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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 대중가요 중 아이돌 음악은 현재까지 댄스 음악

을 포함한 많은 수의 곡들이 발매되었으며, 주요 차트의 

순위권 안에 진입된 곡들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 편곡적

인 측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기법이 사용되는 곡들로 음

악적 유행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중 일부 곡들은 

댄스 음악 등으로 인지되는 표면적인 특징 속에서 타 장

르를 연상케 하는 기법을 혼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사례에 해당되는 곡 중 멜론, 

가온차트, 벅스, 엠넷의 연간차트에 10위 이내로 기록되

어 있는 트와이스의 곡 ‘OOH-AHH하게’와 ‘Cheer up’으

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편곡의 특정 유형 및 음악적 

유행의 일정 부분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본론

  편곡 기법 설명에 있어 장르를 구분 짓는 것은 모호함

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특정 장르에서 사용해온 이유로 

해당 장르를 연상시키는 기법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편곡 기법에 대한 분석 및 검증에 있어서 장르

적 요소에 해당되는 템포, 리듬, 화성 혹은 특정 악기의 

사용으로 설명을 할 것이나[1], 이는 해당 장르에 대한 절

대적인 단정이 아니며 연구곡의 기법적인 파악에 있어서 

장르적 특징에 대한 간접적 차용 정도로 한정한다.

1.‘OOH-AHH하게’의 기법적 혼용 분석

  ‘OOH-AHH하게’는 곡의 형식과 기능으로 보았을 때 

인트로 - 벌스 - 벌스 프라임 - 프리 코러스 - 코러스 - 2

절 - 브릿지 - 인터루드 - 코러스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곡이며, 해당 곡의 악기 편성은 주로 신시사이저와 

다양한 드럼 계열의 악기로 이루어져 있다.

  <표 1>은 곡에서 혼용된 기법적 형식이 드러나는 형식

적 부분과 해당 마디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OOH-AHH하게’에서 기법의 혼용이 드러난 

부분

  프리코러스 부분은 타악기와 보컬을 제외한 악기 편성

은 기타로만 이루어져있으며, 전후 부분과의 관계를 비

교하였을 때 해당 부분에서만 등장하여 곡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동시에 해당 악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도록 하

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화음상으로 보았을 때 1도와 5

도를 동시에 연주하는 파워코드 주법으로 연주가 되는데, 

언급된 두 가지 특징을 통하여 프리코러스에 한해서 록

의 분위기가 연상시키는 효과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

다.[2]

  2절의 벌스 프라임 부분에서는 여타 파트와 다른 음색

의 드럼이 연주되었는데, 이는 롤랜드사의 드럼 머신인 

TR-808과 유사하다. 그와 동시에 하이햇을 이용해 해당 

부분의 각 마디 중 4번째 박자에 64분음표를 연속적으로 

연주하여 곡 전체에서의 다른 부분에 비해 리듬간의 간

격이 세분화되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 드럼 및 

리듬의 조합에 한하여 트랩 장르[3]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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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 음악 중 타 장르를 연상하게 하는 일부 기법이 혼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되는 곡 중 

여러 차트의 10위권 이내에 기록된 트와이스의 ‘OOH-AHH하게’와 ‘Cheer up’으로 한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아이돌 음악의 

한 편곡의 특정 유형과 음악적 유행의 일정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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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eer up’의 기법적 혼용 분석

  곡의 구성은 인트로 - 벌스 - 프리 코러스 - 코러스 - 

랩 - 2절의 프리코러스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기의 

편성에 있어 신시사이저와 드럼 계열의 악기가 주가 되

는 점은 ‘OOH-AHH하게’와 공통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곡에서 혼용된 기법적 형식이 드러난 부분과 마디

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Cheer up’에서 기법의 혼용이 드러난 부분

  코러스 부분은 타 부분과 비교하였을 때 드럼 리듬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멘브레이크

(Amen Break)’라는 명칭의 브레이크비트 리듬에 해당된

다. 또한 해당 곡의 BPM이 173이라는 점과 함께 미루어

볼 때, 곡의 템포와 해당 부분의 리듬의 조합은 정글 장

르[4]를 연상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곡의 랩 부분 중 65마디에서는 보컬을 제외

한 편곡적 특징으로써, 스네어 드럼 연주와 동일한 리듬

으로 스크래치 기법을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악기는 연

주되지 않는다. 스크래치 기법이 힙합에서 사용되는 리

듬 제작 기법[5]임을 감안하고, 본 마디에서의 편곡 구조

상 스크래치 기법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해당 마디에서는 힙합의 분위기가 연상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Ⅲ. 결론

  앞서 언급했듯, 장르적 요소는 일부분의 기법을 통하

여 규정하기엔 모호하다. 그러나 특정 기법이 쓰이던 장

르를 전제로 어느 정도의 연상적 특징을 설명할 수는 있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두 곡 자체의 음악적 장르는 관

점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분석 결과 편곡 측

면에서 여러 장르를 부분적으로 연상케 하는 기법이 혼

용되었다는 점은 확인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아이돌 음

악에서 표현된 편곡적인 유형 사례 및 음악적 유행의 일

정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방식의 편곡적 형태

를 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은 본 연구의 의의인 

동시에 한계점에도 해당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동일 시

기에 발매된 아이돌 곡에 대한 비교 혹은 유사한 편곡적 

기법 사례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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