를 통해서 다시 반영되고 위로를 받았다.

지금까지 무수한 음악의 시각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K-Pop 노래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이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상업적, 균일한 인식에 벗어나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고

리듬뿐만 아니라 가사와 음악의 문화적, 심리적 의미 등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음악 시각화 연구와 이론을 더불어 바탕으로

이용해서 실험적인 시각화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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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2010년대 K-Pop 노래에 대한 실험적인 시각화의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선 본 논문에서 주요 핵심인 “K-Pop”에 대해서

이론적 고찰을 해보고 한국 대중음악 시각화 작(상)품의 현황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시각화에 대한 정의와 이론을 연구한 후

음악의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과 관련된 청각하고 시각화와

연관된 시각 등 2가지 감각의 상호 작용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

“공통감각”과 “색청(色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해해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 오스카 피싱거의 작품을 음악의 시각화에 대한 사례로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음악과 시각의 상호 관계외에 음악의 “실험적”인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적”이라는 개념과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존 케이지의 실험적인 음악 작품을 선택하여, 그의 이론과 콘셉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과 콘셉트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노래의 선정에는, 한국 대중음악을 더욱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알리고 영향을 끼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PSY의

<강남스타일>이 나온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즉 2010년대인 범위로

선정하였다. 이 7년간에도 수많은 노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률에 따라 연구 대상 노래를 선택하였다. 유튜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료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로서 사람들에게 국내 동영상은

물론이고 외국 동영상까지도 쉽게 접하며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유튜브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장점은 바로 UCC(User 

Created Contents)다. UCC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영상을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올려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런 컨셉트는 매우 새롭고 획기적이었다. 유튜브의 영향력을 간파한

매니지먼트사들은 각각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2005년 유튜브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이래, SM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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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DSP미디어는

2005년부터 각각 자사의 채널을 개설하고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4

따라서 유튜브의 시청률만으로 참고해도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취향과 애호를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에서 시청률이 1위부터 35위중 노래 10곡을 골랐다. 

그중에 한 아이돌이 2곡이상 35위에 들어가는 경우 음악 다양성을 위해

한 아이돌당 한 곡만 선정하였다. 아래 <표2>은 해당 노래 35곡이고 그

중에서 회색으로 채운 칸은 본 논문에서 선정된 노래 10곡을 가리킨다.

순위 노래 가수(그룹) 시청률(백만) 업로드 날짜

1 강남스타일 PSY 3048 2012.07.15

2 Gentleman PSY 1143 2013.04.04

3 오빤 딱 내 스

타일

PSY (feat.현

아)

712 2012.08.14

4 FANTASTIC 

BABY

BIGBANG 335 2012.03.06

5 DADDY PSY (feat.CL) 327 2015.11.30

6 TT TWICE 307 2016.10.23

7 뱅뱅뱅 BIGBANG 286 2015.06.01

8 붐바야 BLACKPINK 270 2016.08.08

                                           
4

이상욱, 「K-pop 연구」, 인터북스, 2016,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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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IRE 방탄소년단 260 2016.05.01

10 DOPE 방탄소년단 252 2015.05.23

11 CHEER UP TWICE 238 2016.04.24

12 피 땀 눈물 방탄소년단 237 2016.10.10

13 DNA 방탄소년단 229 2017.09.18

14 OOH-AHH하

게

TWICE 216 2015.10.19

15 마지막처럼 BLACKPINK 216 2017.06.22

16 I GOT A BOY 소녀시대 205 2012.12.31

17 Gee 소녀시대 198 2009.05.08

18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195 2011.05.27

19 GOOD BOY GD, 태연 183 2014.11.20

20 The Boys 소녀시대 180 2011.10.18

21 Not Today 방탄소년단 179 2017.02.19

22 불장난 BLACKPINK 178 2016.11.01

23 상남자 방탄소년단 176 2014.01.12

24 휘파람 BLACKPINK 174 2016.08.08

25 Save ME 방탄소년단 172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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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Monster EXO 170 2016.06.09

27 딱 좋아 GOT7 169 2015.07.13

28 CALL ME 

BABY

EXO 167 2015.03.30

29 KNOCK 

KNOCK

TWICE 163 2017.02.20

30 중독 EXO 157 2014.05.06

31 으르렁 EXO 156 2013.07.31

32 LOSER BIGBANG 150 2015.05.01

33 LIKEY TWICE 147 2017.10.30

34 봄날 방탄소년단 139 2017.02.12

35 Mr.Simple 슈퍼주니어 136 2011.08.03

<표2> 유튜브에서 시청률 1위부터 35위를 기록한 노래 (2018년1월 기준)

제 2 장 K-Pop에 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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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Pop의 의미

본 논문의 제목 ”2010년대 K-Pop 노래의 실험적인 시각화 연구”에서

“한국 대중음악”이 아닌 “K-Pop”인 단어로 사용하는 이유는 “K-

Pop(Korean Popular Music)”과 “한국 대중음악”은 자세히 보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중음악”의 범위는 더욱

폭넓고 가사가 없는 순수한 음악까지 포함한다. “K-Pop”은 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생겼던 아이돌 문화와 댄스음악을 가리킨다. “K-

Pop”이라는 용어는 201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국내외적으로

보편화되었으며 “K”의 의미는 단순히 국가적, 지리적인 “한국”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시공간적 특수성도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고유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는 이유도 있다. 여기서 이른바

고유의 특징은 고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함축하고 보수한 분위기와

사회 관습 등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원더걸스의 <Nobody(노바디)>, 

2NE1(투애니원)의 <Come Back Home(컴백 홈)> 등 노래에서 드러나는

여자의 모습이 바로 전통 한국 사회에서 여자에 대한 내향적이며

수동적이다는 관념이다. 5 2012년 이후 K-pop 의 주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가수의 외모를 더이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뮤직비디오는 역시 내용이 없이 형식만이 존재하는 형태로 예상치 못 한

상황을 연출해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준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언어권

국가의 사람들이 해당 컨텐츠를 접할 때 내용을 이해를 못 하더라도

뮤직비디오를 보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K-Pop에 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K-Pop은 “한국적 사회

                                           
5

김대행, 「한국시의 전통 연구」, 개문사, 1980, p.159~164; 장유정, 「한국 트로트의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1945년 이전 노래의 시적 자아의 정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제16집, 『한국구

비문학회』, 2003, 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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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스트를 구현한 음악”, “잘 만들어진 문화상품의 수출” 등 사회학적

논점이 있다. 6 또한, K-Pop은 청소년이 기성사회의 지배 이념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으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 전통 유교 사상에 대한 구속, 애정에 대한 고민

등 모두 K-Pop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찾는다.

K-Pop의 특징은 크게 보면 대량 영어 가사의 사용, “후크송”인 음악

형식의 활용, 또한 노래하고 춤과 함께 연출된 EDM（Electronic Dance 

Music）형식 등이다. 그리고 K-Pop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첫째, 유튜브, 페이스북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발흥, 두째,

매니지먼트사의 마케팅 전략과 연습생 제도, 셋째, 안무, 외모, 패션과

같은 시각적 요소의 사용 등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그 요인중에서

1980년대에 나온 컬러티비와 뮤직비디오는 특히 이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때부터는 역시 “시각”인 요소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은 시작점이었다.

컬러티비와 뮤직비디오가 가져온 영향

한국에서 커러 티비의 첫방송은 1980년 12월에 시작했으며 컬러티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다. 당시에 급격히 이룬 경제 성장, 고용의

확대, 탈정치적 문화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점차 향락적이고

소비 지향적으로 변했다. 이때부터 티비에서 나온 상업 광고는 대중들의

구매욕을 촉진시키고 전통적인 소비 패턴조차 변화시켰다. 따라서

방송사의 광고 비용은 올라갔으며 이윤을 위해서 대중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만이 티비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때부터

대중음악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6

Frith, S, “The discourse of world music. In Born, G, & Hesmondhalgh, D, (Eds.)”, Western 

music and its others, London: Routledge, 2000; 박현주, 앞의 논문,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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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티비 시대는 무엇보다 연예인과 방송 제작 시스템에 가장 먼저

막대한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며 연예인의 화려한 옷, 액세서리, 외모를

더욱 중시되었고 흑백티비 시대와 다른 메이크업의 방식이 또한

발명되었다. 방송국은 컬러티비 시대를 대처하기 위하여 출연

연예인들에게 흑배티비 시대에서 원색 의상과 반짝이는 액세서리, 혹은

가로무늬와 물방울무늬 옷의 착용을 피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티비에서 나온 화면은 사람들의 눈을 더욱 쉽게

사로잡고 이를 전환점으로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바뀌었다. 

<그림2> 컬러티비와 흑백티비에서 나온 메이크업 비교

그 당시에 티비와 대중음악의 상업적 결합은 MTV(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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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vision)였다. 1981년 8월부터 미국에서 첫방송을 하였던 MTV는

24시간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는 뮤직 텔레비전이다. 4분정도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뮤직비디오에서의 내용과 이야기는 줄이거나 생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흡인력이 있고 빠른 장면의 전환은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 따라서 CG(컴퓨터그래픽)나, 특수효과, 몽타주기법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당시 이른바 “첨단 영상 기술”인 제작

기법과 대중음악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의 주

소비층인 청소년의 그런 멋을 추구하는 욕망을 또한 충족시켰다. 

<그림3> MTV 로고

현대에서 K-Pop이 담당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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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에서 춤과 음악을 합치는 특징은 최초로 원시시대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원시시대에서 제의나 제사를 지내할 때 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었다. 당시 노래의 테마는 주로 노동, 애정과 관련

되며 춤은 역시 농경, 수렵 등의 풍요를 기원하고 살기에 관련된 일에

대한 상징 동작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시시대의 제의는

경건하다기보다 삶에 대해 즐기는 “놀이”에 가까웠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원시 시대의 노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삶에 에너지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K-Pop은 현대인, 

특히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는 탈출구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은

비싸지도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은 역시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다.7

K-Pop은 미국과 유럽의 음악 형식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현대적이지만 자기만의 독특성, 즉 한국 전통의 본질을 또한 가지고

있다. 음악과 춤뿐만 아니라 가사의 내용을 깊이 해석하면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작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데올로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오래 존재하고 고정된 생각이나 현상, 

습관을 포함한다. 따라서 K-Pop 노래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이유때문이다. 

2.2 K-Pop의 특징
                                           
7

이상욱, 「K-pop 연구」, 인터북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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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이 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여기서 K-Pop의 주요 특징인 댄스음악, 후크송, 

가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2.1 댄스음악

K-Pop 노래는 원낙 “흥”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K-Pop이 발전할수록

더욱 화려하고 드라마적인 시각 장력을 추구하기 위해 노래에서 빠른

템포에 최대한 쉬운 음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댄스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대세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 선정된 노래 10곡은 역시 댄스음악이다. 

대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반복”, “리듬감”, “단순 순환 패텬”은

댄스음악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대중성이 강한

댄스음악은 각 노래에 따라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들은

민요의 특징과 비슷하며 민요를 계승했다고 또한 할 수 있다.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보았다.8

1. 짝수 박자

2. 3분 정도의 길이

3. 다양한 변화가 들어가 있는 리듬형

4. 단조의 조성

5. 10도 이상의 음폭

6. 불완전 종지,

7. 동형진행

8. 말, 노내, 랩, 동음 등 요소를 합쳐서 형성된

변화가 많은 가락 구성

<표3> 댄스 음악의 특징

2.2.2 후크송(Hook Song)

                                           
8

양종모, 「케이 팝(K-Pop)의 학교 음악교육에 수 용 탐색을 위한 음악적 특성 분석」, 『음악응

용연구』제4집, 한국음악응용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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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음악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K-Pop에서 후크송을 들어가 있는 음

악도 많이 존재한다. 후크송은 후렴구가 좀 뚜렷하게 돋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음악 형식을 뜻한다. 그중에 후크(Hook)라는 단어는

“청자를 사로잡는 짧은 음악 구절'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리듬과 가사의

반복을 통해 청자에게 중독성을 가져온다. 여기서 후렴구는 외국 청자를

위해 대부분 간단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구

성된다. 그러므로 언어를 통하지 못 하는 창자에게도 가사를 잘 따라 부

를 수 있게 한다. 아래 표와 같이 후크송의 큭징을 정리해보았다. 이런

특징은 나중에 “소라미미(そらみみ, 空耳)”라는 현상을 형성시켰다. 소라

미미는 최초로 일본에서 나오고 원래 “환청(幻聽)”을 뜻하는데 유행 문

화에서 (말)소리를 재해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부분 외국 노래를 쉽

게 따라 부르고 싶을 때 사용한다. 가사를 일부로 발음은 똑같이 들리지

만 뜻이 완전 다른 글자로 바뀌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해하는 언어

같이 들리는 “환청”인 것으로 사람에게 알게 되었다.9

                                           
9

정찬중, 최성영, 배명진, 「후크송의 음향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5

집 제2호, 한국통신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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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박자

2. 평균 123bpm

3. 평균 41%의 반복구 비율

4. 평균 31초의 반복구 시작 시간

5. 3분대의 곡 길이

6. 평탄한 주파수 특성

7. 높은 자기상관도(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은 단순한 구조)를 보임

8. 짧고 매력적인 후렴구의 반복

9. 솔직하고 간결한 가사

10. 화려한 칼군무

11. 풍부한 사운드

<표4> 후크송의 특징

2.2.3 가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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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한국 대중음악에서는 외래어, 외국어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특히 외국어의 경우에는 단어와 문장이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외국어로 구성된 노래들이 보편화되었다는 경향이 있었다.10

외국어를 작용하는 이유는 역사, 소비자, 생산자 등 몇 가지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1990년대에 들어간 이후 한국에서

전쟁같은 불안한 정세가 점점 사라지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이때는 소위 애국심, 해방 등 국가에 대한 무거운 생각과 돈에 대한

고민이 점차 사라지며 나라의 안정과 물질상의 풍요는 청소년에게

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향락”을 더욱 중요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가사에서 가벼운 내용하고 향락주의를 포함된 노래는

청소년들 간에 인기가 많았다. 서양 (클럽)문화에 대한 숭배와 둥경은

가사에서 영어의 사용에서 엿볼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하나의

향락주의를 추구한다는 증거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보면 외국어의 사용은 세계화 시대에서 당영하고

일종의 유행일 뿐만 아니라 노래가 더 멋있고 리듬감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생산자의 입장으로 보면 외국어는 대중에게

패션적이고 고급스로운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간단한 외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을 전달하며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노래는 인기가 더

많이 얻는 추세가 있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11

1980년대 가사에서 나온 “님”, “그대”, “당신” 등 존댓말 호칭이

                                           
10

강주선, 「大眾歌謠 歌詞의 텍스트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1

임건희, 「大眾歌謠에 쓰인 言語에 관한 研究: 外國語 使用을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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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가서는 “너”, “니”, “야” 등 반말체로 바뀌었으며

반말체를 사용하는 추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졌다. 이러한 형상은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동양 유교의 “예별존비(禮別尊卑)” 사상이 약화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K-Pop이 주로 청소년을 소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끼리 서로 워낙 친근한 호칭을 부름으로써

또래집단에서 귀속감을 찾는 문화가 있으며 억압한 사회에서 일탈하고

싶은 마음은 또한 이유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1997년에

제정된《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도박, 섹스, 마약, 술,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가사에서 보일 수 없도록 하며 필요할 때는 반드시

상징적이거나 함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법칙이 있다.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건전하고 안전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라서 부모가 K-Pop에 대해서 거부감을 들지 않으며 K-Pop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또한, 이런 무해한 콘텐츠는 전세계적으로 오픈

나라든 보수 나라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받아들리게 만든 장점이 있다.

이것도 바로 K-Pop이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중 하나다. 

2.3 K-Pop이 받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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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K-Pop의 출현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기, 앱 등의 발달로 인하여 동영상이나 노래를

공유할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음악의 창작은 더욱

자유러워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갖추게 만들었다. 뮤직비디오의 출현은

K-Pop에서 새로운 시각적인 표현방식을 가져오고 예전에 단순히

청각만으로 음악을 즐기는 방식에서 벗어나며 시각과 더불어 누리는

것으로 바뀐 것에 일조했다. 또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노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K-

Pop이 성공적으로 전세계에서 전파한 것에도 도움이 된다.

디지털 시대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사는 K-Pop의 막대한

성공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관건적인 역할을 한다.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는 지금 한국 엔터테인먼트사중에

가장 큰 셋 회사다. 각각의 창립자, 즉,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은

유학이나 이민을 통해 미국 음악 시장에 대한 제도와 운영방식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 음악 시장에 도입하였다. 따라서 지금 K-Pop에서

미국 음악의 특징을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연습생인 시스템이다. 

연예인이나 가수가 공식적으로 데뷔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사에서 각자 능력에 따라 몇 년동안 연습생인 신분으로

가창, 춤, 외국어 등 데뷔한 후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 

미국의 힙합 클럽 문화도 K-Pop에 영향을 끼친다. 향락과 자기과시의

추구는 가사를 통해 표현되며 이런 “멋”이 청소년에게 의심할 바 없이

매우 큰 흡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2 예를 들면 본 논문에서 선정된

노래중 BIGBANG의 “FANTASTIC BABY” 노래에서 “네 심장소리에

맞게 뛰기 시작해 막이 끝날 때까지 YE”, “내 감각은 소문난 꾼

                                           
12

이상욱, 「K-pop 연구」, 인터북스, 2016,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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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촉”, “날 따라 잡아볼 테면 와봐 난 영원한 딴따라” 등 가사를

보면 향락과 자기과시의 의도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K-Pop에

힙합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의 사용은 필연적이다. 영어랩

자체는 멋있고 강렬한 이미지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 언어로서

영어는 해외 시장 진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비주얼은 K-Pop에서 매우 핵심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형상은 “컨러팝(Color Pop)”의

출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요즘 컬러팝이라는 용어가 K-Pop권에서

핫이슈가 되었으며 2015년부터 계속 인기가 많이 얻고 대세가 된

걸그룹인 “트와이스”의 히트곡을 통칭하고 언론에서 창출한 장르명이다. 

보다 협의로 정의하자면 “트와이스”와 자곡가 “블랙아이드필승”과 공동

제작하고 만든 힙합, 알앤비, 락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믹스한 새로운

장르의 곡을 가리킨다. 블랙아이드필승은 그 당시 트와이스가 처음

데뷔했을 때 맴버들과 같은 평균 나이 열 몇살 소녀의 청춘 이미지와

활발한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장르다. 그런 이미지는

비주얼로 또한 화려한 색깔이 연상되기 때문에 “컬러팝”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향후 다른 가수나 그룹이 트와이스와 비슷한 스타일의 노래를

나오는 경우 “컬러팝”으로 분류되었다. 최주호(2017)의 분류법에 따르면

컬러팝에 대해서 광의로는 한 곡에서 댄스, 힙합, 록, EDM(Electronic 

Dance Music) 등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며 빠른 비트로 조합한 후크송을

가리킨다. 제일 넓은 의미로는 의상, 헤어 스타일, 댄스 등 컬러 요소가

가하여 비주얼까지 고려하며 여러 장르와 같이 혼합된 후크송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2.4 기존의 K-Pop 시각화 작(상)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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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은 한국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서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사는 지속적으로 K-Pop의 해외 진출과 함께 새

로운 상품 개발, 홍보 전략 제안, 시장 개발 등 산업 차원에서 다양하고

필요한 경로와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아이돌 더

이상은 무대에서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고 각양각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CD가 아닌 스트리밍 혹은 웹사이

트와 같은 즉시적이고 편리성을 지닌 비실물 매체를 통하여 아이돌 콘텐

츠를 소비하고 공유한다. 사람들이 아이돌 콘텐츠를 더욱 쉽게 접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앨범을 구매하는 이유는 소장품으로서 간직하고 싶는 것,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고 싶는 것 등 이유외에 중요한 것은 앨범 자

체는 아이돌과의 “연결”을 앨범속에 담고 있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돌은 이제 “대중문화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이

미지를 판매하는 것이다.13  

2.4.1 앨범, 뮤직비디오, 티비 방송

                                           
13

이화영, 한국 아이돌 산업에서의 소녀 이미지 브랜드화 경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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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K-Pop 노래에 대한 시각화 작품은 주로 엔터테인먼트사가 가

수의 개성과 노래의 속성에 맞게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는 콘셉트는 나타난지 몇 년밖에 안 된다. 원래 그래픽이나

편집 디자인에 속한 앨범 표지, 포스터, 포토카드, 스티커, 엽서 등의 제

작은 커진 K-Pop 시장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K-Pop 산업에서 가수

의 개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시각화하며, 또한 각양각색의 파생 상품

으로 개발하는 커머셜라이제이션(Commercialization)을 총괄하는 “엔터

테인먼트 디자인”을 설립한 것이다.

파생 상품의 디자인을 통하여 앨범이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테마와

개성을 엿볼 수 있고 이런 유형적인 형식에 벗어나 아티스트 자기만의

“무형적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사례중에서 YG엔터테인먼트는 “뮤지션

이 곧 브랜드”라는 철학을 만들어내고 실천해왔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YG 소속 연예인인 싸이를 캐릭터화하거나 빅뱅의 전속 타

이포그래픽인 “BIGBANG font (빅뱅 폰트) 14”, 2NE1 자신만의 로고와

같은 아이덴티티의 창조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연예인 본인을 ‘세계 유일 브랜드’로 또한 각인시킨다.

                                           
14 “빅뱅 폰트”는 원래 “Earth”라는 폰트였고 사용할수록 빅뱅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폰트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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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싸이 6집 앨범, 앨범에 들어 있는 가사집, 노래 주제에

             맞게 각각의 싸이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어 작업했다.

        (좌-우, 상-하 순으로: 개구리, 뜨거운 안녕, 강남스타

    일, 77학개론, 어땠을까, NEVER SAY GOODBYE)

<그림5> BIGBANG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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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이 하나의 “브랜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디자인 마케팅과

전략이 필수적이다. 기본 상품인 앨범이라도 예전에 주로 팬을 위한

“서비스”로 간주하며 멋있고 간직할 만하게 제작되었다. 요즘은 앨범을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되며 제작 과정에서 디자인을 더욱 중요시하고

표현하는 방식 또한 다각화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팬들은 각양각색의

파생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음악 산업은 디자인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다지고 있다. 예를 들면, EXO의 로고를 변형해서 만들어진 패턴과

육각형 요소는 앨범 외에 다른 상품에서도 사용되어 있고 그중에서

라면과 물티슈 등 일상 생활 식, 용품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 이것은

앨범과 포스터 등 일반 인쇄 상품은 더 이상 다양한 팬들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돌 주변 상품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림6> EXO 라면(좌)과 물티슈(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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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의 K-Pop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추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적인

표현항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선정된 노래 10곡이 해당하는

아이돌 중에 요즘 대세가 되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원톱 걸그룹인 트와

이스와 SM엔터테인먼트 보이그룹인 EXO(엑소)를 대상으로 각각 대표하

는 노래 <TT>와 <Monster>가 수록된 앨범 《 coaster: LANE 1 》 , 

《EX’ACT - Monster ver.》와 파생 상품을 분석함으로써 요사이 음악

산업에서 아이돌의 이미지를 어떤 방식, 또한 어떤 시각으로 포장하는지

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coaster: LANE 1》

노래 <TT>가 수록된 트와이스의 앨범《coaster: LANE 1》 표지를 보

면,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선연하게 교차하는 줄무늬, 사랑스로운 낙서, 

맴버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 밝은 색상을 지닌 옷 등을 사용해서 전체적

으로 평균 나이 20살이고 사탕처럼 달콤한 소녀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

한다. 또한 소녀 이미지와 일치하게 스티커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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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표지 로고

포토카드 포토북

스티커 CD

사진전

포스터

앨범  

포스터

<표5> TWICE 《coaster: LANE 1》의 시각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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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제목인 <TT>의 뜻은 2 가지로 추측될 수 있다. 하나는 뮤직비디

오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할로윈 컨셉트에 의하여 “Treat or Trick”

라는 뜻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슬플 때 사용하는 이모티콘

“TT” 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축할 수 있다. 이 2 가지 의미는 <TT> 

뮤직 비디오에서 모두 사용되어 있다. <TT> 뮤직비디오에서는 할로윈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맴버들이 할로윈의 전통인 코스프레를 할 뿐

만 아니라 아이 2명이 “Treat or Trick”를 하는 장명과 함께 나왔다. 화

면의 명도는 전책적으로 낮지만 트와이스의 활발한 개성을 보유하기 위

해서 어떤 장면에서 앨범 표지와 비슷하게 노란색과 검은색이 교차된 줄

무늬와 “TT” 모양이 새겨져 있는 주황색 잭오랜턴을 사용한다. 또한, 

전 한국에 트와이스 열풍을 일으킨 <TT>춤에서 손가락을 양 볼에 대고

알파벳 T를 그리며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라고 부르는 킬

링 파트는 “TT”와 같은 울 것 같은 기분에 대한 귀여운 투정을 표현한

다.15

                                           
15

http://www.hankookilbo.com/m/v/dd1224e262014e82a4aafd8337820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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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TT> 뮤직비디오 컷

<그림8> <TT> 안무 “너무해”(좌)와 “TT”(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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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티비 방송에서 나온 트와이스의 <TT> 무대를 보면, 백그라운

드 모니터에서 나타난 화면은 <TT>의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화면과 높

은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면, 귀신(유령), 잭오랜턴, 사탕 (Treat or 

Trick), 줄무늬 등이다. 또한, 트와이스의 로고, “TWICE”, “TT” 등 관련

된 글자도 같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대 백그라운드 화면은 주로

일러스트레이션인 형식이 들어가며 구상적이고 솔직적이다. 또한 무대

백그라운드 화면은 가사 내용을 반영하지 않지만 트와이스의 이미지와

개성을 잘 나타낸다. 

<표6> <TT> 무대 백그라운드 화면



30

《EX’ACT - Monster ver.》

걸그룹과 달리, 보이그룹과 솔로가수의 작(상)품은 다른 이미지로

나타난다. EXO 2016년에 나온 앨범《EX’ACT - Monster ver.》, 예를

들어, 타이틀곡인 <Monster>의 “I’m creeping in your heart babe, 

뒤집고 무너트리고 삼켜”, “전율이 와 네 삶을 다 뒤집어 버리는게”, 

“죽어도 영원히 살래” 등 어두운 시각으로 만들어진 가사에 맞게 앨범

디자인에서 전체적으로 주로 검은색을 사용한다. 로고는 뼈와 나사로

구성되었다. 뼈는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며 뼈와 나사를 두고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모티브를 연상하기도 하다. 포토북을 보면  

그림자의 효과를 강조하고 명암대비(明暗對比)가 뚜렷하게 사진을

촬영했다. 타이틀곡 “Monster”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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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표

지

로고

포토카

드

포토북

포스터 CD

<표7> 《EX’ACT Monster Ver.》의 시각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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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er>의 뮤직비디오에서 비유법을 많이 사용했다. 한 컷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 이 만찬

장소에 모인 맴버들 가운데 한 명이 베신자라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악마의 상징으로서 뱀에는 핏빛으로 물든 빨간

비늘이 들어 있다. 전체적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진 구도를 많이 사용하고

색채의 사용과 맴버들의 부상당한 얼굴 분장은 포토북에서 나온

맴버들의 스타일과 일치하다. 인물자체의 어두움과 배경의 비비드함과

강한 대비가 생겼다.    

<그림9> <Monster> 뮤직비디오 컷

티비 방송에서 나온 EXO의 <Monster> 실제 연출 무대를 보면, 

백그라운드 모니터에서 나타난 화면은 트와이스의 <TT> 무대

백그라운드 화면에 비해 구상적인 이미지가 덜 나타나며 대부분은 원형,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등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표현한다. 또한, EXO 

로고와 구름, 혹은 연기같은 이미지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색깔은

주로 검은색, 파랑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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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Monster> 무대 백그라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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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응원색

한국과 일본의 아이돌은 자기의 응원색이 있다. 응원색은 일반적으로

엔터테이먼트사가 아이돌의 개성과 특징을 의하여 정하고 응원색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다. 콘서트에서 팬들이 해당 아이돌의 응원색이

있는 응원 도구를 가져오고 자기의 응원, 사모와 충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아이돌과 연결하는 귀속감과 신분 인정도 포함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 응원봉이라고 한다. 응원봉의 모양도 아이돌의

특징과 맞게 디자인하며 응원봉 자체는 빛이 나기 때문에 어두운 콘서트

현장에서 특히 많이 사용한다. 수많 명 팬들과 함께 빛이 나는 응원봉을

음악에 따라 흔들어서 “빛물결”을 만들며 “빛의 바다”를 아이돌에게

준다는 의미도 있다. 대현 콘서트에서 응원봉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아이돌이 같이 연출하는 대현 콘서트에서 수많은 팬들중에

색깔만 보아도 자기를 응원하는 팬들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기능을

또한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그룹이 한 가지 음원색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아이돌(그룹)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원색이 서로

겹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음원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도 있다. 다음 표와 같이 본 논문에서 선정된 노래 10곡에

해당하는 아이돌의 응원색과 응원봉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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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응원봉 응원색 콘서트 현장

PSY 흰색

BIGBANG 노랑색

TWICE 아프리콧

/ 네온

마젠타

BLACKPIN

K

방탄소년단 흰색

소녀시대 파스텔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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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1 흰색

EXO 펄그레이

GOT7 초록색

슈퍼주니어 펄

사파이어

블루

     <표9> 본 논문에서 선정된 아이돌의 응원봉/ 응원색/ 콘서트 현장   

*BLACKPINK는 아직 공시적인 응원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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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음악의 시각화 이론적 고찰

3.1 시각과 청각의 물리적 성질

시각은 감각 기관인 눈을 통하여 외부 환경에서 평균적으로

380nm에서 780nm까지16 범위의 가시광선 자극을 받은 후 중추 계통이

자극을 처리하고 생긴 주관 감각을 말한다.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감쇄되거나 통과되고 반사하여 눈의 망막을 자극한다. 또한 빛은 색채에

의해 물체의 형태를 인지하고 겹쳐져 있는 물체간의 상대 위치 관계를

구별한다. 색채는 인간이 눈, 뇌, 생활 경험을 통하여 빛에 대한

시각적인 반응이고 단순히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억, 연상, 

정서와 연관되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인간이 색채에 대한 감각을

결정한다. 청각은 인간이 귀를 통해서 외부 환경의 음파가 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리를 인지한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20-20,000Hz까지의 진동 파수를 느낄 수 있다.

                                           
16

nanometer, 나노미터는 미터의 식업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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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각화의 의미

시각화(視覺化, visualization)를 정의하자면 감각의 전이(轉移)를 통해

이미지를 창출하며, 그 창출된 이미지는 단순히 사물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각적 표현물이 아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 있는

주관적인 상을 뜻한다. 17 여기서 감각의 전이라는 것은 어느 감각을

느끼고 그 다음에 시각 또는 시지각 (視知覺, visual perception)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리킨다.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시각인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시각화라는 것은 시각(視覺, visual 

sense)의 범주에 속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각의 범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각화에서 시각인 감각 기관만에 의존하지

않으며 문화와 사회적인 영향도 받는다. 문화와 시대에 따라 받아들리고

인지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경험”이다. 

시각인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을 보지만 결정하고 해속하는 데에는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다. 서영인(2004)의 연구에서는 시각화의 정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게인의 경험과 기억 이전에는 사물의 객관적 의미로서 시각화 되어

주관된 감정이입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내면의 의식으로 유도되어

자아의 한 부분처럼 작용한 상으로 인식되면서 그 시각화는 이미지

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그 순간부터 철저히 개인적인

관점이 되며 상황과 경험에 의해 변형되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18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이미지는 유형적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대뇌에서 형성되어진 무형의 상징성도 포함한다. 이것이 바로  

“심상(心像, mental image)”이다. 심상에는 기억, 인식된 상과 뇌내에서

                                           
17

함윤섭, 「디지털 시대의 본다는 것의 의미」, 서울디자인포럼학회 디자인학 연구집, 2001.
18

서영인, 「음악의 공감각적 시각화 표현 연구, 황병기 가야금곡<미궁>의 시가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04



39

창조된 상이 있다. 19 따라서 시각화에서 심상으로 구성된 이미지도

존재한다. 그리하여 시각화는 물질적인 개념과 인식론적인 개념 등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물질적 대상으로서의 시각화하고

하나는 표상에 따라 만들어진 시각화다.20

시각화는 고대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굴 벽화와

상형문자 등 시각화 산물을 창조하여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언어의 시각적 상징화된 정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여기서 상징화라는 것에 대해서 독일 철학자인

에른스트 카시러(E.Cassirer, 1874년 6월 28일~1945년 4월 13일)가

제시한 저서 《상징형식(象徵形式)의 철학》 (1929)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을 “이성의 동물”이 아닌 “기호의 동물(animal 

symbolicum)”로 정의를 내렸다. 인간은 기호를 만들고 이용하며 기호와

의미가 인간의 세계를 구성되었다고 했다. 또한 카시러는 언어, 신화, 

종교, 역사, 과학 등같은 “문화 형식(culture forms)”은 바로 인간이

기호의 사용을 통해서 만드는 “기호 형식(symbolic forms)”이라고

주장했다.21 즉, 인간의 모든 문화 현상과 정신 활동 등 이른바 인간의

경험은 모두 “기호(symbol) 22 ”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것은 인간은

상징적 사고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증거이고 역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Microsoft Windows)가

도스(disk operating system, DOS)를 대체한 이래 우리는 기호와

상징이 가득 찬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컴퓨터 바탕

화면의 폴더, 휴지통같은 아이콘에서 클라우드, 바이러스, 채팅룸 등

인터넷 용어까지 상징과 기호를 곳곳에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시각화와 마찬가지로 “감각의 전이”를 의미하며, 폴더, 휴지통

                                           
19

이규옥, 「디지털 정보환경에 있어 뇌내 이미지와 영상표현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3, p. 327
20

이진혁, 「시각화의 권력관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1

劉述先,「儒家哲學的典範重構與詮釋」, 萬卷樓, 2010
22

인지의 체계에서 기호는 도형, 도상, 문자조합, 소리신호, 건축조형, 사상문화 등 여러 의미를 대

표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기호는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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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같은 이미지는 인간화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가서 시각화의 범위와 형태가 상당히 넓어지고

달라졌다. 예전에 그림이나, 책 등 실체인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벗어나 0과 1의 조합으로 구성된 무궁무진한 사이버 월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와 AR(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lity), 심지어 MR(Mixed Reality) 등같은 실시간 가상 매개로 언제든

어디든 전보를 휴대하고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나타났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으며 개개인이 모두 자유롭게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만들 수 있다. 디지털 사이버 시대에서 이 정보들을 또한

자유롭게 업로드와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더욱

직관적, 경혐적, 도상적 시각화인 의사소통 표현 방식은 유행이 되었다. 

따라서 지역과 언어의 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콘텐츠는 즉각적인 경험을

통해 사용되는 지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진혁(2013)은 시각화에서 매개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제시한다. “매개”라는 것은 “표현의 제한에 따른 정보의 구성 형식”, 

혹은 “어떤 정보라도 표현의 한계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를 가리킨다.

여기서 벽화, 무늬, 상형문자, 그림, 언 등이 정보를 구성하고

전달하면서도 그들의 시각화에는 “매개의 형식(form of mediacy)”이

존재하며 이러한 매개의 형식은 내용을 결정하는 도구 자체가 되기도

한다. 매개의 형식에 대해서 먼저 매개의 2가지 측명을 탐구해야 한다. 

하나는 “매개 대상의 인식과 관계”하고, 하나는 “매개의 표현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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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대상의 인식과 관계”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매개로

사용했는가의 문제다. 원시 부족이 사용한 토테미즘에서 나타나는

동물들의 상징성은, 예로 들면, 부족이 선택한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매개한다. 이러한 상징성은 한 부족이 임의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가능성도 있으며 부족들간의 사회 구성, 위계질서인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보다 다른 부족과의

차별화를 하기위한 가능성은 더욱 크다. 하지만 무슨 이유든, 매개의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모두 “부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인식 자체를 우선으로 한다. 

“매개의 표현과 관계”는 “선택된 대상에 대한 표현의 문제”가 들어간

것이다. 인식한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서 정보의 누락,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신은 되지만 반드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표현을 수반한는 매개의 문제는 어떻게

인식 대상을 표현하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독수리의 상징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서운 얼굴로 표현하는지, 혹은 하늘을 나는 창공의

제왕이라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날개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매개의 논점은 어떻게 표현했는가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인식이 결정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식한

것과 그것의 표현이 상호 소통의 범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호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시각화는 인식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그렇게 상호간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것이 시각화다. 

어떤 내용을 시각화할 때, 그것을 인식한 대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그것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을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는 시각화가

제공하는 선택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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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음악의 시각화

음악의 선율, 템포, 장르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사람의 희노애락 정서

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든 소리가 인간의 심리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중국어에서 물건에서 나온 소리든 사람이 내

는 목소리든 모두 “聲音(성음)”이라고 부르지만 두 글자가 따로 해석하

면 음(音, 음악)과 성(聲, 일반 소리)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중국

후한 학자인 “許慎(허신)”은 저서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音，聲也

。生於心，有節於外，謂之音。(음은 소리다. 마음에서 생겨난다. 절도가

있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음이라 한다.)”라고 했다. 고대 유교의 경전인

《오경(五經)》중 하나인《예기(禮記)》에서“凡音之起，由人心生也，聲

城文，謂之音。(무릇 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니, 소리가 문

장을 이루면 그것을 음이라고 한다.)” 또한 “知聲而不知音者，禽獸是也

。(소리를 아는 것이 음을 아는 것은 아니며, 새나 짐승이 그렇다.)”라고

주장하며 성과 음은 확실히 다르다고 한다.23

소리와 달리 음막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야 만들어진다. 따라서

음악의 시각화 단계에서 첫째로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음악이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감각의 전이”와 연관된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음악과 미술은 모두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해왔다. 

음악과 미술의 솔직성과 자유성은 살기에 대한 우려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탈출구를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풀릴 수 있게

한다. 특히 현대 압박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음악과 미술, 청각과 시각, 눈으로 듣는 것과 귀로 보는 것, 서로 감각의

전이로 이루어진 시각화는 이 시대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3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elopere&logNo=120178934792&proxyRefe

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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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시각화는 뮤직비디오같은 미디어가 발명된 후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음악의 탄생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음악은 무대 예술의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각과 연결되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후에 무대 공영은 더욱 화려해지고 지금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24

디지털 시대에 들어가서 음악의 시각화는 일반적으로 전자 음악

(electronic music)의 시각화와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media 

player software)를 통해 만들어진 시각화 이미지를 가리킨다. 음악을

방송하면서 소리의 진폭, 음높이, 템포 등에 의하여 대응하는 이미지

형태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창출된 이미지는 같은

음악(음원)이라도 소프트웨어에 따라 나타난 모양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음악의 시각화는 음악적인 “속성”만 반영할 수 있으며

“가독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가독성”은 우리가 음악의

시각화 이미지를 볼 때 음악의 제목 혹은 음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구별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은 오히려 가독성을 중요시하고

데이터의 방대한 정보를 시각화를 통해 재정리하며 사람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시각화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3780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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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공통감각

인간이 반응하는 오감 중 한 영역의 감각기관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이 다른 영역의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공통감각(共通感覺, 

Synesthesia)이라고 한다. “Synesthesia”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에서 “함께(together)”을 뜻한 “syn”과 “감각(sensation)”을

뜻한 “aisthanesthai”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원래 “수많은

중첩으로 엮어진 감각의 두거운 겉옷”라고 뜻한다. 음악의 시각화는

음악을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색채와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청각과

시각을 통한 공감각이다. 이러한 동시성의 개념은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에서 체험되는 모든 반응의 통합된 총체다. 25 우리가 음악과

색채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음악을 들으면서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정서때문이다. 최초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기원전 384~322)가

제시한 《On Dreams (De Insomniis)》에서 공통감각(common sense)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감각이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등

5가지 종류로 분류되었으며 그중에 촉각은 제일 기본적인 감각임에도

불구하고 촉각까지도 일종의 복합적인 감각이다고 했다.26 그리고 크기, 

형태, 움직임 등 물리적인 속성은 단순히 한 감각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공통 감각에 의해 나온 현상이라고 했다. 즉, 우리는 감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닌 2가지 이상의 감각으로 구성되고 감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기존의 공통감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각각 문화, 경험, 환경, 민족성 등 다른 배경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공통감각은 보편성과 전체성이 존재한다.

                                           
25

김지연, 오경화, 정혜정, 「대중음악의 시각화를 통한 텍스타일 프린트 패턴디자인 발상」, 한국

의류산업학회, 2015
26

아리스토텔레스는 오감을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같은 순으로 나열하며 그 중에 촉각과 미

각은 모든 생명채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감각이고 시, 청, 후각은 더 나은 새존 요건을 갖추기 위

하여 장소이동을 팔요한 동물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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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색청(色聽, color-hearing)

기존의 음악의 식가화에 대한 연구에서 “색청”은 많이 제시되어 있다. 

색채를 뜻하는 “색(色)”과 청각을 뜻하는 “청(聽)”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다. 색청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느 특정한 단음(單音)이나 음절을 들

을 때 머릿속에서 그들과 대응하는 단색(單色)이나 여러 색깔이 떠오르

는 현상을 뜻한다. 색청과 공통감각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색청은 개인이 소리와 색채에 대한 연상과 해석을 강조하며 공감각은 사

람들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감각 이미지의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다. 27

간단히 말하자면, 색청은 “개인”의 해석을 강조하고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생청이 다를 수 있다. 색청에서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만드는 예술

가나 음악가가 많다. 칸딘스키,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 파울

클레(Paul Klee)같은 화가들은 음악적 영감을 화폭에서 표현하기도 하였으

며 음악가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군터 슐러(Gunther Alexander 

Schuller)는 반대로 그림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아서 작곡으로 표현한 것

이다.

<그림10> 칸딘스키, 들로네, 클레의 음악적인 작품 (좌-우)

                                           
27

蘇文清, 嚴貞, 李傳房,「聲音與色彩意象之共感覺研究-以中國氣鳴樂器吹孔類(笛與簫)為例」, 2006



46

3.4 음악의 시각화 표현 연구

3.4.1 음과 색의 대응 관계

지금까지 음악과 색채의 대응관계에 대한 이론이 많이 존재한다.

서양에서 음악과 색채의 관계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이론 고찰은

그리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기원전 570년~495년)가 진동 빈도에

의하여 제시한 음악의 장음계 7개 음과 무지개의 7개 색깔간의

대응관계다. 그후에 1704년 뉴턴(Sir Isaac Newton, 1643년 1월

4일~1727년 3월 31일)이 제시한 ”광학(Opticks)”에서 스펙트럼의

기초적인 순서인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를 7음계의 C, 

D, E, F, G, A, B까지의 음의 순서와 동등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1> 뉴턴의 7원색과 7개 음표의 대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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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들어가서 물리학자들이 소리의 음파 진동 회수하고 빛의

파장과 비교해서 음악과 색채 간의 연관성을 도출했다. 1911년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더 스크리아빈(Alexander Scriabin, 1871년12월25일~

1915년4월14일)은 그의 작품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 (Prometheus, 

The Poem of Fire)>에서 공감각적인 모티프가 발견된다. 1915년 <불의

프로메테우스>의 프리미어에서 처음으로 음악과 조명을 융합시켜

캄캄한 극장에서 공연이 진행하는 동안 음악에 따라 무대를 다른 색깔로

비춰준 불빛이 있었다. <불의 프로메테우스>의 악보를 보면 좌측

상단에서 색채 오르간（The Color Organ）으로 연주한다고 의미하는

“Luce”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컬러 노트를 연주하기

위해서 쓰여 있는 것이다.

<그림12> 색채 오르간(좌)과 <불의 프로메테우스> 악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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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 불의 시>가 가져온 가치는 스크리아빈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제시한 5도권과 색채의 관련성이다.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진 5도권(五度圈)에 따라서 음과 색채의 대응 관계, 또한 각 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되었 있다. 28 5도권의

위계질서는 시작 음부터 5도씩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 시계

방향으로 돌으며 총 12개의 음을 한번씩 거치고 다시 되돌아오는

순환이다. 그중에 “자기를 위한 의지(Will, Human)”를 의미하는 “C”음과

“타인을 위한 창조성(Creativity)”을 의미하는 “F#”음은 각각 반대의

위치에 있으며 “물질(Matter)”을 의미하는 “A”음과

“인간성(Humanity)”을 상징하는 “E♭”음은 또한 반대의 위치에 있다. 

인간이 “C”음으로부터 순서적으로 다른 음계를 발견하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불과 지혜를 가져온 신이기 때문에 연주를 시작할 때는 인간을

상징하는 “C”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며 “C”음의 반대쪽 위치에 있는

“F#”로 시작한다. 따라서 퍼포먼스의 첫 부분은 주로 “F#”음과

대응하는 파랑빛이 나타난다.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데려다 준 부분에서는 “C”음을 연주하며 무대에서 빨강빛으로

전환한다. 이와 같은 상징성이 가득 찬 부분은 <프로메테우스: 불의

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음악, 색채, 전설, 정서 등 여러 요소는

여기서 하나로 합친다. 

                                           
28

한기열, 「“음과 음정에 따른 색청연구”에 대한 분석」, DGU CMLAB Seminar, 2011



49

C G D A E B F# C# G# D# A# F

빨

강

오렌

지

노

랑

초

록

하

늘

파

랑

밝은

파랑

/보라

자

주

보

라

살

색

장미색/철

색

진한

빨강

<표10> 스크리아빈이 제시한 5도권과 색채의 관련성(상), 음표와 색채의 관계(하)

<그림13> 2010년 미국 뉴헤이븐에서 한 <불의 프로메테우스> 공연, 스크리아빈이 제시

한 5도권에 따르면 연주의 맨 앞 부분은 F#와, A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나타

난 색깔은 바로 F#와 A음이 대응하는 남색과 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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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아빈이 제시한 음과 색의 관련성은 과학적으로 해속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음을 들으면 색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음과 색채의

주파수와 파장때문이다. 한 옥타브의 C, D, E, F, G, A, B의 파장이

대입되는 가시광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 랑, 남색, 보라의 파장과

거의 유사한 수치로 줄어든다. 또한 음악과 색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표와 같이 종합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색채와 청각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실험되어 왔지만 색과 음의 공통감각은 개별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표준치를 만들기는 어려웠다.

1. 일반적으로 높은 음조(音調, pitch)를 밝은 색깔과 연결시킨다.29

2. 음조와 음향의 강도가 높을수록 색깔의 밝기가 높아진다는 관련성이 있다.

3. 장조(長調)는 밝은 색채, 단조(短調)는 어두운 색채와 상관있다.30

4.
경쾌하고 빠른 음악은 채도가 높고 밝은 웜톤 색채(빨간색), 온화하고 느린 음악은

채도가 낮고 어두운 쿨톤 색채(파란색)와 연결시킨다.31

<표11> 음악과 색채의 관련성 정리

                                           

29
Ludwig, V. U., Adachi, I., and Matsuzawa, T., 「Visuoauditory mappings between high lumi

nance and high pitch are shared by chimpanzees(Pan troglodytes) and humans」, Proc. 

Natl. Acad. Sci. U.S.A, 2011

30
陳靜潔, 王維君, 歐立成, 「聽見色彩-音樂要素之情緒感知與色彩聯想之研究」

31
http://www.classicfm.com/music-news/latest-news/classical-music-colours-and-emotions

-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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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리듬의 시각적 표현

리듬(rhythm)이라는 단어 자체는 '흐름'이나 '움직임'을 뜻하며 그리스

어의 '리트머스(rhythmos)'에서 유래되어 '리듬(rhythm)'으로 변해왔다.32

음악에서의 리듬은 일정한 박자나 규칙에 따라 음의 장단(長短), 강약(强

弱) 등이 반복될 때 나온 규칙적이고 움직이는 소리의 흐름, 률동(律動), 

절주(節奏) 등 현상을 가리키며 음악 작품의 사상과 감정을 체현하는 주

요 요소다. 미술에서의 리듬은 선, 형태, 색채의 질서있는 반복과 변화를

통해 여러 요소들과 함께 상호 유기적인 질서와 이미지를 이루어지는 것

을 가리킨다. 선의 운필(運筆), 커브, 윤곽과 같은 요소는 특히 리듬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많이 사용되어 있다. 리듬과 청각의 대응 관

계는 선과 시각의 대응 관계와 같다.  

시각적인 표현인 측면에서 리듬은 반복적 리듬(Repetitive Rhythm)과

점진적 리듬(Gradual Rhythm)으로 나뉠 수 있다. 반복적 리듬은 동일한

형, 색, 선 등 요소를 2개이상 배치하고 시선이 이동하여 상대적인 느낌

을 줌으로써 율동감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원적 리듬의 형

태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는 힘의 강약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 

점진전 리듬은 반복보다 동적인 형태를 더욱 강조하며 시각적인 힘의 율

동성을 표현한다. 때로는 반복과 변화에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고 진

버감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생명감과 존재감이 강하게 표현하고 동적

인 질서가 활기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다. 33

                                           
3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280&cid=47310&categoryId=47310
33

서영인, 「음악의 공감각적 시각화 표현 연구 황병기 가야금곡 <미궁>의 시각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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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반복적 리듬(좌)과 점진적 리듬(우)

리듬의 시각적 표현에서 선과 형태인 조현 요소가 또한 포함된다. 선

은 가시적인 측면에서 여러 점으로 구성되거나 분리된 2개의 객체를 연

결시킨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시적인 측면에서 객체와 객체의

배치에서 생기는 이른바 “상상의 선”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은 또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길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조현요

소다.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형태에서도 선의 표현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이고 표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직선, 

곡선, 무기적선, 유기적선 등에서 인간의 감정과 같이 있는 활력적 리듬

(vital rhythm)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무생명의 선에 대

해서 여성적, 남성적, 엄중, 가혹 등 일반적으로 생명체만 나타난 특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선이 심리적 게쉬탈트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선

은 사물 현태의 특성과 성격을 가장 단순하고 솔직하게 또한 경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형단위이면서도 그 자체를 변화시켜서 더욱

다양한 조형적 표현이 나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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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3차원 공간을 차지한 형이고 형태와 형을 구별하려면 면적을

지닌 평면 표현은 형이고 부피를 지닌 입체 현상은 표현이다. 2개 이상

의 부분이 함께 배열되었을 때 형태가 또한 존재한다. 윤곽선은 형태를

결정하며 윤곽은 리듬을 가진 그 자체의 선에 의해 감각의 진동이 생겨

인간의 미적 감수성(aesthetic sensibility)에 호소된다. 형태는 4가지 유

형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각 유형에서 미적 감각이 다르다고 다양한 조형

적 요소와 혼합되거나 기법에 따라 독특한 형태미를 형성시킨다. 아래

표와 같이 형태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34

유형 설명

자연적 형태
우주 자연속에서 형태의 질서를 재현한 형태미로 무궁한 형태연구의

근원이 된다.

기하학적 형태
뚜렷한 질서를 갖고 수학적 법칙과 함께 생겨난 기계적 형태로 시각

적 효과가 크다.

비구상적 형태 창의적 재능을 필요로 하는 현대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추상적 형태
추상적 형태로서 비기하학적, 서정적 추상계열에 속하며 회화에서는

칸딘스키의 그림이 이에 해당된다.

<표12> 형태의 4가지 유형

                                           
34

권옥선, 「음악의 리듬감을 이용한 시각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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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음악의 시각화 사례 분석

19세기 후반부터 모더니즘(Modernism)이 유행하면서 예술가들이

주관적 관념론(Subjective idealism)에 대한 모색과 관심이 점차

많아지고 있었다. 구상미술(figurative art)과 구분하여 감정표현의

추상적인 차원을 추구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객관성을 없애버리고자 했다.

그중에서 추상적인 영상은 포한된다. 추상적인 영상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1. 영상에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역할(물체)이 없음

2. 논리적인 장면(환경)이 없음

3. 서사적인 이야기가 없음

4. 완전한 서사가 없기 때문에 관자가 영상에 대해 완전하게 인식할 수 없음

<표13> 추상적인 영상의 특징

영상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시각과 청각을 가장 쉽게 동시에 접할수

있는 매체다. 앞 부분에서 언급한듯이 소리와 색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우리는 회화의 톤(tone)을 묘사할 때 “조용하다”, ”낮다”, 

“높다”와 같은 음악을 묘사하는 형용사를 사용하며 반대로는

“음색”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색채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런 소리를

보고 도형을 듣는 현상은 또한 “Color Music”라고 한다. “Color 

Music”인 콘셉트를 이용해서 영상 작품을 만드는 작가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오스카 피싱거다. 아래와 같이 오스카 피싱어의

작품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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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오스카 피싱거 (Oskar Fischinger) 

독일계 미국인 오스카 피싱거 (Oskar Fischinger, 

1900년6월22일－1967년1월31일)는 “비쥬얼 뮤직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다. 그는 애니메이터이자 영화 제작자이고 역시 활동 사진

애니메이션(motion picture film)과 추상 애니메이션(abstract 

animation)의 선구자다. 그는 “절대 영상 (Absolute Film)”인 영상

개념을 주장했다. “절대 영상”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추상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음악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영상 형식을 가리킨다. 그는

움직이고 있는 도형과 음악 정서 사이에 미묘한 관계를 또한 연구를

했다. 피싱거는 음악과 시각에 대해서 “음악은 소리의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각적 세계의 음악도 존재 한다.”라는 콘셉트를

제시하며 또한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음악을 통해 이루어진 감정의 홍수에는 그래픽 표현의 느낌과

효과가 더욱 강화시켜졌고, “절대 영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미 높은 정도로 발달된 음악의 인도 하에, 새로운

법이 신속하게 발견되었다. 시각적인 표현에서 음악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춤에서와 같이, 새로운 동작과 리듬이

음악에서 튀어나왔으며 리듬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35

피싱거는 영화에서 나온 소리의 표음 속기법 (sound phonography)에

대한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서 “spirit inside each object”라는 개념을

또한 제시했다. 36 유성 영화의 오디오 부분에서 사운드 웨이브(sound 

wave)가 물결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이런 시각적 현상은 나중에 그의

소리와 이미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피싱거는

                                           
35

Scott MacDonald，Frank Stauffacher, 「Art in Cinema: Documents Toward a History of t

he Film Society」, Temple University Press, 2006
36

Richard H. Brown, 「The Spirit inside Each Object: John Cage, Oskar Fischinger, and “The 

Future of Music”」, Journal of the Society for American Musi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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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추상적인 도형과 음악 소리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또한 많이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알레그레토(Allegretto)》라는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그림15> 사운드 웨이브

<그림16> 《알레그레토》 컷

피싱거의 대표적이고 나중에 뮤직비디오의 출현에 영향을

많이 끼친 애니메이션인 《알레그레토(Allegretto)》에서는

리듬이 빠른 알레그로(allegro)를 가진 교향곡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색으로 채운 다이아몬드, 타원형, 동심원 등 다양한 기하학적

도형과 색상을 사용했다. 짧고 높고 날카로운 소리는 마름모와

삼각형으로, 부드롭고 연속하는 소리는 원형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사람들의 공통감각 원리가 또한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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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음악의 실험적 표현 사례 연구

본 논문의 작품 제작에 대해서 “실험적 표현”에 착안한다. 여기서 “실

험적 표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창작 방식에 대한 색다른 시도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K-Pop노래가 청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사

내용과 음악성 등 노래에서 내재된 의미를 밝힌 후 새로운 시각과 관점

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보고자 한다는 “실험”인 의미도 포함된다. 앞서 음

악의 시각화에 대한 작품을 분석해보았지만 대부분은 공통감각, 시청과

같은 청각하고 시각과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실헌적”인 부분을 특별히 겨냥하지 않으며 또한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제4장에서 특별히 음악의 “실험적”인 표현을 착안하고 이 분야에

서 대표적인 아방가르드 음악가 및 예술가인 존 케이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의 콘셉트와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그에게 음악의 본질은 무

엇인지 또한 “실험적”을 어떤 제작 방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연구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작품 제작에서는 최종적으로 평면인 인쇄물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재료든 방법이든 모두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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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존 케이지 (John Cage)

“음악의 실험적 표현”이라는 것은 음악인지 예술인지 구별이 어렵고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 고정된 틀을 깨며 새롭고 색다른 형식으로 표현

되어서 실험음악이라기도 하다. 20세기 중엽부터 흥해지고 주로 북미,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곡 형식이다. 실험 음악의 특징은 “예

상치 못한다”는 것이다. 존 케이지가 최초로 실험음악이라는 개념을 도

입했고 "실험적인 행위에 대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의 많은 실험적인 음악 작품은 아직까지 많은 학자들에게 음

악이 아닌 예술이라고 여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종류에 대한 논쟁

이 많다.

존 케이지(John Cage, 1912년 9월5일 - 1992년8월12일)는 미국의아

방가르드 음악가자 작곡가였으며 최초로 “우연성 음악(aleatoric music, 

chance music)”, “침묵(silence)”, “잡음의 사용” 등 전위 음악(Avant-g

a r d e Music前衛音樂) 37 의 컨셉트를 도입하였다. 그는 “...난 가믈란

(gamelan)38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 아직 창조되지 않았던 사용

방식을 만들어보고 싶다. 내가 무엇을 잘한다면 바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Cage 1988, p.20)라고 했으며 참

신한 것과 전위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말로 알 수 있다. 그의 철학에 의

하면, 전위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융통성이 있게 해 주며, 기존의 정

치나, 사회 제도, 교육, 체제에서 해방하는 것, 또한 창의성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즉, 전위가 없으면 아무 것도 창조되지 못

한다. 전위는 발견, 창작, 변화와 동일한 의미로서, 존 케이지는 이 요소

들을 음악의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39

                                           
37

옥스포드 영어 사전(Oxford Dictionaries)에 의하면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새롭고 특히하거나

실험적인 아이디어, 특별히 예술 분야, 혹은 이것을 소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38

가믈란은 인도네시아 자와섬의 전통적인 악기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다. 
39

리처드 코스텔라네츠, 「케이지와의 대화」,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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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이지의 대표작중에 동양 사상이 들어가는 작품은 많다. 일본 불

교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츠40를 통해서 동양 사상, 특히 “선(禪)”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우고 작품에서 사용했다. 아래와 같이 존 케이지가 받은

동양 사상과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40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년 10월 18일 – 1966년 7월 12일), 서양에 선(禪)을 소개해준

불교 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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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동양 사상의 영향

프리페어드 피아노

1938년에서 만들어진 “프리페어드 피아노(prepared piano)”는 존 케

이지가 타악기적 리듬에 대한 연구중 하나였다. 그는 평범한 그랜드 피

아노의 줄 사이에서 못, 고무, 볼트, 너트, 나사못, 가죽 조각, 나무 등

물건을 끼웠다. 그리하여 피아노를 연주할 때 다양한 악기로 합주하는

것처럼 무궁무진한 소리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 합주 형태

인 “가믈란”의 소리와 비슷하다. 존 케이지는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위해

서 여러 작품을 창조했으며 그 중에서는 유명한 <소나타와 간주곡

(Sonatas and Interludes, 1946 - 1948)>의 세트가 있었다. 이 곡은 케

이지의 동양 철학에 대한 애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41 이 작품을 통

해서 연주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깨고 타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다시

찾아낸 것이다.

<그림17> 프리페어드 피아노

                                           
41

크리스틴 포니, 조지프 매클리스, 「음악의 즐거움(하)」,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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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중국 《역경(易經)》42에서 동전이나, 표지, 막대 등을 던져 우연의 수

를 얻고 점을 치는 방식은 존 케이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음악 작품을 만들 때조차《역경》을 응용했다. “64라는 숫자는《역경》

의 기본 수(數)인데 나는 64보다 크거나 적은 수가 이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아 냈다. 그래서 많은 가능성이 대답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문

제도《역경》은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경》의 영향하에

서 존 케이지가 수많은 우연성(偶然性)에 대한 작품을 창조했다. 그중에

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1952년에 나온 <4’33’’(4분33초)>다.

    <그림18> 《역경》 64괘

                                           
42

《역경》은 유학(儒學)의 “오경(五經)”중 하나로, 중국 고전적 문화의 철학과 우주관을 기술한

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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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에서 3악장이 있는데 모든 악장에 음표가 쓰여 있지 않는다. 

그래서 연주자가 무대에서 처음에 건반 뚜껑을 열 때부터 마치고 나서

뚜껑을 닫을 때까지 피아노를 안 친다는 방식으로 연주를 진행한다. 

매번 연주할 때 연주자, 청중,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모두 다르고 유일무이하다. 따라서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연주는 대부분 현장에서 녹음하는 것으로 보존된다. 존 케이지는

자기의 애호가 작품에 영향을 안 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음악을 창작할 때는 작곡가의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우리를 에워싸고 주변에 있는 소리마저 흥미롭다고 주장한다. 여

기서 존 케이지가 도가(道家)의 철학에서 “天下萬物生於有，有生於無; 

有即是空，空即是有。 (천하의 모든 사물이 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며 없는 것이 있는 것)”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그림19> <4’33’’> 제1악장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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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은 무성 연주지만 청자들이 이 무성의 환경에서 오히려 다

양한 생각과 상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콘셉트는 바로 “있음은 없음에

서 샹겨난다”에서 온 것이다. 또한 <4’33’’> 연주에 대해서 “침묵”이

라기 보다는 “우발적인 소리들”로 꽉 차 있었다고 생각한다.43 침묵은

의도적으로 소리를 안 만드는 것이고 소리와 침묵의 구분 방식은 의도

적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4’33’’>에서 완전한 침묵이 아닌 미세하

고 의도적이지 않은 소리를 곳곳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

국 불교의 “禪(선)” 사상은 이 작품에서도 들어 있다. 본질적으로 선

(禪)은 자신의 본성(本性)을 탐색하는 예술이고 속박에서 자유를 향하

는 도로를 가리킨다. 존 케이지는 자곡가가 음악을 지배하는 욕심을

버리고 “소리의 본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33’’>에서 대중

들이 “음악을 듣는 감상자” 입장에서 “음악을 만드는 참여자”로 바뀌

었다.

                                           
43

리처드 코스텔라네츠, 「케이지와의 대화」,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p.40,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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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상 세부 내용 대표 작품

인도 전통

영원한 감정

- 영웅적

- 에로틱하다

- 경이롭다

- 유쾌하다

- 슬픔

- 두려움

- 분노

- 끔찍하다

- 평온함에 대한 경향

- 16Dances 

(1950-1951)

계절에 대한

관점

- 겨울: 정지

- 여름: 보유

- 가을: 파괴

- 봄: 창조

- The Seasons 

(1947)

선(禪)
방해를 받지않

다, 상호 침투

- 완벽한 균형은 개체(個體)

과 일반성에 대한 통적이

고 동시적인 반영 사이에

존재한다.

- 만물 사이에 상호관계가

존재해서 명확한 경계선

이 없고 또한 이중적이지

않는다. 

- Juilliard Lecture

(1952): 침묵이 소리들을

둘러싸기 때문에 소리들

이 서로  공간에서 방해

없이 존재할 수 있다. 

-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비어 있는 정신 상태, 소

리에 집중하지만 음악에

대한 생각을 듣지 않는

것이다. 

- Concerto for 

Prepared Piano 

(1950)

- <4’33’> (1952)

역경(易經) 우연성

- 우주의 진화, 사회의 변

천, 생명의 유전 등 모두

불확정한 변화에 있다.  

- 64괘의 사용

- <4’33’’> (1952)

- Music of Changes 

(1951)

- <Fontana Mix> 

(1958)

<표14> 존 케이지의 동양 철학 개념이 포함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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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그래프 작품

존 케이지는 음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한 도표, 

그래프, 그림과 같은 상징적 기호를 통해 참신한 소리를 창조하는 것을

많이 시도했다. 오선에 그려지는 음표와 같은 전통적 기보법으로는 새로

운 “소리의 발명”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방식의

표기법을 또한 발명했다. 44 아래와 같이 존 케이지가 창조한 대표적인

그래프 작품 <Music Walk>와 <Fontana Mix>를 탐구하고자 한다. 

Music Walk

1958년에 만들어진 <Music Walk>는 수많은 점이 그려진 종이 여러

장과 평행한 직선 다섯 줄이 그려진 직사각형의 투명한 종이 한장으로

구성된 그래프 작품이다. 직선이 그려진 투명한 종이는 점이 그려진 종

이의 위에 덮어놓아서 악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고 연주자가 화면에 따

라 연주하는 것이다. <Music Walk>에서 피아노와 라디오 두 가지 발성

장치가 있으며 연주할 때는 연주자의 해석이나 혹은 점과 직선의 배치에

따라 피아노와 라디오에서 각각 다른 소리로 나온다. 점은 음원을 가리

키며 직선 다섯 줄은 다섯 가지 종류의 연주 방식, 혹은 “상황”을 가리

킨다. 이 다섯 가지 종류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아래(표16)

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Music Walk>에서 악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악

보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즉, 특정한 악보가 아닌 “시스템”

을 제공하여 연주를 하는 것이다. 연주가들은 평생 처음 시도해보는 이

새로운 형식의 악보들을 재즈(Jazz)를 연주하는 방식처럼 즉흥적으로 해

석하여 연주를 하는 것이다. 연주자의 역할은 <Music Walk>와 같은 새

로운 작품에서 크게 변화했지만, 작곡가의 역할은 그렇지 않았으며 여전

히 음악의 기본적인 구성 시스템의 디자이너다. <Music Walk>를 통해서

                                           
44

http://www.redian.org/archive/82859



66

존 케이지는 작품의 가장 본질적인 형식과 우연성을 보여주었으며 이것

이 역시 선(禪)에 영향을 받은 자품중 하나다.45

피아노 라디오

1. 현(弦)에 약음기를 달거나 현을 빼는다. kilocycle glissando46

2. 키보드로 노트를 연주한다. 라디오의 연설

3. 외부 소음 라디오의 정지

4. 내부 소음 라디오의 음악

5. 보조음 (나머지 다른 소리)

<표15> <Music Walk>에서 직선이 가진 다섯 가지 의미 (연주 방식)

<그림20> <Music Walk>의 악보 구조 샘플

                                           
45

James Pritchett,「The Music of Jogn C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46

kilocycle glissando라는 것은 일종의 화주(滑奏)를 가리키며 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를 미끄러

지듯 빠르게 올리거나 내려서 연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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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ana Mix

<Music Walk>의 콘셉트를 이어서 존 케이지는 1958년에 <Fontana 

Mix (폰타나 믹스)>를 창조했다. <Fontana Mix>는 1950년대 이탈리아

라디오 방송 <Fontana>를 녹음하여 여러 테이프를 만들었다. 존 케이지

는 테이프 몇 개를 선택하고 섞여 편집해서 <Fontana Mix>를 제작하였

다. 여기서 존 케이지는 테이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6 종류의 소리로

구분하였다:

1. 도시 소리

2. 시골 소리

3. 전자 소리

4. 수동으로 만든 소리 (예: 악기 소리)

5. 바람으로 만든 소리 (예: 노래 소리)

6. 작은 소리 (예: 벌레 울음소리)

<Fontana Mix>는 불확정성을 테이프에 적용하는 작품이고 또한 그 결

과를 예견할 수 없는 조건을 설정한 최초의 녹음된 작품이었다. 그의 그

래픽에서 실선, 점선, 두께가 모두 다른 총 6 가지의 곡선이 프린트된

투명 필음 10 장, 100(가로) 곱하기 20(세로) 총 2000 개 격자로 구성

된 직사각형이 프린트된 투명 필음 1 장, 직선 1 줄이 프린트된 투명 필

음 1 장, 여러 검은 점이 랜덤으로 프린트된 투명 필음 10 장이 들어

있다. 그중에서 곡선 6 줄은 존 케이지가 테이프를 만들 때 조작하고자

했던 소리의 종류, 진폭의 조절, 빈도의 조절, 음색의 조절, 패턴의 연결

등 소리에 대한 6 가지 변수를 가리킨다. 격자로 구성된 직사각형은 “측

정(measurement)”인 역할을 한다. 가로 나열된 격자 1줄은 총 100 개

가 있으며 한 격자는 시간 “30초”, 즉 음의 길이를 가리킨다. 세로 나열

된 격자는 총 20개가 있고 앞서 언급된 6가지 변수의 수치, 즉 동시적

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농도를 드러낸다. 나머지 직선 한 줄은 살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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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지고 전체 시간 프레임을 의미하는 직사각형에서 한 시간대를 선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연주자는 점, 직선, 곡선, 격자가 프린트된 각

투명 필음을 겹쳐보면서 연주를 하고 중첩된 필음에서 나온 도형은 연주

자에게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며, 필름을 겹치게 하는 방법이나 악보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는가는 연주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음악이 되는 것이

다.

<그림21> 폰타나 믹스 그래프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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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의미 (역할)

- 기억점, 전환점

- 측정(measurement)

- 가로: 음의 길이 (격자

100 개 = 30초)

- 세로: 동시적으로 발생

하는 사건 (6가지 변수

의 수치)

- 전체 시간 프레임에서

한 시간대를 선택한다.

- 6가시 변수:

1. 소리의 종류

2. 소리 진폭의 조절

3. 소리 빈도의 조절

4. 소리 음색의 조절

5. 소리 패턴의 연결

6. 지속 시간의 조절

<표16> < Fontana Mix > 그래프에서 각 도형의 모양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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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작품 제작 연구

5.1 작품 제작 방향

5.1.1 아트 포스터

최종 작품은 “아트 포스터(art poster)”인 형식으로 나타난다. 아트 포

스터는 일반 공식 포스터와 구별하여 주제는 변하지 않지만 제작하는 데

더욱 자유롭고 작가의 창의성과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

례는 올림픽 포스터다. 1912년부터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포스터를

만드는 관습이 시작했다. 올림픽 포스터는 주로 올림픽을 홍보하고 대중

에게 개최하는 도시, 혹은 나라에 대해 더욱 인식하게 해준다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포스터는 한 시대의 예술적, 정치적, 

시회적 콘텍스트를 반영하며 올림픽 게임의 개막을 선고하는 역할을 한

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 포스터에서 최소한 텍스트를 싣고 상징, 엠블럼같은 이미

지를 더욱 강조한다. 올림픽 포스터는 어떤 스타일과 분위기를 대중에게

전달해주며 올림픽 게임의 가치와 이상을 또한 그대로 표현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림픽 게임은 공식 포스터외에 아트 포스터가 있다. 

공식 포스터는 올림픽 게임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올림픽

게임을 개최하는 도시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아트 포스터는 주로

기념적이고 간직하는 수장품인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아티스

트를 초청해서 아트 포스터를 아티스트 각자의 스타일과 방식으로 자유

럽게 창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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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2> 2012 런던 올림픽 아트 포스터, (좌-우, 상-하 순으로) 아티스트: 

              Martin Creed, Michael Craig-Martin, Rachel Whiteread, Sarah       

Morris, Tracey Emin, Anthea Hamilton, Bridget Riley, Howard 

Hodgkin, Fiona Banner, Bob and Roberta Smith, Gary Hume,

Chris Ofili

아트 포스터의 콘셉트를 이어서 최종 작품의 제작에서 각 노래의 개성

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거지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실물 촬영, 콜라주, 마블링,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인쇄품인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양성을 위해 일반 출력, 리소그라프, 

실크 스크린 등 여러 인쇄하는 방식도 시도해보고자 한다. 창작 기법과

인쇄 방식에 대해서 아래 각 노래의 해석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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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작품에 대한 상업성 및 예술성

예술과 디자인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모더니즘부터 시작한 일이었으며

그전에는 예술가가 동시에 건축가, 엔지니어 등 다양한 신분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며 그 당시에 주로 임금이나 귀족, 혹은 교황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산업혁명에 들어가서 소비 대상은 더 이

상 특정한 소수가 아닌 “대중”이 소비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품의 제작

방식은 손작업인 소령생산 방식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광대한 시장 소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장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생사된 물건에 기능과 미학 가치를 부여해서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착안해야 “디자인” 자체의 가치와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고 각광을 받았다. 또한 이제야 “디자이너”라는 직

업이 나왔다. 

“디자인”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올 때부터 예술과 디자인의 관계, 차이

점에 대한 논쟁이 많다. 심미적인 측면으로 보면, 예술과 디자인은 모두

“미”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예술이 디자인만큼 시장지향적이고 대

중과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보다 더욱 높은 자유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업적인

제한이 없는 조건에서 전위적이고 매우 자유롭게 표현되는 예술 작품이

훨씬 많다.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에서 나타난 상품 광고들

이 아무리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진 상업성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상업적인 것을 위해 예술성을 감소하거나

아예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소비 문화에 대한 굴복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

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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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디자인을 더 자세히 구별시키려면 3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개념, 실용성, 장식성이다. 예술 작품에서 가장 중요

한 구성 요소는 개념(concept)이다. 개념이란 쉽게 말하자면 작품이 의

도적으로 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다. 보통적으로 예술품은 감상

자에게 공감을 줌으로써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또한 예술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용성과 장식성(시각적인 효과)은 늘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아름다움”은 또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 예술

의 가장 정반대 위치에 있는 것은 수공예다. 수공예는 예술과 달리 장식

성과 제작 기술을 중요시한다. 개념이 뒷받침하지 않더라도 장식성만 있

으면 충분하며 실용성은 또한 부수적인 요소다. 수공예에서 “장식”은 또

한 일정의 사용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과 수공예의 중간 위치에 있

는 것은 바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현대인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미를 생활에 주입하는 역할을 하면서 실용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디자인

에서 “미”를 또한 무시하면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장식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에는 늘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하는 “개념”이 또한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개념이라는 것은

예술에서 나온 개념만큼 추상적이지 않고 항상 일상생활과 연결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예술과 디

자인이 분명하게 나뉠 수가 없으며 경계선은 애매모호하다. 팝 아트(Pop 

Art), 예를 들면, 기존 순수 예술의 의미를 색다르고 참신하게 재해석하도

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팝 아트의 그런 대중적이고 대량 생산적인

특징을 보면 과연 “대중문화를 이용하는 예술”인 예술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혹은 “예술을 이용하는 대중문화”인 디자인에 더 가까운지에 대

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분분하다.



74

<그림23> 예술, 디자인, 수공예에서 강조하는 요소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얘기하자면 늘 상업과 기능성을 연결시킨다. 하

지만 디자인에서 예술성도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디자인에서 예술성

과 상업성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지금까지 언제나 디자이너가 계속 직

면하는 문제이고 디자인은 상업적인 가치를 창조하면서도 일종의 예술적

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K-Pop 시각화 상품은 전체적으로 보면

“판매”를 주요 목표로 삼기 때문에 대중들의 취향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서 대중성이 강하고 상업성에 더 가까우며 “Pop(팝)”과 “유행”인 요소

가 앨범 표지, 포스터, 파생상품 등의 디자인에서 가득 찬다. 생산과 소

비를 위한 현대 상업 사회에서 K-Pop 산업은 지금까지 30년을 넘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상업적인 디자인의 표현 방법을

다루기에 점차 완숙해지면서도 보수해지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K-Pop 시각화 상품이 가진 상업성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식별성(distinctiveness)”을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그래

픽 디자인의 기능과 더불어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개념과 예술적인 가치

를 또한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까지 디자인 분야가 계속 발전할

수록 디자인과 예술의 분화가 더욱 심해지고 예술을 대표한 “미(美, 

Beauty)”와 디자인을 대표한 “용(用, Utilitarian)”만으로 천박하게 이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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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점이 많고 이것은 또한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보편

적인 인식이 되어버렸다. 실용성과 상업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디자인 상

품에 예술성이 약화된다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K-Pop 시각

화 상품과 차별화시키려면 색다른 창의성과 표현 방식은 물론이고 더 중

요한 것은 디자인에서 예술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24> 디자인의 상업성과 예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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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예술성이 담긴 그래픽 디자인 사례 분석

나카지마 히데키

디지털 시대에 들어간 후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패직 디자인의

표현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다양한 가능성을 가져왔다. 손작업에

비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는 디자인 작업은 더 개방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되는 대표적인 음악의 시각화에 대한 그래픽 디자

인 사례들의 내용과 방법들을 살펴봄으로써 각 디자이너가 음악의 시각

화에서 예술성을 더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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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Sample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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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의 작품《Sampled Life》는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나카지

마 히데키(中島英樹, 1961- )가 1999년에 일본 자곡가 사카모토 류이치

(坂本龍一)를 위해 만든 작품중 하나다. 나카지마 히데키의 디자인과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은 모두 과도한 장식이 없이 간결미가 내재된다

는 특징이 있다. 구조를 보면 외포장은 A4 크기의 흰색 박스이다. 더 자

세히 살펴보면 흰색 박스위에도 다른 흰색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미세

한 차이를 가진 2가지 흰색이 화면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박스에

크기가 다르지만 모두 흰색 표지를 갖고 있는 책《text》, 《pictures》, 

《diary》, 《scope and interview》총 4권과 반투명 봉투 하나가 들어

있다. 나카지마 히데키가 정보를 재정리하여 다른 사이즈, 공예, 텍스트

편지를 이용해서 내용과 어울리는 열람 체험을 창조한다. 

각 책의 표지 위의 글자가 4가지 인쇄 방법으로 인쇄돼서 의도적으로

숨긴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text》의 표지에 글자가 광택감을 가지

고 오목하게 만들어지며 책등에 글자가 야광 잉크로 인쇄되어기 때문에

밤이 되어야 숨겨진 글자가 보인다. 《pictures》의 표지에 글자는 또한

광택감이 있게 만들어졌다. 《diary》의 타이틀 글자는 투명 UV인쇄로

만들어졌다. 《scope and interview》의 표지는 활판 인쇄로 만들어졌다. 

<그림26>를 보면 페이지를 넘길수록 악보를 가린 감은 블록이 점차 확

장하는 방식으로 음악의 리듬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반투명 봉투에

사카모토 류이치의 몸 일부 부위가 인쇄된 여러 사진들이 담겨 있음으로

써 “엿보다”는 마음으로 사카모토 류이의 이미지를 다시 형상화한다는

개념이다. 나카지마 히데키의 작품에 대해서 사카모토 류이치가 그의 디

자인은 사람에게 미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가끔 일반 규칙을 넘어서 새로

운 가능성을 표현한다. 그의 디자인은 나의 음악과 같은 의미를 품고 있

다는 평가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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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Scope and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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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지마 히데키의 디자인 작품 기법 분석

나카지마 히데키가 작품에서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다. 컴퓨터 그

래픽스, 일러스트레이션 외에 예술품처럼 수공예, 손작업같은 요소가 작

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질감과 디테일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나카지마 히데키의 음악과 관련된 작품(앨범)들을 대상으로 분석

하여 각각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작가/ 

작품 이름

표현

기법

작품

사진
설명

Ryuichi 

Sakamoto,

Nobuyuki 

Nakajima 

/

Yae No 

Sakura 

Original

Sound

track 

Complete 

Disc

실물

촬영

일본 대하드라마《야에의 벚

꽃》 (八重の桜)의 ost를 위

해 만든 앨범 표지이다. 제목

에 맞게 벚꽃을 촬영하는 방

식으로 표현한다.

Yellow 

Magic 

Orchestra 

/ 

YMONHK

컴퓨터

그래픽

스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イエロ

ー・マジック・オーケストラ)

를 위해 만든 앨범 표지이다.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여 각

각 개성이 강한 YMO의 3맴

버를 상징하며 서로 용합하

고 감탄한 작품을 창출한다

는 개념이다. 

HASYMO 

/ 

The City 

Of Light + 

Tokyo 

Town 

Pages

실물

촬영

앨범 제목에 맞게 도쿄의 도

시풍경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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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yRe 

& The 

Feminine 

Stool ξ

/ 

Phut Cr＠

ckle 

Tokyo

［K］

수공예

(엮음)

화면은 수공예품처럼엮은 효

과로 표현하여 음악의 율동

감과 뒤얽혀 있는 선율을 표

현한다. 뿐만 아니라 가수

“The Feminine Stoolξ”는

“여성의 의자”이라고 뜻하기

때문에 의자쿠션의 재질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Kazuyoshi

Nakamura 

/ 
金字塔

실물

촬영

표지를 보면, 앨범 제목 《金

字塔》(금자탑)에 맞게 재떨

이에서 여러 담배가 타워 모

양처럼 쌓이고 배경의 에도

가와(江戶川)의 소각장 굴뚝

과 금자탑인 상징으로 서로

겹쳐져 있다. 이런 담배가 쌓

이는 모형은 에도가와 근처

에서 촬영할 뿐만 아니라 다

른 여러 장소에서 내려다보

는 시각으로 촬영하였다. 

鈴木祥子

/

あたらしい

愛の詩

(그림)

촬영

장미꽃과 책이 들어가 있는

흑백 사진과  Helvetica 글

씨체를 어울리게 사용해서

평화로움과 우아함을 표현한

다. 전체적으로 느릿느릿하고

무음인 하소연과 같은 분위

기가 나타난다. 가사본은 CD

케이스에 접혀 넣은 작은 사

이즈의 포스터 양식으로 만

들어졌다. 포스터 앞면의 사

진은 옅은 양피지에 인쇄되

어 있어 퇴색한 기억처럼 표

현된다. 뒷면의 가사 글자는

악보같은 형식으로 배열되어

서 정지한 화면에 율동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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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ichi 

Sakamoto 

/ 

Out Of 

Noise47

촬영, 

컴퓨터

그래픽

스

앨범 표지에 얼음이 되고 표

면에 얼음이 부서진 흔적이

남은 바다의 사진을 넣었으

며 자세히 보면 “O” 모양같

은 기호를 또한 넣었다. 이

“O”모양의 기호는 타이틀 글

자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의

평화를 상징하고 자연 요소

인 물, 얼음을 추상적으로 표

현한다. 《out of noise》의

표지는 또 하나가 있다. 표지

를 보면 왼쪽부터 오른쪽까

지 점차 흔들리는 효과를 만

들었다. 이것은 또한 “앰비언

트 음악”의 “존재하지만 존

재하지 않는 듯 한 음악이

다” 특징처럼 정지한 환경에

서 미세한 소리가 존재한다

는 것을 표현한다.

Ryuichi 

Sakamoto 

/ 

1996

촬영, 

컴퓨터

그래픽

스

《1996》에서 사카모토 류이

치가 예전에 만든 곡을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연주한 곡이 수록된다. 표지

는 매우 간결하고 세로의 직

선과 단일한 색조로 화면이

구성되며 음악의 정서를 표

현한다. 산세리프 글씨체를

사용하고 가로로 배열된 타

                                           
47

이 앨범에서는 주로 “앰비언트 음악(ambient music)”이 수록된다. 앰비언트 음악, 또는 환경음

악은 음색과 분위기를 강조하는 음악이다. 이 음악 특징은 주로 자연에서 발견한 소리를 취재하

고 주의 깊게 들으면 흥미롭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아도 되는 음악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 한 음악이다. 따라서 환경에서 존재하는 소리를 수집하는 음향

의 효과가 앰비언트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ut of noise》에서 수록된 곡중에 한

곡 《Glacier》는, 예를 들면, 빙하가 녹아지는 사운드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소리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카모토 류이치가 직접 북극에 가서 마이크를 바다에 넣어 녹음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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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이 배경의 세로 직선과

교체하여 안정한 화면 구성

을 만들었다. 또한 표지에 질

감이 들어있음으로 침착한

음악에 풍부한 변화가 있다

는 것을 표현한다.

Ryuichi 

Sakamoto 

/ 

El Mar 

Mediterra

ni

촬영, 

컴퓨터

그래픽

스

《El Mar Mediterrani》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만든 곡이다.

《1996》과 비슷하게 표지는

매우 간결하고 가로의 직선

과 단일한 색조로 화면이 구

성되며 음악의 정서를 표현

한다. 산세리프 글씨체를 사

용하고 가로로 배열된 타이

틀이 배경의 가로 직선과 겹

쳐져 있어 안정한 화면 구성

을 만들었다. 이 앨범은 역지

표지에 질감이 들어있음으로

침착한 음악에 풍부한 변화

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Tourbillon

/ 

Heaven

실물

촬영

<Heaven>은 현실이 아무리

아렵더라도 희망을 잃어버리

지 마라고 다쳐더라도 날개

를 펼쳐서 계속 하늘에 향해

날라는 의미를 가진 노래다. 

표지에서 3가지 컬러 네모난

덩어리가 크기에 따라 마치

하늘에 달하는 계단처럼 배

치되어 있으며 가사 “空へと

続くその階段の途中”(하늘을

향하는 그 단계에서)를 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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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Landmine 

/ 

N.M.L.“No 

More 

Landmine

”

실물

촬영

곳곳에 있는 지뢰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제3 세계

의 아동들을 보고사카모토

류이치, 유키히로 타카하시가

포함된 일본 음악가들하고

서양 음악가들과 같이 “Zero 

Landmine” 노래를 만들었다. 

앨범 표지에서 번호1~9의 9

가지 지뢰가 배치되어 있고

전쟁의 잔인성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다.

Ryuichi 

Sakamoto

/ 

Playing 

The Piano 

Europe 

2009

컴퓨터

그래픽

스

2009년 류이치 사카모토의

유럽 순회 공연 위치에 의해

앨범 표지를 만들었다. 위치

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피아

노의 낭랑하고 맑은 소리를

또한 점과 곡선의 조합으로

표현한다.   

Tourbilli-

on 

/ 

Your 

Place

컴퓨터

그래픽

스

음악(록)의 강렬하고 파워가

있다는 특성을 불규칙한 곡

선과 색채 덩어리를 이용해

서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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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

“United 

Future 

Organizati

on”

/ 

NOW AND 

THEN

컴퓨터

그래픽

스

글자 “NOW AND THEN”의

그림자같은 모양이 길게 당

겨지고 색깔은 위에서부터

점차 옅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 이것은 밴드 이름의 약

자인 “U.F.O.”(미확인비행체)

가 발사 한 빛처럼 볼 수 있

으며 앨범 제목 “NOW AND 

THEN”처럼 “지금”과 “그때”

시간적인 차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표17> 나카지마 히데키의 작품 분석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나카지마 히데키의 은악 시각화 작품(앨범 디

자인)은 여러 시각  요소를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몇 사지 종류로

나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기법으로서의 촬영, 컴퓨터 그

래픽스, 일러스트, 수공예, 그리고 각 특성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하이

브리드 표현 방식을 기반으로 분류하였으며 단순한 이미지, 이미지와 글

자, 혹은 단순한 글자 등 3가지 화면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었

다. 3가지 표현 방식은 가사 내용에 의해, 혹은 앨범 전체적으로 나타난

분위기에 의해 상징적, 추상적, 질석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

킨다. 마지막으로 음악 장르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카지마 히데키가 지금까지 디자인하는 작품중에 클래식, 록, 

팝 주로 이 3가지 음악 종류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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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화면 구성 요소 표현 방식 음악 종류

촬영 이미지 상징적 클래식

컴퓨터 그래픽스

이미지 +글자 추상적 록

일러스트

수공예

글자 직설적 팝

하이브리드

<표18> 나카지마 히데키 작품의 4가지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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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품 개념 및 분석

5.2.1 강남스타일

《싸이6甲》앨범 표지 작사가 PSY

작곡가 PSY, 유건형

길이 03:39

장르 일렉트로니카

발행 날짜 2012.07.15

노래 설명:

<강남스타일>은 전형적인 일렉트로니카 계열의 댄스음악이다. 여기에 싸이의 투박하

지만 수준 높은 랩과 노래가 더해져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강남스타일> 반주는 일

렉트로니카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구현되었다. 일렉트로니카는 컴퓨터를 비롯한

미디 기반의 신시사이저(synthesizer), 드럼머신, 샘플러, 이펙터, 탄테이블, 믹서, 콘

트롤러 등 각종 디지털 장비와 가상악기를 이용하여 음악을 만든다. <강남스타일>은

역시 일종의 댄스음악이다. 단순한 패턴 반복, 빨른 템포, 짝수 박, 멜로디나 화성보다

는 리듬감이 더 강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주로 한국

로컬 요소를 취재하여 만들어졌다. 48

강남, 즉 서울 남동부에 있는 행정 구역인 강남구를 뜻한다. 강남구에서 상업 활동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집값이 가장 비싸고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구역으로 인

식되어 있다. 강남구는 또한 유흥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 있다. 강남구에서 느낄 수

있는 보수 성향의 엄숙주의, 권위주의와 그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본능 욕구의 충돌과

혼재 양상은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중적 모습”에 반영

되어 있다. 가사에서도 대조를 많이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48

이상욱, 「K-pop 연구」, 인터북스, 2016, p.180, p.182, p.184,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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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와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등이 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하는

처지지만, 질서와 규범에 일탈하고 싶은 욕망은 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뿐만 아

니라 가사에서 “성”에 대한 암시적이고 함축적인 표현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사에서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진다”와 같은 표현은 표면적으로 신난 분위

기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육체적 움직임으로 인한 물리적인 신체 변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적 쾌감과 관련된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강남스타일>의 핵심은 '놀 땐 놀고 정숙할 땐 정숙할 줄 아는 멋진 남녀'라고 하면

왜 또 하필 강남스타일과 연결되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웃고 즐기려고 만든 음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며 이것은 또한 싸이

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Dress Classy, Dance Cheesy.” (의상은 품격있게, 댄스는

저렴하게. / 옷은 부티나게, 춤은 싼티나게.) 는 싸이가 예전에 방송에서 <강남스타일>

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했던 문장이다.

표현 방법

<강남스타일> 포스터는 주로 가수 싸이가 직접 언급한 “Dress Classy, 

Dance Cheesy.”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옷을 품격있게 입지

만 다소 웃기고 저렴한 춤과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자

했다. 옷을 품격있게 입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패션 잡지를 이용했다. 

패션 잡지에 있는 모델의 다리, 팔, 몸을 잘라서 재배치한 후 붙여서  

웃음을 주는 여러 동작을 표현해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움직임과 생동

감을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선글라스는 스타나 부자의 애용품이 되어왔

고, 또한 상류층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선글라스는 <강

남스타일>뮤직비디오에서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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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강남스타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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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FANTASTIC BABY

《Alive》앨범 표지 작사가 G-Dragon，T.O.P，Verbal

작곡가 G-Dragon，TEDDY

길이 03:53

장르 테크노, 일렉트로, 힙하우스

발행 날짜 2012. 02. 29

노래 설명:

<FANTASTIC BABY>는 자기 과시를 표현하는 노래다. 가사중에 “Boom Shakalaka

(붐샤카라카)”는 실제로 1980년대 농구 운동에서 사용된 전문 용어다. “Boom”은 덩

크 슛(dunk shoot)을 할 때 농구하고 농구대와 부딪쳐서 나온 소리를 가리키며 “Sha

kalaka”는 농구대가 흔들거려서 나온 소리를 가리킨다. 농구 선수가 3번 연속적으로

덩크 슛을 하면 아나운서는 “Boom Shakalaka”라고 부르고 “잘한다”, “쩐다”는 뜻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유행문화에서 “Boom Shakalaka”는 “내가 왕이다”라는 뜻

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노래 뒷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Boom Shakalaka”를

부르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왕 ”, “ 촉 ”등 단 어 가 노 래 에 들 어 가 며 “내

(BIGBANG)가 최 고 고 모 두 따 라 라 ”라 는 자 기 과 시 의 의 미 를 알

수 있 다 . 가 사 에 서 “놀 자 ”, “뛰 자 ”, “타 락 해 ”, “발 악 해 ”와 같 은

“play”에 대 한 단 어 를 사 용 한 것 으 로 앞 서 언 급 된 지 금 K-Pop 

노 래 의 추 세 인 “삶 에 대 한 향 락 을 추 구 한 다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BIGBANG은 기 존 K-Pop 아 이 돌 중 에 사 회 에 대 한 저 항 성 이 강 하

게 표 현 하 는 그 룹 이 다 . 음 악 작 품 에 서 늘 개 인 의 자 유 를 추 구 하 며

이 에 반 대 되 는 것 에 대 한 대 립 을 강 렬 한 비 주 얼 로 표 현 한 다 .
49

                                           
49

윤동철, 「한류 속 K-Pop에서 시각요소의 디자인적 분석」, 동의대학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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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방법

여러 갈래로 갈라진 직선들을 서로 겹쳐지게 하여 전자음의 느낌을 표

현했고, 빨간색과 청록색은 뮤직비디오에 나온 지드래곤과 탑의 머리색

을 가져온 것이다. 또한 거친 종이를 사용하여 노래에서 많이 나온 기계

음을 표현했다. 

<그림28> <FANTASTIC BABY>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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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TT

《TWICE coaster 

LANE1》앨범 표지
작사가 Sam Lewis

작곡가 블랙아이드필승

길이 03:34

장르 딥하우스

발행 날짜 2016.10.24

노래 설명:

“TT(티티)”는 눈물이 눈에서 나오고 흐르는 모양으로 나타난 이모티콘이며 속상하다고

뜻한다. “TT”를 노래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소녀가 사랑에 빠져 있는 마음을 애모하

는 상대가 모르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워하고 애타는 기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 이런 마음과 함께 가사에서 “너무해”라는, 소녀의 원망을 표현하는 문장이 반복적

으로 나와 있다. 

표현 방법

포스터에는 한 소녀의 이미지, 눈물 방울, 글자 “TT”의 3가지 요소가

들어 있다. 노래의 내용처럼 사랑에 빠져 있는 소녀의 마음을 상대가 몰

라준다는 콘셉트를 표현하기 위해 소녀의 얼굴 부분을 지웠다. 소녀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즉, 소녀

가 좋아하고 있는 상대처럼 이 작품을 보는 사람도 소녀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에 착안했다. 또한 소녀는 “TT”라는 글자에 갇혀 있는데, 이

것은 먼저 고백하고 싶어하지만 늘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는 마음에 갇혀

버린 것을 표현한 것이다. 가사의 내용은 서운하고 기쁘지 않다는 분위

기가 전달되며 전체적으로 보면 경쾌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밝은 파랑색

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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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TT>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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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붐바야

《”SQUARE ONE”》앨범

표지
작사가 Rebecca Johnson, TEDDY

작곡가 Rebecca Johnson, TEDDY

길이 04:04

장르 댄스홀, 랩, 힙합, 일렉트로닉 하우스

발행 날짜 2016.08.08

노래 설명:

<붐바야>는 댄스홀(Dancehall)
50

과 일렉트로닉 하우스
51

가 결합된 EDM(Electronic 

Dance Music) 곡이고 또한 크로스오버(Crossover)52인 형식이다. 노래를 통해 소녀가

겁 없이 사랑에 대한 열정과 “당당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나”를 상대와 청자에게 보여

준다. <붐바야>의 특징은 노래의 맨 앞 부분과 중간 부분에서 유니크한 신스

(Synthesizer)53 사운드의 사용, 리듬감이 강한 래핑, 강렬한 드럼비트, 중독성이 있게

오빠라고 외치는 후크 부분 등이다. 

가사에서 미국의 문화가 포함된 단어 혹은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90s 

baby, I pump up the jame”에서 “pump up the jame”은 1980년대말에 나온 벨기에

EDM(Electronic Dance Music) 조합 《Technotronic(테크노트로닉)》가 만든

인기곡의 제목이었다. 원래 “댄스 클럽에서 분위기를 더욱 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의 음량을 높인다”는 뜻이고 여기서 “음악을 더욱 빠르게, 강렬하게 한다”는

뜻이다. 가사중에 “Middle finger up, F-U pay me”라는 부분이 있는데 “F-U pay 

me”은 미국 청소년의 서브컬처에서 많이 사용된 부정적인 유행어다. 여기서

                                           
50

댄스홀은 1970년대 후반에 발전된 자메이카 대중 음악의 한 종류이다. 빠른 리듬과 파트와

(Patois)라는 자메이카 크리올(Creole) 민속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의 특징이다. 
51

Electronic house
52

크로스오버는 여러 가지 장르가 교차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클래식 음악과 현대 음악의

장르들의 조합을 가리키며, 지금은 클래식 대신 민속 음악과 현대 음악과의 조합을 가리키기도

한다.
53

신스, 혹은 신시사이저는 각종 악기의 음색을 전자적으로 합성하여 연주하는 전자 악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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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라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붐바야>는 청춘이 넘치는 소녀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댄스곡이다.   

표현 방법

<붐바야>는 댄스 곡이라서 포스터에서 춤을 추는 역동성을 표현하고

자 한다. 화명 중앙 배경에 분홍색(밑창은 검은색) 구두가 있으며 바닥

과 완전히 붙여 있지 않고 마치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다. 가사를 보면

“달려봐 달려봐”, “오늘 맨 정신 따위 버리고 하늘을 넘어서 올라 갈 거

야”, “끝을 모르게 빨리 달리고 싶어” 등과 같은 “춤을 추는 것에 빠진

다”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또한 춤을 추는 역량과 구속 없는 자유를 표

현하기 위해 구두는 막 칠한 서예 필획으로 만들어졌다. 분홍과 검은색

의 조합은 또한 걸그룹“BLACKPINK”를 상징할 수 있다. 

안에서 밖으로 점차 확대하고 빛이 나는 “프레임”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형광”, “선명한 색깔 54 ” 등 이미지를 표현하고 아우라 퍼지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가사 “문을 받차면 모두 날 바라봄”에 맞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또한 가지고 있다. 분홍 빛을 선택한 이유는

노래의 주인공은 여자라서 여성 분위기가 만들고 싶으며 가수

“BLACKPINK”를 또한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4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은 일반적으로 클럽에서 많이 사용한다. 어두운 클럽에서 시각적인효과를

내기 위해 늘 형광 빛으로 공간을 비추고 음악과 함께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렉트

로닉 댄스 음악을 형광 빛의 이미지과 연결시킨다. 뿐만 아니라 형광 빛은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의 “전자”느낌까지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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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붐바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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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FIRE

《YOUNG FOREVER》

앨범 표지
작사가

Si Hyuk Bang / Ho Weon Kang / 

Nam Jun Kim / Yun Ki Min / Ryan 

Kim / Sam Stone / Gwang Wuk Im / 

Sang Hui Han

작곡가

Si Hyuk Bang / Ho Weon Kang / 

Nam Jun Kim / Yun Ki Min / Ryan 

Kim / Sam Stone / Gwang Wuk Im / 

Sang Hui Han

길이 03:25

장르 Electro Trap 

발행 날짜 2016.05.01

노래 설명:

《FIRE》는 몸이 불타오르도록 청춘을 받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세지를 담고

있는 노래다. “그 말하는 넌 뭔 수저길래”, “수저수저 거려 난 사람인데”등

수저계급론과 같은 사회 이슈도 가사로 풀어냈으며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이 또한

가사에서 내재되어 있다. 

표현 방법

<불타오르네>는 다른 노래보다 선율이 강하고 매우 파워풀한 노래이

기 때문에 포스터에 강력한 힘을 표현하려고 했다. 왼쪽 배경에는 붉은

색으로 불타고 있는 불의 이미지를 표현했고, 노래에 들리는 전자음을

얇은 곡선으로 표현했으며, 둔탁한 북소리는 작은 점으로 표현했다. 뮤

직비디오에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나타

내기 위해 포스터 가운데 경계선을 넣어 표현했다. 강력한 템포와 전자

음을 표현하기 위해 거친 종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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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FIRE>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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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I GOT A BOY

《I GOT A BOY》앨범 표지 작사가
Anne Judith Wik / Sarah Lundback 

/ William Simister / Young Jin Yoo

작곡가
Anne Judith Wik / Sarah Lundback 

/ William Simister / Young Jin Yoo

길이 04:34

장르 팝, 레트로, 일렉트로닉

발행 날짜 2012.12.31

가사 키워드
I GOT A BOY, 멋진, 착한,넌 잘

났어 정말

노래 설명:

<I GOT A BOY>는 “여자들의 수다”를 메인 테마로 일상생활 속에서 여자들이 친구들

과 소소하게 나누는 남자에 대한 수다 내용을 재미있게 담아 듣는 재미를 한층 배가

시킨다. '여자들의 수다'를 메인 테마로 일상생활 속에서 여자들이 친구들과 소소하게

나누는 남자에 대한 수다 내용을 대화 방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템포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면에서 청색으

로 표시되고 템포가 느린 부분이며 하나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템포가 빠른 부분입

니다. 

표현 방법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풍선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스케치는 여자들끼리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똑같은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풍선에 나타나는 남자의 이미지가

똑같이 나오거나 다르게 나오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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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I GOT A BOY>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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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앨범

표지
작사가 TEDDY

작곡가 TEDDY

길이 03:34

장르 힙합, 일렉트로닉

발행 날짜 2011.06.24

가사 키워드
내가 제일 잘 나가, Bam ratatata 

tatatatata

노래 설명:

힙합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음악은 강력한 일렉트로닉과 알앤비(R&B)가 어우러져

있으며, 자의에 대한 긍정적인 과시가 넘치는 메시지를 파워풀한 리듬에 담아낸다.

표현 방법

<내가 제일 잘 나가> 포스터를 보면 중간 위치에 있는 원형과

직선 조합은 모스 부호(Morse code)이다. 그 모스 부호의 숨겨진

뜻은 바로 노래<내가 제일 잘 나가>의 핵심 개념 “I AM THE 

BEST”이다. 음악의 템포와 가사에서 나타난 “Bam ratatata 

tatatatata”같은 충을 쏘는 소리(의성어, 擬聲語)를 표현하기 위해서

직선과 점의 조합인 모스 부호를 사용하였다. “Bam ratatata 

tatatatata”의 박자는 장음 1개와 단음 9개로 구성되며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 ………”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뮤직비디오에서도

원형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템포에 맞추어서 나온다. 가수가 가지고 있는

장식품, 의자, 북 등에서 또한 원형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나카지마

히데키가 작품에서 “손작업(handmade)”을 적용하는 특징을 참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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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내가 제일 잘 나가> 포스터에서 구멍을 만들어서 구멍이

있는 종이 표면에 입체화 되었고 왼쇄된 모스 부호와 차별화할 뿐만

아니라 충을 쏘는 효과를 또한 표현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I AM THE 

BEST”인 의미가 담긴 모스 부호는 화면에 크게 차지하고 가장 눈에

띄며 가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노골적인 자부심과 자랑을 그대로

표현한다. 

<그림33> 모스 부호(Morse code)

<그림34> 모스 부호로 만든 “I AM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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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뮤직비디오에서 원형인 요소가 나오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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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I AM THE BEST>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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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Monster

《EXO Vol.3 EX'ACT》

앨범 표지
작사가

Anne Judith Wik / Sarah Lundback / 

William Simister / Young Jin Yoo

작곡가
Anne Judith Wik / Sarah Lundback / 

William Simister / Young Jin Yoo

길이 04:34

장르 팝, 레트로, 일렉트로닉

발행 날짜 2012.12.31

표현 방법

“MONSTER”는 어두운 내용의 가사처럼 전체적으로 침침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흑백 색깔을 선택했다. “I’m creeping in your heart 

babe”,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그래 널 훔쳐 탐닉해”, “널 망쳐 놓을

거야” 라는 가사에서 느낄 수 있는 ‘왜곡된 사랑’은 갈라진 선들로

표현하였다. 또한 “도망가지마. 넌 영원히 맴돌아”라는 가사에서 느낄

수 있는 ‘강제로 사랑을 쟁취하려는 갈망’은 포스터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검은색 틀로서 표현하였다. 노래의 강렬하고 선명한 템포는

포스터 곳곳에 불규칙하게 뿌려진 점들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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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Monster>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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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딱좋아

《JUST RIGHT》

앨범 표지
작사가

Carlos Centel Battey / Steven 

Andre Battey / Jason Nicholas 

Dmuchowski / Gavin Ragnar 

Brynmor Jones / Jin Young Park / 

Charles Stephens / Timothy 

Thomas Zimnoch

작곡가

Carlos Centel Battey / Steven 

Andre Battey / Jason Nicholas 

Dmuchowski / Gavin Ragnar 

Brynmor Jones / Jin Young Park / 

Charles Stephens / Timothy 

Thomas Zimnoch

길이 03:41

장르 가요, 랩, 힙합

발행 날짜 2015.07.12

노래 설명:

<딱좋아>는 언제나 걱정이 많은 여자친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남은 곡이다.

표현 방법

<딱좋아>의 가사를 보면 “아무리 널 뜯어봐도”, “보고 또 보고 또 봐

도”, “니가 말하는 안 예쁜 부분이 어딘지”,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

어 난”과 같이 남자가 여자친구 외모를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포스터는 여자의 여러 부분, 즉 눈, 입, 몸, 턱, 입술 등으로 구성되어 콜

라주의 방식으로 만들었다. 황금비율 도형으로 외모를 바꿀 필요가 없이

그대로 완벽하다는 것을 표현했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종이를 사용하여

외모가 빛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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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딱좋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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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Mr. Simple

《Mr. Simple》

앨범 표지
작사가 유영진

작곡가 유영진

길이 04:00

장르 댄스 팝, 신스팝, 발라드, 팝 록

발행 날짜 2011.08.03

노래 설명:

〈Mr. Simple〉은 선율보다는 가사에 치중한 느낌이 강한 노래다. 주로 현대인들이 마음의 여유

없이 일에 대한 성취와 사랑, 꿈 등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곡이다.

예를 들면,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화만 내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지”, “걱정도

팔자다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몸에 좋지 않아”, “그대가 남자라면 친굴 만나

술 한 잔에 털어버리고 Alright!”, “그대가 여자라면 친굴 만나 수다 떨어 날려버리고

Alright!”, “골치 아파 죽겠다면 오늘 하루만 놀고 보자” 등 가사를 보면 고민을 모두

버리고 '즐겁고, 가볍게 살자'라는 가치관이 노래를 통해 전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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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방식

가사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탈”, “쾌락”으로 인식되

어 있는 “술”은 <Mr.Simple>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터에서 주

로 술의 이미지를 시용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소주병 색깔을 화면

을 꽉 채우고 테두리까지 흘들리는 느낌을 가해주며 놀고 술을 마시고

취하자는 뜻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트레스, 속

박에 억압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 “Simple”과 “취한 느

낌”을 표현하기 위해 술병에 있는 라벨 이미지까지 흐리게 표현한다. 

<그림39> <Mr. Simple>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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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 포스터 10장

<그림41> 전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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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K-Pop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계에서 큰 영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에게마저 따라 부를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한국 문화이다. 따라서 원래 한국인 위주로 하는 소비 시장은

K-Pop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것에 따라 세계적으로 퍼져서 외국인이

포함된 막대한 소비 시장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계 큰 소비

시장의 취향을 최대한 맞추어 상품을 디자인하고 출시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다. 따라서 K-Pop의 앨범, 포스터같은 시각화 상품 디자인은

일정한 제한에  직면한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더 새롭고 실험적인

K-Pop 노래의 시각화를 모색하는 것은 가치가 있으며 의미가 또한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K-Pop 노래 10곡을 중심으로 시가화를 하여

최종적으로 아트 포스터인 형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간주한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 K-Pop 상품의 “상업성”에 벗어나야 되고

“예술성”에 더 가깝게 접근해야 한다.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논쟁이 많고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에

따라 해석할 수 있으며 정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예술과 디자인의 정리를 따지지 않고 다만 예술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미국 작곡가 존

케이지와 일본 디자이너 나카지마 히데키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특징이 있다. 존 케이지는 음악에 우연성이나

잡음, 혹은 음악 자체의 구조를 파괴사켜 다시 구성하는 것 등 새롭고

실험적인 표현 방식을 많이 모색하고 나카지마 히데키는 디자인

작품에서 수공예처럼 대량생산을 못 하는 손작업을 적용하고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성을 없애버린다. 존 케이지와 나캌지마 히데키의 개념과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K-Pop노래의 실험적인 시각화 표현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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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를 제공하여 도움이 된다.  

다시 기본 요소를 되돌아보면 본 논문에서 기본 구성 요소는 “K-

Pop”과 “음악의 시각화”다. 따라서 K-Pop의 역사와 댄스 음악, 후크송, 

1990년부터 지금까지 가사 내용의 변화 등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음악의 시각화에 대한 기본 이론은 또한 중요하고 공통감각과

색청에 대한 인식은 역시 필요불가결하다. 예전부터 바실리 칸딘스키, 

파울 클레같은 예술가와 알렉산드르 스크리아빈같은 음악가들이 이미

공통감각이나 색청을 이용해서 음악과 예술을 연결시켜 작품을 만들었다. 

음과 조형의 관계는 역시 K-Pop 노래의 시각화에서 중요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이슈다. 

최종적으로 만드는 작품은 노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시각으로  

제작되었고 최대한 노래의 본질을 살린다. 앞서 언급한 바같이 존

케이지와 나카지마 히데키의 작품 개념을 참고하여 추상적, 상징적, 

직설적인 방식으로 노래의 내용을 표현하거나, 혹은 손작업같은 표현

기법의 새로운 시도 등 포스터에서 사용한다. K-Pop이 유행 음악이라서

존 케이지가 주로 다루는 실험 음악(Experimental music)과 나카지마

히데키가 주로 다루는 록, 클래식 음악 장르와 본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스터를 만들었을 때 곤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색다른

방식으로 K-Pop 노래를 재해석하는 것이 매우 재미 있으며 K-Pop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또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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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erimental Visualization of 

2010s K-Pop Songs

Peihsuan Wu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eek the possibility of experimental

visualization of the 10 of 2010s K-Pop songs which was chosen by 

the click through rate in Youtube rank between top 1 to top 35. To 

pursue the diversity and personality of the music, the artist who has 

more than one work ranking in the top 35 will be chosen only one 

work. And the result went out to be the song <Gangnam Style> by 

PSY, <FANTASTIC BABY> by BIGBANG, <TT> by TWICE, 

<Boombayah> by BLACKPINK, <FIRE> by BTS, <I GOT A BOY> by 

Girls Generation, <I AM THE BEST> by 2NE1, <Monster> by EXO, 

<Just Right> by GOT7, and <Mr. Simple> by Super Junior, based on  

the data in January, 2018. 

By researching the background of K-Pop, (e.g., history, features)

and the basic as well as essential theory of the visualization of Music, 

such as Synesthesia phenomenon, color-hearing, etc., we could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to a certian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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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trend of 

mass production, the merchandise (e.g., album, photo card) design 

have no choice but to comply with the “taste” of market in the K-Pop 

industry which, correspondingly, has no much freedom in the design. 

Therefore, pursing the possibility of design without restraining by 

the condition of market is also the goal of the essay. 

To make the difference and the uniqueness of the new visual of K-

Pop songs compared to the existent merchandise design, the 

“experimental” design is focused. In order to learn the possible 

expression of music, it is necessarily to research Jogn Cage’s works 

and the fundamental concepts (e.g., occasion, Uncertainty) he used 

behind. 

As stated above, the purpose of the essay is to seek the other 

possibility of the extent K-Pop merchandise design which, if 

quantifiable, almost 90% “POP” with only “10%” (or even less) 

artistry elements. And the way is adding “artistry”, or 

“experimental” element into the design. However, art and design can 

be very similar, (or even the same), or very different. Thus, in the 

essay, the relationship and the definition of art and design are 

discussed as well. 

Eventually, the works of the essay will be made into “art poster”

which has more artistry elements campared to the oridinary poster, If 

the function of oridinary poster is bring the information to people, 

then the function of art poster is offering artistic value.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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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also includes the discussion of artistry in design, as 

well as th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design. To make the 

theory more easily to understand, one example is given- Nakajima 

Hideki, a prestigious Japanese graphic designer who is known for 

putting lots of artistic elements -especially handicraft- to graphic 

design and breaks the boundary line between art and design. By 

corporating with lots of musicians and singers (e.g., Ryuichi 

Sakamoto, Kazuyoshi Nakamura) in the last 20 years, he has made 

nurmous of music-related works (e.g., album cover design). Each 

piece of work has its unique way of expressing the meaning and the

essence of music. It is necessary to analyze his design works and 

find out how he interprets music by his own word. Also, it is 

important to learn about the artistry elements he applied with in the 

works. 

In the last, 10 pieces of art posters are made based on the theories 

and concepts researched in the essay. Each poster has its own 

unique design point, namely, some poster focused one the music 

itself, such as tempo, rhythm, speed, etc,. And some focused on the 

contents (story) of the songs. One of the characters of K-Pop song is 

that the content (lyric) does not have a very deep meaning. Due to 

the historical reason and the change of Korean social structure, most 

of K-Pop songs are about the hedonism or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As a result, depending on the content of each song, 

the way of making poster would be different by using differen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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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iew or different techniques.

Keywords: Visualization of Music, K-Pop, Song, Art Poster,

Experimental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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