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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창곡에서 노래의 주제는 전주, 도입부, 후렴구와 같

은 기능적인 형식에 따라 분류되고 화성과 선율, 리듬을 

통해 나타난다. 음악장르에서 K-Pop은 다른 장르와 비교

했을 때 춤을 동반하며 짧은 시간 안에 단순하면서 반복

적인 선율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K-Pop은 음악의 내

적기능에서 나아가 외적인 특징으로, 현재 한류를 대표

하는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1] K-Pop은 아이돌 

그룹 H.O.T를 포함한 1세대를 거쳐,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 2세대를 지나 현재 3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EXO, 블

랙핑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2]      

  

2. 연구 범위와 방법 

  K-Pop의 3세대 아이돌 그룹에서 2016년에 데뷔하여 

현재까지 7곡의 타이틀을 발매한 4인조 그룹 블랙핑크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할 곡은 연간차트를 제공하는 

멜론(Melon), 가온차트(Gaon Chart), 엠넷(Mnet), 벅스

(Bugs)의 상위 20위권에 기록한 타이틀곡을 선정한다. 

선정한 곡은 4곡이며 ‘휘파람’, ‘불장난’, ‘마지막처럼’, ‘뚜

두뚜두(DDU-DU DDU-DU)’를 음악의 3요소인 리듬, 화

성, 선율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Ⅱ. 본론

1. 블랙핑크 음악에서 사용된 모달음악의 활용

1.1. 모드의 특징음을 통한 사용기법

  연구 범위로 선정된 블랙핑크의 타이틀 4곡은 각각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개 이상의 모드와 음계를 사

용한다. ‘마지막처럼’을 제외한 3곡에서 곡의 기능적 형

식에 따라 사용한 모드와 선율이 다르다. ‘뚜두뚜두’와 

‘휘파람’은 두 개의 모드 시작음은 변하지 않고, 특징음의 

변화로 구별된다. ‘마지막처럼’은 임시표로 모드의 특징

음을 나타내다가 전조가 되면서 조표의 음으로 바뀐다. 

표 1. 블랙핑크 곡에서 사용된 선율

곡 제목 사용된 모드(특징음) 및 음계

뚜두뚜두 E Aeolian(♭6), E Phrygian(♭2)

마지막처럼 F Mixolydian(♭7)
불장난 E Minor pentatonic, E Aeolian(♭6)
휘파람 C# Mixolydian ♭9,♭13, C# Mixolydian(♭7)

1.2. 조성음악과 대비되는 화음의 사용
   

  조성음악에서 화음의 성격을 알려주는 3음의 역할이 

중요하다. 화음에서 3음을 사용하면 기능이 뚜렷해지고 

3음의 변화를 통해 화성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하지만 

선법음악은 화음의 진행보다 모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음의 사용이 단조롭고, 모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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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K-Pop에서 보컬과 악기의 선율이 모드(Mode)를 중심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하고 활용기법에 대해 제시한다. 

음악의 분류는 크게 화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성음악(Tonal Music)과 모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법음악(Modal Music)으로 

나뉜다. 현재 K-Pop에서 화성을 바탕으로 하여 선율을 표현하는 수단을 목소리와 악기로 분류했을 때 두 개의 사용비율은 비슷

하다. 선율의 표현영역이 넓어지면서 블랙핑크 타이틀곡에 모드와 음계를 활용한 특징이 나타났다. 첫 번째, 노래의 기능적 형식

에 따라 사용한 모드가 구분된다. 두 번째, 목소리를 통해 표현하는 선율보다 악기의 선율이 리듬적으로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화음을 적게 사용하고, 화음의 성질을 결정짓는 3음을 생략하는 방식이 화음과 선율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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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화음의 성격을 나타내는 3음을 

생략하기도 한다. 더불어 화음의 3음을 4음으로 변형한 

화음을 사용하여 장조와 단조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Ⅲ. 결론

  본 연구는 블랙핑크의 타이틀곡 ‘휘파람’, ‘불장난’, ‘마

지막처럼’, ‘뚜두뚜두'에서 사용된 선율을 모드와 음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4곡의 타이틀에서 사용된 기법으

로 첫 번째, 노래의 기능적 형식과 모드의 특징음에 따라 

중심선율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악기를 

통해 표현하는 선율을 넓은 음역을 활용하여 리듬까지 

부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음성격이 나타나는 3음

을 생략 및 변형하여 장조와 단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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