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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주제  방탄소년단은 무엇을 노래하는가? 



자료 출처 : JTBC 스포트라이트 



1- 2) 분석 대상  방탄소년단 앨범별 가사 

• 가사 추출 : 멜론 

• 추출 범위 :  

   2013년~2018년 

  16개의 앨범, 149곡 

   (싱글 10개, 정규 6개, 

     일본어 버전 앨범 제외) 



2- 1) 분석 과정 

… 

rawdata  

analysis 

피벗 테이블 



2- 2) 분석 결과 + 해석 

명사(NB NC NN NP) 필터 
 

 
결과①  나, 너, 내, 니, 것, 넌 …   

Word Cloud 



2- 2) 분석 결과 + 해석 

결과①   
앨범 전체적으로 대명사(NP) ‘나’의 빈도 총
합계가 가장 높음.  
 
대명사 ‘너’, ‘내’의 빈도 또한 총합계가 높음. 
  

해석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많이 함. 
‘나’ 중심적인 경향 
 
‘나＇와 ‘너‘, ‘내~’과 ‘너’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나’가 ‘방탄소년단’이라면,  
‘너＇는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를 지칭? 
 



외국어(F) 필터 
 



2- 2) 분석 결과 + 해석 

결과②   
의존명사(NB)와 형용사(PA)의 상승 경향 
수식언(N) 중 관형사(MM) 

해석 
수식어가 많아지는 경향 (특히 랩 가사에서) 
점점 더 섬세하고 세부적인 가사 표현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방탄소년단 
(10대->20대) 
 



2- 2) 분석 결과 + 해석 

해석 
수식어가 많아지는 경향 (특히 랩 가사에서) 
점점 더 섬세하고 세부적인 가사 표현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방탄소년단 
(10대->20대) 
슈가, RM, 제이홉 
 



2- 2) 분석 결과 + 해석 

결과③  
‘없-’은 총합계 가장 높음. 
모든 해에 전체적으로 많이 쓰임. 
→’없다’의 사전적, 함축적 의미를 고려 
부정적인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 늘, 주로 
 
‘좋-’의 빈도는 2013년에 가장 높았다가 점
점 줄어드는 경향, 2018년도에 가장 낮음. 
→ ‘없다’와 비슷한 측면  
가사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슬프-’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는 경향 
→ ’슬프다’의 감정,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상
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을 것으로 
 
 

형용사(PA) 필터  



2- 2) 분석 결과 + 해석 

동사(PV)와 형용사(PA) 필터 
 

Word Cloud 



2- 2) 분석 결과 + 해석 

결과④   
종결어미 ‘-야’, ‘-네‘, ‘-다‘의 빈도가 높음. 

종결어미(EF) 필터 

해석 
종결어미 ‘-야＇는 또래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설명할 때 쓰므로, 방탄소년
단이 하는 말의 대상은 주로 10대, 20대 

해석 
방탄소년단의 앨범에는 SKIT(촌극)이 있는
데 멤버들끼리(또래)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서 ‘?’와 함께 물음이나 질문이 가사 내용으
로 나오기도 함 



2- 2) 분석 결과 + 해석 

결과④   
종결어미 ‘-야’, ‘-네‘, ‘-다‘의 빈도가 높음. 

종결어미(EF) 필터 

해석 
'종결어미 '-네’는 빈도 높은 형용사와 연관
시켜 보면, 주로 부정적인 상황을 누군가에
게 이야기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자
신의 마음을 혼자 읊조리는 형식의 가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감탄의 의미의 ‘-네’는 많지 않을 것으로 



2- 2) 분석 결과 + 해석 

결과④   
종결어미 ‘-야’, ‘-네‘, ‘-다‘의 빈도가 높음. 

종결어미(EF) 필터 

해석 
종결어미(EF) ‘-다’는 평서형으로, 객관적으
로 진술하는 형식의 가사가 많을 것으로 
~’(하)다가’(연결어미EC)의 줄임말로 본다면 
가사의 라임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2- 2) 분석 결과 + 해석 

결과⑤   
‘다’, ‘너무’, ‘왜’, ‘더‘, ‘또’ 

해석 
‘왜’ 이유를 묻는 것→ 반항심, 거부를 표현 
빈도가 높았던 대명사 ‘나‘, ‘내‘,’너＇와   
부사 ‘왜＇를 연결 → 자아 성찰이나 후회  
‘다‘, ‘너무‘, ’또＇→ 극단적, 지나침, 반복   
 

부사(MA) 필터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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