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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음악영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지프레임 분석

박 선 옥 최  은  정 덕 호

북 학교 북 학교 북 학교
1)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의 음악 재에 대한 인지프레임을 

분석해보는 데 있다. 연구결과 각 전문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전문가는 본인(PA), 목소리(YA), 톤(YO)을 자주 사용하 다. 기준 프레임에 의한 분석 결과 

세 명의 심사위원 모두 창의성 역을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세 명 모두 

부족한 역은 동기 역이었다. 또한, 기준프레임에는 제시가 되어 있으나, 다루지 않은 소 역

들도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창의적인 역과 본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여 차별화된 메시지를 

부각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무대 밖의 

모습도 반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심사 내용을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주제어: 음악 재, 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인지프레임

I. 서  론

재교육진흥법 제1조에 따르면 재교육의 목적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

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이다( 재교육진흥법, 2000). 이는 재들

이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재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알맞은 교육을 제공받으면서 자라야 

비로소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능력을 최

대한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재교육진흥법(2002)에 제시된 재아의 정의를 음악분야에 적용해보면 ‘음악 재란 음악

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자’
로 정의된다. 또, 현경실(2006)은 ‘음악 재란 뛰어난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 음악 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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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중력을 갖춘 자’로 정의하 다. 그리고 원 실(2013)은 음악 재성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적 능력, 일반 창의성과 음악 역 특수 창의성, 음악에 대한 강한 동기’의 세 가

지 심리학적 구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 다. 음악 재들 또한 알맞은 

교육을 제공받아서 음악적 재능을 발달시켜 나간다. 역사상 이름을 남긴 음악가들도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선발하여 전문 음악 교육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성장

할 수 있었다. 즉,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동이라도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재능이 사라지거나 뒤떨어진다. 모차르트도 당대 최고의 음악교사인 아버지가 있었기

에 최고의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원 실, 2010; 이미경, 2005).  그러나 수학, 과학이 재

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음악적 재능은 쉽게 발견되기 힘들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는 음악 재교육 프로그램은 음악적 연주 능력에 비중을 두어 연주 실력으로 

음악 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태진미(2009)는 국내 음악 재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논하면

서 음악 재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재한 경우 실기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재로 선발하

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하 다. 
판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본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이용한다. 두 번째는 주관적인 방법으로 교사나 부모의 추천서를 참조하는 방법과 오디션 등 

교사의 주관적 관찰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음악 재는 현재의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인 잠재적 능력도 같이 고려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음악교육계는 오

랜 기간 동안 성취도와 학생의 가능성까지 평가할 수 있게 눈과 귀를 계발, 전수해 왔다(원
실, 2010). Haroutounian(2002)에서는 이를 “재능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것”
으로 표현한다. 즉, 뿜어져 나오는 힘을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음악가의 눈과 귀가 가장 확실

한 판별법이다. 그러므로 오디션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한 재 선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

법이다.
대중음악에서의 재를 정의내리고 연구한 결과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나 

한류가 하나의 큰 문화 컨텐츠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문화수출의 측면에서도 대중음악에서의 

재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심사단들이 재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대중음악에서의 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 재들의 판단 기준 역에 대한 특성을 최근에 이

슈화가 되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기준

프레임을 심사평에 적용한 후 심사위원들은 음악 재 판단기준을 어떤 역으로 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심사평에 사용한 단어를 살펴보고 어떤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은 음악 재를 보면서 음악 재성에 대해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하는가?
연구문제 2.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이 보는 음악 재성은 어떤 프레임 구조를 가

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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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K 오디션 프로그램은 S 공중파 TV 주말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50
분부터 90분가량 방송되었다. 오디션은 총 7개의 단계를 거친다. 시즌 4에서는 시즌 3와 동일

하게 Y엔터테인먼트의 YA와 J엔터테인먼트 PA, A뮤직의 YO가 심사위원을 맡게 되었다. 심
사위원들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모두 가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이 음악 재를 보면서 사용하는 단어와 음악 

재성의 범주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참가자가 대상이 아니고, 방송에서 사용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며, 총 방

송시간 약 31시간 30분 중 약 14시간에 해당하는 3명의 심사평 내용을 분석하 다. PA는 총 

7954개, YA는 총 8107개, YO는 총 8451개의 낱말을 사용하 으며 케이팝스타 시즌4 프로그

램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방송사 SBS
방송 시간 2014년 11월 23일~2015년 4월12일(총21부작)

일요일 오후 4시 50분~(1회 평균 90분 방 )
심사시간 총 약 31시간 30분 중 약 14시간을 3명의 심사평에 사용

심사위원 PA YA YO
낱말(개) 7954 8107 8451

<표 1> 케이팝스타 시즌4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특징

2. 자료 수집  분석

본 연구는 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음악 재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분석법을 이용하여 도식화하고 정량화했다. 먼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내

용을 녹음하고, 심사평을 전사하 다. 전사 자료를 모두 텍스트 파일로 변환한 후, 단어의 조

사와 형용사는 제외하는 정제작업을 실시하 고, 서술어는 명사화하여 분석하 다. 비슷하거

나 유사한 단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하나의 단어로 통일할 수 있게 단어 바꾸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자료는 한국어 기반 대용량 언어 분석 프로그램인 

KrKwic으로 처리하 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단어를 정량화하고, 기초단어빈도분

석 매트릭스를 추출하 고, 추출된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6.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단어 빈도와 위세 중심성의 분석 지표를 산출하 다. 그
리고 UCINET 6.0 for Window 내 네트워크 지도화 프로그램인 NetDraw를 사용하여 네트워

크에서의 단어간 위세중심성 등을 시각화하 다(<표 2> 참조). 
또한, 심사평에 코딩어를 부여하여 처리하 다.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번역 프레임

(ArtsConnection, 1997; 최은식, 2003에서 재인용, pp. 44-45)을 가지고 심사내용에 코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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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여,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 고, 위 단어 처리과정과 동일하게 KrKwic, UCINET 6.0 for 
Window, NetDra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어의 빈도수, 위세중심성을 알아보고, 그래프로 시

각화하 다.
코딩어의 자료 처리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3회에 걸쳐 재교육 전

문가 1명, 박사학위 소지자 2명, 석사과정에 있는 1인과 세미나를 통해 반복하여 처리하 다. 

단계 주요 내용
분석 내용

단어 코딩

사전
준비
단계

원문 작성 녹음한 심사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전사함

심사 내용에 코딩어를 부여함

전처리 심사위원 별로 심사 내용을 text 파일로 
정리함

각 심사위원의 코딩어를 text 파일로 
정리함

정제 작업 원문에서 조사나 형용사 등을 삭제하고 
서술어는 명사화함

어 코딩어로 되어 있어 따로 정제 
작업 없음

분석
단계

네트워크 분석 한국어 기반 대용량 언어 분석 프로그램인 KrKwic으로 처리함

네트워크 분석 UCINET 6.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빈도와 위세 중심성을 산출함

그래프 분석 NetDraw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시각화함

<표 2> 언어네트워크 분석 절차

자료 분석 도구로는 KrKwic, UCINET 6.0 for Window, NetDraw을 사용하 다. KrKwic을 

통해 단어를 정량화하고, 기초단어빈도분석 매트릭스를 추출하고, UCINET 6.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단어 빈도와 위세 중심성의 분석 지표를 산출하 으며, UCINET 6.0 for Window 내 

네트워크 지도화 프로그램인 NetDraw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의 단어간 위세중심성 등을 

도식화하 다. 여기서 중심성이란 한 단어가 언어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나 중심에 가까이 위

치하는 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중심에 위치한 중요한 

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향력이 커지고 이어 위세 중심성도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

는 전체 언어네트워크에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세 중심성을 

측정하여 분석하 다(김용학, 2011; 이준기, 하민수, 2012; 정덕호, 조규성, 유대 , 2013).

3. 기  임(Standard Frame)

본 연구에 사용한 기준 프레임은 기존에 제시된 번역 프레임(ArtsConnection, 1997; 최은식, 
2003에서 재인용, pp. 44-45)을 이용하여 수정 없이 번역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 다. 

기준 프레임은 렌쥴리의 재성 개념 모형을 이용하여 제작된 표이다. 표 안에 음악 재의 

일반적인 특징이 제시되어 있고, 표를 통해 음악 재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심

사위원들이 보는 음악 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제일 근접하다. 기준 프레임은 대 역, 
중 역, 소 역 총 3가지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역은 렌쥴리의 세 고리 정의에 따라 

평균 이상의 능력인 ‘기능’, 과제집착력인 ‘동기’, 창의성인 ‘창의성’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36개의 기준 프레임 틀을 사용하여 36개의 코딩어를 부여하 다(<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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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역 중 역 소 역 코딩어

기능
Skills

리듬감
Rhythm

1. 리듬에 맞추어 신체를 움직인다. FRA
2. 박자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FRB
3. 리듬을 듣고 정확하게 재현한다. FRC
4. 같은 리듬을 반복적으로 연주한다. FRD
5. 리듬을 예측한다. FRE
6. 음악의 적절한 시작을 포착한다. FRF
7. 음악의 내재된 박에 반응한다. FRG

청감
Perception of sound

1. 음높이의 차이에 반응한다. FPA
2. 음악의 강세에 반응한다. FPB
3. 음정을 정확하게 재현한다. FPC
4. 가락을 정확하게 재현한다. FPD
5. 한 성부를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FPE

신체협응
Coordination

1.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한다. FCA
2. 신체의 움직임이 자연스럽다. FCB
3. 동일한 신체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다. FCC
4. 양손을 모두 사용한다. FCD

동기
Motivation

열의
Enthusiasm

1. 음악에 즐겁게 반응한다. MEA
2.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MEB
3. 호기심이 많다. MEC
4. 질문을 많이 한다. MED
5. 친숙하지 않은 음악도 잘 듣는다. MEE

집중
Ability of focus

1. 과제에 집중한다. MCA
2. 주의깊게 듣는다. MCB
3. 지시를 주의깊게 듣고(이해하여) 잘 따른다. MCC

인내력
Perseverance

1.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MPA
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력이 향상된다. MPB
3. 교정을 이해하고 잘 수용한다. MPC

창의성
Creativity

표현
Expressiveness

1. 감수성 있게 반응한다. CEA
2. 에너지와 깊이가 있는 연주를 한다. CEB
3. 몰입하여 연주한다. CEC
4. 감정을 잘 표현한다. CED

작곡/즉흥연주
Composition and 
improvisation

1. 즉흥적인 연주를 할 수 있다. CCA
2. 새로운 시도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한다. CCB
3.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CCC
4.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리를 만든다. CCD
5. 가락을 지어 부른다. CCE

<표 3> 음악 영재 점검 영역 및 코딩어

먼저, 각자 전체에 코딩어를 부여 후, 내용과 코딩어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세미나를 통해 합의 도출하 다(<사례1> 참조).

<사례1>
저는 처음에 벌스를 딱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쾌재를 불렀어요 . 왜냐면 아주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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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PA YA YO

word F(%) E word F(%) E word F(%) E

1 노래 254(9.6) 66.14 노래 181(8.6) 59.81 노래 184(8.5) 61.68

2 본인 85(3.2) 30.28 목소리 77(3.6) 47.03 곡 113(5.2) 65.97

3 느낌 78(2.9) 30.64 무대 74(3.5) 23.39 가수 60(2.8) 24.61

4 음악 61(2.3) 29.50 느낌 48(2.2) 20.67 무대 52(2.4) 19.41

5 가수 60(2.2) 25.85 곡 42(2.0) 32.54 음악 49(2.2) 28.61

6 마음 51(1.9) 24.95 가수 40(1.9) 17.48 느낌 44(2.0) 19.44

7 무대 50(1.9) 21.41 음악 37(1.7) 20.52 마음 34(1.5) 17.38

8 감정 43(1.6) 14.73 본인 32(1.5) 10.24 목소리 30(1.4) 20.61

9 가사 39(1.4) 21.35 고음 30(1.4) 10.87 편곡 27(1.2) 17.88

10 고음 38(1.4) 14.87 감성 26(1.2) 12.29 감정 26(1.2) 10.79

11 곡 35(1.3) 22.35 감정 25(1.1) 10.86 본인 24(1.1) 16.81

12 목소리 35(1.3) 16.98 가사 24(1.1) 10.31 발라드 22(1.0) 10.04

<표 4> 세 명의 전문가가 음악 영재를 표현할 때 사용한 언어 (F: 빈도, E: 위세중심성)

애드립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원곡가수하고 전혀 다르게. 티가 많이 안 나게. 원곡에서 휘는 부분

이 안휘고, 원곡에서 안휘는 부분이 휘고, 제가 그걸 간절하게 바랬거든요. 제발 따라하지 말아라

는 주문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게 아주 살짝 됐어요. 보통 안 되거든요. 그거 고치라면 못 고쳐

요. 근데 고쳐가지고 왔어요. 원곡을 정확하게 알아야 캐치할 수 있을 정도 . 오늘 저는 희망을 봤

습니다.

<사례1>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코딩어는 MPC로, 대 역에서는 ‘동기’, 중 역에서는 

‘인내력’, 소 역에서는 ‘교정을 이해하고 잘 수용한다’에 속한다. 그런데, 원곡가수와 다르게 

불 다는 부분이 대 역인 ‘창의성’, 중 역인 ‘작곡/즉흥연주’, 소 역인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리를 만든다’는 역에 들어가므로, 코딩어 CCD를 부여했다. 또한, 대 역인 ‘동기’, 중 역

인 ‘인내력’, 소 역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력이 향상된다’ 코딩어인 MPB는 심사평에서 이

전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고쳐왔다는 내용이고, 실력향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외시켰다.

III. 연구 결과

1. 오디션 로그램 심사에 한 언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분석법을 사용하 다. Krkw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사

내용에 사용된 단어와 그 빈도를 분석한 결과, 총 단어의 수는 각각 PA(2625개), YA(2095개), 
YO(2142개) 다. 이들 중 핵심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
trality)를 분석하 고, eigen value 값이 1 이상으로 나온 단어 PA(107개), YA(105개), YO(105
개)를 다시 추출하여 분석하 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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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쉬움 35(1.3) 15.22 색 22(1.0) 15.62 힘 22(1.0) 9.77

14 힘 35(1.3) 12.50 편곡 22(1.0) 10.10 멜로디 21(0.9) 13.95

15 소울 32(1.2) 13.42 알앤비 21(1.0) 5.87 연습 21(0.9) 5.89

16 음 32(1.2) 70.11 나이 20(0.9) 9.45 피아노 21(0.9) 17.60

17 말하듯 29(1.1) 11.88 감동 18(0.8) 6.29 감성 20(0.9) 11.65

18 코드 27(1.0) 10.37 표현 18(0.8) 9.49 보컬 20(0.9) 5.82

19 감동 26(0.9) 12.26 호흡 17(0.8) 4.83 색 18(0.8) 16.89

20 불안 22(0.8) 10.10 힘 17(0.8) 8.07 파트 17(0.7) 8.86

분석결과 세 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평에 사용한 언어에서 ‘노래’는 3명 모두 높은 위세중심

성을 가지고 있지만(66.14, 59.81, 61.68), ‘본인’은 PA(30.28)가 YA(10.24), YO(16.8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3명의 심사위원이 공통적으로 사

용한 단어일지라도 그 빈도나 위세중심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심성(centrality)은 한 단어가 전체 언어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에 가까이 위치하는지를 

표현하는 지표이다. 위세중심성 지수는 단어들이 텍스트에서 단순 반복되어 보여주는 것 이상

을 제시한다. 즉, 위세중심성 지수는 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단어들의 중심성을 고려하

여 해당 단어의 중심성을 계산하며, 전체 언어네트워크를 보았을 때, 중심적인 단어들을 탐색

하게 된다(심준섭, 2011; Bonacich, 1987). 이는 텍스트 내에서 높은 위세중심성을 지닌 단어

는 마찬가지로 중심에 가깝게 위치한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심준

섭, 2011). 위세중심성은 언어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단어와 연결될수록 단어의 중요성에 무

게를 더 둔다(이준기, 하민수, 2012). 위세 중심성이 높은 값을 가지는 이유는 이 단어가 언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세중심성으로 언어네트워크 

전체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중요 단어를 찾을 수 있으며 한 단어가 중심성이 높은 다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볼 수 있다. 즉, 위세중심성 값이 해당 단어의 언어네트워크 상

에서 위치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PA의 심사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frequency)를 살펴보면(<표 4> 참조) ‘노

래’(254회) ‘본인’(85회) ‘느낌’(78회), ‘음악’(61회), ‘가수’(60회), ‘마음’(51회) 순이며,  단어

의 위세 중심성을 살펴보면 ‘음’(70.11), ‘노래’(66.14) ‘느낌’(30.64), ‘본인’(30.28), ‘가
수’(25.85), ‘마음’(24.9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도수와 위세중심성을 비교하면, PA의 

‘음’(32회)은 ‘노래’(254회), ‘본인’(85회)과 같은 단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이나, 위
세 중심성은 높은 값(70.11)을 보인다. 또, PA가 사용한 단어 중 빈도에 비해 위세중심성이 높

은 단어로는 ‘곡’(11회, 22.35), ‘가사’(9회, 21.35), ‘목소리’(12회, 16.89) 등이 있었고 ‘고
음’(10회, 14.87), ‘감정’(8회, 14.73), ‘힘’(15회, 12.50)등은 빈도에 비해 위세중심성이 낮았다. 
이는 PA가 심사할 때, ‘음’, ‘느낌’, ‘본인’, ‘곡’, ‘가사’, ‘목소리‘ 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K 대중가요 오디션 제작발표회에서 PA가 말한 인재상과도 일치한

다(<사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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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K팝스타 ’에서 탈락시키는 심사평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노래를 너무 잘해요 ’ ‘노래를 너무 잘 부

르려고 해요 ’다. 다른 오디션에서는 그런 심사평을 못 들었을 것이다 . 주변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뽑는 오디션에서 노래 잘한다고 탈락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다 . 바로 

거기에 ‘K팝스타 ’의 차별성이 있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떨어진다. 

인위적으로 목소리를 만들거나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면 떨어진다 .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듯이 

노래하면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참가자들에게 ‘노래 잘 부르려고 하지 마라 ’ ‘그 이야기를 목소리

로 얘기해라 ’라고 주문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음 내는 법 등 기능적인 면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 
가장 우선시되는 항목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은 가창력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러움이다 . 자연스러

운 친구를 찾고 있다. 나쁜 습관이 배어있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한다 .

PA의 심사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대한 위세 중심성을 시각화한 네트워크를 살펴

보면 [그림1]과 같이 ‘노래’, ‘본인’, ‘음’을 중심으로 한 언어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

의 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세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각 개념의 연결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어는 ‘마음’, ‘색’, ‘감정’, ‘느낌’ 과 같은 단어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트워크 구조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앞서 제시한 것처럼 네트워크상의 단어들은 매우 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화음’, ‘색다름’, ‘지도’, ‘감성’등과 같은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에 

비해 네트워크 지도의 중심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음’, ‘코드’, ‘발
성’등의 단어는 PA의 네트워크에서만 등장하고 있어, 다른 심사위원에 비해 음악 기초 지식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PA 아이겐 value 값 중 1-40 순위의 단어로 krkwic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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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YA 아이겐 value 값 중 1-40 순위의 단어로 krkwic 처리

YA가 심사내용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의 빈도를 살펴보면(<표 4> 참조) ‘노래’(181회) ‘목소

리’(77회) ‘무대’(74회), ‘느낌’(48회), ‘곡’(42회), ‘가수’(40회) 순이며, 단어의 위세중심성을 살

펴보면 ‘노래’(59.81), ‘목소리’(47.03), ‘곡’(32.54), ‘무대’(23.39), ‘느낌’(20.67), ‘음악’(20.52)의 

순으로 나타난다. 빈도와 위세중심성을 비교하 을 때, YA는 빈도 7위 안의 단어와 위세중심

성 7위 안의 단어가 순위만 조금 다르게 배치되어 있고 그 외의 단어도 빈도수와 위세중심성이 

비례하는 편이었다. 이 외에도 ‘색’, ‘감성’, ‘고음’, ‘감정’, ‘가사’, ‘본인’, ‘편곡’등의 단어도 10 
이상의 위세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YA가 심사할 때, ‘목소리’, ‘곡’, ‘무대’는 물론 ‘감
성’, ‘가사’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YA가 K 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말한 인재상과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사례 3> 참조).

<사례 3>
무 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고 싶은 꿈나무들을 솔직하고 , 정확하게 평가하겠다. ‘K팝스

타 ’는 3  기획사가 실제 기획사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발굴해서 데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즌4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참가자들의 꿈은 가수 본인들이 무 에 오르고 싶은 기회를 

얻으려는 꿈나무들이다.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것이 상 방의 꿈을 같이 이루는데 도움 주는 일이

다. 자기 인생을 건 문제이기 때문에. 가수로 데뷔하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K팝스타 ’. 기획자의 

눈으로 솔직히 평가하는 것이 ‘K팝스타 ’의 특징이고 봐야할 이유. 노래 잘 하는 사람을 뽑을 이유

는 없다.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그것이 ‘K팝스타 ’의 차별점.

YA의 심사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대한 위세 중심성을 시각화한 네트워크를 살펴

보면 [그림 2]와 같이 ‘노래’, ‘곡’,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언어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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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세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각 개념의 연결을 나타낸

다. 또한, 이러한 단어는 ‘색’, ‘감성’, ‘느낌’ 과 같은 단어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YA의 심사 

내용에서만 나타나는 단어는 ‘춤’, ‘나이’, ‘장르’ 등이 있다. YA는 다른 심사위원들보다 기획

자로서의 관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YO가 심사내용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의 빈도를 살펴보면(<표 4> 참조) ‘노래’(184회)와 

‘곡’(113회) ‘가수’(60회), ‘무대’(52회), ‘음악’(49회), ‘느낌’(44회) 순이며, 단어의 위세중심성

은 ‘곡’(65.97), ‘노래’(61.68), ‘음악’(28.61), ‘가수’(24.61), ‘목소리’(20.61)의 순이다. 
빈도와 위세중심성을 비교하면 비교적 비례하고 있지만 ‘힘’(13회, 9.77), ‘연습’(15회, 

5.89), ‘보컬’(18회, 5.82)등은 빈도에 비해 낮은 위세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O는 심사할 때, ‘곡’, ‘노래’, ‘음악’ 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목

소리’, ‘느낌’ 뿐 아니라 ‘편곡’, ‘피아노’ 등의 기능도 중요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K 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발표회 및 심사평에서 YO가 말한 인재상과도 일치한다

(<사례 4> 참조).

<사례 4>
사례4-1.
내가 지난 번(시즌3)에 회사로 데리고 온 권00 양과 0킴과 잘 어울릴 친구를 찾는다. 이 친구들

과 어우러져 음악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집안에서 안 싸울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 

사례4-2.
뭔가 다 안 어울리는 조합이 모여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게 나오네요 . 에스페란자 스팔딩은 지금 

정말 유명한 재즈 베이스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재즈에서 딥하게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뮤지션

이거든요. 노래 듣는 내내 정말 행복해서. 케이팝 스타에서 이렇게 00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정말 좋네요. 그리고 더 좋은 일 중 하나는 저도 뭐라고 단정 짓지 못했었던 규정짓지 못했었던 

꿈꿔 왔던 여자 뮤지션의 실체를 여기서 봤을 거 같아요 . 뭐라고 설명할 순 없었는데, 이런 여자 

뮤지션이 나오기를 꿈꿔 왔었구나. 근데 지금 이 케이팝스타 무 에서 본거에요. 그래서 너무 기

뻐요. 노래 진짜 잘했구요. 가사도...

YO의 심사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대한 위세중심성을 시각화한 네트워크를 살펴보

면 [그림 3]과 같이 ‘노래’, ‘곡’, ‘음’을 중심으로 한 언어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세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각 개념의 연결을 나타낸다. 또
한, 이러한 단어는 ‘느낌’, ‘본인’, ‘색’ 과 같은 단어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 구조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앞서 제시한 것처럼 네트워크상의 단어들은 매우 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 하지만, ‘춤’, ‘본능’, ‘팝’과 같은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에 비해 네트워크 지도의 중심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다. 또, YO의 심사 내용에서만 나타내는 단어로 ‘피아노’ ‘발라드’, ‘뮤지션’, 
‘스타일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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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PA YA YO

코딩어 F(%) E 코딩어 F(%) E 코딩어 F(%) E
1 CCD 75(30.0) 87.31 CCD 69(33.4) 89.16 CCD 62(32.9) 85.35
2 CED 49(19.6) 77.99 CED 42(20.3) 80.66 CED 27(14.3) 51.94
3 FPC 17(6.8) 31.83 CCB 17(8.2) 36.29 CCE 17(9.0) 57.98
4 CCC 12(4.8) 31.14 FCB 13(6.3) 34.29 CEA 15(7.9) 58.09
5 CCE 12(4.8) 36.51 CCE 10(4.8) 29.76 CEB 11(5.8) 27.43
6 FCB 11(4.4) 21.13 CEB 10(4.8) 23.82 CCB 10(5.3) 26.79
7 CCB 10(4.0) 16.07 FPC 10(4.8) 24.95 CCC  6(3.1) 27.57
8 CEB 10(4.0) 28.54 CEA  6(2.9) 19.25 MPB  6(3.1) 14.84
9 CEA  8(3.2) 14.54 MPC  6(2.9) 11.57 FCB  5(2.6)  5.03
10 MPC  7(2.8) 15.56 FRG  5(2.4)  8.85 FPC  5(2.6) 15.88
11 CEC  6(2.4) 17.39 CCC  4(1.9) 13.32 MPC  4(2.1)  3.71
12 MEA  5(2.0) 7.76 MPB  4(1.9) 13.32 FPA  3(1.5)  7.75
13 MPB  5(2.0) 15.22 FPB  3(1.4)  5.77 MCC  3(1.5)  9.23
14 CCA  4(1.6) 12.80 FPE  2(0.9)  0.80 MEB  3(1.5)  8.72
15 FPA  3(1.2)  6.69 MEA  2(0.9)  0.00 FPE  2(1.0)  2.88
16 FPE  3(1.2)  8.95 CCA  1(0.4)  0.00 FRA  2(1.0) 13.97

<표 5> 전문가 세 명의 음악 영재성에 대한 인지프레임 비교 분석 (F합계: PA(250), YA(206), 

YO(188))

[그림 3] YO 아이겐 value 값 중 1-40 순위의 단어로 krkwic 처리

2. 오디션 로그램 심사에 한 코딩어 분석

심사위원 3명의 심사내용에 대한 코딩어를 기준프레임 틀과 비교하 을 때 총 39개  

중 9가지 소 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빠진 코딩어는 FRC, FRE, FPD, FCC, FCD, MEC, 
MED, MEE, MPA로 리듬감 5가지 역, 동기 2가지 역이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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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RA  3(1.2)  6.10 FPA  1(0.4)  0.00 CCA  1(0.5)  4.24
18 FCA  2(0.8)  4.89 FRA  1(0.4)  0.00 CEC  1(0.5)  4.24
19 FRG  2(0.8)  3.32 FRD  1(0.5)  7.13
20 MCA  2(0.8)  4.23 FRG  1(0.5)  1.33
21 MCC  2(0.8)  4.38 MCA  1(0.5)  0.00
22 FRB  1(0.4)  2.11 MCB  1(0.5)  4.68
23 FRF  1(0.4)  2.11 MEA  1(0.5)  0.00

리듬감 역에서는 리듬 재현, 리듬 예측, 가락 재현, 신체 움직임 반복, 양손 사용 등 오디

션 내용 상 확인하기 힘든 내용이 빠졌고, 동기 역에서는 호기심, 질문, 낯설음에 적응, 포기

하지 않음 등 무대 위에서 단시간에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무대 위는 과정

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연습의 결과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과정

에서 꾸준히 오랜 기간 봐야할 역들은 심사내용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Krkw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PA의 총 코딩어의 수는 23개이다. 프레임의 빈도

(frequency)를 살펴보면(<표 5> 참조), PA는 CCD(75회), CED(49회), FPC(17회), CCC(12회), 
CCE(12회), FCB(11회) 순이며, 위세중심성을 살펴보면 CCD(87.31), CED(77.99), CCE(36.51), 
FPC(31.83), CCC(31.14), CEB(28.5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도와 위세중심성을 비교해 보면, 
빈도는 낮으나 위세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코딩어들은 CCE(12회, 36.51), CEB(10회, 28.54), 
CEC(6회, 17.39)이다. [그림 4]를 보면, 이 단어들이 중심에 있는 코딩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하면, PA는 심사할 때, 다른 역들보다 창의성 역을 제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능 역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와도 일치한다.

[그림 4] PA의 음악 영재성에 대한 인지프레임

PA의 중심에 있는 코딩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리를 만드는 소 역인 CCD, 감정을 잘 

표현하는 소 역인 CED,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인 CCC가 있다. 즉 창의적인 표현

이나 작곡/ 즉흥연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딩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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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는 반면, 1번만 연결되어 있는 코딩어가 있는데, 이는 FRF, MCA, FRB 3개이다. 
또한, 다른 2명의 심사위원과 비교시, 서로 공통으로 들어 있는 코딩어로는 3개로, CEC(PA, 

YO), MCA(PA, YO), MCC(PA, YO) 가 있다. 그리고, 다른 2명의 심사위원에게는 없지만, PA
만이 가지고 있는 코딩어는 신체 협응과 리듬감에 관련된 FCA, FRB, FRF가 있다.

각 코딩어에 해당하는 심사평을 예로 들자면, P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사례 5> 참조).

<사례 5>
사례5-1. CCD
자기만의 색깔로 해석했다는 게 아니라, 해석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을 요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내야지가 아니라 무슨 노래가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해석이 돼서 다르게 나오는 

참가자들이 가장 무서운 참가자들이에요.

사례5-2. CED
마음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특히 노래가 딱 끝났는데, 화면으로 봤는데 속눈썹이 파르르르 떨리면

서 끝나더라구요. 그게 그 정도로 막 몰입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사례5-3. CCC
제가 가사에 한 기 를 하다가요. 한글자도 못 들었어요. 정신을 잃어가지구요. 첨에 전주 피아

노 라인을 칠 때 그냥 의식을 잃었어요 . 그 다음부터 조금만 세게 치면, 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도 안 들리고. 이런 음악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음악의 장르가. 쓰는 화성이나 이런 거는 흑인 음악에서 쓰는 전혀 흑인 음악에 전혀 반 . 소울 

알앤비에 정 반 편에 있는 화성들을 갖다 쓰는데 . 그 밑으로 막 말도 못하는 끈적거리는 그루브

가 흘러요. 아직도 몸에서. 몸이 힘들어요. 심사를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사례5-4. CEC
뭔가 실제 상황같지? 왜? 둘이 진짜 할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사람들 같애 . 빤히 아닌걸 아는데. 
지금. 뭘 어떻게 심사를 하지? 초보였는데. 둘 다. 어떻게 그렇게 감정몰입을 하지? 둘이? 감정몰

입을 막 그 틀에 박힌 감정몰입을 하는게 아니라 실제 상황처럼 사람을 믿게 하고 좀 무뚝뚝하지

만 정말 사랑하는 애랑 순수한 여자친구랑 진짜 헤어져야 된다 .
 
사례5-5. MCA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요 . 00군은 그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

어요. 음악을 하는 마음, 그 놀라운 집중력, 무시무시한 가수가 될 것 같아요.
 
사례5-6. MCC
일단 발음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 그래도 많이 고쳐졌어요. 근데 제가 특히 조심하라

는 발음 무슨 글자였어요? 딱 지적당했잖아요. 그럴 때 입을 너무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어요 . 그
거 고쳐야 되요. 하나 놀라운 건, 처음부터 끝까지 숨을 가르쳐 준 로 쉬었어요. 정확하게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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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을. 그렇게 어떤 조언들을 잘 듣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면 , 뭘 해도 굉장히 특히 기본기는 

이렇게 어릴 때 잘 쌓아 놓아야 되요 . 잘 했어요. 열심히 했고.

사례5-7. FCA
고음 때 온몸에 힘을 하나도 안주기 때문에 저렇게 격렬하게 흔들어도 고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 
만약에 힘을 준 상태에서 고음을 부르면 저렇게 못 움직이거든요 .

사례5-8. FRB
피아노는 듣기 힘들 정도로 박자가 너무 왔다갔다 해가지고요 . 근데 노래 하는 걸 보면 박자감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피아노를 칠 때 테크닉에 집중해서 박자를 잃어버리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려운 기술들을 많이 쓰려다 보니까 그 때 박자감을 놓치는게 아닌가 .

사례5-9. FRF
저는 처음에 전주를 연주하실 때 되게 주류 코드를 쓰시더라고요 .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코드 진

행의 전조가 가다가 벌스가 시작되면서 전조를 하는 방식이 정말 세련됐어요 .

Krkwic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YA의 총 코딩어의 수는 18개이다. 다른 2명의 심사위원

에 비해 코딩어 수가 5개 적다. 프레임별 빈도를 살펴보면(<표 5> 참조), YA는 CCD(69회), 
CED(42회), CCB(17회), FCB(13회), CCE(10회), CEB(10회) 순이며, 위세중심성을 살펴보면 

CCD(89.16), CED(80.66), CCB(36.29), FCB(34.29), CCE(29.76), FPC(24.9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빈도는 낮으나 위세중심성이 높게 나오는 코딩어들은 CCC(4회, 13.32), MPB(4회, 
13.32)이다. [그림 5]를 보면, 이 단어들이 중심에 있는 코딩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YA는 심사할 때, 다른 역들보다 창의성 역을 제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능 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그림 5]와도 일치한다.

[그림 5] YA의 음악 영재성에 대한 인지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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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의 중심에 있는 코딩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리를 만드는 소 역인 CCD, 감정을 잘 

표현하는 역인 CED, 가락을 지어 부르는 역인 CCE가 있다. 이는 감정표현, 작곡 등에 더 

관심이 있음을 나타낸다. 코딩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1번만 연결되어 

있는 코딩어가 있는데, 이는 FPE이다. 아예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는 코딩어

도 MEA, CCA, FPA, FRA 총 4개이다. 
또한, 다른 2명의 심사위원과 비교 시, PA나 YO와 서로 공통으로 들어 있는 코딩어는 없

으며, 다른 2명의 심사위원에게는 없지만, YA만이 가지고 있는 코딩어는 FPB가 있다.
각 코딩어에 해당하는 심사평을 예로 들자면, Y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사례 6> 참조).

<사례 6>
사례6-1. CCD
와 이 노래를, 이 박00 노래로 또 만들어서 바꿔 부르는구나. 박00가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

구나. 어떤 곡을 만나도 이건 박00 노래처럼 바꿔서 부르겠구나. 해서 가장 어려운 라운드에서 가

장 어려운 성공했음에도 자기의 노래를 소화한 거에 해서는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 다가가

서 더 가까이 가서 듣고 싶은 목소리 .

사례6-2. CED
이 노래는 사랑에 빠지고 싶다에 버금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첫소절. 여기서 끝났구나. 정

00씨가 치고 들어오는, 큰일났다. 그리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

론이에요. 마지막. 끝났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떨려서 떨린 게 아니라 정말 감정에 파묻혀서 . 
완벽한 모습의 조합.

사례6-3. CCE
건반과 기타. 이 두개의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호흡과 이런 편곡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Yo씨하고 Pa씨는 그래도 악기들을 잘 다루시잖아요. 그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런지에 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 저처럼 악기를 안 다루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훔쳐갈 수 있다면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중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을 거

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감동적인 콜라보를 또 볼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시

간을 주셔서.

사례6-4. FPE
처음에 에이파트, 비파트할때까지만 해도 와 좋다. 그래서 막 칭찬을 쓰고 있었어요. 고음들어가

면서 화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다 X표시를 했어요. 아주 잘 이끌고 나가다가 결정적인 실수

한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함께 해드리고 싶네요 .

사례6-5. MEA
평가하는 기준이 노래 실력을 가지고 할 것인가 , 목소리인가, 자세인가, 매력인가, 요 네 가지에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무 만 봤을 때는, 노래만 가지고 봤을 때는 평가하기가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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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자연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전혀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안하

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에이 들을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모습이 힙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의 가장 좋은 모습을 아직 못봤다는 생각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사례6-6. CCA
00의 단한 점은 사실 이 노래는 오디션생들에게 교과서같은 노래에요 . 그만큼 굉장히 애드립라

인을 따라하기도 힘들고 변형하기도 힘든데, 14살짜리 저 꼬마애가 어떻게 애드립라인을 세련되

게 표현했으며, 또 하나의 장점은 지난 번에 투애니원 곡을 부를 때 한국말 발음이 너무 정확했어

요.

사례6-7. FPA
맨 마지막이 특히 동요처럼 동그랗게 불러요. 볼륨조절이 또 특히 그 부분에서 동요 나올 때만 커

져요. 볼륨조절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거는 아마 호흡이나 여러 가지의 아직은 너무 미숙

한, 나이가 어려서.

사례6-8. FRA
당장 내일이라도 YG의 댄서로 들어온다면 전 받아요. 근데 노래는 아직 멀었어요. 연습을 좀 많

이 해야 되요.

사례6-9. FPB
오늘 노래는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힘이 많았던거 같아요 . 좀 더 강약조절을 

좀 더 해서 좀 더 그루브한 느낌을 만들어 냈으면 훨씬 더 . 쑥 고 들어왔다가 확 데리고 들어가

고. 쑥 고 들어왔다가 데리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볼륨 전체에서 크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그루브한게 아쉬웠던 무  같아요.

Krkwi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YO의 총 코딩어의 수는 23개이다. 프레임의 빈

도(frequency)를 살펴보면(<표 5> 참조), YO는 CCD(62회), CED(27회), CCE(17회), CEA(15
회), CEB(11회), CCB(10회) 순이며, 위세중심성은 CCD(85.35), CEA(58.09), CCE(57.98), 
CED(51.94), CCC(27.57), CEB(27.4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도와 위세중심성을 비교하면, 
위세중심성은 높게 나오나 빈도는 낮은 코딩어들은 CEA(15회, 58.09), CCC(6회, 27.57), 
FRA(2회, 13.97) 이다. [그림 6]을 보면, 이 코딩어들은 중심에 위치한 코딩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YO는 심사할 때, 다른 역들보다 창의성 역을 매우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 6]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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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YO의 음악 영재성에 대한 인지프레임

YO의 중심에 있는 코딩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리를 만드는 CCD가 있다. 코딩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1번만 연결되어 있는 코딩어가 있는데, 이는 FPE, FRG
이다. 아예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는 코딩어도 MCA, MEA 2개이다.

또한, 다른 2명의 심사위원과 비교 시, 서로 공통으로 들어 있는 코딩어는 CEC(PA, YO), 
MCA(PA, YO), MCC(PA, YO)가 있다. 다른 2명의 심사위원에게는 없지만, YO만이 가지고 

있는 코딩어는 MEB, FRD, MCB이다. 다른 심사위원에 비해 동기 역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코딩어에 해당하는 심사평을 예로 들자면, Y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사례 7> 참조).

<사례 7>
사례7-1. CCD
이 노래 굉장히 어렵고 감성, 감정을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좀 복잡한 곡이거든요. 흉내내서 될 곡

이 아닌데, 그냥 자기 노래인데요, 자기 노래. 자기 앨범에 있는 곡을 부르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

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 기성 가수 따라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거

는 자기 노래처럼 해버리니까 지적을 하면 안되잖아요 . 오리지널 가수한테. 거의 그 정도 느낌이

에요. 진짜 좋은 가수는 어떤 가수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야 노래 잘한다 . 많이 올라가는구나. 이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딱 나왔을 때, 어떤 노래를 들어도. 00이 그럴 정도의 힘이 있는 친구

인 것 같아요. 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말 기 를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 케이팝스타에

서 만난거니까 어떤 인연으로 또 다음 스토리가 풀어질지 정말 큰 기  하도록 할게요 .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례7-2. FPE
가는 길을 가는데, 영화로 치면은 여기서 울릴 것 같애, 울릴 것 같애 하는데 울리는 경우는 있어

요. 막 훅하고 나오는. 노래들은 잘하는구나. 지00양이 고음파트를 맡아주고, 에00가 중심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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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주고, 케00가 저음 파트와 색깔을 딱 잡아주니까 이런 매력이 있구나 . 특히 케00가 뻔히 가

는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더

라구요. 노래 셋 다 잘하는 거는 너무 알겠어요 . 근데 편곡방향이 좀 평이했다. 그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7-3. FRG
특히 앞부분에는 특히 글자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좌악 감정선을 따라가는 친구인데, 
이게 리듬을 쪼개면서 불러야 되는 곡인데, 리듬 타는 곡을 안 불러본 친구면 어렵거든요 . 근데 

마음속에 그게 있네요.

사례7-4. MCA
진짜 연습 많이 한 거 느껴져요. 입도 다 맞아요. 박자가 탁탁 입이 다 맞아요. 볼륨도 메인 보컬

이 100을 하고 있으면 나머진 80으로 조용히 하고 있고. 이게 연습 안 되면 안돼요. 네 명의 목

소리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팀미션은 팀이야. 개인기가 아냐.

사례7-5. MEA
인제 노래를 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사례7-6. CEC
그리고 00양도 감정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 느낌이 있어요. 가요감성을 보여 주세요 라

고 했는데 마구마구 보여주셨네요.

사례7-7. MCC
삼주 간 저희가 둘이 제일 얘기 많이 했던 게 , 그거였죠. 노래하지 말아라. 얘기하듯이 해라. 노래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말하듯이만 전달되면은 좋을 것 같다란 얘기를 삼주 간 숙제처럼 안고 있었

어요. 저희가. 지난 번 라운드 때 000의 노래로만 비교해 보자면 오늘이 노래는 제일 아쉬웠어요 . 
사실. 음정도 좀 틀리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제일 좋았던 건 처음으로 000가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다가왔고. 그래서 000가 누구인지 보고싶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는

데, 보였어요.

사례7-8. MEB
혼자 계속 음악을 해왔는데, 음악으로 무엇인가의 갈증이 아직까지 있는데, 어떤 더 안 좋은 평을 

받고 뭐하더래도 뭘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

사례7-9. FRD
Pa씨가 왜 바하같다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당당당당당당  하는 그게 예전에 더 예전 

시  때 바하가 쓰던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코드를 이렇게 리듬을 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노

래에서 그거를 한다라는 건 정말 숫자계산이 머릿속에서 14768943 이렇게 지나가는 진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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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10. MCB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케이팝스타가 그거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에요. 이 순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 여기서 내 앞날

에 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앞으

로 남은 케이팝스타의 라운드를 통해서 그 시간을 진지하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었던 거예요.

[그림 7] 전문가들의 음악 영재성에 대한 인지프레임 비교

심사위원 3명의 코딩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준프레임의 17개 코딩어가 공통되게 나타났

다. 대 역 중 기능 역에서는 6개, 동기 역에서는 3개, 창의성 역에서는 8개가 공통 역이

다. 총 16개의 기능 역 중에서 중 역별로 보면 청감 3개, 리듬감 2개, 신체협응 1개로 공통

적으로 청감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총 11개의 동기 역 중 인내력 2개, 열의 

1개로 나타났다. 또, 다른 2가지 역에 비해 창의성 역은 총 9개 역 중 8개를 차지해 비중

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성 역 중에서도 작곡/즉흥연주 중 역에 포함된 소 역 5개가 

모두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 2명의 코딩어를 비교해 보면, PA와 YO는 MCA, MCC, CEC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나, YA와PA, YA와 YO는 공통으로 언급한 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심사위원 단독으로 보면, PA만 가지고 있는 코딩어는 FRF, FRB, FCA이다. 3개 모두 대

역 중 기능 역에 속한다. YA만 가지고 있는 코딩어는 FPB로 이 또한 대 역 중 기능 역에 

속한다. YO만 가지고 있는 코딩어는 FRD, MCB, MEB이다. FRD는 기능 역에 속하고, 
MCB, MEB는 동기 역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세 심사위원 모두 기능 역과 창의성 역에 비해 동기 역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난다. 이는 동기요소의 경우 단시간에 무대 위에서 파악하여 평가하기기 힘든 요소들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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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YA의 경우 다른 2명의 심사위원에 비해 동기 역이 더 적다. 이는 앞서 말한 ‘기획

자의 눈’으로 본다는 제작발표회에서의 인터뷰와 일치한다.

I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통하여 심사위원들이 보는 음악 재성

의 범주를 연구하고자 하 다. 심사위원들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공통되는 역이 있는 반

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심사평에 주요 단어의 위세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세 명의 심사위원 모두 ‘노래’라는 

단어의 위세중심성이 높았다. 이는 심사평에서 반복되고 의미없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2순위 단어를 살펴보면, PA는 ‘본인’, YA는 ‘목소리’, YO는 ‘곡’이라는 단어의 위세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에 사용된 단어의 위세중심성을 비교해보면 PA는 음, 
느낌, 본인, 곡, 가사, 목소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YA는 목소리, 
곡, 무대, 감성, 가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YO는 곡, 노래, 음악, 목소

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단어들 사이에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심

사위원 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이는 위세중심성을 시각화한 네트워크에서

도 나타났는데, PA에게서는 화음, 코드, 발성 등 음악 기초지식에 관한 내용이 있고, YA는 

춤, 나이, 장르 등 기획자로서의 관점을 보이는 단어가 있었으며 YO는 편곡, 피아노 등의 기

능에 대한 단어가 나타났다. 이를 보아 심사위원들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역

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음악 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심사위원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하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심사평에 코딩어를 부여하여 언어 네트워크 및 NetDraw로 분석한 결과 먼저, 언어네

트워크에서 세 명의 심사위원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오는 역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리를 

만드는 소 역인 CCD 으나 PA는 창의적 표현이나 작곡/즉흥연주를 중요하게 보고, YA는 

감정표현, 작곡 등에 더 관심이 있으며 YO는 작곡/즉흥연주는 물론 리듬감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준프레임과 비교하여 보면, 세 명의 심사위원 모두 창의성 역을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기 역은 세 심사위원의 심사평에서 모

두 부족한 역으로 나왔다. 그리고 기준프레임에는 제시가 되어 있으나, 다루지 않은 소 역

들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중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이돌 가수를 중심으로 외적인 요소의 비중을 높

게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창의적인 역과 본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중요

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류와도 접한데,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여 실력이나 특

색이 없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차별화된 메시지를 부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
의성은 훈련을 통해 향상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음악적 능력보다 더 중요

한 자질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 선발에 있어 렌쥴리가 제시한 3가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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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반 되어야 하나, 결과는 창의성 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기 역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발에 있어 부족한 역을 보충해 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준 프레임에서 제시한 역 중 다루지 않는 소 역을 수정하여 대중가

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맞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재 선발에서 음악 재의 정의가 중요하듯 대중음악에서의 재에 대한 정의 

및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심사위원들의 언어적 표상을 프레임 분석한 결과, 코딩어는 있으나 부여되지 못한 코

딩어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에 방 된 심사내용만을 대상으로 하 는데, 심사내용이 무대 

위 단기간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결과를 내기 때문이므로, 오디션 선발 시 무대 밖의 모습 

등도 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존에 사용된 프레임을 이용하여서 해당 코딩어가 없으면 심사내용에서 코딩어를 

추출하지 못하 으므로 역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재 선발 도구는 모든 역에서 공평해야 한다. 그런데, 기준프레임상 한 가지 대

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족한 역도 반 할 수 있는 선발도구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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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ognitive frame of the expert on musically talented 

in the Pop music audition program. Consequently, this article found that each expert has difference 

priority. Myself(PA), voice(YA), tune(YO) are used frequently. In comparison with standard frame, 

all experts refer to creative area in priority. But, they lack in motive area. Also, there are areas 

which don't treat in standard frame. And to conclude, pop music audition program has creative 

and personal characteristic. If not, it doesn't give prominence to differentiated messages and  

last in the global marke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irstly, it needs devices that support areas which fall short of selection. Secondly, it requires 

new frame which modifies the details of standard frame.

Key Words: Musically talented student, Pop music audition program, Cognitiv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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