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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사랑 유형에 관한 연구

-2000년∼2019년 중심으로-

사회의 변화와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사랑 유형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대중가요

가사 분석은 그동안 연구된 바 없고, 이론적 배경을 근거한 체계적 분석이 이뤄지

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멜론 음원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에

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가요의 가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랑 유형의 특

성과 시대별 사랑 유형 변화의 추이는 어떠한지 분석하여 현대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멜론 음원사이트를 이용하여 2000년에서 2019년까지 20년간 상위 30위

까지 해당하는 곡을 선정하여 총 600곡을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이에 사랑 주제로 분류된 295곡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분석으로는 주제별 분류, 사랑의 구성요소별 분류, 사랑의 유형별 분류로 나

누었으며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적 분석을 하였고 NVivo R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제별 분류 결과, 사랑 295곡(49.2%), 이별 287곡(47.8%), 섹슈얼리티 138

곡(23.0%), 그 밖의 기타는 70곡(11.7%)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295곡의 사랑 노래를 대상으로 NVivo R1 프로그램의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통하여 대중가요에 나타난 사랑의 언어적 표현을 분석하였을 때 ‘love’, ‘baby’,

‘tell’, ‘사랑해’, ‘사랑을’, ‘girl’, ‘want’ 등의 사랑과 연결된 감정표현 단어가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바탕으로 사랑 유형에 대한 조작

적 정의를 하고 NVivo R1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사랑의 구성요소 분류

결과는 친밀감 112곡(38.0%), 열정 193곡(65.4%), 헌신(결정) 124곡(42.0%)으로 분

류되었다. 그리고 사랑 유형별 분류 결과는 좋아함(열정과 헌신이 없는 상태의 친

밀함)은 295곡 중 33곡(11.2%), 도취성 사랑(친밀함과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열

정) 104곡(35.3%), 공허한 사랑(친밀감과 열정이 빠진 상태에서의 헌신) 41곡

(13.9%), 낭만적 사랑(친밀감+열정) 34곡(11.5%), 우애적 사랑(친밀감+헌신) 29곡

(9.8%), 얼빠진 사랑(열정+헌신) 38곡(12.9%), 성숙한 사랑(친밀감+열정+헌신) 16곡

(5.4%)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대별 사랑 유형의 변화는 사랑의 세 가지 요소인,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

(결정) 요소를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10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친밀감

은 2000년대 초반과 2009년 이후 후반의 흐름에 대한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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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정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2000년대 초반보다는 2009년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헌신(결정)의 경우는 열정과 반대

로 2000년대 초반에는 높으나 2009년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삼각형의 형태가 가장 균형 있고 완전한 사랑임을 나타내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나타난 삼각형은 친밀감과 헌신(결정)보다 열정으로 많이 치우친 이

상형과 불일치한 불균형의 삼각형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7가지 사랑의 유형 분석결과는 좋아함(친밀감)이나 공허한 사랑(헌신)의

요소보다는 열정만 있는 도취성 사랑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표

현의 자유와 제작자들의 창작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 대중가요 가사의 표

현이 그 이전 세대들보다 풍부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여섯째, 헌신요소가 감소하는 것은 신뢰와 쾌락을 향한 개인의 자아 성찰과 양성

평등, 젠더의 체계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그리고 사랑에 대한 자유로운 표

현과 성에 대한 인식이 유희와 쾌락으로 많이 치중되는 현상이 대중가요 가사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친밀성은 시대를 뛰어넘어 유지되나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쾌락과

유희적 비율이 높은 열정적 사랑에 치우치고 있다. 그리고 헌신의 특성이 줄어듦

으로써 젊은 세대에 영향을 주어 결혼의 만혼과 이혼율 증가, 가족을 유지하는 사

랑의 약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래 가사는 그 당시 대중의 사고방식이나 욕망, 정서 경험 등을 가사에 담아내

기도 하며, 그 시대의 가치와 이념과 감정을 드러낸다.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경험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가사 내용의 변화를 통해 사회변동을 바라볼

수도 있다. 작사가의 작품에 담겨있는 친밀감, 열정, 헌신 등이 개인적인 창작물에

머물지 않고 대중의 사랑, 결혼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중들은 가요를 들으

며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관계에 반영하기도 할 것이

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한 애정 관계, 결혼, 가족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중가요, 사랑 유형, 사랑 유형의 특성, NVivo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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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 문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랑은 존재해 왔고, 이 사랑이 모든 사

람의 삶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대와 역사가 변화됨에 따라 사랑

도 다른 모습 혹은 다른 언어와 문화로 표현되어 왔지만, 개개인의 경험과 실질적

인 삶 속에서 객관적 진실성을 가지고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이란 누구나 겪고, 또 알고 있을 만큼 보편적이며(정민아, 2004) 또한 가장

많이 표현하고,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가장 흔한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결론 지을 수는 없다.

사랑은 개인의 경험치에 따라 다르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마치 성장하는 생물과도

같아서 여러 단계로 성숙하기도 하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기도 한다. ‘사랑

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답변을 듣

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수많은 이론이 정

립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론을 떠나서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사

랑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으며, 그 정의에 따라 행동하고, 느끼며, 표현하고 살아

가고 있기에 개개인 각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사랑이 아

무리 개인적인 것이라 해도 사랑은 대상이 존재해야만 성립되는 것이기에 사랑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사회성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성은 문화와 정치의 영향을 받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기에

개인의 경험치와 한계치를 벗어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공유하

게 되는 사랑의 정의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랑은 또 하나의 망

탈리테1)를 형성하게 되고, 망탈리테는 일종의 ‘문화적 무의식’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매체가 되며,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관습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다(신수진，1998). 그러므로 사랑은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원

천이며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생명이다. 사랑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문화와 제도에 따라서도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

는 이유이다.

현대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첫째로 남녀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둘째로 사랑을 결

혼의 테두리 안에 두고, 셋째로 낭만적인 현혹, 흥분, 애정, 안정감, 성욕, 호르몬

같은 신체적 반응, 몰이성 등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결혼을 사

랑의 결실로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랑 혁명(love revolution)이라 일컬어지는 18〜19

세기의 일련의 변화과정을 통한 결과(이지연, 2002)로 봤다면 20〜21세기를 살아가

1) 인간의식의 잠재적이고 장기지속적인 측면이 역사에 작용하는 방식을 찾음으로써 역사에서 문화를 복원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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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의 사랑은 어떤 특징과 유형 그리고 변화를 보이는가가 이 연구의 시작이

라 하겠다.

현대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 연인

이 되고 가족을 구성한다.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가족은 부부로부

터 출발하므로 사회를 이루는 근본은 가족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정서, 2016).

<부록-1>의 내용은 2020년 11월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9년도 인구

동향에 대한 지표이다.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이혼 건수의 증가, 그리고 혼인 건수

의 감소와 합계출산율의 감소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

다(통계청, 2020). 이는 사회의 근간이 되고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가정의

해체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랑의 유형에 어떤 모양이든 변화가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사랑 유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다른 이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

다.

오늘날 사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된 이론들이 다양한 만

큼 사랑을 분석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랑의 과정에서 다루어지

는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해 인류학자 헬렌 피셔(Helen E. Fisher) 교수는 ‘사랑의 3

단계 이론’에서 인체는 각 단계마다 다른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성 간의 사랑은 갈망(구애 단계)→끌림(열정 단계)→애착(욕구 단계)의 3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19세기 프랑스 작가 스탈당은 ‘사랑과 연애의 발달 심리과정 7단

계론’에서 ‘감탄(상대에게 시선이 빼앗김)→접근 충동(상대방을 생각, 상상하는 단

계)→설레는 희망(상대의 결점까지도 아름답게 보임)→사랑의 열병(熱病, 열정적

사랑단계)→제1의 결정 작용(깊은사랑 확신, 적극적 감정표현)→의혹과 질투(상대

방의 결점이 눈에 들어옴)→제2의 결정 작용(다시 사랑의 확신을 품는 상태, 큰 유

대감 형성)으로 정의하였다(Stendhal, 2004).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냅

(Knapp)의 Coming Together의 5단계에서는 두 남녀가 남남 사이에서 한 쌍의 연

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첫째, ‘개시(Initiating)’단계, 둘째, ‘시험(Experimenting)’단계,

셋째, ‘강화(Intensifying)’단계, 넷째, ‘통합(Integrating)’단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합(Bonding)’단계로 구분했다(Knapp, M., Wiemann, J. M., & Daly, J.

A., 1978).

사랑 유형에 관련 이론으로는 1980년 Reiss가 발표한 ‘사랑의 수레바퀴이론’과 미

국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Robert J.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그리고

캐나다 심리학자 존 앨런 리(John Alan Lee)의 ‘사랑의 색채이론’ 등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석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역사과정의 진정한 주체가 평범한 일반 대중이며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역사의

진정한 질료라는 사회사적 역사관을 수용하면,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공유된 태도

와 사고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망탈리테의 연구방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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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2002).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역시 커

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블록버스터급 뮤직비디오를 제작함으로 팬들의 감성을 자

극하며 흥행을 하기 시작했고, 디지털시대와 더불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아

이돌 육성 및 발굴 프로그램이 대중화되면서 새로운 대중가요의 문화가 형성되었

다.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대중음악 시장의 변화는 글로벌 문화로 진화하게 되었

고 한류와 K-pop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장르를 만들게 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 이

르러서는 모바일(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한 SNS 문화가 정착됨으로 대중음악의 세

계화는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괄목상대한 변화 속에서도 대중가요의

영원한 주제는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아날로그 문화가 디지털

문화로 변화되었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여전히 이미 이루어진 사랑을 노래하

는가 하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랑,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미 끝나버린

사랑까지 많은 사랑 이야기를 가사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

노래 가사는 그 당시 대중의 사고방식이나 욕망, 정서 경험 등을 가사에 담아내

기도 하며, 그 시대의 가치와 이념, 감정을 드러낸다(김용학, 2015). 대중가요의 가

사 속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하며 실천한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담

겨있다고 봐야 한다.

2000년 이후 대중가요의 가사 분석을 통한 젊은 세대가 느끼고 표출하는 사랑 유

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10대, 20대 등이

주로 이용하는 멜론 음원을 통한, 대중가요 가사를 대상으로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하여 사랑 유형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의 유형에 대해 세부적

으로 구분하고 있고, 삼각형의 넓이와 크기 그리고 형태를 통해 사랑의 유형과 특

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를 통하여 성과 사랑의 발달과정에 있는 젊

은 세대가 변화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사랑에 관하여 어떤 것을 표현하고 표출하

는지를 도출하여 현대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중가요에 나타난 사랑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대중가요에 나타난 시대별 사랑유형의

변화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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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대중음악

1) 대중음악의 정의

대중이란 국립국어원의「한국어기초사전, 2020」에 따르면 대량생산ㆍ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 엘리트와 상대되는 평범한 개

념으로 말하고 있다. 음악이란 음성과 가락, 박자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조합하여, 악기나 목소리를 사용하여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로 나와 있

다. 대중음악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이라고 표현했다(표준국어대사전, 2020).

대중음악은 클래식이나 예술 음악처럼 전문적, 음악적 훈련을 받아야 이해와 해

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음악 지식이 없이도 즐길 수 있으며, 민속 음악과

전통음악과는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익명의 대중에 의해 향유되는 속

성을 갖고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 대중음악은 진정성(예술성)과 심미

성 그리고 지속성 등에 반대되는 것으로 대중이 향유 하고, 즐기는 통속적인 성격

과 상업적인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대중음악의 특징은 단순한 음악적 구조

와 화성을 가지고 있어 청중의 이목을 빠르게 집중시킬 수 있으며, 반복적인 가사

와 반복적인 리듬을 사용하여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다(이연수, 2017).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중음악은 음악이 가진 미학적 가치나 내용의 평가보다 생산

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영향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대중음악은 당대의 지배 문화를 내포하고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예외 없이 익히고 향유하는 ‘노래 문화’로서 당대의 문화

를 대변한다(서지효, 2017).

대중음악 속에 표현된 사랑의 유형의 양상과 사랑 표현방식과 사회상과의 관계는

가사 속에 나타나는 시대적 특수성, 구체적 사건, 독특한 언어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대중음악은 확실히 사회적 반영물임을 알 수 있음과 그 대중음악의 영원

한 주제인 사랑표현의 고찰을 통해서도 사회의 정체성을 읽어 낼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조대원, 2001).

대중음악의 주요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대중가요는 ‘가사’가 포함된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대중이 널리 부르는 노래’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 대중가요

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음악 양식을 총칭하는 말로

개인적인 사연과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시대적

고발 등 다양한 내용을 가사에 담고 있다. 대중가요 가사는 언어이자 기호로서 해

석내용에 따른 의미를 산출하며 당시의 대중들과 공유한다. 가사에 나타난 정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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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대중들이 주최가 되어 자신들의 심리상태를 대변하며 사회 상황과 결합하므

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적이고 공유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김주현, 2011).

음반을 사서 듣거나 원하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

던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의 대중들은 과거 음악을 듣기만 했던 모습에서

직접 개인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하는 음악을 검색하고, 다운받아 듣기도 하

며,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의 모습을 연출한다. 모든 음악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검색하고, 들을 수 있으며, 원하는 음악을 다운받는 것도 소액결제를 통해 가능하

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향유자들의 음악에 대한 단순한 접근성을 넘어 음악 수

용의 방식에 따른 대중음악 산업의 변화와 함께 대중음악 자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박선민, 2017).

2) 한국 대중가요의 특성

대중가요는 근대 사회의 산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태동되어 나라를 빼앗긴 국민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며 비장하게 출발했다.

이후 1940년대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주제로 노래하였다. 1950년대는 한국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노래하였고, 미8군 쇼 무대와 영화 주제곡으로의 번성을

이루는 시기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군사정권의 통제와 더

불어 기성문화에 반기를 든, 빛과 그림자로 양분되는 청년문화의 시대를 가져왔다.

또한, 윤형주, 송창식, 김민기, 김세환, 양희은, 서유석, 4월과 5월 등의 포크 계열

뮤지션과 나훈아, 남진, 한대수 등의 대형 가수들의 등장이 있었다. 1980년대는 다

양성이 공존한 대중음악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며 오빠 부대를 동원하게 되는

조용필의 독주와 풍성한 장르의 음악 그리고 다양한 뮤지션이 등장하면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으며, 대중음악의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되는 시기였

다. 1990년대는 유례가 없는 대중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많은 수의 앨범이 100만장

이상 판매되던 시기였으며, 서태지와 아이들 신드롬을 형성하면서 신세대 문화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또한, 대형기획사의 설립과 스타시스템의 구축으로 H.O.T, 베

이비복스 등 1세대 아이돌그룹이 탄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기반

에서의 대중음악의 변화로 글로벌 문화로 진화되었다. H.O.T의 북경공연 이후 ‘한

류’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2010년 소녀시대를 필두로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카라,

등이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종석, 2015).

인터넷과 유튜브 등의 매체 발달로 2010년대에 들어 대중음악의 영향력과 파급력

은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다. 미국의

대중음악이 막강한 인기를 얻게 되므로 자국어로 부르는 많은 나라의 음악이 영미

권 대중음악보다 인기가 없는 현실이 되므로 자생력이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나

무위키, 2020). 하지만 한국의 대중가요는 1990년대 대형기획사의 등장과 H.O.T의

북경공연을 통하여 일어난 한류열풍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프로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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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해 국내에서 함께 곡을 만드는 ‘송 캠프’ 시스템도입, 대형기획사의 ‘토탈 메니

지먼트’사업의 정립 및 연습생 시스템도입과 스타 발굴을 향한 오디션 프로그램도

입 등을 통한 전래없는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중가요는 인터넷과 유튜브 & 모바일의 발달이 앞에 언급한 자국의 노래

에 대한 소멸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k-pop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며

세계화 되어갔다. k-pop의 영향력은 연습생 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 육성

된 IDOL Group의 뮤직비디오와 칼군무 그리고 팬과 소통하는 팬덤문화 그리고

패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향상되었으며 인기 또한 국내를 비롯하여 아시아를

거쳐 미국에까지 뻗어갔다. 원더걸스의 Nobody가 2009년 미국 빌보드 핫 100차트

에 진입하면서 k-pop선두에 섰고, 소녀시대의 ‘GEE’가 일본 오리콘 싱글차트 일간

1위에 올랐으며,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빌보드

핫 100차트 2위에 7주간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도입한 말춤은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k Obama), 팝의 여왕 마돈나

(Madonna)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들까지 앞다퉈 열광하게 만들고, 세계인을 말춤으

로 단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 '2 COOL 4

SKOOL'싱글 앨범으로 데뷔하여 2010년대 K-POP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에 걸친 팬덤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적, 경제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2015년 노래 ‘쩔어’에 이어 ‘피땀 눈물’과 ‘불타오르네’의 활동으로 팬덤이 더욱

크게 형성되었으며 인지도 또한, 급상승하여 2017년 DNA, 봄날을 통해 국내외 최

정상 아이돌의 입지를 굳혔다. 현재 앨범 판매량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역대 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2020년 9월, 빌보드 핫 100차트 1위를 곡 ‘Dynamite(싱

글)’로 핫샷 데뷔를 하였는데 이는 해외뿐만 아니라 미국 내 수많은 아티스트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빌보드 역사상 43번째의 기록이다. 또한, 핫샷 데뷔를 한

곡이 2주 연속 빌보드 핫 100차트 1위를 차지한 노래도 ‘Dynamite’를 포함하여 20

곡에 불과하다(나무위키. 방탄소년단, 2020). 이처럼 한국의 대중가요는 세계 최강

의 IT를 힘입어 세계화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아티스트 그리고 체계적이

고 통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하는 기획사 등 많은 인프라를 통해 승승장구하

고 있다고 하겠다.

2. 사랑

1) 사랑의 개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사랑은 이성인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나 그 상태, 신이나 부모, 스승,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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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남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몹시 귀중히 여기고 아

끼는 마음으로 풀이하고 있다(백경숙, 2009). 사랑은 일종의 심리적 현상이며, 타인

에 대한 존중과 주의력으로 관심을 가지며, 타인에게 투영된 모습이 아닌 순수한

자기 발견이며, 자신의 존재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서로 다른 표현으로 해프닝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이런 것들을 맞추어가는 과정도 모두 사랑에 포함될 것이다.

사랑에 대하여 단테(Alighieri Dante)는 “만물은 성스러운 사랑에 의해 움직여진

다”라고 하였으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러시아의 소설가 제호프(Anton Pavlovich Chekhov)는 말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가장 성공적인 삶이란 사랑하고,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일생을 통하여 어떤 대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과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라 하였다(유연희, 2015).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ioton)은 “사랑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착

함의 진수를 알아보는 것”이라 하였다. 프랑스 지식인 카펠라누스(Andreas

Capellanus)는 사랑을 이성의 아름다움을 보거나 깊이 생각하는 나머지 생겨나는

일종의 타고난 고통이라고 하며 사랑이란 “획득적인 것”이라고 하였다(김중술,

1994).

사랑은 소유론적 사랑 (Having Love) 특성, 존재론적 사랑 (Being Love) 특성,

행동하는 사랑 (Doing Love) 특성의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먼저 소유론적 사랑 특

성을 살펴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늘 함께하고 서로를 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존재론적 사랑 특성은 현재의

교류를 넘어 생의 존재 양식으로서, 에너지로서, 생명체로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내가 가고자 하는 존재 양식과 가치가 교류하는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형태가 된

다. 세 번째 행동하는 사랑 특성은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과정속에 있다는 것

이다. 아무리 관념이 있고, 소유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랑이

라고 느끼기 어렵고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정민자, 2010).

사랑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사랑은 객관적인

진실성을 갖고 있으며 현실 생활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류의 가장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경험이다. 둘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대

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은 개인의 문화환경에 의해서 학습되어 사랑

이나 애정표현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사랑은 막연히 좋아한다는 호의적

감정에서부터 아주 강렬한 열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할 수 있다. 넷째,

사랑에는 청소년기의 낭만적인 사랑,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 사랑, 성년기의

동료적인 사랑, 그리고 성적인 사랑 등 다른 여러 형태가 있다. 다섯째, 한 개인이

건전한 정서적 성장을 하였다면 그의 타인에 대한 사랑도 건전하게 성장한다. 그

러므로 사랑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옥선화, 정민자,

고선주, 2014).

이처럼 사랑의 정의와 특성이 다양한 것은 각 인간관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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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때문이며 사랑의 의미가 개인의 성장 환경과 사회상에 근거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김향숙, 2001).

2) 사랑 유형 이론

(1) 사랑의 수레바퀴이론

사랑의 ‘수레바퀴이론’의 첫째 라포형성 단계는 두 사람이 서로 원하고 좋아하게

되는 단계로 서로 마음을 열어 우호적 감정을 느끼며,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형성된다고 하였다. 둘째 자기 노출 단계는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자신의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로 한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정보를 표출하면, 상대방 역시

자기를 노출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자기 노출이 계속되면 될수록 친밀한 관계에

서 상호의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단계이다. 셋째 상호의존단계는 두 사람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있기를 원하며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관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호의와 관심을 보이고,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기 시

작한다.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단계로 행동적 상호의존 관계에서 감정적 상

호의존 관계로 발전하며 개인 욕구 충족단계를 유도한다. 넷째 개인 욕구 충족단

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격려받고, 지지받고, 이해받고자 하는 감정적 욕구를 지니고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고자 한다.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서로 간에 감정적 욕구에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관계는 좀 더 깊은 자기 노출, 상호의존관계

의 심화, 욕구 만족 증대 등으로 진행되므로 개인 욕구 충족단계가 가족 역할과

직업상의 역할과 같은 주요 사회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개인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앞 단계의 라포형성이 더 잘 되면서 사랑의 단계는 수레바

퀴가 돌아가듯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이론이다(Reiss, 1980).

(2) 사랑의 삼각형 이론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Robert J. Sternberg)는 사랑을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랑의 구성요소와 다양한 형태를 삼각형 모양으로 설명하며 이

를 ‘사랑의 삼각형 이론(the triangular theory of love)'이라고 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란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그리고 자기 사랑에 대

한 책임감을 뜻하는 헌신(commitment) 등으로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고

이를 삼각형으로 했을 때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것을 완전한 사랑이라 했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고, 균형과 상대적

비율에 따라 사랑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변화된다는 이론이다. 친밀감은 어떤 관

계에 있어서 결속(binding together)과 가까움, 유대(band) 등의 감정을 뜻하며, 열

정은 남·녀 관계에서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매력 또는 성적 욕구의 흥분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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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성 친밀감 열정 헌신(결정)

장기간 관계에서 중요성 5 3 5

일반적 관계 5 1 3

안정성 4 1 4

자각능력 3 1 3

단기간 관계에서 중요성 3 5 1

심리적. 생산적 요소 3 5 1

의식적 감수성 2 5 4

경험적 특성 0 5 0

하고, 헌신은 자기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뜻한다고 하였다(Robert J. Sternberg,

2000).

<표-1>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의 삼각형 속성

범례 : 5 높음, 4 비교적 높음, 3 보통, 2 비교적 낮음, 1 낮음, 0 변수가 많음
출처:로버트 스턴버그 작/이상원 역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여 사라지는가’ p41 사랑의 속성을 재구성 하였다.

로버트 스턴버그는 삼각형의 속성에 대해 <표-1>과 같이 정리하며 서로 다른 기

능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랑의 종류는 사랑에 대해 구성요소별 분류된 사랑의 요소를 몇 개로 조

합하느냐, 혹은 어떤 요소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그 종류는 7가

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Robert J. Sternberg, 2000).

(3) 색채이론

사랑의 ‘색채이론’은 첫 번째, 에로스(Eros; 첫눈에 반한 사랑)는 사랑을 위해서라

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강렬한 멋진 외모에 첫눈에 반하

는 경우가 많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나 ‘신데렐라’ 등 옛날이야기나 동화책 속에

자주 등장하는 사랑이다. 두 번째, 스토르게(Storge; 열기도 어리석음도 없는, 우정

과 같은 사랑)는 형제애와 부모의 자식 사랑 같은 가족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우정

에 가까우며 정열적인 사랑처럼 상대의 외모에 대해 별로 집착하지 않는다. 친구

로 지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고, 서로 간에 동료의식이

나 우정과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불안함이나 질투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세

번째, 루두스(Ludus; 놀이나 게임 같은 사랑)는 게임을 하듯 연애를 즐기는 유희적

사랑을 의미한다. 자신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아주 싫어하며 독점욕이나 질투와는

거리가 멀다. 연애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다. 여러

명의 이성과 동시에 연애하는 것에 능숙하며 그다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네 번

째, 마니아(Mania;중독적 사랑, 에로스+루두스)는 격한 감정이 특징으로 사소한 일

에도 질투심을 느끼고 독점욕이 강하며, 집착이 지나칠 정도로 강해 매번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너무 강한 집착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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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관계를 유지하며 그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식으로 신체

적 증상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 아가페(Agape;자기희생의 사랑, 에로스+스토르게)

는 상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상대에게 아

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아쉽기만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다. 질투심은 처음부터 없다. 여섯 번째, 프라그마(Pragma;실용적 사랑, 스토

르게+루두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연애를 생각하는 타입으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애를 이용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 인지를

계산해서 상대를 선택해야 하므로 까다로운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 드라마에서

신데렐라를 가장한 악녀 캐릭터나 나쁜 남자 캐릭터가 바로 이 유형이다(John

Alan Lee, 1973). 결과적으로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송이, 2008).

3. 선행연구 고찰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중음악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

되었다. 조대원(2001)은 시기별로 한국 대중음악의 장르, 주제와 사랑의 커뮤니케

이션을 분석하여 사회. 정치적 변화와의 연결고리를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장르는 TV, 라디오, 레코드 등 매체의 발달, 서

구문화의 유입, 청년문화와 신세대 문화의 등장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변화해 왔음을 제시했다.

권유진(2019)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내 대중음악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애정 관계 주제가 79.8%로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인간

에게 있어 사랑은 가장 보편적인 감정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특정 시기

와 관계없이 한국 대중가요에서 가장 대중적인 주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 하였다.

김주현(2011)은 대중가요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정서표현이 다양해지고 가사

에 나타난 정서를 통해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중

가요는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문화 유입과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정서표현이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충상(2013)은 한국 인기 대중음악의 장르와 가수의 성별, 나이, 형태가 시대별

로 어떤 변화와 특성을 보이는가와 한국 인기 대중음악의 주제와 높임법 그리고

외국어 사용빈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중들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삶을 풍

족히 채우고 그렇게 사랑받은 대중음악은 그러한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함으로

서로 영향을 긴밀히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냈다.

추병식(2015)은 사랑 자체의 의미가 헌신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근대적 환상은

약화 되었지만 유지되어 가고 있고, 신뢰와 쾌락을 향한 자아 성찰이라는 탈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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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는 막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다. 개인화된 사랑과 양성평등의 확산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 공유 그리고 평등한 남녀의 진솔한 자아 성찰이 누적되면서 사랑

과 성을 유희와 쾌락으로만 다루는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연수(2017)는 대중가요에 반영된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남·녀의 순수하고 낭만

적인 사랑표현을 넘어서 육체적 관계나 이성을 유혹하는 가사 내용과 사랑을 자유

롭게 표출하고 극단적인 표현과 자극적인 단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

으며 대중매체의 발달과 1인 가구의 증가, 핵가족 문화, 개인주의 등의 사회적인

형태가 노래 가사에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대중가요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대중가요의 가사 분석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장르와 주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와 시대적 흐름, 양성평등과 젠더의

체계, 심리적 사회요인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광진(2011)은 음악 선호도에서 음악적 선택을 하는 개인은 내재된 음악의 특성

과 개인의 심리학적 작용 그리고 음악에 대한 문화적 메시지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타인들의 의견을 고려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 확

대와 인터넷과 SNS 등 IT기술 발달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 청취

가 가능하게 되므로 음악 사이트를 이용한 청취횟수가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음악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채현(2015)의 주장처럼 대중음악을 평가하는 척도로 온

라인 음원차트 순위는 적절한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가요 가사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되,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최신동향과 앞에서 언급한 사랑의 이론적 관점에서 내용을 심층적 분

석함으로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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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2018년 2019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멜론 4,196,699 4,408,943 4,330,517 4,308,861 4,172,236

지니뮤직 2,122,843 2,189,333 2,182,178 2,114,111 2,190,559

FLO 1,380,405 1,698,251 1,506,349 1,573,835 1,549,387

네이버뮤직 919,934 888,520 887,406 876,307 916,956

벅스 527,820 461,365 410,352 390,405 330,530

바이브 126,424 179,461 354,988 319,366 459,608

Ⅲ.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대상

문화 체육관광부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음악산업백서에 따르면 최

근 1년 동안 음악 콘텐츠 이용 빈도수 조사결과 ‘거의 매일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0.9%로 가장 높고, ‘일주일에 3~4번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9.5%,

‘일주일에 1~2번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악 감상하는 장소는 ‘집’이 48.7%, , ‘교통수단’이 38.7%로 나타났으며, ‘사

무실’ 8.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19세(77.2%)가 거의 매일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고, 음악을 듣는 장소로는 집(75%)이라고 응답했다. 음원 스트리밍 이용비율

은 20~24세(85.7%)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말해준다(음악산업백서, 2019).

이러한 가운데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가 다양하게 존재하기는 하나 ‘멜론 시대별

차트’를 선정한 이유는 <표-2>와 같이 2019년 4월 기준 음원사이트 월간 순 이용

자 수가 417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이용자 수를 기록한 지니뮤직의 219만 명

보다 이용자 수가 더 많고, 1984년대부터 실제 테이프 및 음반판매량(70%), 방송빈

도집계(30%)와 음악방송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매연도 마다 100위의 시대별

차트를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음원사이트보다 신뢰성이 높다(이연

수, 2017).

<표-2> 주요 음원 서비스 중 월간 이용자 수 현황

출처: NEWSIS 뒷걸음친 1위 '멜론'…빠르게 추격하는 후발주자들(2019.12.22)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당대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가요들이 연구의 대상

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 분석대상의 대중가요는 이용자 수가

가장 많고 신뢰성이 높은 음원사이트 멜론(www.melon.com)의 시대별 차트를 활

용하여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매해 인기순위 30위에 해당하는 곡을 선정하여 총

600곡(연도별 중복된 노래 11곡이 포함되어 있음)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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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9년까지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유형과 사랑

유형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해마다 인기순위 100곡씩을 제공하는 멜론

시대별 차트를 활용하여 매해 1위에서 30위까지의 총 600곡(연도별 중복된 노래

11곡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중가요에 나타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분류를 위해 Robert J. Sternberg 저/

이상원 역(2000)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여 사라지는가’에서 제시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사랑, 이별, 섹슈얼리티, 기타로 주제별 분류하였다.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제별로 Coding 한 후 결과에 따라 분류표 작성과 빈

도수를 도출하여 시각화하였다.

두 번째, 사랑 주제로 분류된 295곡을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하여 세 가지 구성요소별 ‘친밀감’, ‘열정’, ‘헌신(결정)’으로 분류하고, 이를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ding 한 후 결과에 따라 분류표 작

성과 빈도수를 도출하여 시각화하였다.

세 번째, 7가지 사랑의 유형별 분석과 그에 나타난 유형별 특성, 시대별 사랑 유

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수

를 도출한 후 결과에 관한 내용을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표-5>‘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의 내용을 질적 분석 도구인 NVivo R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좋아함, 도취성

사랑, 공허한 사랑,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Coding, 분류하고,

사랑 유형의 특성 및 시대별 사랑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네 번째, 결과 및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순으로 본연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림-1>은 본연구의 절차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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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 절차

주제별 분류

☞ 멜론 시대별 차트를 활용하여 1위 3̴0위에 해당하는

가사를 정독하여 ‘사랑’, ‘이별’, ‘섹슈얼리티’, ‘기타’로

주제별 분류한다.

☞ 그에 따라 각 주제별 분류표를 만들고

빈도수를 도출하여 결과에 관한 내용을 시각화한다.

⇩
구성요소별

분류

☞ 주제별 분류된 사랑 노래를 <표-3>‘스턴버그의 3가지

사랑의 구성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표-5>‘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노래의

가사를 정독하며 중심 내용을 살펴본다.

☞ 이때 음악의 내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하는

노래를 들으며 분류한다. 분류된 ‘친밀감’, ‘열정’,

‘헌신(결정)’내용을 분류표를 사용하여 코딩 후

각 항목에 따른 빈도수를 도출하여 결과에 관한

내용을 시각화한다.

⇩

유형별 분류

☞ 주제별 분류된 사랑 노래를 <표-4>‘7가지 사랑의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노래의 가사를 정독하며

중심 내용을 살펴본다.

☞ 이때 음악의 내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하는 노래를

들으며 분류한다.

☞ 친밀감이 포함된 노래 중 ‘좋아함’,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과 열정이 포함된 노래 중 ‘도취성 사랑’, ‘낭만적 사랑’,

‘얼빠진 사랑’ 그리고 헌신이 포함된 노래 중 ‘공허한 사랑’,

‘우애적 사랑’, ‘얼빠진 사랑’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분류한다.

☞ 코딩된 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빈도수를 도출하여

결과에 관한 내용을 시각화한다.

☞ <표-5>‘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를 NVivo 프로그램에

각 항목별로 코딩한다.

☞ NVivo를 통하여 질적 분석된 좋아함, 도취성 사랑,

공허한 사랑,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성숙한 사랑에 대한

가사 내용 코딩, 분류한다.

☞ 사랑 유형의 특성 및 시대별 사랑 유형의 변화를 분석한다.

결과 및 해석 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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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 조작적 정의

삼각형

이론에

따른

사랑의

구성

요소별

분류

친밀감

☞ 사람들 사이에 강하고, 빈번하게, 다양한 접촉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가까움, 유대, 결속 등의 감정들을 말한다.

☞ 구성요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복지증진, 함께 행복을 느낌, 높은

존경심, 필요시 의지함, 서로 이해함, 소유물을 나눔, 정서적

도움을 주고 받음, 친밀한 의사소통, 삶에서 높은가치 평가

등이다.

☞ 사랑의 기초로 서로간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 시계추처럼 많은 관계들을 활발하게 유지시켜주는 흥미로운

역할을 한다.

☞ 우정의 질적 요소는 헌신, 지속성, 정직, 안전, 관대함,

도움, 충성, 존경, 상호관계, 신뢰, 이해 및 안정 등이다.

☞ 친해진다는 것은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상대를 알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

열정

☞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강한 욕망의 상태로

가끔은 일방적이다.

☞ 사랑하는 관계에서 신체적 매력, 낭만, 성적 욕구,

성적인 몰입을 이끄는 욕망이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 자아 실현과 존중감, 상대와의 친화, 상대에 대한 지배와 복종과

같은 욕구들이 열정의 경험에 요소가 되기도 한다.

☞ 친밀감과 서로 영향을 주면서 뒤섞여 부추기며 상호작용을 한다.

☞ 이성간에는 감정적 친밀감 이후 육체적 매력으로 발전한다.

☞ 가까운 관계를 위해 가끔씩 자극을 가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밀당이 필요하다.

결정과

헌신

☞ 단기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사랑을 유지 시켜주는 헌신을 말한다.

☞ 결정과 헌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결정이 헌신보다 먼저 이뤄진다.

☞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헌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 관계를 유지 시키거나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3. 연구 분석 도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0년에서 2019

년 사이의 분석대상 곡을 연도별로 입력한 후 로버트 스턴버그 삼각형 이론에 근

거하여 주제별(사랑, 이별, 섹슈얼리티, 기타) 분류를 하고 각 내용에 따른 백분율

과 빈도를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주제별 분류된 사랑 노래를 대상으로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하여 <표-3>과 같이 ‘3가지 사랑 구성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표-4>의

‘7가지 사랑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 <표-5>의 ‘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를 이용

하여 질적 분석을 위해 NVivo R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3> 사랑의 3가지 사랑 구성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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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분석을 하기 위한 질문

    친밀감

1. 다정한 관계이다.

2. 서로를 이해한다.

3. 서로가 인생에서 많은 가치 차지한다.

4.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눈다.

5. 자신의 정보를 숨김없이 털어 놓는다.

6. 서로를 잘 살도록 지원한다.

7. 서로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 받는다.

8. 친근감을 느낀다.

앞으로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영원히 지키려 하고 그것을 끝까지

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친밀감과 열정의 결과로 나타난다.

사랑의 유형 조작적 정의

좋아함
친밀감의 요소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진실한 우정으로 특징될 수 있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감정들)

도취성 사랑
열정의 요소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첫눈에 반한 사랑’, 친밀감이나 헌신이 없는 상태의 열정)

공허한 사랑

헌신의 요소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처음 서로가 느낀 감정이나 육체적 매력을 상실한 침체된 관계의

사랑, 사랑에 대한 헌신이 강해서 유지되는 관계를 말한다.)

낭만적 사랑

열정과 친밀감이 결합된 경우를 말한다.

(육체적 매력을 통한 열정이 가미된 좋아함,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고전문학 작품 속의 낭만적인 사랑과 비슷하다.)

우애적 사랑

친밀감과 헌신이 결합된 경우를 말한다.

(육체적인 매력이 사라진, 즉 열정이 식어버린 오랜 결혼관계에서

나타나는 친절함이나 장기적인 우정을 말한다.)

얼빠진 사랑

열정과 헌신이 결합된 경우를 말한다.

(친밀감이 결여된 것으로 헐리우드식으로 만나자마자 결혼하는 경우

와 같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사랑이다.)

성숙한 사랑

친밀감, 열정, 헌신이 결합된 경우를 말한다.

(친밀감 같은 깊은 애정, 열정적인 동기욕구의 만족감, 헌신의

완벽한 이행, 조심스럽게 지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로버트 스턴버그 작/이상원 역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여 사라지는가’ p23~p42 사랑의 세 가지요소를

재구성 하였다.

<표-4> 7가지 사랑의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

출처 : 로버트 스턴버그 작/이상원 역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여 사라지는가’ p43~p53 7가지 사랑의 종류를

재구성 하였다.

<표-5> 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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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편안한 관계이다.

10. 필요시 서로 의지한다.

11. 정말로 신뢰한다.

     열정

1. 관계가 열정적이다.

2. 관계에 끌림이 있다.

3. 너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다.

4. 너를 흠모한다.

5. 너만큼 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6. 너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

7. 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8. 매력적으로 느낀다.

9. 보면 설렌다.

10. 아주 낭만적이다.

11. 육체적 관계를 특히 좋아한다.

12. 이상형으로 여긴다.

13.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한다.

14. 함께 있고 싶다.

15. 존중한다.

   헌신(결정)

1. 걱정한다.

2. 관계유지에 전념한다.

3. 관계가 영원할 것으로 본다.

4. 관계가 유지가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

5. 관계를 끝낼 수 없다.

6.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한다.

7. 사랑이 확실하다.

8.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한다.

9. 책임감을 가진다.

10. 헌신이 확고하다.

11. 관계가 안정적이다.

12.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다.
출처 : 로버트 스턴버그 작/이상원 역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여 사라지는가’ p85~p87 스턴버그 삼각형의

사랑의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4. 타당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내용 분석으로 한국 대중가요 노래 가사에 나

타난 사랑을 분석하였다.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20년간 연도별 차트 상위 30위

곡을 대상으로, 총 600곡의 가사 자료를 분석자 외에 같은 분야 동료 연구자 두

명과 함께 가사를 반복하여 읽으며 개념과 주제를 찾아 분석하며, 타당도를 확보

하기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제곡으로 분류하였다. 주제별 분류된 곡은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주제에 따른 백분율과 빈도를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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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랑의 7가지 유형별 분류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으며, 양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질적 결과물로 전환 시켜주는 NVivo R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

딩하여 값을 도출하였다. 전통적인 수작업 연구에 의존할 경우 특정 자료에 치우

칠 경향이 높기 때문에 Nvivo R1 프로그램 활용은 양적 연구와 연계한 혼합 연구

수행이 가능하므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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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이별 섹슈얼리티 기타

2000년 16(53.3%) 19 8 3

2001년 18(60.0%) 15 4 2

2002년 13(43.3%) 18 3 3

2003년 11(36.7%) 15 4 7

2004년 19(63.3%) 10 5 4

2005년 20(66.7%) 16 2 4

2006년 15(50.0%) 25 4 1

2007년 15(50.1%) 22 6 1

2008년 17(56.7%) 17 10 3

2009년 15(50.0%) 15 10 2

2010년 10(33.3%) 12 14 4

2011년 10(33.3%) 12 9 3

2012년 14(46.7%) 10 6 6

2013년 12(40.0%) 14 9 3

2014년 17(56.7%) 10 12 2

2015년 15(50.0%) 8 12 5

2016년 13(43.3%) 9 7 4

2017년 18(60.0%) 9 5 6

2018년 16(53.3%) 13 5 5

2019년 11(36.7%) 18 3 2

합계 295(49.2%) 287 138 70

구분
항목별 곡수(중복포함)

<표-6> 주제에 따른 연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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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주제에 따른 분류 중 연도별 사랑노래 수

<그림-3> 연구 분석대상 가요의 주제에 따른 분류

사랑, 295 (49.2%)

이별, 287 ( 47.8%)

섹슈얼

리티, 138 ( 23.0%)

기타, 70 (11.7%)

2000 -2019년 대중가요 주제별 분류

IV. 연구 결과

로버트 스턴버그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하여 사랑을 주제로 한 곡을 분류한

후,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별 친밀감, 열정, 헌신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7가지 사

랑 유형은 NVivo R1 프로그램을 통해 가사 내용을 분석하고 코딩을 하여 값을 도

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대중가요에 나타난 주제별 분류

2000년에서 2019년도 사이의 연간 멜론차트 1위에서 30위까지 600곡(연도별 중복

된 노래 11곡이 포함되어 있음)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류한 결과, 사랑 295곡

(49.2%), 이별 287곡(47.8%), 섹슈얼리티 138곡(23.0%), 그 밖의 기타는 70곡

(11.7%)으로 분류되었다.2)

2) 대상곡은 600곡이나 주제별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노래 한 곡 안에 사랑과 이별과 섹슈얼리티를 동시에 포함하는 등,

중복으로 Coding되는 노래가 있어 분류된 전체 노래의 총합계가 790곡으로 나타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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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사랑노래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결과

<표-6>은 주제별 분류에 따른 연도별 분류이며, <그림-2>는 사랑 노래수를 백분

율과 함께 연도별 정리한 자료이다. 그리고 이를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면 <그

림-3>과 같다.

주제별 분류결과 조대원(2001)의 연구에서 언급했듯 사랑과 이별이 대중가요 가

사의 주된 주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사랑 주제에 대한 연도별 분류결과 최

저 33%(2010, 2011년도)에서 최고 67%(2005년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제별 사랑 노래 295곡을 대상으로 사랑의 언어적 표현을 살펴보기 위해

문서의 키워드, 개념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

보이게 하는 기법(박종원, 2020)인 NVivo R1 프로그램의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적

용하여 분석한 결과 <그림-4>와 같이 나타났다.

가요의 작사가들은 그 시대 대중의 경험이나 욕망, 정서와 생각 등을 가사에 담

아내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김용학, 2015).

사랑 노래에 나타난 단어 표현을 살펴보면 ‘love’, ‘baby’, ‘tell’, ‘사랑해’, ‘사랑을’,

‘girl’, 등과 ‘그대가’, ‘want’, ‘그대를’, ‘가슴이’, ‘사랑이’, ‘그리워’, ‘너에게’, ‘사랑한다

고’, ‘heaven’, ‘call’, ‘need’, ‘like’, ‘자꾸만’, ‘그대를’, ‘사랑은’, ‘눈물이’ 등이 그 뒤를

이어 사랑과 연결된 감정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단어에 대해 살펴보면 ‘love’와 ‘사랑’, ‘baby’ 등은 ‘heaven’과 함께 긍정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노래한 ‘그리워’,

‘call’, ‘아직도’, ‘눈물이’ 등의 표현은 사랑의 헌신적인 요소에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랑은 사람의 삶에 늘 존재하고 있지만 항상 해피엔딩만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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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연도별 사랑의 3가지 구성요소별 분류(노래수)

<그림-5> 사랑의 3가지 구성요소 관련 구분(노래수)

친밀감 : 112

열정 : 193

헌신 : 124

2000 - 2019년사랑의 3가지요소관련분포도(노래수)

42.0% 38.0%

65.4%

<표-8> 연도별 사랑의 3가지 구성요소 관련 구분(노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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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사랑의 3가지요소에대한분류

친밀감 열정 헌신

2000년 9 (56.2%) 9 (56.2%) 8 (50.0%) 16

2001년 5 (27.7%) 10 (55.5%) 11 (61.1%) 18

2002년 6 (46.1%) 6 (46.1%) 6 (46.1%) 13

2003년 2 (18.1%) 5 (45.4%) 8 (72.7%) 11

2004년 3 (15.7%) 15 (78.9%) 9 (47.3%) 19

2005년 9 (45.0%) 12 (60.0%) 13 (65.0%) 20

2006년 4 (26.6%) 10 (66.6%) 10 (66.6%) 15

2007년 6 (40.0%) 9 (60.0%) 6 (40.0%) 15

2008년 7 (41.1%) 10 (58.8%) 7 (41.1%) 17

2009년 3 (20.0%) 13 (86.6%) 1 (6.6%) 15

2010년 3 (30.0%) 8 (80.0%) 2 (20.0%) 10

2011년 2 (20.0%) 7 (70.0%) 3 (30.0%) 10

2012년 8 (57.1%) 9 (64.2%) 4 (28.5%) 14

2013년 4 (33.3%) 6 (50.0%) 3 (25.0%) 12

2014년 10 (58.8%) 11 (64.7%) 5 (29.4%) 17

2015년 2 (13.3%) 12 (80.0%) 5 (33.3%) 15

2016년 8 (61.5%) 7 (53.8%) 6 (46.1%) 13

2017년 10 (55.5%) 14 (77.7%) 5 (27.7%) 18

2018년 7 (43.7%) 12 (75.0%) 8 (50.0%) 16

2019년 4 (36.3%) 8 (72.7%) 4 (36.3%) 11

합계 112 (38.0%) 193 (65.4%) 124 (42%) 295

구분
구성요소별 분류(295곡 기준) 주제별 분류

(사랑노래수)

2. 사랑의 구성요소별 분류

주제별 분류에서 분류된 사랑 노래 295곡(49.2%)을 중심으로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의 세 가지 요소인 친밀감, 열정, 헌신(결정)요소를 <표-3>의 조작적

정의 내용을 근거로 가사를 분석하였다. 구성요소별 분류결과 <그림-5>와 같이

친밀감은 112곡(38.0%), 열정은 193곡(65.4%), 헌신(결정)은 124곡(42.0%)으로 분류

되었다.3)

3) 사랑 주제로 분류된 노래는 295곡이나 구성요소별 분류에서 분류된 사랑의 노래수는 한 곡 가사에 친밀감과 열정, 헌신(결

정)요소가 중복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있어 나타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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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연도별 사랑의 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분포도

<표-7>은 사랑의 구성요소별 분류에 관한 결과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5>와 <표-7>의 내용은 연도별로 주제 분류된 노래를 기준으로 하여 친밀

감, 열정, 헌신(결정)에 대하여 백분율을 함께 제시하여 나타내었다.

<표-8>은 연도별 사랑의 3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분류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한눈에 전체 흐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6>에 나타난 사랑의 구성요소에 대한 흐름은 2009년 전후 10년으로 구분

하였을 때, 친밀감은 2000년대 초반과 2009년 이후 후반의 흐름에 대한 차이는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도 언급했듯이 친밀감이 사랑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열정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2000년대 초반보다

는 2009년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헌신(결정)의 경우는 열정

과 반대로 2000년대 초반에는 높으나 2009년부터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사랑의 3가지 구성요소별 분류작업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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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6.2%

2003년, 18.2%

2004년, 15.8%

2005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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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0.0%2011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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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3.3%

2016년, 61.5%

2017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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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6.4%

연도별사랑의 3가지요소중친밀감에대한 분포도(백분율)

<표-9> 연도별 친밀감에 대한 노래 수 <그림-7> 연도별 친밀감에 대한 분포도(백분율)

가요 정보 노래 가사 주제(친밀감)

2001년도

가수:헤이

제목 :

‘Je t'aime’

(쥬땜므)

창문을 두드리는 깨끗한 빗소리에/ 너를 만나기전

설레임이 더해가고 영화를 보러갈까/ 어딜 떠나볼까/

... 중략/ 조금 더 가까이 작은 우산속에/ 나의 한쪽

어깨 끝이 다 젖어도 나는 좋은걸/ 너를 사랑하나봐/

사랑에 빠졌어’

행복감

/

다정한 관계

2010년도

가수:아이유

제목:잔소리

하루 종일을 너의 옆에 있고 싶은데/ 내가 그

마음인거야/ 주머니속에 너를 넣고 다니면/ 정말

행복할텐데/ 둘이 아니면 안되는 우리 이야기/ ...중략/

행복감

/

다정한 관계

1) 친밀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삼각형 이론에서 친밀감을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까움, 유대,

결속 등의 감정들‘이라고 말한다.

친밀감에 대한 노래는 주제별 분석에서 사랑으로 분류된 295곡 중 38.0%를 차지

하는 112곡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류결과 <표-9>와 <그림-7>과 같다.

<그림-7>은 연도별 친밀감에 대한 분포도이다.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연도별

분류된 사랑 노래의 Coding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9>의 내용은 연도별 친밀감에 대한 노래수의 분포도이다. 노래 수가 가장 적

게 나타난 연도는 2003년, 2011년, 2015년으로 2곡이다. 가장 높게 나타난 연도는

2014년과 2017년으로 10곡으로 나타났다. 분류결과 2000년대 전반과 2010년대 후

반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작적 정의에서 언급했듯이 친밀감이 모

든 사랑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친밀감으로 분류된 사랑 노래 가사를 내용 분석

을 한 결과 <표-10>과 같다.

<표-10> 친밀감에 대한 사랑 노래 가사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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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이런 나의 맘을 믿어줘

2019년도

가수:폴김

제목:

너를만나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널 떠올리며 눈을 뜨는 하루/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네 하루는 어떠하였는지

묻거나/ 중략.../ 너를 사랑해/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널 바라보다 생각했어/ 널 만나 정말

행복했어/

행복감

/

다정한 관계

/

의사소통

친밀감에 대한 분석결과 <표-10>에서 알 수 있듯, 행복감이나 다정한 관계 등, 친

밀감에 사용되는 단어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친밀감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감성과 의미 그리고 사랑에 대한 표현은 시대가 흘러도 큰 변함이 없

음을 알 수 있다.

<표-11> 친밀감 중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에 관한 Coding 결과

친밀감에 대하여 NViv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질적 분석한 결과 Coding by Item

중 가장 많은 항목으로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이 나타났다. 그리고 <표

-1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래 가사 속에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의 표현

을 담고 있는 곡의 빈도수를 알 수 있다. 빈도수가 클수록 그래프의 값은 커진다.

Coding 결과에 대한 연도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골고루 나타

남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친밀함이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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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사랑의 3가지요소중열정에대한노래 수

<표-12> 연도별 열정에 대한 노래 수 <그림-8> 연도별 열정에 대한 분포도(백분율)

2) 열정

로버트 스턴버그는 열정에 대해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의 상

태’라고 말한다. 열정은 욕망과 욕구(즉 교제, 자존심, 지배욕, 보호, 성행위 및 복

종 등)의 표현이다. 이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랑의 형태에 따

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열정에 대한 노래는 주제별 분석에서 사랑으로 분류된 295곡의 65.4%인 193곡으

로 분류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다른 두 가지 사랑의 요소인 친밀감(38.0%)과 헌

신(42.0%)보다도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8>의 내용은 연도별 열정에 대한 분포도이다.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연

도별 분류된 사랑 노래의 Coding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12>의 내용은 연도별 열정에 대한 노래수를 나타낸 분포도이다. 열정에 관한

연도별 편차는 최저 2003년 사랑으로 분류된 노래 11곡 중 5곡(45.5%)이며, 최고

2009년 분류된 사랑 노래 15곡 중 13곡(86.7%)으로 연도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열정에 대한 노래가 2004년도 15곡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4년도 사랑 주제로 분류된 노래수가 19곡에 대비하여 볼 때 78.9%이기에, 2009

년(86.7%)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열정에 대한 노래가

2000년대 보다 2010년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표현

의 자유가 보장되고 젠더 체계의 변화가 대중가요 가사에서 남녀 애정 관계에 반

영된 심리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요소별 분류에서 열정으로 분류된 사랑 노래의 가사를 내용 분석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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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정보 노래 가사 주제(열정)

2014년

가수:

정인.개리

제목:

사람냄새

우리 같이 밤을 보낸 다음 / 이불 끝자락에 남은/ 네

향기에 나는 취해 잠을 자/ 너의 새하얀 살을, 부드러운

뺨을 마음껏 품은 다음/ 밤새도록 괴롭히고파

육체적인

관계

/

(직설적으로

표현)

2017년

가수:빅뱅

제목:

에라모르겠다

Girl I wanna get down/You & me 차를 같이 타고

ride/ 술이 취했으니 눈을 조금 붙여 잠깐만/ 어디 가서

쉴까 baby/ 난 손만 잡고 자/ 속은 뻔해 honey honey/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난 널 내 품 안에 원해/ Real

love

욕망과 욕구

육체적인

관계

/

(직설적으로

표현)

2000년

가수:홍경민

제목:

흔들린 우정

친구 몰래 걸려온 그녀의/ 전화가 나는 왜 이리도

설렐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나는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 정말 나는 미치겠어 나도/ 날 잘

모르겠어

설렘 / 끌림

/

다른 이성에

대한 사랑

2015년

가수: 다비치

제목:두 사람

두 사람을 미친 듯이 온 마음 다 바쳐서 사랑해/ 나도

내 맘을 모르겠어/ ...중략/ 나 두 사람을 사랑해 목숨

바쳐/ 나 두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걸/ 너무 잘

알면서/ 둘 중 누구도 보낼 수가 없어

열정적

/

다른 이성에

대한사랑

/

소유욕

<표-13> 열정에 대한 사랑노래 가사 분석 예시

<표-14>는 열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해 NViv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 Coding by Item 중 가장 많은 항목으로 분류된 ‘관계가 열정적임’에 대한 결과

표이다. 연도별 열정에 해당되는 노래 중 ‘관계가 열정적임’의 빈도수가 클수록 그

래프의 값은 커진다.

분석결과 표현의 자유가 대중가요에 반영된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남·녀 관계의

순수하고 낭만적인 사랑표현을 넘어서 육체적 관계나 이성을 유혹하는 내용의 가

사를 적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이연수, 2017). 또한, 연인이 있지만

다른 이성을 유혹하는 내용의 가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랑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극단적인 표현과 자극적인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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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열정 중 관계가 열정적임에 관한 Coding 결과

3) 헌신(결정)

헌신(결정)요소는 단기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그 사랑을 유지 시켜주는 헌신을 말한다(Robert J. Sternberg, 2000).

헌신(결정)의 요소는 사랑이 침체 되었을 때 관계를 유지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헌신

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와 영원히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끝까지 보고자 하는 것

이다. 헌신에 대한 정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 헌신은 사람에 대한 헌신과

관계에 대한 헌신으로 나뉠 수도 있다.

헌신에 대한 노래는 <그림-5>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사랑 노래 295곡의 42.0%인

124곡으로 분류되었다.

<그림-9>의 내용은 연도별 헌신에 대한 분포도이다.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연

도별 분류된 사랑 노래의 Coding 수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15>의 내용은 연도별 헌신에 대한 노래수 분포도이다. 연도별 편차를 살펴보

면 최저 2009년도 사랑 노래수 15곡 중 1곡(6.7%), 최고 2003년도 11곡 중 8곡

(72.7%)으로 연도별 차이는 아주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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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정보 노래 가사 주제(헌신)

2000년

가수:임재범

제목:

너를 위해

나를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해 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중략/ 그걸 지켜보는 너/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는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의지적인 결단

/

관계의 마지막

단계

2004년

가수:바이브

제목:

오래오래

널 잊고 살아도 그냥 곁에 있을께/ 다신 볼 수 없어도

내가 숨을 쉴 때까진/ 네 곁에 있을께 내가 너를

지켜줄게/ ...중략/ 네 곁에 있을께 내가 널 지켜줄게/널

사랑하는 남자로 태어나서

책임감

/

관계의 영원성

2017년

가수:BTS

제목:봄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새

우면/ 만나러 갈게 만나러 갈게/ ...중략/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

줘

관계유지를

위한 전념

/

영원히 함께

책임감

<그림-9> 연도별 헌신에 대한 분포도(백분율)<표-15> 연도별 헌신에 대한 노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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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사랑의 3가지요소중헌신에대한노래 수

2000년, 50.0%

2001년, 61.1%

2002년, 46.2%

2003년, 72.7%

2004년, 47.4%

2005년, 65.0%

2006년, 66.7%
2007년, 40.0%

2008년, 41.2%

2009년, 6.7%
2010년, 20.0%

2011년, 30.0%

2012년, 28.6%

2013년, 25.0%

2014년, 29.4%

2015년, 33.3%

2016년, 46.2%

2017년, 27.8%

2018년, 50.0%
2019년, 36.4%

연도별사랑의 3가지요소중헌신에대한분포도(백분율)

연도별 헌신에 대한 노래수를 보면 2005년도 13곡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5년도 사랑 주제로 분류된 노래수가 20곡 중 13곡으로 대비하여

볼 때 65.0%이기에, 2003년(72.7%)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헌신은 2000년대 초반에는 대중가요의 주제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2009년도 이후

부터는 주제로서의 사용빈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이 사랑과 성과 결혼이 일치하는 것이 좋다는 헌신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힘을

잃어 가는 추세에서 신뢰와 쾌락을 향한 개인의 자아 성찰과 양성평등, 젠더 체계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그리고 사랑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과 성에 대한 인

식이 유희와 쾌락에 많이 치중되는 현상이 반영되었다고 본다(추병식, 2015).

구성요소별 분류에서 헌신으로 분류된 사랑 노래의 가사를 내용 분석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표-16> 사랑 노래 가사 중 ‘헌신’에 관한 분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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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의 헌신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해 NViv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Coding by Item 중 가장 많은 항목으로 분류된 ‘관계유지에 전념함’에 대한

결과표이다. 연도별 헌신에 해당되는 노래 중 ‘관계유지에 전념함’에 대한 빈도수가

클수록 그래프의 값은 커진다.

<표-17> 헌신 중 관계유지에 전념함에 관한 Coding 결과

성에 대한 인식이 유희와 쾌락에 많이 치중되는 현상 속에서 헌신은 자기희생,

기다림, 양보, 관계의 영원함에 대한 갈망을 노래한다. 헤어짐이나 위태한 관계의

연속성에서 따뜻한 봄날을 꿈꾸며 헤어질 수 없음과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그

리움이 많은 자리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헌신의 감소는 상

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부재가 점점 많아지는 현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성요소별 분류로 구분된 친밀감과 열정 그리고 사랑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 장에 다루어지는 유형별 분류에서 친밀감은 좋아함으로, 열정은 도취성 사랑

으로, 헌신은 공허한 사랑으로 분류됨으로 유형별 분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언급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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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좋아함 도취성사랑 공허한사랑 낭만적사랑 우애적사랑 얼빠진사랑 성숙한사랑
주제별 분류 
(사랑노래수)

2000년  2 (12.5%) 4 (25.0%) 2 (12.5%) 2 (12.5%) 3 (18.7%)  1 (6.2%) 2 (12.5%) 16

2001년  1 (5.5%) 4 (22.2%) 5 (27.7%) 2 (11.1%) 2 (11.1%)  4 (22.2%) 0 (0.0%) 18

2002년  2 (15.3%) 3 (23.0%) 4 (30.7%) 2 (15.3%) 1 (7.6%)  0 (0.0%) 1 (7.6%) 13

2003년  1 (9.0%) 2 (18.1%) 4 (36.3%) 0 (0.0%) 1 (9.0%)  3 (27.2%) 0 (0.0%) 11

2004년  1 (5.2%) 8 (42.1%) 2 (10.5%) 1 (5.2%) 1 (5.2%)  6 (31.6%) 0 (0.0%) 19

2005년  1 (5.0%) 5 (25.0%) 3 (15.0%) 1 (5.0%) 4 (20.0%)  3 (15.0%) 3 (15%) 20

2006년  1 (6.6%) 4 (26.6%) 3 (20.0%) 0 (0.0%) 1 (6.6%)  4 (26.6%) 2 (13.3%) 15

2007년  3 (20.0%) 5 (33.3%) 1 (6.6%) 1 (6.6%) 2 (13.3%)  3 (20%) 0 (0.0%) 15

2008년  1 (5.8%) 6 (35.2%) 4 (23.5%) 3 (17.6%) 2 (11.7%)  0 (0.0%) 1 (5.8%) 17

2009년  1 (6.6%) 11 (73.3%) 1 (6.7%) 2 (13.3%) 0 (0.0%)  0 (0.0%) 0 (0.0%) 15

2010년  1 (10.0%) 6 (60.0%) 1 (10.0%) 1 (10.0%) 0 (0.0%)  0 (0.0%) 1 (10.0%) 10

2011년  2 (20.0%) 5 (50.0%) 1 (10.0%) 0 (0.0%) 0 (0.0%)  2 (20.0%) 0 (0.0%) 10

2012년  3 (21.4%) 6 (42.8%) 1 (7.1%) 2 (14.2%) 2 (14.2%)  0 (0.0%) 1 (7.1%) 14

2013년  4 (33.3%) 5 (41.6%) 2 (16.6%) 0 (0.0%) 0 (0.0%)  1 (8.3%) 0 (0.0%) 12

2014년  3 (17.6%) 4 (23.5%) 1 (5.8%) 5 (29.4%) 2 (11.7%)  2 (11.7%) 0 (0%) 17

2015년  0 (0.0%) 9 (60%) 2 (13.3%) 1 (6.6%) 1 (6.6%)  2 (13.3%) 0 (0%) 15

2016년  2 (15.4%)  2 (15.4%) 1 (7.6%) 3 (23.0%) 3 (23%)  2 (15.3%) 0 (0%) 13

2017년  3 (16.6%) 6 (33.3%) 0 (0.0%) 4 (22.2%) 1 (5.5%)  2 (11.1%) 2 (11.1%) 18

2018년  0 (0.0%) 5 (31.2%) 2 (12.5%) 3 (18.7%) 2 (12.5%)  2 (12.5%) 2 (12.5%) 16

2019년  1 (9.0%) 5 (45.4%) 1 (9.0%) 1 (9.0%) 1 (9.0%)  1 (9.0%) 1 (9%) 11

합계  33 (11.2%) 104 (35.3%) 41 (13.9%) 34 (11.5%) 29 (9.8%)  38 (12.9%) 16 (5.4%) 295

3. 사랑의 유형별 분류

주제별 분류된 사랑 노래 295곡을 대상으로<표-4>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좋아함(열정과 헌신이 없는 상태의 친밀함)과 도취성 사랑(친밀함과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열정), 공허한 사랑(친밀감과 열정이 빠진 상태에서의 헌신), 우애적 사

랑(헌신+친밀감), 낭만적 사랑(열정+친밀감), 얼빠진 사랑(헌신+열정), 성숙한 사랑

(열정+친밀감+헌신)으로 나누어 <표-5>의 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유

형별 분류 절차에 따라 분류작업을 하였다.

<표-18>의 내용은 사랑의 7가지 유형에 대한 노래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노래 295곡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도별 주제 분류된 노래를 기준으로 하여

사랑의 유형에 대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또한, <그림-10>을 통해 사랑의 유형 분류결과를 보면 좋아함에 해당되는 노래

는 295곡 중 33곡(11.2%), 도취성 사랑 104곡(35..3%), 공허한 사랑 41곡(13.9%),

낭만적 사랑 34곡(11.5%), 우애적 사랑 29곡(9.8%), 얼빠진 사랑 38곡(12.9%), 성숙

한 사랑 16곡(5.4%)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숙한 사랑(친밀감 + 열정 + 헌신)에 해당되는 노래의 수는 295곡 중 16곡

으로 5.4%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반면, 친밀감이나 헌신(결정)이 빠진, 열정만 있는

도취성 사랑은 104곡으로 35.3%로 분류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추병식, 2015)와 구성요소별 분류에서도 언급했듯이 2010년대 후반

으로 들어오면서 사랑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과 성에 대한 인식이 유희와 쾌락에

많이 치중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18>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사랑의 7가지 유형에 대한 노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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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7가지 사랑 유형의 흐름도(노래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성숙한사랑 2 0 1 0 0 3 2 0 1 0 1 0 1 0 0 0 0 2 2 1

얼빠진사랑 1 4 0 3 6 3 4 3 0 0 0 2 0 1 2 2 2 2 2 1

우애적사랑 3 2 1 1 1 4 1 2 2 0 0 0 2 0 2 1 3 1 2 1

낭만적사랑 2 2 2 0 1 1 0 1 3 2 1 0 2 0 5 1 3 4 3 1

공허한사랑 2 5 4 4 2 3 3 1 4 1 1 1 1 2 1 2 1 0 2 1

도취성사랑 4 4 3 2 8 5 4 5 6 11 6 5 5 5 4 9 2 6 5 5

좋아함 2 1 2 1 1 1 1 3 1 1 1 2 3 4 3 0 2 3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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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20

25

2000-2019년 7가지사랑유형의흐름도(노래수)

<그림-10>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사랑의 7가지 유형에 대한 분류

<표-19>는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7가지 사랑 유형의 흐름도(노래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시대별 7가지 사랑 유형의 변화에 대한 흐름도는 <그림

-6>의 구성요소의 흐름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NVivo R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랑의 7가지 유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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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함(친밀감) 분류된 노래수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 13

인생에서 많은 가치를 차지함 10

다정한 관계 5

자신의 정보를 숨김없이 털어놓음 5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 받음 3

잘 살도록 지원함 2

편안한 관계 2

친근감을 느낌 1

1) 좋아함

좋아함은 열정과 헌신이 없는 친밀감만 있는 것으로 평범한 사이나, 지나가는 사

람에게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진실한 우정으로 특정될 수 있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감정들처럼 불타는 열정과 장기적인 헌신이 없이도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한다.

연도별 좋아함에 해당하는 사랑 노래는 295곡 중 33곡(11.2%)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위해 해당되는 가사 내용을 <표-5>의 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 질문을 적용하여 NVivo R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코딩한 결과 <표-20>과 <그림-11>과 같이 나타났다.

<표-20> Matrix Coding Query 결과(좋아함 by 빈도)

<그림-11> Crosstab Query결과(좋아함 by 연도)

NVivo R1 프로그램의 질적 분석결과 친밀감에 관한 노래 가사 내용에서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생에서 많은 가치를 차

지함’, ‘다정한 관계’, ‘자신의 정보를 숨김없이 털어놓음’,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받

음’ 등의 순서로 여덟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었다.4)

<표-21>은 좋아함에 대해 항목별로 분류된 가사를 정리하였다.

4) Coding 값이 3이하의 결과값에 대하여는 타당도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가사 내용을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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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정보 가사
항목 :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

2009년

가수:리쌍

제목: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우린 삼백만원짜리 중고차로 함께 어디든 다녔지/ 남부럽지 않게

팔짱을 끼고/ 한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고 밤잠을 설쳐가며/

서로를 알아가고 내 꿈은 너의 미래가 되어/ 우린 서로를 따르는

한쌍의 아름다운 새여/ 채워져도 부족했던 사랑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픈 사람

항목 : 인생에서 많은 가치를 차지함

2014년

가수:아이유

제목:너의 의미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그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항목 : 다정한 관계

2012년

가수:버스커 버스커

제목:벚꽃엔딩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항목 : 자신의 정보를 숨김없이 털어놓음

2000년

가수:플라이 투더

스카이

제목:Day By Day

내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난 당신께 솔직히 내 맘을/ 털어놔요

<표-21> 좋아함에 대한 항목별 가사 정리

NVivo를 통한 분석결과 좋아함의 노래는 사랑의 특성 중 소유론적 사랑이나 행

동하는 사랑보다는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랑을 생의 존재 양식으로서, 에너지로서, 생명체로서 가치와 의미를 두고, 내

가 가고자 하는 존재 양식과 가치가 교류하는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형태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정보를 숨김없이 털어놓음’, ‘다정한 관계’, ‘인생에서 많은 가치를

차지함’ 등에 해당하는 노래가 많고 특히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에 대한 가

사가 월등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함은 이런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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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성 사랑(열정) 분류된 노래수

관계가 열정적임 29

보면 설렌다 21

함께 있고 싶다 21

매력적으로 느낌 13

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 11

관계에 끌림이 있음 10

너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음 10

너를 흠모한다 8

육체적 관계를 특히 좋아함 7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함 6

너에대한 환상을 갖는다 2

이상형으로 여김 2

아주 낭만적 1

2)도취성 사랑

도취성 사랑은 친밀감이나 헌신(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열정으로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심장의 고동 소리가 커지고 가슴은 두근

거리며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어 성적 발기를 일으키는 등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리고 도취성 사랑은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구름처럼 사라져 버린다.

도취성 사랑은 전체 사랑노래 295곡 중 104곡으로 35.3%를 차지하였다.

이는 다른 사랑의 유형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노래

수 또한 연도별로 골고루 분산되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위해 해당되는 가사 내용을 <표-5>의 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 질문을 적용하여 NVivo R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코딩한 결과

<표-22>와 <그림-12>와 같이 나타났다.

<표-22> Matrix Coding Query 결과(도취성 사랑 by 빈도)

<그림-12> Crosstab Query결과(도취성 사랑 by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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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정보 가사
항목 : 관계가 열정적이다

2013년

가수:EXO

제목:으르렁

귓가에 가까워진 숨소리/ 날 미치게 만드는 너인걸/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중략/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튄다/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사나워진다

항목 : 보면 설렌다

2015년

가수:AOA

제목:심쿵해

완전 반해 반해 버렸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반해 반해

버렸어요/ 난 떨려/ ...중략/ 막 쿵쿵대/ 숨길 수 없나 봐 난 매일

이러지/ 눈이라도 마주치면/ 귀까지 확 빨개져

항목 : 함께 있고 싶다

2013년

가수:허각

제목:모노드라마

사랑해 널 사랑해/ 미칠 듯 너를 사랑해/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중략/ 널 더 많이 사랑한다고/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쉬며

살아갈 수 없어

항목 : 매력적으로 느낌

2015년

가수:iKON

제목:취향저격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저격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항목 : 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

2019년

가수:볼빨간사춘기

제목:나만, 봄

완벽한 하루를/ 사실 너와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중략/ 나는 네 곁에 있고 싶어 딱 붙어서/ 봄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사라져라 나만 봄

항목 : 육체적 관계를 좋아함

2017년

가수:블랙핑크

제목:마지막 처럼

지금 너를 원하는/ 내 숨결이 느껴지니/ ... 중략/ Baby 날 터질

것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줘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NVivo R1 프로그램의 질적 분석결과 도취성 사랑에 관한 노래 가사 내용에서 ‘관

계가 열정적이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면 설렌다’, ‘함께 있고 싶다’,

‘매력적으로 느낌’, ‘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 ‘육체적 관계를 좋아함’ 등의 순서

로 여섯 가지 항목별로 분류된 가사를 정리하였다.

<표-23>은 도취성 사랑에 대해 항목별로 분류된 가사를 정리하였다.

<표-23> 도취성 사랑에 대한 항목별 가사 정리

NVivo를 통한 분석결과 도취성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특성 중 사랑은 쟁취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늘 함께하고 서로를 완전하게 소유하는 것, 서로를 위해 모두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주는 만큼 받고 싶어 하며 질투와 의

심의 감정으로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수도 있으며, 연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

적이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소유론적 사랑의 특성’과 관계가 열정적이고 사랑에 대

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행동하는 사랑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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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사랑(헌신) 분류된 노래수

관계 유지에 전념함 13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8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함 8

관계가 영원한 것으로 봄 7

관계를 끝낼 수 없음 6

헌신이 확고함 5

걱정한다 2

책임감을 가짐 2

3) 공허한 사랑

공허한 사랑은 친밀감이나 열정(육체적 매력 등)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

겠다는 결정과 사랑에 대한 헌신만 있는 경우로 오랫동안 부부생활을 해 온 관계

와 같은 것이다. 공허한 사랑은 전체 사랑노래 295곡 중 41곡으로 13.9%를 차지하

였다. 공허한 사랑은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대부터는

비율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젠더 체계의 변화와 유희와 쾌락의 비

중확대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양성평등 등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허한 사랑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위해 <표-5>

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를 적용한 NVivo R1 프로그램으로 질적 분석결과 <표-24>

와 <그림-13>과 같이 나타났다.

<표-24> Matrix Coding Query 결과(공허한 사랑 by 빈도)

NVivo를 통한 분석결과 공허한 사랑의 노래는 ‘관계유지에 전념함’, ‘남은인생을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함’, ‘관계가 영원한 것으로 봄’,

‘관계를 끝낼 수 없음’, ‘헌신이 확고함’ 등 6가지 항목으로 가사 내용을 분석하였

다. (분류된 노래의 수 3곡 이하의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림-13> Crosstab Query결과(공허한 사랑 by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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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정보 가사
항목 : 관계유지에 전념함

2002년

가수:JK김동욱

제목:미련한 사랑

돌아갈수는 없을까 처음 우리가 만난곳으로/ 어느새 잃어버린것들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곳/ ...중략/ 느닷없이 다가올 그 어떤

우연이 너를/ 내가 모르는 아주 먼곳으로 너를 데려 갈까봐

항목 : 남은인생을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2011년

가수:김범수

제목:제발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랄게/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중략/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헤어지면 가슴 아플 거라 생각해

항목 :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함

2001년

가수:임재범

제목:너를 위해

나는 매일 네게 갚지도 못할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해

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걸 알아

항목 : 관계가 영원한 것으로 봄

2006년

가수:씨야

제목:사랑하기

때문에

지우고 지워도 널 잊지 못해서/ 버리고 버려도 가슴에 남아서/

세상에 사랑할 한 사람 있다면/ 아파도 살아갈 이유/ 하나 있다면/

바로 너라고 대답하고 싶어/ 내가 사는 이유니까 / 사랑하니까

항목 : 관계를 끝낼 수 없음

2008년

가수:다비치

제목:미워도

사랑하니까

늦어도 괜찮으니까/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꼭 돌아온단 약속만

해줘/ ...중략/ 니가 날 안아줘야 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속고 또

속아주는게/ 여자의 마음인 걸 모르니/ 아파도 사랑하니까/ 미워도

사랑하니까

항목 : 헌신이 확고함

2015년

가수:아이유

제목:마음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다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표-25>는 공허한 사랑에 대해 항목별로 분류된 가사를 정리하였다.

<표-25> 공허한 사랑에 대한 항목별 가사 정리

NVivo를 통한 분석결과 공허한 사랑의 노래는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관계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며, 확고한 헌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등의

자신이 가고자 하는 존재 양식과 가치가 교류하는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형태를

띠므로 좋아함과 동일한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을 가지며, 사랑한다면 어떤 것이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모두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점에서는

‘행동하는 사랑의 특성’도 조금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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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 사랑(친밀감 + 열절) 분류된 노래수

열정 0

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 9

아주 낭만적임 8

함께있고 싶다 8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함 6

관계에 끌림이 있음 5

보면 설렌다 5

관계가 열정적임 3

육체적 관계를 특히 좋아함 3

이상형으로 여김 2

너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음 1

매력적으로 느낌 1

친밀감 0

인생에서 많은 가치를 차지함 11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 받음 7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 6

편안한 관계 6

다정한 관계 5

필요시 서로 의지함 4

자신의 정보를 숨김없이 털어놓음 1

잘 살도록 지원함 1

4) 낭만적 사랑

낭만적 사랑은 친밀함과 열정이 결합된 사랑으로 육체적 사랑이 불러일으킨 열정

이 가미된 좋아함이다. 이러한 사랑의 형태는 남녀가 서로 육체적으로 빠지게 되

고 감정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사랑이다.

낭만적 사랑은 전체 사랑노래 295곡 중 34곡으로 11.5%를 차지하였다.

낭만적 사랑은 2000년대 초반보다는 2010년대 후반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으나 전

체곡에 비해 분류가 전반적으로 적어 특별한 영향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낭만적 사랑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위해 <표-5> 사랑 유형의 분

석 도구를 적용한 NVivo R1 프로그램의 질적 분석결과 ‘열정을 분석하기 위한 질

문’과 ‘친밀감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에 포함되는 노래에 대해 분류하였다.

결과는 <표-26>과 <그림-14>와 같다.

<표-26> Matrix Coding Query 결과(낭만적 사랑 by 빈도)

낭만적 사랑에 대한 가사 분석에는 열정의 항목 중 가장 많은 항목은 ‘너와의 관

계가 제일 중요함’과 ‘아주 낭만적임’ 그리고 ‘함께 있고 싶다’의 내용과 친밀감의

‘인생의 많은 가치를 차지함’과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받음’의 항목에 동시에 포함

하고 있는 가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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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정보 가사
항목 : 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 + 인생의 많은 가치를 차지함

2005년

가수:김종국

제목: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단 한사람 너만 있어주면 돼/ 이세상 무엇도/ 너를 대신 할순 없어/

아름다워 너가 있는 이 세상/ 사랑하기에 난 행복하니까

항목 : 아주 낭만적임 + 인생의 많은 가치를 차지함

2016년

가수:볼빨간사춘기

제목:우주를 줄께

너의 품에 잠든 나는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나는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 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거야

항목 : 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 +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받음

2017년

가수:에일리

제목: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몹시도 좋았다 / 널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번 축복

항목 : 아주 낭만적임 +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받음

2018년

가수:멜로망스

제목:선물

널 알게 된 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그렇게 신난

아이처럼/ ...중략/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항목 : 함께 있고 싶다 + 인생의 많은 가치를 차지함

2000년

가수:클론

제목:초련

너무 아쉬워 널 바래다줄땐/ 일부러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리지/

너와 걷고 싶어 좀더 있고 싶어/ ...중략/ 멋진 카페를 우연히

알게되도 /제일 먼저 네 생각을 하면서 난/ 빨리 너와 둘이서 다시

또 와봐야지

<그림-14> Crosstab Query결과(낭만적 사랑 by 연도)

<표-27>은 낭만적 사랑에 대해 항목별로 분류된 가사를 정리하였다.

<표-27> 낭만적 사랑에 대한 항목별 가사 정리

NVivo를 통한 분석결과 낭만적 사랑의 노래는 관계의 중요성과 인생에서의 가치

그리고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받음에 따른 분류가 높게 나타나므로 ‘존재론적 사

랑의 특성’을 가지며 2017년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처럼 사랑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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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애적 사랑(친밀감 + 헌신) 분류된 노래수

친밀감 0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 11

서로를 이해함 4

인생에서 많은 가치를 차지함 4

잘 살도록 지원함 4

편안한 관계 4

다정한 관계 3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 받음 3

친근감을 느낌 2

헌신 0

관계를 끝낼 수 없음 8

관계유지에 전념함 5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5

관계가 열정적인 것으로 봄 4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함 4

책임감을 가짐 4

헌신이 확고함 4

관계가 현명한 결정이라고 봄 1

걱정한다 1

생활에 실제로 존재하고, 2002년 장나라의 Sweet Dream에서 나타난 것처럼 객관

적인 진실성을 갖고 있으므로 낭만적인 사랑은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5) 우애적 사랑

우애적 사랑은 친밀감과 헌신이 결합된 사랑으로 육체적 매력(열정)이 식어버린

오래 결혼생활과도 같은 친절함이나 우정 같음을 말한다.

전체 사랑 노래 295곡 중 29곡으로 9.8%를 차지하였고, 2009년 2̴013년 사이에는 2

곡밖에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우애적 사랑의 분류는 적으므로 특별한 영향력

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애적 사랑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위해 NVivo를 사용하여 가사

분석을 하였다.

<표-5> 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를 적용한 NVivo 프로그램의 질적 분석결과 ‘친밀

감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과 ‘헌신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에 포함되는 노래에 대해

분류한 결과가 <표-28>과 <그림-15>로 나타났다

<표-28> Matrix Coding Query 결과(우애적 사랑 by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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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정보 가사

항목 :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 + 관계를 끝낼 수 없음

2017년

가수:황치열

제목:매일 듣는

노래

세상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함께 듣던 노래 너무

슬픈 이 노래/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중략/ 자꾸 멤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시간이 지나도 이 노랜/

잊혀지질 않았어

항목 :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 + 관계유지에 전념함

2016년

가수:여자친구

제목:오늘부터

우리는

서로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네게로/ 다가가고 싶은데/

바람에 나풀거리는 꽃잎처럼/ ...중략/ 두 손을 놓지 말기로

약속해요/ 소중해질 기억을/ 꼭 꼭 담아 둘게요/ 지금보다 더 아껴

주세요/ 달빛에 아른거리는 구름처럼

항목 : 인생에서 많은 가치를 차지함 + 관계를 끝낼 수 없음

2007년

가수:양파

제목:사랑 그게

뭔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영원히/ 돌아와 돌아와 내 곁으로 제발/

도대체 어쩌라고 나를 더러 나를 더러/ ...중략/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아프게 해/ 그런 널 위해 지금껏 모든 걸/ 다 줬던 내가 난

더 미워/ 그런 널 아직도 사랑하는 내가 더 미워

항목 : 자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 +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2016년

가수:임창정

어느 날 그대가 흘린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 행복하고 싶었던 그대를/ ...중략/ 사랑

<그림-15> Crosstab Query결과(우애적 사랑 by 연도)

우애적 사랑에 대한 가사 내용 분석결과 친밀감의 항목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자

신 및 자신의 소유를 나눔’과 ‘서로를 이해함’, ‘인생에서 많은 가치를 차지함’, ‘잘

살도록 지원함’으로 헌신(결정)의 항목으로는 ‘관계를 끝낼 수 없음’과 ‘관계유지에

전념함’,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으로 나타났다.

<표-29>는 우애적 사랑에 대해 항목별로 분류된 가사를 정리하였다.

<표-29> 우애적 사랑에 대한 항목별 가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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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또다시 사랑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처음인 듯 찾아오니까/ 절대 우리

작은 다툼조차 하지 마요/ 이별 후엔 서운함만/가슴속에 남으니

얼빠진 사랑(열정 + 헌신) 분류된 노래수

열정 0

너 없는 인생을 생가할 수 없음 10

관계가 열정적임 7

함께 있고 싶다 6

아주 낭만적이다 5

너를 흠모한다 4

관계에 끌림이 있음 3

매력적으로 느낌 3

NVivo를 통한 분석결과 우애적 사랑의 노래는 이별 이후 잊을 수 없어 영원히

그 사랑을 간직하고자 하는 가사에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

는 친밀감과 헌신이 함께하는 관련된 노래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우애적 사랑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은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사랑을 잃어버린

후의 상태를 노래하는 것으로 현재의 교류를 넘어 생의 존재 양식으로서, 에너지

로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점에서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을 갖는다(정민자, 2010).

또한, 2016년 임창정이 부른 ‘또다시 사랑’처럼 사랑이 시작하게 되면 주위 많은 사

건들을 상대방과 관련 지어 생각한다는 점에서 ‘소유론적 사랑의 특성’도 일부 지

니고 있다고 하겠다.

6) 얼빠진 사랑

얼빠진 사랑은 친밀감이 결여된 열정과 헌신이 결합된 것으로 사랑으로, 안정적

인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열정만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헌신한다는 측면에

서 얼빠진 사랑이다.

얼빠진 사랑은 전체 사랑노래 295곡 중 38곡으로 12.9%를 차지하였다.

얼빠진 사랑은 2000년대 초반에는 조금 많이 나타났으나 2008년 2̴012년도 사이에

는 2곡밖에 나타나지 않았고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2곡씩 분류되는 특징을 보

이지만 사회적 이슈나 시대적 흐름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얼빠진 사랑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위해 NVivo를 사용하여 가사

분석을 하였다.

<표-5> 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를 적용한 NVivo 프로그램의 질적 분석결과 ‘열정

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과 ‘헌신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에 포함되는 노래에 대해 분

류한 결과가 <표-30>과 <그림-16>과 같이 나타났다.

<표-30> Matrix Coding Query 결과(얼빠진 사랑 by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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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정보 가사
항목 : 너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음 +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2006년

가수:씨야

제목:미친 사랑의

노래

입을 막아도 눈을 가려도/ 너 하나만 찾게 돼/ ... 중략/ 너를

사랑하니까 전부니까/ 나의 삶 너를 위해 쓰고 싶어/ 열 번을 웃고

천 번을 울더라도/ 너 하나만 사랑하고 싶어

항목 :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 함께 있고 싶다.

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 2

이상형으로 여김 2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함 2

보면 설렌다 1

헌신 0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10

관계유지에 전념함 9

헌신이 확고함 7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함 6

관계를 끝낼 수 없음 4

사랑이 확실 함 2

책임감을 가짐 1

<그림-16> Crosstab Query결과(얼빠진 사랑 by 연도)

얼빠진 사랑에 대한 가사 분석에는 열정의 항목 중 가장 많은 코딩 순서는 ‘너 없

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음’과 ‘관계가 열정적임’, ‘함께 있고 싶다’, ‘아주 낭만적이

다’로 나타났고, 헌신(결정)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

함’과 ‘관계유지에 전념함’, ‘헌신이 확고함’,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함’으로 도출

되었다.

<표-31>은 얼빠진 사랑에 대해 항목별로 분류된 가사를 정리하였다.

<표-31> 얼빠진 사랑에 대한 항목별 가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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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가수:린

제목:사랑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를/ 너도 알고 있잖아/ ...중략/ 놓치지 않을텐데 네 손

꼭 잡을텐데/ 네가 원했던 만큼/ 많이 원했던 만큼

항목 :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 관계가 열정적임

2003년

가수:쿨

제목:결혼을 할

거라면

결혼해 줘요 나의 사랑은/ 이 세상을 끝내는 그날/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그런 사랑 만들테니/ 결혼해 줘요 나를 믿어요 /

결혼해줘요 눈 딱 감고/ 나의 한 목숨 그대를 위해서/ 다 던져

버릴테니 그대 인생/ 내게 맡겨 봐요

항목 : 관계 유지에 전념함 + 관계가 열정적임

2007년

가수:에픽하이

제목:Love Love

Love

기념일 때문에 가난해 본 적/ 잘하고도 미안해 말해본 적/

연애편지로 날새 본 적/ 가족과의 약속을 미뤄본 적/ 아프지 말라

신께 빌어본 적/...중략/ 쏟아지는 비속에서 /기다려본 적/ 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본 적/ 몰래 지켜본 적 미쳐본 적

항목 : 관계 유지에 전념함 + 함께 있고 싶다

2018년

가수:방탄소년단

제목:봄날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중략/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너에게 닿을 수 있을 텐데

항목 : 헌신이 확고함 + 함께 있고 싶다

2004년

가수:휘성

제목:불치병

대답 없는 나의 사랑 널 향해서 / 나는 뭐든 하겠어/ 네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 아니 달을 주겠어/ 너란 사랑에 빠진 나는/ 하룰 더

견뎌내지만/ 가끔 나 혼자만 널 갖고/ 너를 안고 싶어

항목 :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함 + 함께 있고 싶다

2006년

가수:gavy nj

projoject group

제목:LOVE ALL

내가 아파도 내가 기뻐도/ 내겐 한결같은 너였잖아/ 나를 울게 한

사람 나를 사랑한 한 사람/ 죽어도 잊지 못할 사람/ 다음 세상의

인연이 너라면 난 /그곳에서 너를 기다릴게/ 우린 미친 듯

사랑했어/ 몇 번을 물어도 나의 전분 너 하나 뿐이야

NVivo를 통한 분석결과 얼빠진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유형 중 두 가지 이상 결

합 되어 만들어진 사랑의 유형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노래가 분류되었으며 사

용 되어진 가사도 다양하며 솔직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2006년 씨야의 ‘미친 사랑

의 노래와’, 2003년 쿨의 ‘결혼을 할거라면’은 얼빠진 사랑의 대표적인 유형인 헐리

우드 영화의 대사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얼빠진 사랑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은 분

석된 가사에 나오듯이 사랑은 쟁취하고, 늘 함께하며, 서로를 완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점과 서로를 위해 모두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내용에서

‘소유론적 사랑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느끼기 어렵거나 의미가 없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행

동하는 사랑의 특성’을 갖는다(정민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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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사랑(친밀감 + 열정 + 헌신) 분류된 노래수

열정 0

너 만큼 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8

아주 낭만적이다 4

너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음 3

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함 2

함께 있고 싶다 2

친밀감 0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 받음 9

인생에서 많은 가치를 차지함 7

서로를 이해함 2

헌신 0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7

책임감을 가짐 5

헌신이 확고함 4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함 3

사랑이 확실함 1

7)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친밀감 같은 깊은 애정, 열정적인

동기 욕구의 만족감(양육, 자존심, 자기실현) 그리고 헌신의 확고한 이행들을 수반

하는 것을 말한다. 성숙한 사랑도 다른 가치처럼 조심스럽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성숙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도 명명하듯이 실천하기가

힘든 것으로 전체 사랑 노래 295곡 중 16곡(5.4%)으로 사랑의 유형 분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에서 알 수 있듯 한 곡도 없는 경우가 절반 정도로 빈

약한 결과를 보인다.

성숙한 사랑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위해 NVivo를 사용하여 가사

분석을 하였다.

<표-32> Matrix Coding Query 결과(성숙한 사랑 by 빈도)

<표-5> 사랑 유형의 분석 도구를 적용한 NVivo 프로그램의 질적 분석결과 ‘친밀

감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과 ‘열정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과 ‘헌신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에 포함되는 노래에 대해 분류한 결과가 <표-32>와 <그림-17>과 같이 나타

났다.

성숙한 사랑에 대한 가사 분석에는 열정의 항목 중 가장 많은 항목은 ‘너만큼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와 ‘아주 낭만적이다’를, 친밀함의 항목중에서

는 ‘정서적으로 많은 힘을 주고받음’과 ‘인생에서 많은 가치를 차지함’을, 헌신의 항

목 중에서는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과 ‘책임감을 가짐’ 그리고 ‘헌신이

확고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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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정보 가사
항목 : 너만큼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정서적으로 많은 힘을 주고 받음 +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2005년

가수:김종국

제목:사랑스러워

사람들이 모두들 부러워서/ 견딜 수 없게/ 그렇게 우리 사랑해/ 우

한가지만 약속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에게만 사랑스럽기/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게 사랑이지/

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날 아끼게 됐어

항목 : 아주 낭만적이다 + 정서적으로 많은 힘을 주고 받음 +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2008년

가수:SG워너비

제목:라라라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 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중략/ 그대의

쉴곳이 되리라/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랑/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대 지켜줄게요

항목 : 아주 낭만적이다 + 정서적으로 많은 힘을 주고 받음 + 책임감을 가짐

2018년

가수:폴킴

제목:모든날,

모든순간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 ...중략/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테니

항목 : 너만큼 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인생에서 많은 가치 차지함 + 남은 인생 사랑하며 지내길 원함

2012년

가수:에일리

제목:Heaven

니 품에서 숨을 쉬고/ 니 품에서 입 맞추고/ 니 목소릴 들으면/ 꿈

꾸는것만 같아/ ...중략/ 니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할게/ 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갈게/ 널 위해서 매일 웃고/ 널 위해서 기도하고/

니 생각에 잠들고/ 널 부르며 눈을 떠 /내 옆에서 지켜주고/ 내

옆에서 감싸주는/ 넌 나의 천국인걸

<그림-17> Crosstab Query결과(성숙한 사랑 by 연도)

<표-33>은 성숙한 사랑에 대해 항목별로 분류된 가사를 정리하였다.

<표-33> 성숙한 사랑에 대한 항목별 가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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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유형 사랑의 특성 비고

좋아함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
생의 존재 양식으로서, 에너지로서,

생명체로서 가치와 의미를 둠

도취성 사랑
소유론적 사랑의 특성

행동하는 사랑의 특성

사랑은 쟁취하는 것, 늘 함께하고

서로를 완전하게 소유하는 것,

사랑에 대해 적극적인 표현

공허한 사랑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

행동하는 사랑의 특성

어려울 때도 관계를 유지 함,

확고한 헌신에 대한 마음,

관계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

서로를 위해 모두 포기할 수 있음

낭만적 사랑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

일반적인 특성

관계의 중요성과 인생에서의 가치,

정서적 많은 힘을 주고받음

객관적인 진실성을 갖고 있음

우애적 사랑
소유론적 사랑의 특성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

현재의 교류를 넘어

생의 존재 양식으로서, 에너지로서,

생명체로서 가치와 의미를 둠

얼빠진 사랑
소유론적 사랑의 특성

행동하는 사랑의 특성

사랑은 쟁취하는 것, 늘 함께하고

서로를 완전하게 소유하는 것,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증거요구

성숙한 사랑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

행동하는 사랑의 특성

내가 가고자 하는 존재 양식과 가치,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형태의 사랑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의 다짐

NVivo를 통한 분석결과 성숙한 사랑의 노래는 기쁨과 환희가 그리고 책임감과

행복이 가득한 느낌의 노래들로 구성됨을 볼 수 있다. 많은 수의 노래가 선택되진

않았지만 사랑이 충만한 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상황의 사

랑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숙한 사랑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으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존재 양식과 가치가

교류하는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형태 그리고 플라토닉 사랑 등에 비춰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여러 가사에서 나오듯이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의 다짐 등은 ‘행동하는 사랑의 특성’을 갖는다.

8) 7가지 사랑의 유형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

7가지 사랑의 유형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34>와 같다.

<표-34> 7가지 사랑의 유형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

출처 : ‘신세대를 위한 성과 사랑’ (정민자, 2010) p27~p28 사랑의 특성을 7가지 사랑유형분석 결과에 따라 재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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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만있는경우

: 진실한우정같음

좋아함

헌신만있는경우

: 감정과매력이없는사랑

공허한사랑

열정만

있는경우

: 첫눈에반한사랑

도취성사랑

동반자적사랑

= 친밀감 + 결정과헌신

: 열정이식어버린오랜결혼생활같음

우애적사랑

로맨틱러브

= 친밀감 + 열정

: 로미오와줄리엣처럼고전문학속사랑

낭만적사랑

헐리우드식결혼같은

= 열정 + 결정과헌신

: 폭풍처럼일어난사랑

얼빠진사랑

완전한사랑

= 친밀감 +열정 + 헌신

성숙한사랑

112곡(38.0%)

124곡(42.0%)193곡(65.4%)

33곡(11.2%)

29곡(9.8%)

41곡(13.9%)

38곡(12.9%)

34곡(11.5%)

16곡(5.4%)

104곡(35.3%)

사랑의 구성요소와 유형별 분류에 관한 결과를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면 <그

림-18>과 같다. 이는 친밀감과 헌신(결정)보다 열정으로 많이 치우친 이상형과 불

일치한 불균형의 삼각형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18> 사랑의 구성요소와 유형별 분류에 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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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대중가요 가사 속에 나타나는 젊은 세대가 느끼고 표출하

는 사랑 유형을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 현대적 사랑을 구

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여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대중가요에 나타난 사랑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2000년에서 2019

년 사이 대중가요에 나타난 시대별 사랑 유형의 변화는 어떠한가?’이며, 연구대상

은 시대별 멜론 음원사이트를 이용하여 2000년에서 2019년까지 20년간 매해 상위

30위에 해당하는 총 600곡을 선정하여 사랑 주제곡을 분류하였고, 분류된 295곡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제별 분류’, ‘사

랑의 구성요소별 분류’, ‘사랑의 유형별 분류’를 하였다. 또한,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적 분석하였고, NVivo R1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랑

유형의 특성’과 ‘시대별 사랑 유형의 변화’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기법’으로 사랑

노래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질적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별 분류’는 2000년에서 2019년까지 20년간 매해 멜론 음원사이트 1위

에서 30위까지 총 600곡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사랑 295곡

(49.2%), 이별 287곡(47.8%), 섹슈얼리티 138곡(23.0%), 그 밖의 기타는 70곡

(11.7%)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사랑 주제별 노래 295곡을 대상으로 문서의 키워드나 개념 등을 직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고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NVivo R1 프로

그램의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통하여 사랑의 언어적 표현의 핵심 단어를 분석했

다. 그 결과 ‘love’, ‘baby’, ‘tell’, ‘사랑해’, ‘사랑을’, ‘girl’, 등과 ‘그대가’, ‘want’, ‘그

대를’, ‘가슴이’, ‘사랑이’, ‘그리워’, ‘너에게’, ‘사랑한다고’, ‘heaven’, ‘call’, ‘need’,

‘like’, ‘자꾸만’, ‘그대를’, ‘사랑은’, ‘눈물이’ 등이 그 뒤를 이어 사랑과 연결된 감정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랑의 구성요소별 분류’는 사랑 노래 295곡을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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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이론’에 근거하여 분류한 결과 친밀감은 112곡(38.0%), 열정은 193곡

(65.4%), 헌신(결정)은 124곡(42.0%)으로 나타났다.

넷째, ‘7가지 사랑 유형별 분류’는 좋아함(열정과 헌신이 없는 상태의 친밀함)에

해당하는 노래는 33곡으로 11.2%, 공허한 사랑(친밀감과 열정이 빠진 상태에서의

헌신) 41곡으로 13.9%, 도취성 사랑(친밀함과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열정) 104곡

으로 35.3%, 낭만적 사랑(열정+친밀감) 34곡으로 11.5%, 우애적 사랑(헌신+친밀감)

29곡으로 9.8%, 얼빠진 사랑(헌신+열정) 38곡으로 12.9%, 성숙한 사랑(헌신+열정+

친밀감) 16곡으로 5.4%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대별 사랑 유형의 변화’는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친밀감과 열정

과 헌신(결정) 요소를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10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

과, 친밀감은 2000년대 초반과 2009년 이후 후반의 흐름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열정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2000년대 초반보다는 2009년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헌신(결정)의 경우는 열정과 반대

로 2000년대 초반에는 높으나 2009년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

다. 이는 완전한 사랑임을 나타내는 정삼각형이 아닌 친밀감과 헌신(결정)보다 열

정으로 많이 치우친 불균형의 삼각형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7가지 사랑의 유형 분석결과 좋아함의 친밀감이나 헌신의 요소만 있는

공허한 사랑보다는 열정만 있는 도취성 사랑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따라서, 헌신에 영향을 받는 ‘공허한 사랑’과 ‘얼빠진 사랑’, ‘우애적 사랑’은 2009년

이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열정에 영향을 받는 도취성 사랑과 낭만적 사

랑은 2009년 이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일곱째, ‘사랑 유형 특성’은 ‘존재론적 사랑 특성’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 존재론적 사랑의 특성은 7가지 사랑 유

형 중 도취성 사랑과 얼빠진 사랑을 제외한, 좋아함과 공허한 사랑, 우애적 사랑,

낭만적 사랑, 성숙한 사랑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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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고 체

험하며 실천한 모든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한, 노래 가사는 그 당시 대중의

사고방식이나 욕망, 정서 경험 등을 가사에 담아내기도 하며, 그 시대의 가치와 이

념, 감정유입을 통해 사회변동을 바라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현시대에서 보편적

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 연인이 되고 가족을 구성한다고

본다면, 무엇보다 남·녀 사이 사랑의 발전 과정에서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의 세 요

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사랑’은 결혼과 가족의 시작으로써 중요한 기

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랑 유형의 특성은 ‘존재론

적 사랑 특성’임을 밝혀냈다. 이 존재론적 사랑 특성은 현재의 교류를 넘어 생의

존재 양식으로서, 에너지로서, 생명체로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랑도 근본적으로는 변함없음으로 해석된다. 다만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

하여 대중화가 빨라지고 가시적이며 자극적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른 사랑 유형의

표현방식 변화는 시대의 흐름과 같이함을 알 수 있다.

둘째, 20년간 시대별 사랑의 유형 변화를 2009년 기준으로 10년을 전후하여 분석

한 결과 헌신의 요소는 점점 줄어들고 열정의 요소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며 점점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헌신에 영향을 받는 ‘공허한 사랑’과 ‘얼빠

진 사랑’ 그리고 ‘우애적 사랑’은 2009년 이후 점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랑과 성과 결혼이 일치하는 것이 좋다는 헌신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힘을 잃어

가는 추세에서 개인주의와 쾌락을 향한 개인의 자아 성찰과 양성평등, 젠더의 체

계 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열정 요소의 영향을 받는 도취성 사랑과

낭만적 사랑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2000년 이후 표현의 자유와 제

작자들의 창작활동이 자유로워지고, 사랑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과 성에 관한 인식

이 유희와 쾌락에 많이 치중되는 것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사회적 현상이 대

중가요 가사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랑의 유형별 분석결과 성숙한 사랑에 해당하는 노래가 전체 295곡 중 16

곡(5.4%)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멜론 음원사이트의 주 이용

자가 10대와 20대 등의 젊은 층이고,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작곡과 작사가

주로 많이 이루어진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가사의 내용

중 일부가 너무 상업적이며 자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가는 것과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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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배려와 책임의 부재가 점점 많아지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는 그 시대의 가치와 이념과 감정을 드러

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작사. 작곡가들의 작품에 담겨있는 친밀감, 열정, 헌

신 등의 요소가 개인적인 창작물에 머물지 않고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성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랑을 담아 노래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대중음악을 듣는 주된 소비층인 젊은 세대와 대중들이 가요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무의식적 자극요인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가사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

감으로 형성된 애정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에서 2019년까지 20년간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사랑을 주제로 하

여 분류된 295곡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랑 유형의 특성과

시대 흐름에 따른 사랑 유형의 변화를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양적 분석과 함께

NVivo R1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질적 분석하였다는 점과 이를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대중가요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숙한 사랑 노래가 당대 젊은 세대들의 사고

와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건강한 관계에 반영되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

구의 결과는 건강한 애정 관계, 결혼, 가족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에 활용되는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대중가요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장르(오페라, 째즈, 클래식

등의 기성 음악과 랩, 트로트, R&B, 레트로음악 등)의 대중문화에 나타난 사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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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15 2016 2017 2018

1인가구수 (가구) 5,203,440 5,397,615 5,618,677 5,848,594

합계출산율 (명) 1.239 1.172 1.052 0.977

이혼건수 (건) 109,153 107,328 106,032 108,684

혼인건수 (건) 302,828 281,635 264,455 257,622

번호 가수 제목 년도

1 조성모 아시나요 2000

2 조규만 다줄꺼야 2000

3 클론 초련 2000

4 홍경민 흔들린 우정 2000

5 임창정 나의 연인 2000

6 컨츄리꼬꼬 오! 가니 2000

7 정일영 기도 2000

8 임재범 너를 위해 2000

9 박효신 바보 2000

10 이승환 그대가 그대를 2000

11 조장혁 중독된 사랑 2000

12 박혜졍 고백 2000

13 윤현석 LOVE 2000

14 김태영 오랜 방황의 끝 2000

15 플라이 투더 스카이 Day By Day 2000

16 김경호 와인 2000

17 크라잉넛 밤이 깊었네 2001

18 쿨 Jumpo Mambo 2001

19 임재범 너를 위해 2001

20 임창정 기다리는 이유 2001

21 해이 Je T'aime 2001

22 박상민 하나의 사랑 2001

23 최재훈 편지(Original Ver) 2001

24 윤미래 시간이 흐른 뒤(As Time Goes By) 2001

25 YB 내게 와줘 2001

26 토이 좋은 사람(Feat.김형중) 2001

27 성시경 내게 오는 길 2001

28 조규찬 Baby Baby 2001

29 양파 Specal Night 2001

30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2001

31 핑클 당신은 모르실거야(CF - LIG핑클편) 2001

32 박효신 먼곳에서 2001

33 왁스 화장을 고치고 2001

34 김건모 미안해요 2001

35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2002

<부록>

<부록-1> 통계청 발표 인구동향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 KOSIS 100대 지표 일부

<부록-2> 분석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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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수 제목 년도

36 윤도현 사랑 Two 2002

37 휘성 안 되나요..(부제:화양연화) 2002

38 쿨 아로하 2002

39 플라이 투더 스카이 Sea Of Love 2002

40 장나라 Sweet Dream 2002

41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2002

42 이수영 그리고 사랑해 2002

43 JK김동욱 미련한 사랑 2002

44 왁스 부탁해요 2002

45 지영선 가슴앓이 2002

46 장나라 4월 이야기(April Story) 2002

47 김현철 Loving You 2002

48 브라운 아이즈 정말 사랑했을까 2003

49 쿨(COOL) 결혼을 할거라면 2003

50 김범수 보고 싶다 2003

51 플라이 투더 스카이 Missing You 2003

52 팀 사랑합니다… 2003

53 김형중 그랬나봐 2003

54 이적  미처 알지 못했지(Feat. 하림 On Harmonica) 2003

55 윤미래 To My Love(Korean Ver.) 2003

56 SE7EN 와줘.. 2003

57 박용하 처음 그 날처럼 2003

58 KYT(코요태) 비상 2003

59 이승철 긴하루 2004

60 박효신 그 곳에 서서 2004

61 클래지콰이 Sweety 2004

62 김윤아 야상곡 2004

63 이수영 휠릴리 2004

64 SE7EN 열정 2004

65 이수영 광화문 연가 2004

66 휘성 불치병 2004

67 보아(BoA) My Name 2004

68 김형중 그녀가 웃잖아… 2004

69 바비킴 고래의 꿈(Falling In Love) 2004

70 바이브 오래오래 2004

71 동방신기 The Way U Are 2004

72 왁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2004

73 에픽하이 평화의 날 2004

74 린 사랑했잖아… 2004

75 SG워너비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2004

76 H 너를 원해 2004

77 동방신기 Hug 2004

78 SG워너비 죄와벌 2005

79 버즈 겁쟁이 2005

80 윤도현 사랑했나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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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수 제목 년도

81 SG워너비 살다가 2005

82 SG워너비 광(狂) 2005

83 태이 사랑은… 하나다 2005

84 엠투엠 세글자(드라마'루루공주'김정은 메인테마) 2005

85 김종국 제자리 걸음 2005

86 MC몽  I love U Oh Thank U 2005

87 채연 둘이서 2005

88 KCM 너에게 전하는 아홉가지 바램 2005

89 KCM Smile Again 2005

90 견우 내 눈물이 하는 말 2005

91 모세 사랑인걸 2005

92 김종국 사랑스러워 2005

93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2005

94 BMK 꽃 피는 봄이 오면 2005

95 휘성 일년이면 2005

96 환희 가슴 아파도 2005

97 J.Lee 한숨만 2005

98 SG워너비 내사람 2006

99 씨야 여인의 향기 2006

100 gavy nj projoject group[H7a미인] LOVE ALL 2006

101 이루 까만안경 2006

102 성시경 거리에서 2006

103 하동균 그녀를 사랑해줘요 2006

104 SG워너비 사랑했어요 (가사 넣어주세요) 2006

105 씨야 사랑하기 때문에 2006

106 임정희 사랑아 가지마(가사 넣어 주세요) 2006

107 MC몽 아이스크림(가사넣어주세요) 2006

108 김종국 편지 2006

109 버즈 My Love (And) 2006

110 이승철 소리쳐 2006

111 씨야 미친 사랑의 노래 2006

112 별 눈물샘 2006

113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2007

114 더 넛츠 잔소리 2007

115 에픽하이 Love Love Love(feat. Yoong of casker) 2007

116 박효신 추억은 사랑을 닮아 2007

117 신혜성, 린 사랑…후에 2007

118 테이 같은 베개… 2007

119 프리스타일 수취인 불명(가사 넣어주세요) 2007

120 에픽하이 fan 2007

121 먼데이 키즈 남자야 2007

122 SG워너비 한여름날의 꿈 2007

123 FT아일랜드 사랑앓이 2007

124 양파 사랑…그게 뭔데 (가사 넣어주세요) 2007

125 씨야 사랑의 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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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수 제목 년도

126 원더걸스 Tell me(Sampling from'two Of Hearts') 2007

127 더 넛츠 내 사람입니다. 2007

128 브라운아이드걸스 Love (가사 넣어주세요) 2008

129 원더걸스 Nobody (가사 넣어주세요) 2008

130 빅뱅 마지막 인사(가사넣어주세요) 2008

131 빅뱅 천국 2008

132 브라운 아이즈 가지마 가지마 (가사 넣어주세요) 2008

133 먼데이 키즈 발자국 (가사 넣어주세요) 2008

134 쥬얼리 One More Time 2008

135 김동률 아이처럼 2008

136 2AM 이노래 2008

137 SG워너비 라라라 2008

138 브라운아이드걸스 어쩌다 2008

139 박지헌 보고싶은 날엔.. 2008

140 다비치 미워도 사랑하니까(가사 넣어주세요) 2008

141 지아 사랑해 미안해 2008

142  씨야, 다비치, 블랙펄  Blue Moon (가사 넣어주세요) 2008

143 에픽하이 우산(Feat. 윤하)-가사 넣어주세요 2008

144 소녀시대 kissing You 2008

145 소녀시대 Gee 2009

146 슈퍼주니어 쏘리 쏘리 2009

147 빅뱅, 2NE1 Lollipop 2009

148 다비치 8282 2009

149 다비치 사고쳤어요 2009

150 티아라, 초신성 TTl (Time To Love) 2009

151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2009

152 박효신 사랑한 후에 2009

153 리쌍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Feat. 정인)
2009

154 애프터스쿨 Diva 2009

155 카라 미스터 2009

156 휘성 Insomnia (불면증) 2009

157 박봄 YOU AND I  -가사없음 2009

158 백지영 내 귀에 캔디 2009

159 화요비 반쪽 2009

160 아이유 잔소리 2010

161 소녀시대 Oh! 2010

162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2010

163 뜨거운 감자 고백 2010

164 씨엔블루 Love 2010

165 f(x) NU 예삐오 (NU ABO) 2010

166 미쓰에이 Breathe(숨을 쉬다) 2010

167 강승윤 본능적으로 2010

168 2AM 잘못했어 2010

169 Mc 몽, 서인영 Bubble Love 2010

170 티아라 Roly-Po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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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수 제목 년도

171 리쌍  tv를 껐네 2011

172 아이유 좋은날 2011

173 포맨 살다가 한번쯤 2011

174 노을 그리워 그리워 2011

175 허각 Hello 2011

176 시크릿 별빛 달빛 2011

177 원더걸스 Be My Baby 2011

178 비스트 Fiction 2011

179 김범수 제발 2011

180 버스커 버스커 벚꽃엔딩 2012

181 씨스타 Loving U (러빙유) 2012

182 2NE1 I LOVE YOU 2012

183 버스커 버스커 정말로 사랑한다면 2012

184 에일리 Heaven 2012

185 아이유 하루 끝 2012

186 버스커 버스커 첫사랑 2012

187 소녀시대- 태티서 Twinkle 2012

188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 2012

189 허각, 지아 I Need You 2012

190 아이유 너랑 나 2012

191 버벌진트 충분히 예뻐 2012

192 10CM 애상 2012

193 싸이 어땠을까 2012

194 리쌍 눈물(가사 넣어주세요) 2013

195 에이핑크 NoNoNo 2013

196 프라이머리 물음표(가사 넣어주세요) 2013

197 4minute 이름이 뭐예요? 2013

198 허각 모노드라마(가사  넣어주세요) 2013

199 범키 미친연애 2013

200 EXO 으르렁 2013

201 윤미래 Touch Love 2013

202 허각, 정은지 짧은머리 2013

203 버스커버스커 벚꽃엔딩 2013

204 린 오늘밤 2013

205 포맨 청혼하는 거예요 2013

206 소유, 매드클라운 썸 2014

207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2014

208 San E, 레이나 한여름밤의 꿈 2014

209 에이핑크 Mr.Chu 2014

210 아이유 너의 의미 2014

211 악동뮤지션 200% 2014

212 엠씨더맥스 그대가 분다 2014

213 정인, 개리 사람냄새 2014

214 이선희 그 중에 그대를 만나 2014

215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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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수 제목 년도

216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너를 너를 너를 2014

217 포스트맨 신촌을 못가 2014

218 씨스타 Touch My Body 2014

219 에디킴 너 사용법 2014

220 윤민수, 신용재 인연 2014

221 효린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2014

222 아이유 나의 옛날이야기 2014

223 Zion.T 꺼내 먹어요 2015

224 BIGBANG BAE BAE 2015

225 르꼬, 유주 우연히 봄 2015

226 임창정 또 다시 사랑 2015

227 AOA 심쿵해 2015

228 미쓰에이 다른 남자 말고 너 2015

229 다비치 두사랑 2015

230 아이유 마음 2015

231 EXO CALL ME BABY 2015

232 San E ME You 2015

233 에씨더맥스 그 남잔 말야 2015

234 노을 목소리 2015

235 마마무 음오아예(Um Oh Ah Yeh) 2015

236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2015

237 iKON 취향저격 2015

238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2016

239 다비치 이사랑 2016

240 거미 You Are My Everything 2016

241 임창정 또 다시 사랑 2016

242 Crush 잊어버리지마 2016

243 임창정 내가 저지른 사랑 2016

244 정은지 하늘바라기 2016

245 볼빨간사춘기 우주를 줄게 2016

246 윤미래 ALWAYS 2016

247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2016

248 케이윌 말해!뭐해? 2016

249 첸, 펀치 Everytime 2016

250 여자친구 너 그리고 나 2016

251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2017

252 아이유 밤편지 2017

253 마크툽, 구윤회 Marry Me 2017

254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2017

255 Crush Beautiful 2017

256 WINNER REALLY REALLY 2017

257 방탄소년단 봄날 2017

258 악동뮤지션 오랜 날 오랜 밤 2017

259 볼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2017

260 멜로망스 선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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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수 제목 년도

261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2017

262 황치열 매일 듣는 노래 2017

263 BIGBANG 에라 모르겠다 2017

264 블랙핑크 불장난 2017

265 레드벨벳 빨간 맛 2017

266 찬열, 펀치 Stay With Me 2017

267 싸이 New Face 2017

268 볼빨간사춘기 처음부터 너와 나 2017

269 iKON 사랑을 했다 2018

270 장덕철 그날처럼 2018

271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2018

272 닐로 지나오다 2018

273 모모랜드 뿜뿜 2018

274 멜로망스 선물 2018

275 로이킴, 정준영 그때 헤어지면 돼 2018

276 청하 Roller Coaster 2018

277 방탄소년단 DNA 2018

278 먼데이키즈 가을 안부 2018

279 방탄소년단 FAKE LOVE 2018

280 방탄소년단 봄날 2018

281 BIGBANG 꽃 길 2018

282 아이유 밤편지 2018

283 벤 열애중 2018

284 비투비 그리워하다 2018

285 임재현 사랑에 연습이 있었다면 2019

286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2019

287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2019

288 폴킴 너를 만나 2019

289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2019

290 마크툽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2019

291 청하 벌써 12시 2019

292 볼빨간사춘기 나만, 봄 2019

293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 2019

294 악동뮤지션 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거지 2019

295 TWICE FANC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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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Types of Love

in the Lyrics of Korean Popular Song

- Focused on 2000-2019 -

An, Mi-Ae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ed by Prof. Jung, Min-Ja

There have been no studies of analysis of the lyrics of korean popular songs

that reveal social chan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love changing

with the times well, and no systematic analysis based on a theoretical

background has been conducted. Thu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lyrics of popular songs affecting the younger generation using

online music streaming website, Melon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love and changes in the types of love by period to provide the

baseline data for understanding love in the pres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lassified a total of 600 pieces of music ranked

top 30 for 20 years by period from 2000 through 2019, using Melon, an online

music streaming website based on Robert Sternberg’s ‘triangular theory of

love.’ Accordingly, this study selected 295 pieces classified as those with the

theme of love.

The analyses of this study were divided by theme, constituents of love, and

types of love.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Microsoft Excel

2016 Software, and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NVivo R1

Software.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by theme, 295 pieces were those of love

(49.2%); 287, those of parting (47.8%); 138, those of sexuality (23.0%); and 70,

others (11.7%).

Second, in an analysis of verbal expressions of love in popular songs through

the word cloud technique of NVivo R1 Software with 295 love song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words of emotional expressions connected with love,

such as ‘love’, ‘baby’, ‘tell’, ‘loving’, ‘love (as an object)’, ‘girl’, and ‘wa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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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using NVivo R1 Software based on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types of love in Robert Sternberg’s triangular

theory of love. As for the result of the classification of the constituents of love,

112 pieces were classified as those of intimacy (38.0%); 193, as of passion

(65.4%); and 124, as of devotion (resolution) (42.0%). Also, as for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by the types of love, of 295 pieces, 33 pieces were classified as

those of liking (intimacy without passion and devotion) (11.2%); 104, as of

infatuated love (passion without intimacy and devotion) (35.3%); 41, as of

empty love (devotion without intimacy and passion) (13.9%), 34, as of romantic

love (intimacy+passion) (11.5%); 29, as of companionate love

(intimacy+devotion) (9.8%), 38, as of fatuous love (passion+devotion) (12.9%);

16, as of consummate love (intimacy+passion+devotion) (5.4%).

Fourth, to examine changes in types of love by age, dividing the elements of

love into three, including intimacy, passion, and devotion (resolution) by the

decade before and after 2009, intimacy did not differ much between the early

2000s and the years after 2009. Passion overall showed a high ratio, to the

latter half since 2009 compared to the early 2000s, devotion (resolution) was

high in the early 2000s but became lower to the latter half since 2009 in

contrary to passion. This shows that the form of an equilateral triangle is the

most balanced and perfect love, but the triangle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 triangle of imbalance, much inclined to passion rather than devotion

(resolution),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ideal type.

Fifth, in an analysis of 7 types of love, the type of infatuated love just with

passion rather than the element of liking (intimacy) or empty love (devotion)

was detected higher than the other types. This is becaus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creators’ creative activities and accordingly, the

richer and more diverse expressions in the lyrics of popular songs compared to

those in the previous generation.

Sixth, it is judged that the decrease of the element of devotion is the

reflection of the phenomena of individual self-reflection toward trust and

pleasure, gender equality, changes in the system of gender, the increase of

women’s social participation, free expressions of love and perception on

sexuality much inclined to enjoyment and pleasure in the lyrics of popular

song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lyrics of popular songs

reflected the times. Especially, intimacy is maintained beyond the times, but

toward the late 2000s, people were inclined to passionate love with high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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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leasure and enjoyment. It is judged that the decrease in the characteristic

of devotion affects the younger generation, which may have negative impacts,

such as the increases of late marriage and the divorce rate and the weakening

of love maintaining the family.

Songs express the public way of thinking, desire, or emotional experience in

the lyrics, which reveal the values, ideologies, and emotions of the times. In

that daily experiences of members of society are included in the lyrics, it is

possible to see social changes through changes in them. Intimacy, passion, and

devotion in lyric writers’ works sometimes affect the people’s love and

marriage, not remaining in the individuals’ creative works. The public would

get responsibility and reflect that in their romantic relationships naturally,

listening to popular songs. In this sen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the materials to be utilized in the follow-up studies on the topics of a healthy

affectionate relationship, marriage, and family.

Key Words: Popular song, Types of lov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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