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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타쿠는한분야에열중하는사람을이르는말이다. 초창기

에는부정적인뜻으로특정취미, 사물에는관심을가지고있

지만, 다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고 사교성이 결여된 인물로

쓰였었다.

“미야자키 츠토무 사건” 이것은 오타쿠 살인마가 아동 4명

을살해한내용의사건이다. 이 사건으로인해원래도부정적

인 이미지가 더욱 짙어져 사회적으로 비난까지 받게 되었었

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점차 의미가 확대되면서 특정

취미에 강한 사람, 단순 팬, 마니아 수준을 넘어선 특정 분야

의전문가라는긍정적인뜻으로변화되어갔다. 이 점이음악

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췄

던애니메이션산업이오타쿠들로인해큰수입을얻게되면

서 대중화되기 시작한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흥행을 이루면

서애니메이션안에있는곡들까지흥행을이룬다. 유명애니

메이션 주제곡들을 분석한다.

미야자키 츠토무는 1962년 8월 21일 일본 도쿄도 아키루노

시에서 태어났다. 이 사건은 미야자키 츠토무가 1988년(쇼와

63년) 8월 22일부터 이듬해 1989년(헤이세이 원년) 6월 11일

까지걸쳐도쿄도특별구(고토구)및 북서부~사이타마현남서

부에서 26세 인쇄공이 일면식도 없던 연약한 어린 소녀 4명

을 잇따라연속적으로납치하여살해한뒤옷을벗겨시체에

성폭행 한 후 인근 지역에 유기를 한 사건이다. 이때 미야자

키 츠토무는 히키코모리이자 오타쿠였다.

일본 전역을 흔든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오타쿠는

잠재적 가해자란 등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쳐 오타쿠는 한심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

을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오타쿠들은 확보된 고객들로

써 소비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창작하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그영향이어떤결과를가져왔다. 우선애니메이션

산업이 크게 확장이 되어 일반 사람들도 쉽게 애니메이션들

을접할수있는매체들이생겨나기시작했다. 이러한긍정적

인 결과들로 인해 애니메이션들이 크게 흥행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수 많은 주제곡들 역시 사랑을 받기 시작한다.

2. 본 론
오타쿠 문화의 3가지 특징이 음악산업 흥행과 직접적인 연

관이 있는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연구를했다. 오타쿠는이미확보된고객이며, 자신이애정을

가지는 대상이 생기면 소비를 하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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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거오타쿠라는하위문화에심취한사람들에대한인식이굉장히폐쇄적이고부정적이었다. 거기에사회적비난까지
받게 되었던 “미야자키츠토무사건”으로 모든 오타쿠들이 사회적으로없어져야 한다는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
만 현재 오타쿠와 오타쿠 문화는 그 인식을 바꾼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비를 하는 확보된 고객들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오타쿠들은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디어기술의발전으로자신이좋아하는 콘텐츠를이용하여 2차 콘텐츠를생산하면서 이를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며 확장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타쿠 문화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던 사건과 음악
산업 흥행을 이루게끔 만들었던 역할에 대해 연구한다. 오타쿠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애니메이션과 안에 수록
되어진 애니메이션 주제곡이 음악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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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에반게리온

사례로는 에반게리온 “잔혹한 천사의 테제”는 20년 가까이

오리콘 가라오케 차트에서 5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악수회와 총선거 이벤트로 인해 AKB 48의 음반은 압도적으

로 소비가 됐다. 보컬로이드 경우 2차 창작으로 만들어진 곡

들중 100만 조회수가 넘는 곡들을 위주로 매해 콘서트를 개

최하였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림2] 전전세세

다음 사례로는 너의 이름은 “前前前世전전전세”는 영화 개

봉 한달 전인 7월 25일에 선행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튠즈에서 나온지 2시간 만에 1위를 차지하였다. 레코초

쿠에서도 당일 1위 차지. 그 뒤에 아이튠즈에서 13일 연속 1

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다 잠시 쟁쟁한 곡들로 인해 1위에서

내려갔지만, 영화 개봉날인 8월 26일에 다시 1위로 올라서면

서그후 23일 동안 1위를독점했다. 통산 56일 1위라는엄청

난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에

수록이 되어있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곡을 GIFT라는 밴

드가 커버를 했다. 조회수가 무려 430만회라는 큰 기록을 냈

는데, 이 밴드는 그 전까진 그렇게 유명한 밴드가 아니였다.

[그림 3] 너의 이름은

세번째사례로는우리나라에서도유명한애니메이션인쾨

걸근육맨 2세의 “질풍가도”이다. 이 곡 역시우리나라여러

뮤지션들이 커버와 재편곡을 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많은조회수를기록하는것을보여주었다. 금영, TJ 노래방에

서도 인기곡으로 다수 선곡이 되어 현재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림4] 질풍가도

오타쿠는 프로슈머이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슈머는 생산자

와 소비자를 동시에 하는 사람을 뜻한다. 오타쿠는 소비자이

기도 하면서 동시에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동인지와

굿즈 등의 2차 콘텐츠 생산으로 코미케(코믹마켓)에서 수익

을 창출했다. 에반게리온의 흥행 이후로 많은 일본의 가수들

과 뮤지션들이 ‘잔혹한 천사의 테제’를 커버했고 유튜브에서

도 다양한 장르로 재편곡이 되어 업로드가 되었다. 뮤지션들

에의한커버활동. 즉생산과소비를같이할수있는지속적

인 소비 요소인 것이다.

오타쿠는전문가적이며, 비평가적인시각을겸비하고있다.

대상의세세한것까지분석하는심리를가졌고, AKB48의총

선거 시즌에는 선거 캠프로까지 설치하여 전략적인 운영을

한다. 보컬로이드(일본의 기업 야마하에서 개발한 음성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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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과이엔진을사용한소프트웨어및이미지케릭터)는호

흡과가사의제약이없다는것을분석하여곡을만들어냈으

며, 보다 사람과 가까운 자연스러움을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

는 ‘調敎조교’에 대한 지식을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에반게리온(잔혹한천사의테제)같은경우그곡의중

독성에대한연구가진행이되어실제책으로도발간이되었

다. 오타쿠는편곡에있어서도, 전문가혹은그이상의기량을

가지고 있다.

3. 결 론

부정적인 이미지와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던 오타쿠는 현재

여러 다양한 산업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사랑을 받고 있다.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더욱지나면서나아질것으로본연구는판

단하고 있다. 오타쿠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도 저자도 오타쿠

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본인의세계에갇혀외부활동은하지않고집안에만있는사

람을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었다.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

을 했다. 주변에서도 가족들까지도 그런 오타쿠는 부정적이

다라고 정의를 하였기에 그러한 이유가 큰 것 같다. 그런데

본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뮤지션들. 유명 래퍼(키드밀리, 디

핵)들의 사례만봐도오타쿠를부정적으로생각을하면 안된

다는것을느낄수있었다. 일반 사람들이가질수없는생각

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으며, 실행에 옮겨 성공하는 사례들을

보고 느끼고 난 후,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 스스로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저자 역시도 그들처럼 행동을 해봐야겠다는 생각

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음악산업에서 빠지면 안되는 소비적

인부분을차지하는게오타쿠들이라는결론을본논문을연

구하면서 내리게 되었다. 나아가 이 생각이 일반 사람들에게

까지 전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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