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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선거 로고송은 출마자의 공약을 전달하며, 후보자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특정 계층에게만 호소력이 있거나, 거
부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청중에게 다른 출마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도 상대 출마자와 차별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감의 기준으로 가사전달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역대 선거로고송에 사용되

었던 음원 중 신세대 트로트를 선정하여 비교한 결과 평균 49.%였다.

키워드: 가사전달력(lyrics traveling), 신세대 트로트(new generation trot)

I. Introduction

선거 로고송은 출마자의 공약을 전달하며, 후보자

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또한 특정 

계층에게만 호소력이 있거나,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선거의 종류에 따라 지역성을 나타내어서

도 바람직하지 않다. 청중에게 다른 출마자를 비방

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도 상대 출마자와 차별

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자에게 신뢰

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거로고송에 요

구되는 특성에 트로트가 부합되고 있다. 그 중에서

도 신세대 트로트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1].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트로트에 관한 연구 동향

트로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 가수라 

할 수 있는 특정 여자 가수에 대한 연구도 있다[2]. 다변화된 사회일수록 

불필요한 말 대신 핵 심 단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자 단어 속 

리듬감을 활용한다[3]. 기성세대가 즐겨 듣는 트로트는 200 - 600Hz 
대역에서 베이스, 드럼의 비트 장단이 강하게 나타나고 3400 - 4000Hz 
대역이 상대적으로 소리가 작다. 후크송의 음향적인 특징은 가장 

대중적인인 4/4박자 리듬이 사용되며,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도 흥겨움을 유발할 수 있는 평균 123bpm의 리듬을 가진다[3].

 

III. The Proposed Scheme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악 장르에 대한 기준을 

가사전달력으로 하였다. 가사전달력은 음원 전체의 시간에서 음절의 

개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였다.  
 

Item Value

무조건 41%

샤방샤방 52%

곤드레 만드레 53%

앗 뜨거 48%

오빠만 믿어 51%

빠라빠빠 49%

짠짜라 45% 

어머나 47%

사랑은 아무나하나 54%

동반자 53%

오필승 코리아 52%

평균         49.5%

Table 1. 가사 전달력 (lyrics traveling)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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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청중에게 다른 출마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면서도 상대 

출마자와 차별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신세대 트로트는 다변화된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말 대신 핵심 단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자 단어 속 리듬감

을 활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감의 기준으로 가사전달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역대 선거로고송에 사용되었던 음원을 선정하여 비교한 

결과 평균 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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