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결과물로서의 K-POP 구조 분석_황소라  65

대중음악
일반논문

협동적 결과물로서의 K-POP 구조 분석:

훅의 증가와 비획일적 배치를 중심으로

황소라(이화여자 학교 음악학 석사과정)

1. 들어가는 말

2. K-POP의 협동적 경향

  2.1. 공동 작곡 방식의 변천

  2.2. 공동 작곡의 시스템화

3. 협동적 결과물로서의 K-POP 구조 분석

  3.1. 훅의 증가

  3.2. 비획일적 배치

4. 나가는 말

이 은 최근 한국의 음악, 특히 아이돌 음악을 시한 K-POP 음악에

서 두드러지는 상  하나인 ‘공동 작곡’에 해 다룬다. 이것이 최근 들어 

생긴 새로운 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래의 공동 작곡 방식은 여러 작

곡가가 개별 으로 작업한 멜로디를 조합하거나 함께 모여 하나의 곡을 완성

하는 방식으로 개되었고, 송라이  캠 (songwriting camp) 시스템으로 정

착되었다는 에서 이 과는 다른 고도화된 양상을 띤다. 재 아이돌 음악은 

이러한 공동 작곡 방식과 같이 다수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라는 에서 ‘고 문

화’에서의 ‘작가 정신’과 립되는 지 에 서 있으며, 음악 내에서는 ‘진

정성’ 없는 음악으로 평가 하되기도 한다. 

본고는 K-POP, 그 에서도 특히 아이돌 음악에서의 공동 작곡 방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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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과 그 시스템에 해 살펴보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음악  특징인 ‘훅의 

증가’와 ‘비획일  배치’에 을 두어 곡의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

이돌 음악이 음악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기승 결의 질서를 허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음악 내부에 존재하는 경계, 나아가 술음악과 음악의 ‘구

별짓기’에 해 다시 한 번 사유해 보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

‘공동 작곡’은 최근 한국의 음악, 특히 아이돌 음악을 시한 

K-POP(이하 이팝) 음악에서 두드러지는 상  하나이다.1) 여러 작

곡자가 개별 으로 작업한 멜로디를 조합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하거

나, 함께 모여 음악을 완성하는 요즘의 공동 작곡 방식은 주로 “고

문화의 일부로 간주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작품에 용”되며 작

곡가에게 권 를 부여해 온 ‘작가 정신’과 립된다고 할 수 있다(셔

커, 2012: 257). 통 으로 ‘의미 있는’ 작품은 작곡가 한 명에 의해 

음악의 모든 요소가 결정되고 완성된다는 에서 ‘창작자 지향  문

화’인 고 문화로 여겨지는 반면, 문화는 ‘ 체 으로 사용자 지

향의 문화’로서 고 문화와의 ‘ 감’을 형성했다(갠스, 1998: 96). 존 

스토리(2011: 61)는 “19세기 말 고 문화가 제도 안에서 요한 치

1) 2018년 12월 3일 21:54 기 , 유무선 인터넷 음악서비스 ‘Melon(멜론)’의 ‘멜론 

TOP 100’에서 2018년 11월 차트 상  10곡  7곡이 2명 이상(최  5명)의 

작곡자가 공동 작곡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검색일: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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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 하면서부터” 고 문화와 문화의 구분이 생겼다고 설명했

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고 음악 혹은 술음악과 음

악에 한 이분법  사고가 존재해 왔다. 니콜라스 쿡(2016: 61∼62)은 

기보 심의 통에서 술음악이란 “바흐·베토벤· 람스의 한 

퍼토리를 의미”하며 그 반 편에 있는 음악은 기보할 수 없는 

음악, 즉  술로 인식되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최유 (2004: 79, 

81)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은 ‘비합리  음악’, ‘비주류’ 등으

로 취 되었다고 언 했다.

한편 음악 내에서도 이러한 ‘구별짓기’2)는 존재해왔으며, 그

에서도 특히 아이돌 음악은 “버블껌 팝”3)과 같은 말로 평가 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강일권, 2011: 159). 평론가나 연구자에게 있어서도 

음악은 “ 으로는 인기 있지만 철 히 산업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정성 떨어지는 음악”으로 여겨졌다(이규탁, 2016: 215). 여

기서 연계되는 ‘진정성’은 음악 내부의 계를 만들고 서로 구별 

짓게 하는 개념이 된다. 로이 셔커(2012: 292∼293)는 진정성에 해 

“음악 텍스트의 생산자 본인이 ‘창조 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 “뮤

지션의 역할이 추 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어 

“상업과 술  순수성이라는 이분법은 팝과 록을 가르는 기 으로 

자주 활용된다”라고 덧붙 다. 록 음악이 주장하는 진정성에 해 니

콜라스 쿡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2) ‘구별짓기’는 부르디외(2006: 42∼45)의 서명으로, 그는 이 서에서 교육 수

과 사회계 에 따라 ‘정통  취향’, ‘ 간층 취향’, ‘  취향’으로 음악 

취향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풍선껌처럼 일회성이 강한 10  성향의 음악을 낮춰서 일컫는 말로, 주로 아이

돌 가수의 음악이 여기에 속한다”(강일권, 2011: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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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투박하게 설명하자면 이 다. 록 음악가는 라이 로 연주하고, 

음악을 직  만들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한다. 반면 팝 음악가는 음악 사업의 꼭두각시로서 냉소

이든 순진하게든 의 취향에 합하며, 다른 사람이 작곡하고 편곡

해놓은 것을 연주한다. 결국 진정성이 없으므로 음악가 서열에서 맨 

바닥에 놓인다. 음악가 서열에 따르면 음악 창작자 혹은 작가가 단순히 

재연만 하는 연주자보다 에 놓인다(쿡, 2016: 26).

에 시된 진정성 개념은 한국 음악에서의 경계인 오버그라

운드와 언더그라운드 음악, 혹은 싱어송라이터 가수와 아이돌 가수 

사이에도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  ‘1세 ’4)라고 불리는 

아이돌에게 가해졌던 실력 논쟁은 이  세  가수나 타 장르의 가수

와의 비교 는 싱어송라이터와의 진정성 비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

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아이돌 음악은 해외에서 

이팝을 표하는 장르로 인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미 제기된 바와 같이 아이돌 음악을 이팝과 등치할 수 있는지에 

한 논의는 더욱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어도 이 에서

는 1세  아이돌 음악의 토 가 된 1990년  반 ‘신세  스가요’

4) “언젠가부터 미디어와 수용자들은 H.O.T.를 비롯해 그들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

했던 일련의 아이돌 그룹[…]을 칭할 때 자연스럽게 ‘1세  아이돌’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 1세  아이돌이라는 용어가 무난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이들이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먼  등장한 아이돌이라는 것, 둘째로 이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후속 

세  아이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이규탁, 2016: 110∼111).

5) “많은 음악 평론가들은 물론이고 미디어, 일부 수용자, 그리고 상당수의 음악인

들마  그들에게 비 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들의 비 은 부분 ‘과연 이들을 

진정한 가수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모아졌다”(이규탁, 201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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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재 이팝의 모습에 가장 직 으로 향을 미친 장르”라는 

분석에 근거하여(이규탁, 2016: 52) 아이돌 음악을 “비록 그 자체[ 이

팝]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동등하게 사용”하고자 한다(이동연, 2011: 

22).

여 히 아이돌 음악은 상업  목 에 의해 기획되고 그 결과물이 

표 화된다는 에서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Adorno)의 비 을 완

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의 아이돌 가수들은 이른바 아티

스트형 가수들과의 업을 통해 새로운 장르에 도 한다거나, 음악 

창작에 직  참여하는 등 싱어송라이터를 지향함으로써 “아이돌이면

서 아티스트를 표방하는 ‘진정성’”의 용을 시도하고 있다(김 , 

2018).6) 본고는 아이돌 음악의 이러한 표피 인 변화뿐만 아니라 음악

인 측면에서도 개되고 있는 유의미한 변화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는 다수가 만들어내는 동  음악 작업이 이팝에 어떠한 음

악  변화를 야기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아이돌 음악에서 발견되

는 ‘훅의 증가’와 ‘비획일  배치’에 을 두고 구조  측면을 들여

다볼 것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통해 규격화된 틀, 즉 “엄격

한 공식이나 패턴에 맞추도록 유도된다”는 아도르노의 비 을 빗겨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니거스, 2012: 76). 한 ‘작가 정

신’과 립되는 ‘ 동  결과물’로서의 이팝이 어떻게 음악  질서

를 허물고 있는지 음악 구조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6) “방탄소년단의 ‘다름’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음악이 가진 독창 인 서사

나 사운드, 혹은 아이돌이면서 아티스트를 표방하는 ‘진정성’은 주요한 근거가 

된다”(김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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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POP의 협동적 경향

“조직 내의 업”은 “단순히 조직 간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이 아

닌 “서로 다른 부문의 사람들이 함께 공조”를 이룬다는 에서 요즘 

시 의 화두인 ‘융합’과 병치할 수 있을 것이다(한센, 2011: 42∼43). 이

러한 업은 음악, 특히 아이돌 음악 작업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며 언젠가부터 음악에서의 공동 작곡은 국내외를 막론한 흔

한 상이 되었다(이혜린, 2011; 김상화, 2017).7)8) 특히 국내 아이돌 가

수는 개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에서 이미 동성이 요구

되며 단지 음악뿐 아니라 이미지, 서사, 퍼포먼스 등까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타 분야와의 업은 필수 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 작곡이 주도 인 작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에서 아이돌 음악은 ‘다수의 음악’임에 틀림없다. 최근의 음악 창조

는 “개인  작업으로는 불가능한, 그래서 반드시 ‘ 업’의 구조 속에

서만 가능한” 속성을 가지며, 이러한 동  작업이 음악, 화음

악, 미디어 아트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이미경, 2017: 37, 48). 

이는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력하거나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  능력”을 말하는 ‘집단 창조성’이라고도 표 할 수 있는데, 이를 

“집단 창조성, 혹은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라고도 하며 이 

개념은 “개개인의 지식과 창조력이 모이면 훨씬 더 큰 성과를 창출할 

7) “해외에서는 공동작곡이 매우 흔한 일. 곡 하나에 작곡가 이름이 많게는 5∼7명

씩 등록돼 있다”(이혜린, 2011).

8) “지난해 화제를 모은 비욘세의 걸작 음반 ≪Lemonade≫에 수록된 히트곡 <Hold 

Up>에는 무려 13명의 창작자가 송라이터(작사  작곡)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물론 기존 발표된 곡의 샘 링도 포함되었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곡 하나를 만들

기 해서 수많은 사람이 달라 붙는 게 당연한 방식이 되고 있다”(김상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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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상 , 2014: 96∼97). 본 항목에서는 

이러한 동  경향이 재 한국 음악의 아이돌 음악 분야에서 

어떤 양상으로 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1. 공동 작곡 방식의 변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음악의 시기를 네 시기로 구분 

지어 그 안의 업 연결망을 분석한 연구인 김인애·김우식(2014: 356)

의 ｢ 업 연결망에서의 유유상종과 복합역할: 한국 음악 창작자

들을 심으로｣는 한국 음악 창작이 “  더 집단 인, 업 인 

작업으로 변모”해 온 것을 보여 다. 특히 이 연구는 네 번째 시기로 

구분한 2006~2012년에 “같은 역할을 하는 창작자들끼리의 공동 작

업”이 증가한 것에 주목했는데, 연구자는 “같은 곡을 작곡해도 후렴을 

잘 만드는 작곡가는 후렴만 만들고 도입 부분을 잘 만드는 작곡가는 

도입 부분만 만드는 식의 공동 작곡이나 공동 편곡 등이 요한 창작

의 형태로 등장하 다”라고 설명했다(김인애·김우식, 2014: 354). 자

음악 기반의 반주를 만드는 ‘트랙 메이커(track maker)’와 그 트랙을 토

로 핵심 인 멜로디를 쓰는 한두 명의 ‘송 라이터(song writer)’ 혹은 

‘탑 라이 (top liner)’로 나 어 곡을 완성하는 비교  단순했던 공동 

작곡 방식(김도훈, 2018: 52; 김상화, 2017)이 동일한 트랙에 “[여러 명이] 

써온 멜로디나 가사를 조합해서 완성”하는 방식(민경원, 2018: 19; 유지

연, 2018: 45∼46)으로까지 개된 데에는 오늘날 음악 산업 구조

의 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공동 작곡 시스템인 ‘송라이  캠 ’에

서 4일 만에 14곡을 완성했다는 기사9)와 바쁜 일정 때문에 멜로디 

수정을 다른 작곡가에게 맡겼다는 한 음악 작곡가의 서술10)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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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로 볼 수 있을 것이다(선미경, 2015; 김도훈, 

2018: 294∼295). 유지연 역시 ｢공동 음악창작 특성에 한 연구: 송라

이  캠 를 심으로｣에서 창작 방식의 변화가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통 으로 아티스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며 직  곡을 쓰고 한 

장의 앨범을 발매하기 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

이었다. 하지만 언하 듯이 주 포맷이 싱  음원으로 바 게 된  

음악시장 환경하에서는 음원 발매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음반사나 기획사는 문 인 작곡가를 투입시켜 빠르게 결과

물을 얻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유지연, 2018: 44).

공동 작곡이 재의 방식처럼 고도화되기 이 , 아이돌 음악에서 

2명의 작곡가 이름이 처음으로 함께 등재된 곡은 1세  아이돌 활동 

시기인 1997년에 발매된 젝스키스 2집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신화 

1집(1998), 핑클 1집(1998), H.O.T. 3집(1998), god 1집(1999), S.E.S. 4집

(2000)(발매일순) 등에서도 공동 작곡의 흔 을 간헐 으로 찾을 수 있

고 이어 동방신기(2004년 데뷔), 빅뱅(2006년 데뷔), 원더걸스(2007년 데

뷔), 소녀시 (2007년 데뷔) 등의 음반에서는 공동 작곡의 비 이 차 

9) 기사에는 ‘3일’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선미경, 2015), 해당 송 캠 를 기록한 

유튜  채 의 상 제목에는 “4DAYS 14SONGS”로 기재되어 있다.

10) “[소유&정기고의 ‘썸’]의 작사, 작곡에는 총 7명이 참여했는데 사실 빡빡한 

일정이 만들어  공동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당연히 [멜로디를 수정한 

작곡가인] 제피의 역할이 컸고, 나로서는 제피에게 큰 도움을 받은 일이 되었

다. […] 바쁜 일정이 만들어  공동 작업 덕분에 한 해를 감사하게 보낼 수 

있었다”(김도훈, 2018: 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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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게 되었다. 샤이니의 경우는 이러한 변천을 가장 극 으로 보여

다. 그들의 2008년 데뷔 음반인 ｢ 난 무 뻐(Replay)｣는 5곡으로 

구성된 수록곡 곡이 각각 단독 작곡으로 이루어져있는 반면, 2018

년 발매된 6집 음반 ｢‘The Story of Light’ Epilogue｣는 수록곡 16곡 

 단 1곡만이 단독 작곡으로 등재, 나머지 15곡은 2명에서 최  10명

이 공동 작곡으로 등재되어 있다.

가온차트11)에서 집계한 2018년 상반기 앨범차트 1~10  음반의 

수록곡을 살펴보면, 공동 작곡된 곡이 무려 약 92.6%의 압도 인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은 해당 음반들의 공동 작곡 비율과 한 

곡당 평균 작곡 인원, 최소 작곡 인원, 최  작곡 인원을 기재한 표이

다. <표 1>에서 1~10 까지의 음반에 수록된 총 94곡  단독 작곡된 

곡은 7곡이고 나머지 87곡은 최소 2명에서 최  10명의 공동 작곡가

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재의 공동 작곡 방식은 아이돌 

음악에서 이미 일반 이며 특징 인 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공동 작곡의 시스템화

2.1.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 작곡이 어느새 아이돌 음악의 일반

인 작곡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와 련된 한계 도 야기되었다. 

11) 가온차트는 “국내 6개 주요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의 온라인 매출데이터  국내 주요 음반 유통사, 해외 직배사의 

오 라인 음반 매량을 총 집계한” 차트이다.

12) 가온차트의 앨범차트는 국내에서 발매되는 국내외 앨범 매량을 총 집계한 

국내 공인 음악차트이다. 작곡가 수는 한국음악 작권 회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작곡가 수로 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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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명(가수명)

공동 작곡 비율

(공동 작곡 곡/

체 수록곡)

1곡당 평균 

작곡 인원

최소 

작곡 인원

최  

작곡 인원

LOVE YOURSELF 轉 

<Tear> (방탄소년단)
100%(11/11) 6.18명12) 3명 9명

0+1=1 (I PROMISE 

YOU) (워 원)
85.7%(6/7) 3.14명 1명 4명

1÷χ=1 (UNDIVIDED) 

(워 원)
80%(4/5) 2.6명 1명 4명

Blooming Days - The 2nd 

Mini Album (엑소-첸백시)
100%(7/7) 4명 2명 5명

What is Love? (트와이스) 66.7%(4/6) 3.16명 1명 6명

Eyes On You (갓세 ) 100%(7/7) 4명 2명 5명

NCT 2018 EMPATHY 

(엔시티)
92.9%(13/14) 4.21명 1명 8명

LOVE YOURSELF 承 

<Her> (방탄소년단)
100%(9/9)13) 4.54명 3명 10명

Poet l Artist (종 ) 90.9%(10/11) 3명 1명 7명

SPECIAL ALBUM 

<DIRECTOR’S CUT>

(세 틴)

94.1%(16/17) 3명 1명 5명

공동 작곡 비율
약 92.6%

(87/94)
-

<표 1> 가온차트 2018년 상반기 앨범차트 기  

1~10  음반에서의 공동 작곡 비율
12)

김상화는 특정 작곡가들이 함께 을 이루어 작업을 하는 과정이 반

복되면서 차 유사한 음악을 만들 확률이 높아지는 공동 작곡의 문

제 과 한계를 극복하기 해 ‘송라이  캠 ’가 열리게 되었다고 서

13) ｢LOVE YOURSELF 承 ‘Her’｣의 수록곡은 총 11곡이지만, <Skit: Billboard Music 

Awards Speech>, <Skit: 망설임과 두려움>은 음악이 아닌 멘트로 되어 있어 계수

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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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바 있다(김상화, 2017). 송라이  캠 란 여러 작곡가들이 일정 

기간 함께 모여 공동으로 음악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유지연(2018: 46∼47)은 국내 송라이  캠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된

다고 밝혔는데, “국내 기획사가 자체 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메이

 음악출 사의 한국 지사가 주도하여 개최하는 경우”로 나  수 있

으며, 자는 기획사에서 필요한 음악을 발굴하기 한 목 으로, 후

자는 “향후 국내 기획사들에게 […] 곡을 소개하거나 제안하는 ‘피칭

(pitching)’”을 한 목 으로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확한 목표

를 가진 “효율성 심의 창작 방식”이라는 을 송라이  캠 의 강

으로 꼽기도 했다(유지연, 2018: 49, 52).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아직 국내에 송라이  캠 가 도입되

기 , 해외에서 열리는 송라이  캠 에 참가하며 기획 의도에 더 

합한 곡과 작곡자를 찾는 과정을 경험했다(서정민갑, 2014: 16).14) 이

후 그들은 송라이  캠 를 국내에 도입하고15) 재까지 그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창작이라는 작업을 […] 동 과정으로 매뉴얼화”하고 

“가장 양질의 곡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된다(서

정민갑, 2014: 17). SM이 송라이  캠 를 개최하게 된  다른 요인으

로 한국의 아이돌 가수가 범세계 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 이

14) “원하는 곡이 잘 나오지 않자 해외의 라이  캠 에 다니면서 좋은 곡과 좋은 

창작자를 찾게 된 것이다. 국내 창작자의 풀이 넓지 않은 데다 그 에서도 

아이돌 음악에 문 인 창작자는 더 은 실에서 국내 창작자의 곡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서정민갑, 2014: 16).

15) SM이 송라이  캠 를 개최한 연도에 하여 유지연(2018: 46)의 ｢공동 음악창

작 특성에 한 연구: 송라이  캠 를 심으로｣에는 2013년으로, 민경원

(2018: 37)의 K팝 메이커스: K팝의 숨은 보석, 히든 로듀서에는 2009년으

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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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세계 인 색깔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이 필요했

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민경원, 2018: 37). 서정민갑은 SM 송라이

 캠 의 이 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창작자 개인의 독특한 취향과 스타일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반 로 

개인에게만 맡겨놓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완성도의 불균등함을 함께 

하는 작업 시스템으로 방지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당연히 나타날 수밖

에 없는 완성도의 편차를 서로 보완하면서 일정한 수  이하로 떨어지

지 않게 만든 것이다(서정민갑, 2014: 17).

그러나 반 로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  소재가 제한될 수 있다는 ,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균등한 수 의 곡들 사이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등이 송라이  캠 가 극복해야 할 한계 으로 지 되기

도 한다(유지연, 2018: 52∼53).16)

3. 협동적 결과물로서의 K-POP 구조 분석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 히 이팝은 문화 비 론에서 주장

16) 국내 송라이  캠 의 상세한 진행 방식  과정은 유지연의 논문 ｢공동 음악창

작 특성에 한 연구: 송라이  캠 를 심으로｣와 유튜 (Youtube) 채  

‘HIGHGRND’의 ‘G.O.O.D MUSIC SONG CAMP vol.1~4’, 유튜  채  

‘Luna’s Alphabet 루나의 알 벳’의 ‘Luna(s) EP24. SM 송캠  격 공개’를 통해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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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 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정형성이 조 씩 변형·확장되어 각자의 음악  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이다. 2014년부터 SM이 주최한 송라이  캠

에 참여해 온 음악 로듀싱  런던 노이즈(LDN Noise)의 그 그 

보닉(Greg Bonnick)은 이팝에 해, “멤버가 많아서인지 섹션이 여러 

개로” 나 어지는 , 팝송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규칙을 어기게 된다

는 에서 자유분방한 느낌을 받는다고 평했다(민경원, 2018: 43). 본 

항목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이팝의 구조를 분석하여 음악

 변화를 살펴보고 공동 작곡을 시한 동  시스템이 재의 

이팝 정체성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곡의 악구가 세분되는 특성에 따라, 형식 분

석에 보편 으로 용되는 용어인 ‘verse’와 ‘chorus’ 신 악구 ‘A, 

B, C’와 ‘훅(hook)’ 등의 용어를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

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후렴(chorus)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두 개의 

훅으로 분할되고 그 훅들이 일반 인 ‘후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불특정한 자리에 비획일 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보여

주고자 함에 있다. 특히 본론에서 다룰 분석 곡에서는 ‘verse’에 치

하는 악구가 ‘chorus’에 치한 악구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거나, 더 

비  있는 역할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는 곧 해당 악구를 세 번째 훅으

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verse’나 ‘chorus’의 용어를 신하여 악구 ‘A, B, C’와 ‘훅1, 

훅2’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악구들을 동등한 개념으로 분석하고

자 했다.

후렴구를 훅이라고 지칭하는 경향은 2000년  후반 한국 음

악의 세 던 ‘훅송’ 열풍에 기인한다. 서정환(2011: 114, 120)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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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훅은 후렴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인식되지만, 몇몇 학자

들과 음악 종사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훅은 “듣는 사람을 사로잡

는 모든 요소”이며, “멜로디와 가사뿐 아니라 리듬, 악기 연주” 역시 

훅이 될 수 있다고 언 된다. 한 그는 최근 음악의 훅은 “어느 

한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발 ”하고 있다고 서

술했는데(서정환, 2011: 106), 이는 후렴이 분할되고 한 곡 내에 다수의 

훅이 발견되는, 그리고 그 훅들이 여러 곳에 비획일 으로 배치되는 

최근 아이돌 음악에서 발견되는 경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3.1. 훅의 증가

H.O.T., 젝스키스로 표되는 1세  아이돌부터 2세 로 불리는 

빅뱅, 원더걸스, 소녀시  등의 음악은 보통 하나의 후렴만을 가진 경

우가 주를 이뤘다. <악보 1>과 <악보 2>의 시처럼 후렴구는 주로 

8마디 혹은 16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4마디 혹은 8마디씩 

유사한 악구가 두 번 반복되는 a+a’의 형태를 가진다. 후렴이 비슷한 

악구의 반복으로 후렴이 이루어진 이와 같은 구조는 아이돌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아래의 시처럼 4마디, 8마디의 악구가 반복되거나 약간 변형되어 

총 8마디, 16마디를 이루던 후렴은 어느 시 부터 차 서로 다른 요

소를 가진 두 부분으로 분할되는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데, 필자가 찾

은 음악  후렴의 분할 양상을 보여주는 가장 기의 아이돌 음악은 

2009년 발표된 소녀시 의 <소원을 말해 >(2009)이다(<악보 3>).

17) 본 논문에 삽입된 악보는 모두 필자가 채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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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 젝스키스 <커 >의 후렴 원형(1′12″-1′46″) 

(장 성 작사, 마경식 작곡, 이종필 편곡)

17)

<악보 1> H.O.T. <Candy>의 후렴 원형(1′30″-1′49″)17)

(장용진 작사·작곡·편곡)

<악보 3> 소녀시  <소원을 말해 >의 ‘후렴의 분할’

(Hook1: 0′50″-1′04″, Hook2: 1′05″-1′20″)

(Anne Judith Wik·Nermin Harambasic·Robin Jenssen·Ronny Svendsen 작사·작곡)

이 곡은 총 16마디의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8마디씩 서로 

다른 요소를 가진 훅1, 훅2로 나 어져 있고 그 안에서는 4마디씩의 

악구가 짧게 반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후렴이 분할되고 악구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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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짧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듣는 이로 하여  음악이 더욱 분

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이 구성을 Hook1(a+a′)+Hook2(b+b′)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이 곡에서는 형 으로 간주가 치하던 자리에 훅2가 신 

자리 잡으면서 간주가 생략되었는데, 즉 이 곡에서 훅1은 우리가 흔히 

후렴으로 인식하는 치에 자리하는 악구로, 훅2는 간주의 자리를 

체하는 악구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밝혔듯 2009년에 SM에

서 발표한 소녀시 의 <소원을 말해 >는 후렴 분할 양상이 보이는 

기의 곡으로 볼 수 있다. SM 송라이  캠 의 국내 도입 시기를 

2009~2013년으로 본다면(각주 15 참조), 공동 작곡의 본격 인 시스

템화와 후렴이 분할되는 아이돌 음악의 특징 사이의 연 성을 유추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이돌 음악에서 찰되는 훅의 증가 양상은 곡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체 으로 후렴의 

분할(악보 3), 간주의 생략  체(악보 4, 악보 5) 등으로 그 양상을 

구분할 수 있다. 필자는 <악보 3>에 제시된 <소원을 말해 >에서 훅1

과 훅2가 서로 다른 선율 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후렴이 분할되어 

훅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이를 간주의 체로 해석할 가능성

도 있다.

<표 2>는 1세  아이돌 음악과 최근 아이돌 음악의 악구를 마디 

수 기 으로 구분한 표이다. 하나의 후렴, 즉 하나의 훅이 여러 번 

반복되었던 1세  아이돌 음악과 두 개 이상의 훅이 발견되는 최근의 

아이돌 음악을 비교하여 보면 음악의 분 , 악구의 다양화, 간주의 생

략 등을 한 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훅의 증가’  ‘후렴의 분할’ 상이 오늘날 아이돌 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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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엑소 <으르 >의 ‘간주의 생략  체’(Hook1: 0‘48’‘-0’58‘’, Hook2: 

0‘59’‘-1‘09’‘)

(서지음 작사, 신 ·DK·Jordan Kyle·John Major·Jarah Lafayette Gibson 작곡, 

신 ·Jordan Kyle·John Major 편곡)

<악보 5> 방탄소년단 <DNA>의 ‘간주의 생략  체’(Hook1: 1‘00’‘-1’14‘’, 

Hook2: 1‘15’‘-1‘29’‘)

(Pdogg·방시 ·Kass·Supreme Boi·SUGA·RM 작사·작곡)

서 지배 인 경향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실제로 앞서 2.1.에서 

살펴본 가온차트 1~10  음반의 타이틀곡 13곡  5곡만이 두 개의 

훅으로 구성된 양상을 보이고 나머지 8곡은 하나의 후렴으로만 이루

18) 악구를 나 는 기 은 선율에 근거했다. 마디 수에 맞추어 악구를 나 었지만, 

한두 마디의 오차가 있을 경우 악구 기호 에 별도로 추가되는 마디 수를 

표기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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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Candy>

(1996)

<커 >

(1998)

<소원을 

말해 >

(2009)

<으르 >

(2013)

<DNA>

(2017)

후렴의 분할 간주의 생략  체

Intro 5마디 4마디

주 8마디 8마디18) 3마디
8마디

(랩 트)
8마디

1-4
A

a

A

a A
a

A

a
A

a

5-8 a′ a′ a a′

9-12
A′

a″
a B

b b
B

b

13-16 a‴ b′ c c

17-20
B

b
B

b
Hook1

c
B

d
C

d

21-24 b′ c(+1) c′ d′ d′

25-28 C

(bridge)

c

Hook

d Hook2
d

Hook1
e

Hook1
e

29-32 c′(+1) d′ e′ f(d)

33-36

Hook

d

d′ A′

a″

Hook2

f

Hook2

g(d)

37-40 d′(+1) a‴ f′
g′(d)

(+1)

41-44
간주 간주 B′

b″

C

g
D

h

45-48 b′ h i

49-52
B′

b″
B

b
Hook1

c i
E

j

53-56 b‴ c(+1) c′ i′ k

57-60
A′

a″

Hook

d Hook2
d

B′
d

C
d

61-64 a‴ d′ d″ d′

65-68 C

(bridge)

c
d′(-1)

간주(+2)
Hook1

e
Hook1

e

69-72 c′(+1)
Hook1

c e′ f(d)

73-76

Hook

d
C

(bridge)

e c′

Hook2

f

Hook2

g(d)

77-80 d′ f
Hook1

c″ f‴(+2)
g′(d)

(+2)

81-84
Hook

d

Hook

d
c‴

D

j
C′

(bridge)

d

85-88 d″(+2)

Hook2

d d″(+2)

89-92
d′(-2)

d
j′(+2) C″

d

93-96 d′ d′

<표 2> 아이돌 음악의 악구 비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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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0

후주(+1)

후주

E

(bridge)

k Hook2

l(d)

101-104
l′(d)

(+2)

105-108
k′

109-112

113-116
Hook1

e

117-120 e′

121-124
Hook2

f

125-128 f′

129-132
Hook2

f

133-136 f′(+2)

어져 있다.19) 그 지만 두 개의 훅으로 이루어진 곡들이 단발성으로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꾸 히 생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이돌 음악이 이 보다 다양한 구조 안에서 더 많은 음악

 요소들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음악에 독특한 개성이 부여되는 결과

를 만들어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2. 비획일적 배치

이 듯 분 화된 악구는 개 독립 인 음악  요소를 가짐으로써 

마치 블록처럼 어느 치에든 끼워 맞출 수 있게 되어 악구들 간의 

비획일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비획일  배치는 훅의 증가에 

비해서 아직 활발하게 나타나는 상은 아니다. 각 악구의 독립성을 

19) 두 개의 훅을 가진 곡에 해당하는 다섯 곡은 방탄소년단의 <FAKE LOVE>와 

<DNA>, 엑소-첸백시의 <花요일(Blooming Day)>, 엔시티의 <TOUCH>, 세 틴

의 <고맙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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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 방탄소년단 <FAKE LOVE>(2018), 

훅(Hook1: 1′26″-1′50″, Hook2: 0′24″-0′36″)

(Pdogg·방시 ·RM 작사·작곡)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악구가 곡 안의 어느 자리에 치하더라도 앞

뒤 악구의 맥락에 맞게끔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 때문

에 공동 작업의 업이 보다 세 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직 많이 

시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획일  배치가 용된 곡을 찾아 분

석하는 것은 아이돌 음악의 정형성을 깨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비획일  배치의 시를 보기 에 

먼  <악보 6>을 통해 제시된 곡의 분할된 후렴, 즉 두 개의 훅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악보 6>에 시된 방탄소년단의 <FAKE LOVE>는 훅1이 8마디, 

훅2가 4마디로 각 악구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훅1은 

원형을 포함하여 총 두 번(1′26″-1′50″, 2′53″-3′17″) 등장하고, 훅2는 원형

을 포함하여 총 세 번(0′24″-0′36’‘, 1′51″-2′03″, 3′18″-3′30″) 등장한다. 이

어 해당 곡의 구조를 수평 으로 나열한 <표 3>을 통해 훅이 다양한 

치에 배치되는 것과 동시에 악구들이 세분화되는 경향을 함께 살펴

보겠다.

분석에 따르면 이 곡은 ‘A-Hook2-B-C-A-Hook1-Hook2-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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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방탄소년단 <FAKE LOVE>의 비획일  배치

<악보 7> 드벨벳 <Dumb Dumb>(2015), 

훅(Hook1: 0′40″-0′52″, Hook2: 0′00″-0′13″)

(서지음·김동  작사, LDN Noise·Deanna Dellacioppa·Taylor Parks·Ryan S. Jhun 작곡·편곡)

(Bridge)-Hook1-Hook2–A’의 구조를 가진다. 훅1과 훅2가 후렴 자리

에서 연결되어 두 번 나온다는 에서 비교  규칙 으로 들리게 하

는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훅2가 반부에 따로 독립되어 배치되어 

있고 악구 A가 도입부, 반부, 후반부에 비균형 으로 배치되어 있

는 비획일성을 보여 다. 한 훅1이 두 번, 훅2가 세 번, 악구 A가 

세 번 등장하게 되는데, 후렴으로 인식되는 훅1보다 악구 A가 한 차례 

더 등장함으로써 악구 간의 요도를 쉽게 인지할 수 없게 만든다. 

나아가 악구 A를 세 번째 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악보 7>에 제시된 드벨벳의 <Dumb Dumb>에서는 이러한 불규

칙 이고 비획일 인 배치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며, 심지어 훅1과 

훅2가 서로 다른 조성으로 나타남으로써 훅 사이의 연 성까지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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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드벨벳 <Dumb Dumb>의 비획일  배치

소화하고 있다.

이 곡에서 두 개의 훅은 각각 8마디로 구성되어 있고 훅1은 원형을 

포함하여 세 번(0′40″-0′52″, 1′33″-1′45″, 2′38″-2′50″), 훅2는 원형을 포함

하여 네 번(0′00″-0′13″, 1′06″-1′18″, 1′45″-1′58″, 3′04″-3′22″) 반복  변형

된다. 곡의 구조를 나열한 표는 아래와 같다.

‘Hook2-A-A'-Hook1-B-Hook2-A''-Hook1-Hook2-C-C'-D(Bridge)-Ho

ok1-B-Hook2’로 구성된 이 곡은 훅1과 훅2가 연속 으로 나오는 부

분이 단 한 차례(마디 57∼72)뿐이기 때문에 후렴이 분할되었다기보다

는 각각의 훅이 독립된 악구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음

악의 정형화된 구조를 해체하며 곡의 개를 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정형성을 여실히 보여 다.

물론 이러한 ‘훅의 증가’와 ‘비획일  배치’라는 음악  상의 원

인을 오로지 공동 작곡에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이돌 음악은 

그 구성원이 개 여러 명이라는 에서 ‘다수의 음악’이라고 술한 

바 있는데, 그룹 내의 다수의 퍼포머가 각각의 노래  랩 트를 수행

하기 해 악구를 더욱 세분화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의 공동 작곡 결과물에서보다 이팝, 특히 아이돌 음악에서 

‘훅의 증가’와 ‘비획일  배치’ 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로도 볼 수 있

다. 그러나 아이돌 음악이 1세 부터 재까지 개되면서 공동 작곡

의 비율이 차 높아졌다는 , 그와 동시에 ‘훅의 증가’와 ‘비획일  

배치’ 상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공동 작곡과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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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상의 발생이 연 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은 ‘여러 명이 조 씩 쓴 음악이 진짜 작곡이라고 할 수 있을

까?’라는 다소 편 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을 쓰는 과정에

서 이러한 궁 증들이 음악에 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근 에는 음악이 술음악보다, 아이돌 음악이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 이른바 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의 도입부에서 함과 립되는 진정성이라는 개념에 해 유심

히 살펴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화숙(2009: 352)은 ｢ 음악에서의 

진정성(Authenticity) 개념｣에서 “주도 인 매체화/매개화 방식의 심

이 이동할 때, 이 [다름의] 차이에 한 논의는 부분의 경우에서 

음악에서의 ‘진정성’ 개념을 둘러싸고 작동된다”라고 서술했는

데, 필자는 이것을 2009년 지드래곤의 공동 작곡 논란에 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지드래곤은 빅뱅의 곡 부분에 그의 이름이 공동 

작곡으로 등재된 것과 련하여 실제로 작곡을 했는지에 한 의심과 

더불어 “작곡가가 다 만들어  반주에 멜로디만 흥얼거려 만든 걸 작

곡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말로 그 진정성에 해서도 의심받았다(정

민 , 2009).20) 이것은 한국 음악사에서 거의 처음으로 공동 작곡

에 한 논의가 표면화된 사건일 것인데, 작곡 방식, 즉 매체화/매개화 

방식의 심이 차 공동 작곡 방식으로 이동하는 시 에 가해진 진

20) “편곡과 사운드의 비 이 큰 스음악의 특성상 지드래곤이 작업 과정 반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지언정, 멜로디를 만들었다면 그가 작곡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분업형’ 곡 작업

은 YG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흑인음악을 만드는 동네에서는 꽤나 흔한 방

식이기도 하다. 작곡자가 멜로디를 비롯해 곡의 를 만들면, 사운드를 버무

려 배치하는 데 능숙한 편곡자나 로듀서가 히 악기를 편성하고 이즈

를 만드는 식으로 살을 붙여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것이다”(정민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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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에 한 의심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재즈나 밴드 음악 역시 작곡

가보다는 연주자 심 음악으로서 공동 창작 방식으로 완성된다.21) 

한 음악에서의 자음악 수용과 음악의 디지털화는 창작의 개

념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해 재고하게 만들기도 한다(쿡, 

2016: 60).22) 이러한 상황에서 재 음악의 어떤 작곡가도 엄 하

게는 공동 창작으로부터 100%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4. 나가는 말

본고는 한국의 음악, 특히 이팝을 표하는 아이돌 음악에서

의 공동 작곡 경향과 그 음악  결과물에 해 살펴보았다. 1세  아

이돌이 각 받던 시기부터 단편 으로 보여졌던 공동 작곡 상은 상

업  목 과 시스템에 의해 이제는 주도 인 작곡 방식으로 자리 잡

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공동 작곡 방식의 안착은 ‘훅의 증

21) “재즈에서는 작품 창작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가 공동 작곡가인 셈이다. 즉 

작곡가, 편곡가 그리고 연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작품을 작곡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 창작은 작곡가 한 사람의 조직 이고 일 된 창작과는 분명 

다르다”(이원희, 2009: 161). “많은 재즈 음악가들이 공동창작방식으로 작곡했

다. […] 이는 재즈계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다만 유럽음악의 에서 

보자면, 이 행은 남의 작품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렴치한 행 일 수도 있다. 

[…] 그것이 옳든, 그르든 재즈에서 공동작곡방식이 세 다는 은 분명해 

보인다. 에드워드 리의 <재즈 입문>에 근거하면, 재즈에서 공동창작방식은 자

연스러운 풍토 다”(이원희, 2009: 162∼164).

22) “오늘날 스튜디오 작업 환경에서는 녹음 기술과 디지털 사운드 변환 기술이 

사운드 엔지니어와 로듀서의 손에도 소  술가만큼이나 창조  여지를 

쥐어주므로 작가의 개념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쿡, 201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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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비획일  배치’를 통한 아이돌 음악의 정형성 탈피에 어느 정

도 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창작을 공장

처럼” 만들었다는 비 (서정민갑, 2014: 15), 리 작곡에 한 우려(유

혜은, 2018)23) 등 그에 한 부작용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음악의 구조 분석을 통해 공동 작곡

을 시한 동  결과물로서의 이팝이 어떠한 음악  변화를 경험

하고 있는지 발견해 보고자 했다. 앞서 ‘들어가는 말’에서 필자는 “아

이돌 음악은 상업  목 에 의해 기획되고 그 결과물이 표 화된다는 

에서 아도르노의 비 을 완 히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서술했다. 

한 여 히 이팝을 “정형화된 산업 시스템하에서 만들어지는 ‘표

화되고 기계 인 공산품’”이라고 보는 비  시각 역시 존재한다

(이규탁, 2014: 15). 그러나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팝은 서서히 “엄격한 공식이나 패턴에 맞추도록 유도”되지 않고

(니거스, 2012: 76), 오히려 패턴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팝은 아도르노가 표 한 ‘공장 음악’보다도 어쩌면 더욱 철 한 

시스템 안에서 생산되지만, 상치 못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미  토

로서 아도르노의 공장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고는 논의와 분석을 통해 오늘날 한국 음악에서의 공동 작곡 

방식은 하나의 명료한 상이 되었음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동  시

스템이 오늘날 이팝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음을 

주장했다. 다만 비약 으로 증가한 아이돌 음악  공동 작곡 방식 

 송라이  캠  시스템에 해 공언하고 그것을 비교  체계 으로 

23) “공동 작곡은 […] 과연 가, 어느 정도 선까지 창작에 여했는지 일반 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면 가수가 작곡에 극히 일부분만 참여했더라도 

곡을 발표할 때 공동 작곡가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유혜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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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하고 있는 SM과 방탄소년단 음악을 주로 하여 제한 인 분석

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아쉬운 으로 밝 두고 싶다.

아이돌 음악에서의 ‘훅의 증가’와 ‘비획일  배치’는 소  기승 결

로 이루어진 음악의 정형화된 질서를 허물고 있다. 필자는 음악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질서 해체를 통해 ‘진정성’을 획득한 아이돌 

음악이 음악 내부에 존재하는 계질서, 즉 아이돌 음악과 싱어송

라이터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다수의 

음악’으로서의 음악과 ‘작가 정신’을 추구해 온 술음악의 ‘구별

짓기’에 해 다시 한 번 사유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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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Analysis in K-POP as a Collaborative 

Process: focused on ‘incrementing hooks’ and 

‘irregular layout of sections’

Sora Hwang(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co-writing’, one of the trends that stands out 

recently in K-POP, especially idol music. Although this is not a new 

phenomenon, the co-writing method has developed recently in a way that 

combines melodies that are individually worked by several composers, or 

completed a single song together. This method has been prevailing 

through a Songwriting Camp system and has become highly 

sophisticated. Currently, idol music is considered as an opposite of the 

‘auteurship’ in ‘high culture’, because it is produced by several people. 

Thus, it is also devalued as music without ‘authenticity’.

This article looks at the transition of co-writing methods and their 

system in K-POP, and analyzes the structure of the songs by focusing 

on the musical features, ‘incrementing hooks’ and ‘irregular layout of 

sections’. Through this, the article aims to show that idol music is 

breaking down the order of the structural hierarchy in music and pro-

vides a chance to rethink the boundaries that exist in popular music 

and the ‘distinction’ between art music and popular music.

Keywords: co-writing, songwriting camp, K-POP, idol music, h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