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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TV 애니메이션은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달리 길게는 

52부작까지 연속성을 띠며 기승전결이 분산된다. 이러한 

긴 호흡의 특성상 등장 캐릭터 소개, 배경, 내용적 소재

와 같은 작품의 정보와 재미, 감동 요소 등을 담은, 즉 

작품을 함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

러한 역할의 중심에는 주제가가 자리하고 있다. 애니메

이션은 장르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고 주제가의 음악적 

요소 또한 장르적 성격이 두드러진다[1]. 본 연구에서는 

SF&액션 장르 TV 애니메이션 주제가 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역할별로 분류하고 가사에 내포된 활동성

을 분석한다.         

Ⅱ. 본론

1. 선행연구 

  1967년부터 1986년까지의 TV 애니메이션 장르 분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르별 주제가의 특징을 분석했으

며 이항 대립적 관점에서 부수적 대립 쌍을 활용하여 장

르별 주제가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도출했다. 또한, 장르

의 활동성 서열을 생성하고 이를 주제가의 음악적 활동

성 서열로 이식하여 둘 사이의 상관성을 검증하였다[2]. 

본 연구는 태동기 TV 애니메이션 주제가 연구의 연장선

에 있으며 특정 장르와 가사의 관계를 규명한다.  

2. 세부 장르별 주제가 가사의 구성 유형 

  이 시기의 SF&액션 장르 애니메이션은 총 32 작품이

며 다시 3가지 세부 장르 ‘우주전쟁’, ‘객체적 액션’, ‘주체

적 액션’으로 분류한다[3]. 다음은 세부 장르별 가사가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유형을 Song form별로 분석한 

표이다.

표1. 세부 장르별 메시지 유형 

  

  객체적 액션과 주체적 액션은 작품 속 갈등요소를 제

공하는 대상과의 결투가 필연적이며 등장 캐릭터의 메카

닉 이용 여부와 내용적 소재에 따라 분리된다. 우주전쟁

은 우주를 배경으로 심오한 주제와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하며 직접적인 액션의 빈도는 앞서 언급한 두 세부 장르

에 비해 낮다. 

  노래의 기능적 구조는 Verse와 Chorus로 구분하며 보

편적으로 Chorus에서 중심 메시지를 표현한다. 세 장르

의 Chorus를 먼저 살펴보면 모두 ‘찬양 및 응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큰 틀에서 SF&

액션 주제가의 주요한 목적은 작품 속 캐릭터에 대한 맹

목적인 동경과 찬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Verse에서도 

객체적·주체적 액션은 ‘찬양 및 응원’이 가장 높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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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SF&액션 장르 애니메이션 주제가 가사를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Song form 별 가사의 역할과 내포된 활동성 표현 포

함 비율의 서열을 생성했다. 3가지 세부 장르의 주제, 소재, 캐릭터 유형, 주제가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도출하고 장르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가의 제한적 창작형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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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Chorus와 비교하면 낮은 빈도이며 그 공백은 ‘캐

릭터 소개’로 메우고 있다. 객체적 액션의 주요 캐릭터는 

압도적 위엄의 거대로봇과 최첨단 기능 및 화력을 지닌 

메카닉으로 이들의 외형과 업적, 성격 등의 정보가 담긴 

‘캐릭터 소개’ 형식을 ‘찬양 및 응원’과 비슷한 비율로 

활용한다. 주요 등장 캐릭터의 신체 유형이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뮤턴트, 인간으로 구성된 주체적 액션 가사의 

‘캐릭터 소개’ 활용 비율은 객체적 액션보다 낮다. 그 이

유는 객체적 액션의 거대로봇과 최첨단 메카닉에 비해 

보다 일반적이며 특히 신체 유형이 인간인 경우 ‘캐릭터 

소개’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주인공

인「태풍소년」의 경우 주제가 Verse 가사는 캐릭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 캐릭터의 신체 유형과 가사의 메

시지 전달 유형의 밀접한 상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 상대

적으로 액션의 비중이 작고 낯선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우주전쟁의 Verse 가사는 ‘배경설명’에 67%를 할애하여 

장르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해석할 수 있다. Song form에

서 Pre-Chorus는 Verse와 Chorus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멜로디와 가사 모두 중추적 메시지를 포함하지 않

는다. 애니메이션 주제가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가장 다양한 메시지 전달 유

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주전쟁은 심오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캐릭터의 심정’과 ‘캐릭터의 목적’을 노래하고 객체

적·주체적 액션은 여전히 ‘찬양 및 응원’이 우선순위이

다. C.E.는 Chorus Extension을 의미하며 Chorus 이후 

노래를 마무리하는 또 다른 형식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가

의 특성에 맞게 의미를 정립하였다. 객체적·주체적 액

션의 C.E.는 ‘찬양 및 응원’이 동일하게 80%이며 우주전

쟁은 C.E.에서도 독자적으로 ‘배경설명’, ‘다짐’, ‘목적’, 

‘찬양 및 응원’으로 분산된 분포를 보인다.

3. 주제가 가사의 활동성 표현 

  활동성이란 물리적으로 행동하거나 목적하는 일의 성

과를 위해 힘쓰는 성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캐릭

터와 주제가의 음악적 요소 활동성 검증에 이어 주제가 

가사의 활동성을 검증하고 일치도를 확인한다. Song 

form의 부분별 활동성을 포함한 가사의 등장 비율로 세부 

장르 가사의 활동성 서열을 정리하며 여기서 가사의 활

동성이란 직접적으로 활동성이 드러난 문장을 의미한다.

표2. 세부 장르별 활동성 가사의 활용 

 

  우주전쟁은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 안에서의 유영을 

보여주는 다수 작품의 영향으로 ‘날다’, ‘오르다’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 객체적 액션은 로봇과 탈 것을 이

용한 액션이 주를 이루는 작품들의 영향으로 ‘날다’, ‘달

리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주체적 액션은 등장 캐릭

터의 직접적인 액션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가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이유로 ‘날다’, ‘싸우다’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인간은 경험할 수 없는 ‘날다’가 세 장르 모두 가장 

많이 사용된 공통된 표현이며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한 ‘오

르다’, ‘달리다’, ‘싸우다’로 세부 장르의 차별성을 드러낸

다. 가사의 활동성 서열은 객체적 액션, 주체적 액션, 우

주전쟁 순이며 결투의 규모와 빈도, 등장 캐릭터의 신체 

유형의 활동성 서열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Ⅲ. 결론

  TV 애니메이션의 장르 및 캐릭터 분류, 장르별 주제가 

음악적 요소의 특징 도출에 이어 SF&액션 장르 애니메이

션 주제가 가사를 분석하였다. 동일 장르의 모든 부문에

서 발생되는 현상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문화적 규

약안에서의 제한된 상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4]. 태동기 

TV 애니메이션 주제가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단

순한 형태로 장르의 성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며 변형과 

확장도 용이하다. 특정 장르에 대한 관성적 무의식은 작

품의 주제, 소재, 캐릭터 유형, 주제가의 음악적 요소와 

가사에까지 일관적으로 적용되어 애니메이션 주제가 창

작에 있어 자의적 표현이란 집단적 습관 안에서의 제한

된 다양함으로 설명된다. 

 참 고 문 헌  

[1],[2] 정재윤 “1967년부터 1986년까지의 TV 애니메이션 

주제가 특징 분석과 차별점 검증”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75, pp. 147-157, 2019.

[3] J. Y. Chung and S. S. Lee, “Research on TV cartoon 

animation classification by genres according to 

themes”, Information, Vol. 20, No. 6, pp. 4329-4330, 

2017.

[4]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pp.94-96, 민음

사, 서울, 1990.

                           

  

우주전쟁 객체적액션 주체적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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