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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프로세스 분류 모델 기반 애니메이션

OST의 음악적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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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tion OST Musical Element Analysis based 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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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ST (Original Sound Track) in the film plays a vital role in increasing consensus and concentration

to the storyline. The selected 4 animations are classified into 17 Narrative Processes (NP) by using NP

Classification Model [1]. For the NPs each having OSTs, the authors have investigated 6 kinds of objective

musical elements of the OST such as sound (speech, music, effect), tonality, tempo, range, intensity, and

instrumentation. It is found that there are 33.3% common musical elements among all of them for the

NPs with OSTs commonly. Among them, it is also found that there are 71.9% of common properties

of the musical element. This research is meaningful by firstly showing that there are common properties

of objective musical elements in each NP and the corresponding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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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에서의 OST(Original Sound Track)는 이미

지에 동기화되는 음악이며, 그 역할은 관객으로 하여

금 영화에 대한 집중도와 감동의 공감대를 높이게 

하고 스토리 전개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OST는 영상물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즉, OST는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상황이나 분위기의 시각적 영상에 삽입

되는 음악으로 shot 간의 연속성 제공이나 분위기를 

전환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요소이다[1]. 또

한, 애니메이션은 일반 영화와는 달리 스토리 전개가 

뚜렷하기 때문에 OST 역시 스토리와 직접적이고 밀

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분석하고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2-4]. 이를테면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OST가 12차례나 아카데미 영화 음악상

을 차지하였으며, 그 OST들 모두 대중적으로 큰 인

기를 받은 것을 보더라도 OST는 애니메이션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5].

기존의 OST 관련 연구는 영상과 사운드의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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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ion of Research Target Animations

Animation Year Production
box-office
revenues

Beauty and
the Beast

1991
Walt
Disney

$218,967,620

Aladdin 1992
Walt
Disney

$217,042,825

Tarzan 1999
Walt
Disney

$171,085,177

Up 2009 Pixar $293,004,164

Fig. 1. Conceptual Diagram: After classifying the target 

animations by NPs, the musical commnon factors 

and the meanings for those NPs with same index 

are analyzed.

인 관계에 대한 연구와 특정 한 영상에 대해 정해진 

사운드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연구로 나뉜다. 세르게

이 에이젠슈타인 (Sergei Eisenstein, 1898 -1948)은 

복수 영상에 대해 수직적 몽타주 이론에 근거하여 

OST와 영상간의 적합성을 영상 전체의 틀 안에서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6]. 반면, 후자처럼 한편의 

영상에 대해 주제 OST만을 선별하여 깊이 있게 분

석하는 연구도 다수 있다[7-9]. 위 연구들은 영화를 

영상과 배경음악의 두 가지 요소만으로 나눈 후 각각

의 음악적 분석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의 

구성과 흐름에 따른 적절한 배경음악의 연관성에 대

한 분석이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10]. 그리하여 영화

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들을 주관적

인 기준에 의해 추출해 냄으로써, 단편적이고 국소적

으로 분석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11]. 또한, 배경음악

의 일부로써의 OST 분석만 있을 뿐 주제별 OST들

만을 이용하여 영상뿐만 아니라 스토리 전개에 따른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저자들이 아는 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OST와 스토리 간의 관련성이 높은 

애니메이션 장르를 선택하여 연구한다[12]. 성봉선

은 애니메이션의 내러티브 프로세스 (Narrative

Process, NP) 분류모델 연구 [2]에서 1990년~2103년 

사이에 개봉한 미국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중 

흥행 순위 50위 이상 중에 인물 주인공 캐릭터 애니

메이션 9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물 또

는 의인화 주인공 캐릭터의 경우 스토리를 일반적인 

NP 로 분류하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존 NP의 분석 토대위에 OST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해 상기 9편중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작 4편만

을 연구 대상으로 Table 1과 같이 선정하였다[13].

애니메이션의 17단계 NP 분류에 따르면 같은 단

계의 NP는 유사한 이야기 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2]. 이를 이용하면 애니메이션의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NP간의 스토리텔링 방법의 공통점

과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선정된 4개의 애니메이션 대하여 NP 분류 모델을 

따라 각각을 17개의 NP로 분류하였다. Fig. 1은 제안

하는 연구의 전체적인 개념도이다. 여기서  (=1,

2, 3, 4)는 번째 컨텐츠(애니메이션) 이다, 이것에 대

하여 NP 분석을 통해 =1, …17 의   로 분류하

였다. 즉,   은 번째 컨텐츠의 번째 NP를 뜻

한다. 이때 동일한 인덱스 n을 갖는 모든 애니메이션

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NP 계열체적 분석이라고 한

다.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OST의 음악적 요소에 대

한 최초의 NP 계열체적 연구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 논문

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다루며 내러티브 분류 

모델을 살펴보고, 선정된 애니메이션에 대한 분류 결

과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6가지 음악적 요소로 

OST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가지 애니

메이션을 통해 실제 음악적 요소를 도출하고 프로세

스별 특징 및 공통점을 분석하며 애니메이션의 각 

단계 NP에 존재하는 OST 사이의 공통음악요소와 

그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귀납적으로 밝힌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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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내러티브 프로세스 분류 모델

내러티브 프로세스 분류 모델은 성봉선에 의해 제

안되었다[1]. 이는 알기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

(Algirdas Julien Greimas, 1917～1992)의 의미생성 

경로에 의한 표준서술도식 및 행위소 모델과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 1895～1983)의 커뮤니케

이션 모델 및 서술 기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14,

15] 기능에 의한 연속적인 행위들의 통합체적 모델을 

17가지 프로세스로 분류한 것이다.

프로세스 추출은 최초의 전제적 상황의 분리, 주

체의 변형에 따른 상태주체인가 행위주체인가에 의

한 ‘주체-대상’과 ‘행위 주체’로 분리, 주체가 욕망하

는 대상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대상 연접’, ‘대상 이

접’으로 분리된다. 또, 시련의 단계 변화와 발신과 수

신 행위의 관계 변화, 그리고 대상 획득 과정에 의해 

‘자격-대치’, ‘자격-지배’, ‘자격-획득’, ‘근본-대치’,

‘근본-지배’, ‘근본-획득’, ‘영광-대치’, ‘영광-지배’,

‘영광-획득’으로 분리되었다. 각 시련 사이의 교환 행

위에 의해 ‘전환’과 ‘대항 행위’로 분리되었으며 마지

막으로 완수된 사명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내러티브 17 프로세스는 애니메이션을 분

석하는데 통합체적 분류 모델로서의 타당성이 검증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애니메이션을 NP 단계에  

따른 OST의 공통점과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Table

2에 정리된 성봉선의 분류 결과를 활용하였다[1].

한편, Table 3에서 Table 6까지는 ‘미녀와 야수’,

‘알라딘’, ‘타잔’, ‘업’의 각 OST번호와 제목을 나타낸다.

Table 7은 분석 대상인 미녀와 야수, 알라딘, 타잔,

업 등의 4작품을 내러티브 프로세스의 17가지로 분

류한 결과에 각 NP에 OST의 유무 및 OST 번호를 

정리하였다. 이번 연구는 NP의 음악적 공통 특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므로 4작품 모두 OST를 가지

는 NP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NP 의 인덱스는 =1, 2, 3, 10, 11, 12, 14, 17이 된다.

3. OST 분석

3.1 6가지 음악적 요소를 통한 OST 분석

이 절에서는 사운드, 조성, 템포, 음역, 셈여림, 악

기편성 등의 6가지 음악적 요소로 OST 특징을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이 6가지 요소는 OST 음악의 특징

을 규정짓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객관적 요소로 영상 

안의 OST의 특징을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첫째, 사운드는 크게 대사, 음악, 효과음(effect)으

로 나뉘는데, 경우에 따라 대사가 중요할 수도 있고 

때론 대사가 없는 부분은 음악이 적절하게 채워질 

수도 있다. 음악은 영상에 어울리도록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삽입이 되는데, 그것은 또 악기로만 구성되

는 배경음악(BGM; Background Music)과 보컬이 

가미된 노래(Song)로 분류된다[16].

둘째, 토낼리티(tonality)라고 일컫는 조성은 악곡 

전체 또는 일부에 설정된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음의 

조직과 그 영향력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조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음악의 전체적 분위기를 좌

우하는 일종의 심(芯)과 같이 느껴지는데 이를 조성

감(調性感)이라고 하며, 조성감의 유무에 따라 조성 

음악과 무(無)조성 음악으로 분류한다.

셋째, 템포(tempo)는 원래 때, 시간의 뜻으로 메트

로놈 수, 악곡의 전체 또는 부분의 시간 배정 등에 

의해 표시되는데, 작품의 내용과 구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연주자의 음향, 기술, 양

식상의 특성이나 시대의 미의식(美意識)과도 불가분

한 음악적 용어이다[17].

넷째, 음역은 소리의 범위로 목소리나 악기가 낼 

수 있는 범위를 지칭하는데 대부분의 악기는 지정된 

음역대가 있으며 이론적으로 음역에 한계가 없는 악

기도 실질적인 음역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가온다

(Middle C, 피아노의 중앙에 있는 C음) 음을 기준으

로 옥타브 위, 아래로 표기하였다[18].

다섯째, 셈여림의 대조는 음악의 표정이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피아노(piano; 여리게)와 

포르테(forte; 세게)가 기본이며 각각의 머리글자를 

따서 , , ,  라고 쓰며, 메조(mezzo; 조금)을 

첨가하여 , 로 적는다[19].

여섯째, 전체적인 음악적 흐름을 파악 하기 위해  

악기편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크게 독주 악기, 실내

악, 오케스트라 편성 또는 특징 있는 악기편성(재즈,

팝) 등으로 나누어진다.

3.2 NP단계에서의 OST 분석

이 절에서는 미녀와 야수, 알라딘, 타잔, 업 등의 



Table 2.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17 processes for 4 animations according to the NP classification model

NP
No.

NP Name

Start time (hr:min:sec)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arzan Up

1 First Circumstance
00:00:00
～00:02:53

00:00:00
～00:02:56

00:00:00
～00:03:21

00:00:00
～00:03:11

2 Subject-Object
00:02:53
～00:20:33

00:02:56
～00:14:09

00:03:21
～00:25:25

00:03:11
～00:20:23

3 Act Subject
00:20:23
～00:31:21

00:14:09
～00:19:20

00:25:25
～00:37:10

00:20:23
～00:28:01

4 Object Conjunction
00:31:21
～00:35:38

00:19:20
～00:23:31

00:37:10
～00:45:32

00:28:01
～00:32:52

5 Object Disjunction
00:35:38
～00:36:19

00:23:31
～00:25:14

00:45:32
～00:46:47

00:32:52
～00:33:17

6 Qualification-Confrontation
00:36:19
～00:46:29

00:25:14
～00:30:15

00:46:47
～00:50:13

00:33:17
～00:44:38

7 Qualification-Domination
00:46:29
～00:48:46

00:30:15
～00:32:45

00:50:13
～00:52:25

00:44:38
～00:46:14

8 Qualification-Acquisition
00:48:46
～00:49:43

00:32:45
～00:34:06

00:52:25
～00:53:48

00:46:14
～00:49:13

9 Transition
00:49:43
～00:51:21

00:34:06
～00:46:54

00:53:48
～00:56:49

00:49:13
～00:54:30

10 Principal-Confrontation
00:51:21
～01:01:28

00:46:54
～01:06:27

00:56:49
～01:03:20

00:54:30
～01:03:56

11 Principal-Domination
01:01:28
～01:05:04

01:06:27
～01:09:44

01:03:20
～01:06:20

01:03:56
～01:06:43

12 Principal-Acquisition
01:05:04
～01:07:49

01:09:44
～01:13:34

01:06:20
～01:09:19

01:06:43
～01:09:47

13 Contraposition Act
01:07:49
～01:13:04

01:13:34
～01:15:07

01:09:19
～01:11:31

01:09:47
～01:15:18

14 Glory-Confrontation
01:13:04
～01:18:29

01:15:07
～01:19:38

01:11:31
～01:15:36

01:15:18
～01:24:33

15 Glory-Domination
01:18:29
～01:19:38

01:19:38
～01:21:25

01:15:36
～01:16:20

01:24:33
～01:24:55

16 Glory-Acquisition
01:19:38
～01:23:44

01:21:25
～01:21:55

01:16:20
～01:18:55

01:24:55
～01:26:34

17 Accomplished Mission
01:23:44
～01:25:17

01:25:55
～01:25:32

01:18:55
～01:22:15

01:26:34
～01:28:53

Table 3. OST of ‘Beauty and the Beast’

OST No. Title OST No. Title

1 Prologue 11 To The Fair

2 Belle 12 West Wing

3 Belle (Reprise) 13 The Beast Lets Belle Go

4 Gaston 14 Battle On The Tower

5 Gaston (Reprise) 15 Transformation

6 Be Our Guest 16 Be Our Guest (Demo)

7 Something There 17 Beauty And The Beast (Work Tape & Demo)

8 Human Again 18 Beauty And The Beast

9 The Mob Song 19 Death Of The Beast (Original Early Ver.)

10 Beauty And The B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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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ST of ‘Aladdin’

OST No. Title OST No. Title

1 Arabian Nights 13 The Kiss

2 Legend Of The Lamp 14 On A Dark Night

3 One Jump Ahead 15 Jasmine Runs Away

4 Street Urchins 16 Marketplace

5 One Jump Ahead (Reprise) 17 The Cave Of Wonders

6 Friend Like Me 18 Aladdin's Word

7 To Be Free 19 The Battle

8 Prince Ali 20 Happy End In Agrabah

9 A Whole New World 21 A Whole New World (Aladdin's Theme)

10 Jafar's Hour 22 Proud Of Your Boy (Demo)

11 Prince Ali (Reprise) 23 High Adventure (Demo)

12 The Ends Of The Earth

Table 5. OST of ‘Tarzan’

OST No. Title OST No. Title

1 Two Worlds 8 You'll Be in My Heart (Phil Version)

2 You'll Be In My Heart 9 Two Worlds (Phil Version)

3 Son of Man 10 A Wondrous Place (Score)

4 Trashin' the Camp 11
Moves like an Ape,
Looks Like a Man (Score)

5 Strangers Like Me 12 The Gorillas (Score)

6 Two Worlds Reprise 13 One Family (Score)

7 Trashin' the Camp (Phil and 'N Sync Version) 14 Two Worlds Finale

Table 6. OST of ‘Up’

OST No. Title OST No. Title

1 Up With Titles 14 Giving Muntz The Bird

2 We're In The Club Now 15 Stuff We Did

3 Married Life 16 Memories Can Weigh You Down

4 Carl Goes Up 17 The Small Mailman Returns

5 52 Chachki Pickup 18 He's Got The Bird

6 Paradise Found 19 Seizing The Spirit Of Adventure

7 Walkin' The House 20 It's Just A House

8 Three Dog Dash 21 The Ellie Badge

9 Kevin Beak'n 22 Up With End Credits

10 Canine Conundrum 23 The Spirit Of Adventure

11 The Nickel Tour 24 Carl's Maiden Voyage

12 The Explorer Motel 25 Muntz's Dark Reverie

13 Escape From Muntz Mountain 26 Meet Kevin In The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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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OST Numbers for the 17 NP’s

NP
No.

NP Name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arzan Up
Analysis
Targets

1 First Circumstance 1 2 1 1 V

2 Subject-Object 2 14,3,5 3 2 V

3 Act Subject 4,5 15 11 4 V

4 Object Conjunction X X 4 6

5 Object Disjunction X X X X

6 Qualification- Confrontation 12 17 X 8

7 Qualification- Domination 12 17 5 X

8 Qualification- Acquisition X 17 5 X

9 Transition X 7 X 10

10 Principal-Confrontation 7 9 10 13 V

11 Principal-Domination 10 18 13 14 V

12 Principal-Acquisition 13 10 12 14 V

13 Contraposition Act 9 12 X 16

14 Glory-Confrontation 14 19 12 19 V

15 Glory-Domination 15 19 X 19

16 Glory-Acquisition X 20 10 20

17 Accomplished Mission 17 20 14 21 V

4작품의 OST에서 앞 절에서 설명한 6가지 음악적 

요소로 분석하여 프로세스 별 특징 및 공통점을 찾아

낸다. 17가지 분류 중에서 4작품 모두 OST를 포함하

는 프로세스가 ‘최초의 상황’, ‘주체 대상’, ‘행위 주체’,

‘근본 대치’, ‘근본 지배’, ‘근본 획득’, ‘영광 대치’, ‘완

수된 사명’ 등 모두 8개임을 Table 2로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그것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Table 8은 ‘최초의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미녀와 야수의 최초의 상황에서는 OST 1번인 ‘Pro-

logue’라는 음악이 g minor 조성으로 시작되는데, 이

는 애니메이션의 통상적인 밝은 분위기와는 대조적

으로 앞으로 전개될 갈등의 복선역할을 한다. 또한 

사운드 요소로는 대사를 주로 사용하는 내레이션 중

심곡이며, 3 옥타브의 음역 대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

으로 어두운 단조의 배경음악을 오케스트라 편성의 

악기로 연주하는데 이는 불안한 갈등 요인을 여러 

종류의 악기 편성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mf

의 셈여림은 절대적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상황 스토리에 걸맞게 시작하는 단계의 전제된 상황

을 함축적로 전달하려는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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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Analysis Results of 'First Circumstance’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arzan Up

Sound Lines+Music Song Music Music

Tonality g minor a minor d minor E♭ Major

Tempo ♩= 88 ♩= 60 ♩= 110 ♩= 100

Range
G below Mid. C
～ G above 3 oct.

A below Mid. C
～A above 3 oct.

F below Mid. C
～A♭above 2 oct.

F above Mid. C
～E♭above 1 oct.

Intensity mf mf ff mf

Instrumentation Orchestra Chamber Music Orchestra Big Band

Table 9. The Analysis Results of ‘Subject-Object’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arzan Up

Sound OST2,3 Lines+Song
OST14 Music,
OST3,5 Song

Song Lines+Music

Tonality
OST2 C Major
OST3 D♭Major

OST14 c minor OST3 G
Major OST5 B♭ Major

E Major F Major

Tempo
OST2 ♩= 128
OST3 ♩=128
(90-60 Rit..)

OST14♩=52-80-45
OST3♩=124 OST5♩=45

♩= 142 ♩= 93

Range

OST2 G below Mid. C
～ G above 3 oct.

OST3 E♭above Mid. C
～B♭above 2 oct.

OST14, OST3
C 2oct below Mid. C
～ E above 4 oct.

OST5
B♭below Mid. C
～ F above Mid. C

A above Mid. C
～ A above 1 oct.

B♭ above Mid. C
～G above Mid. C

Intensity OST2, 3 f
OST14 mf-ff

OST3 f OST5 mf
f mp

Instrumentation
OST2,3
Orchestra

OST14,3,5
Orchestra

Pop Band
(Regular Drum bit,

Rhythm)

Orchestra+
Piano,

Trumpet Solo

알라딘의 OST 1번인 ‘Arabian Nights’과 타잔의

OST 1번인 ‘Two Worlds’은 각각 a minor의 아라비

아 음계를 사용하고, 북을 중심으로 하는 d minor

악기편성으로 minor조성의 단조풍의 OST가 해피 

엔딩의 결말을 최초의 상황으로 시작하는데 흥미로

운 반전요소를 가지는 뒷받침이 된다.

업의 OST 1번인 ‘Up with title’은 빅밴드를 구성

한 Old Jazz풍의 주제곡을 E flat Major 의 조성으로 

에코 트럼펫의 사용과 함께 어린 시절 과거의 분위기

로 시작되는 스토리에 대한 표현을 음악으로도 전개 

한다.

Table 9는 ‘주체 대상’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미녀

와 야수의 OST 2번인 ‘Bell’, OST 3번인 ‘Reprise’와 

알라딘의 OST 3번인 ‘One Jump Ahead’, OST 5번

인 ‘Reprise’은 사운드 분석에서 캐릭터가 직접 노래

를 부르며 표현하는 노래음악 형식으로 자신의 성격

이나 상황, 욕망을 OST 내에서 직접 표현하고 있다.

또한 타잔의 OST 3번인 ‘Son Of Man’은 타이틀과 

배경음악의 노래 가사인 “Oh, the power to be

strong and the wisdom to be wise, all these things

will come to you in time”로서 타잔의 욕망을 직접적

으로 나타낸다. 업에서는 악기 편성별 분석에서 짧은 

오케스트라 전주 선율 후에 피아노와 트럼펫 솔로 

파트를 삽입함으로서 마치 캐릭터를 악기로 표현하

듯 사용한다. 심플한 피아노 반주 코드와 복고풍의 

에코 트럼펫 소리를 6음의 좁은 음역대 안에서 표현

한 것 역시 어린 시절 소년, 소녀 캐릭터의 욕망을 

관객에게 아름답게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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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Analysis Results of ‘Act Subject’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arzan Up

Sound OST4,5 Lines+Song Lines+Music Music Music

Tonality
 OST4,5
C Major

g minor e minor C Major

Tempo OST4,5 ♩.= 76 ♩= 69 ♩= 85-62 ♩= 104

Range
OST4, 5

B below Mid. C
～E above 2 oct.

Mid. C
～G above 2 oct.

A♭ below Mid. C
～G♭ above 2 oct.

C below Mid. C
～C above 3 oct.

Intensity OST4,5 f mp mf f

Instrumentation OST4,5 Orchestra Orchestra
Drum +
Orchestra

Orchestra

Table 11. The Analysis Results of ‘Principal-Confrontation’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arzan Up

Sound Song Song Lines+Music Lines+Music

Tonality  D♭Major
D Major
-F Major

a minor e♭minor

Tempo ♩= 126 ♩= 62 ♩= 69 ♩= 124

Range
D♭above Mid. C
 ～A♭above 2 oct.

1oct F above Mid. C
+Range of accom.

2oct F above Mid. C
～A below Mid. C

2oct B above Mid. C ～
2oct D below Mid. C

Intensity mf mf mf ff

Instrumentation Orchestra Orchestra Orchestra Orchestra

스를 엿볼 수 있다.

Table 10는 ‘행위 주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미

녀와 야수에는 OST 4번인 ‘Gaston’과 OST 5번인 

‘Reprise’의 두 곡이 있는데, Gaston의 경우 직접 부

르는 노래와 가사를 통해 욕망하는 대상에 대한 본격

적인 행동을 발신하는 표현이며 Reprise는 보다 욕망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의 셈여림 역시 로 Gaston의 강한 

욕망을 OST를 통해 알 수 있다. 알라딘의 OST 15번

인 ‘Jasmin Runs Away’는 제목과 조성(g minor)으

로서 Jasmin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OST로 표현한다. 타잔의 OST 11번인 ‘Moves Like

An Ape, Look Like A Man’은 첫 소절 부터 연주되

는 북의 타악기 소리와 e minor의 단조 멜로디 선율

로 타잔의 문명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며 이것은 

타잔이 새로움에 대한 대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

다. 업의 OST 4번인 ‘Carl Goes Up’은 오케스트라의 

악기 편성과 함께 높은 음역대의 플롯, 바이얼린을 

가지고 멜로디를 반복한 후 3 옥타브의 넓은 음역대

에 걸쳐 연주함으로서 업의 대표적 장면인 풍선집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OST로 보다 풍만하고 화려

하게 표현하였다.

Table 11은 ‘근본 대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미

녀와 야수의 OST 7번인 ‘Something There’과 알라

딘의 OST 9번인 ‘A Whole New World’는 서로 사랑

을 나누는 장면에서 애니메이션 OST를 통한 감정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캐릭터가 직접 번갈아가며 노래

하며 가사로서 캐릭터가 느끼는 내용을 보다 직접적

이고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조성도 두 애니메이

션 모두 Major로서 각각의 분위기를 보다 밝고 풍만

하게 표현하며 특히 알라딘의 경우 D Major에서 F

Major로 전조하여 감정의 몰입과 사랑의 대상을 획

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발신을 보다 높은 음역대에

서 화려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그에 반해 타잔과 업은 또 다른 근본대치의 특징

으로서 본격적으로 시련을 대치하며 스토리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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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Analysis Results of ‘Principal-Domination’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arzan Up

Sound Song Lines+Music Lines+Music Lines+Music

Tonality  D♭Major -E♭Major F Major d minor
C Major
-b♭ minor

Tempo ♩= 92 ♩= 90 ♩= 90 ♩= 120

Range
OST10 D♭ above Mid. C

～1oct위B♭ (+Range of accom.)

D below Mid. C
～1oct B♭above

Mid. C

A below Mid. C
～2oct C above
Mid. C

1oct F below Mid. C
～1oct F above Mid. C

Intensity mf mf mp ff

Instrumentation Orchestra Orchestra Orchestra Orchestra

Table 13. The Analysis Results of ‘Principal-Acquisition’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arzan Up

Sound Lines+Music Lines+Music Lines+Music Lines+Music

Tonality g minor a minor d minor b♭ minor

Tempo ♩= 88 ♩=100 ♩=69 ♩=127

Range
G below Mid. C
～3oct G

A below Mid. C
～3oct A

F below Mid. C
～2oct A♭

F above Mid. C
～1oct E♭

Intensity mf ff ff ff

Instrumentation Orchestra Orchestra Orchestra Orchestra

하고자 하는데 타잔의 OST 10번인 ‘A Wondrous

Place’는 a minor 조성과 의 셈여림으로 앞으로 

다가올 갈등상황을 예고하는 음울한 단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업의 OST 13번인 ‘Escape From

Muntz Mountain’은 긴장감 조성을 위한 현악기와 

관악기, 타악기를 사용하여 의 빠른 템포 형식의 

무음계적 멜로디를 연주한다.

Table 12은 ‘근본 지배’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주

인공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본 지배’에서는 미녀와 

야수의 OST 10번인 ‘Beauty And The Beast’로 사랑

이 깊어지는 스토리를 OST를 통해 표현하며 조성을 

D♭ Major에서 E♭ Major로 변화시켜 장면의 분위

기를 심화시킨다. 알라딘의 OST 18번인 ‘Aladdin's

Word’와 타잔의 OST 13번인 ‘One Family’는 대사와 

음악을 사운드 요소에 같이 넣어 OST 타이틀과 함

께 알라딘과 타잔의 고민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업은 먼츠가 캐빈을 포획하는 스토리상의 적대

자가 우위에 있는 장면으로써 조성이 C Major에서 

b♭ minor로 갑자기 변화하여 빠른 템포(♩=120)와 

셈여림()으로 OST 음악으로도 강하게 표현하고

자 한다.

Table 13은 ‘근본 획득’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근

본 획득 프로세서에서는 주체자와 적대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OST를 분석하게 된다. 미녀와 야수의 OST

13번인 ‘The Beast Lets Belle Go’는 벨이 자유를 얻

게 되면서 주제곡인 OST 10번, ‘Beauty and the

Beast’의 멜로디를 변주하여 주체자(벨)의 획득 표현

에 만족감을 변주된 음악에서 보통 감정과 조금 다르

게 표현하고자 한다. 템포(♩=88)와 셈여림()은 

적당하게 상용하되 마지막 음을 A음으로 사용함으

로써 다음에 오는 야수의 갈등을 복선화하였다.

같은 측면에서 타잔의 OST 12번인 ‘The Gorillas’

에서는 제인에게 가기로 한 타잔을 템포(♩=69)로 평

안함을 표현하지만 타잔이 갇히게 되는 장면의 불안

감을 복선화하여 minor로 표현한다. 적대자 측면에

서 음악도 같은 유형을 보이는데 알라딘의 OST 10

번인 ‘Jafar's Hour’은 적대자(자파)의 나쁜 캐릭터 

성향을 살려 셈여림()의 관악기(트럼펫, 호른)의 

사용으로 a minor의 적대자 위주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업의 OST 14번인 ‘Giving Muntz The Bir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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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he Analysis Results of ‘Glory-Confrontation’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arzan Up

Sound Lines+Music Lines+Music Lines+Music Lines+Music

Tonality g minor a minor d minor b minor

Tempo ♩= 77 ♩= 146 ♩= 83 ♩= 155

Range
G below Mid. C
~ 3oct G

A below Mid. C
~ 3oct A

F below Mid. C
~ 2oct A♭

F above Mid. C
~ 1oct E♭

Intensity ff ff ff ff

Instrumentation Orchestra Orchestra Orchestra Orchestra

Table 15. The Analysis Results of ‘Accomplished Mission’

Beauty and the Beast Aladdin Tarzan Up

Sound Lines+Music Lines+Music Lines+Music Lines+Music

Tonality D Major
F Major
-A♭Major

g minor F Major

Tempo ♩=110 ♩=110 ♩= 116 ♩= 30

Range
D below Mid. C～2oct D
+Range of accom.(over

3oct)

B below Mid. C
～2oct F+Range of

accom.

2oct E below Mid. C
～2oct A

Range of accom.(over
3oct)

Mid. C
～ 2oct C

Intensity ff ff ff mp

Instrumentation Orchestra Orchestra Orchestra
Piano Solo
+String inst.
accom.

서도 적대자(먼츠)의 우위를 템포(♩=127)로 빠르게 

표현하고 단조의 선율위에 a-c-e-a♭-g 음의 반복 

사용과 타악기를 로 표현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나

쁜 캐릭터에게 적대하는 것을 동일시 해주는 역할을 

한다.

Table 14는 ‘영광 대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음

악적으로도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스

토리상으로는 주체자와 적대자의 대결 장면이 다이

나믹하게 연출된다. 이 프로세서 단계에서는 공통적

으로 변화 없이 minor 조성으로 전체적인 선율을 이

끌어 가지만 간간히 다이나믹을 주기 위해 빠른 템포

의 Major 선율이 등장하기도 한다. 모든 애니메이션

에서 셈여림이 로 아주 역동적인 분위기가 지배적

이며 특징적으로 업에서는 단조 조성에서 무조음계

를 삽입하여 멜로디가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스토리 

갈등의 최고조를 표현하고 있다.

Table 15은 ‘완수된 사명’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마지막 단계인 17번째 프로세서에서는 애니메이션

의 주제곡인 미녀와 야수의 OST 10번, ‘Beauty and

The Beast’, 알라딘의 OST 9번인 ‘A Whole New

World’, 타잔의 OST 13번인 ‘One Family’, 업의 

OST 2번인 ‘We're In The Club Now’ 등을 다시 변

주곡화 하여 미녀와 야수의 OST 15번인 ‘Transfor-

mation’, 알라딘의 OST 20번인 ‘Happy End In

Agrabah’, 타잔의 OST 14번인 ‘Two Worlds Finale’,

업의 OST 21번인 ‘The Ellie Badge’ 등을 삽입한다.

이것은 각 스토리의 결말을 주체가 원하는 대상을 

획득하는 것으로 하여 주제곡의 멜로디를 또 한 번 

반복함으로써 확실하게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관

객에게 강조시킬 수 있다. 또한 원곡의 템포보다 조

금 더 빠른 템포로 표현한 미녀와 야수, 알라딘, 타잔

에 비해 업은 템포(♩=93에서 ♩=30으로)를 확연히 

느리게 표현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기쁨보다는 감동

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OST의 의도를 알 수 있

다. 이제까지 각 8개의 프로세스마다 삽입되어있는 

OST를 6가지 음악 요소로 분석해 보았다.

Table 16은 지금까지의 분석을 전체적인 관점에

서 정리한 것으로 애니메이션 4작품별 공통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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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haracteristics of Common Musical Elements for Each NP

Characteristics Common musical elements   

First Circumstance
Intensity: mf
Tonality: minor

2/6 75%

Subject-Object Sound: Song 1/6 75%

Act Subject
Instrumentation: Orchestra
Range: about 3 oct. (wide)

2/6 100%

Principal-Confrontation Intensity: mf → ff
Tempo: 62 → 127

Except) Joy→Fast, Impression→Slow
(Beauty and the Beast, Up)

2/6

50%

Principal-Domination 50%

Principal-Acquisition 50%

Glory-Confrontation
Intensity: ff
Tonality: minor

Sound: Lines+Music
3/6 100%

Accomplished Mission

Variation of OST Theme
Intensity: ff (Joy part)

Range: 3 oct.
Except) Impression→mp (Up)

3/6 75%

Average 33.3% 71.9%

적 요소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각 애니메이션에는 17개의 NP가 있다. 이 중 연구 

대상인 4 가지의 애니메이션에 모두 OST가 나타나

는 NP의 수()는 8이다. 선택된 각각의 NP에 대

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6가지의 음악 요소개수

(Number of Musical elements;   )에 대하여 

Table 8-Table 14를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그 중 번

째 NP에서 공통된 성질의 음악요소가 존재하는 경

우에 대하여 그 개수를 라 할 때, 그 비율 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전체 NP에 대한 평균 공통음악요소 비

율()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이므로, 본 실험에서 

 이다.

위 33.3%에 속하는 공통음악요소와 성질들을 

Table 16에 정리하였다. ‘주체 대상’ NP에서는 사운

드 한 요소만, ‘영광대치’ NP에서는 셈여림, 조성, 사

운드 세요소가 공통이고 그 외 나머지 NP는 모두 

두 가지의 공통된 요소를 보이고 있다.

음악적 요소 동질성(CRME; Common Property

of Musical Elements)은 위 33.3%의 공통된 음악요

소가 각 애니메이션의 NP에서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나타낸다. 즉, 선택된 번째 NP에서  값은 4편

의 애니메이션 중 몇 개의 애니메이션이 본 논문에서 

발견된 공통음악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그 전체평균()은







 (3)

이며, 여기서  이고, 그 실험결

과 값은 71.9%였다.

또, 분석결과를 보면 많은 공통적 음악 요소뿐만 

아니라 그것에 해당되는 스토리적 특징 또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상황’에서는 해피엔

딩의 반대되는 요소로 관객 흥미 유발하고, ‘주체 대

상’에서는 캐릭터 소개, 성향분석, 욕망표현 등의 내

용이 있고, ‘행위 주체’에서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스

토리화하여 전개해 나가고, ‘근본 대치, 근본 지배,

근본 획득’에서는 갈등의 전단계로 갈등을 점차적으

로 고조시키고 있으며, ‘영광 대치’에서는 클라이막

스로써 역동적이며 불안정한 OST들이 나오며, 마지

막 ‘완수된 사명’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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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로세스별 OST의 음악

적 요소들의 특징들이 각 프로세스마다 가지고 있는 

분류 모델의 성향과 부합되어 각 애니메이션을 대하

는 관객에게 보다 큰 몰입도를 줌과 동시에 스토리에 

대한 확실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인다.

4. 결  론

애니메이션의 성공적 제작과 제작의 효율화를 위

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20-23]. 본 논문에서는 애니

메이션의 감동을 극대화하는 OST가 영화의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공통

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기존의 OST 관련 연구는 영상과 사운드의 전반적

인 관계에 대한 연구[6] 또는 특정 한 영상에 대해 

정해진 사운드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연구인데[7-9],

각각 너무 추상적이거나 편협적이라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각각의 단계마다 OST

는 영화 표제음악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분석 대상으로 미녀와 야수, 알라딘, 타잔, 업 등의 

4작품을 선택하였고, 성봉선의 NP 분류 모델 [1]을 

도입, 그에 따라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17개의 Nar-

rative Process (NP)로 분류하였다. 서로 다른 애니

메이션에서 각 OST가 동일 목적의 스토리 전개를 

위한 음악적 공통점과 차이점, 그 의미들을 각각의 

NP에서 발견하고자 비교 연구하였다. 선정된 4편의 

애니메이션에 모두 OST가 나타나는 NP는 8개이므

로 이들만 비교대상으로 정하였다.

객관적 음악적 요소에는 사운드, 조성, 템포, 음역,

셈여림, 악기편성 6가지가 있으며, 이들이 선택된 8

개의 NP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조사해 보았다.

전체 음악요소 중 33.3%에는 공통음악요소가 있음

을 발견하였고, 그 중 71.9%는 Table 17처럼 음악 

요소의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은 처음으로 계열체적 분석을 시도한 것으

로 8개의 NP에서 객관적인 음악적 요소의 스토리 

전개상의 유의미한 공통점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차이점에 대한 해석도 가

능하다. 예를 들어 근본 대치. 지배, 획득의 NP에서 

대부분 템포 62로 감동을 표현하는 곳이 공통적이지

만, 기쁨을 표현하기 위하여 UP에서는 템포 127를 

사용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음악적 요소가 각각

의 서로 다른 스토리에서 자유분방하게 사용되어 도

무지 공통점과 차이점 및 그 의미 발견할 수 없었으

나, 본 논문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NP에 따른 객관적

인 음악적 요소와 같은 사용 가능한 법칙을 더 발견

하며, 그것이 NP에 미치는 영향을 더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NP의 동기에 따른 OST 작

곡의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더 

다양한 분석을 통해 OST 음악의 요소가 관객의 정

서와 인지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NP와 OST,

그리고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상관관계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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